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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본 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시행된 농업관측사업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기여함으

로써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현행 농업관측사업은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소비 등

향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분석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관측 정보는 주로 출하기 1∼2개월 전의 단기관측을 통해 수

급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기상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상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됨에 기상요

인을 고려한 수급예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모형예측이란 다양한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생산량

을 예측하고 그 수준에 따라 출하기 가격을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공급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상요인을 바탕으로 쌀, 콩, 고

랭지 배추 3개 품목에 대한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점추정, 기상요인과의 선형성, 최소자승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확률추정, 이차형식, 패널분석으로 접근하여 추정방법과 예측방

법의 개선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수예측모형을 통해 제공될 주요 정보는 출하기 1~2개월 이전의 품목에 대

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재배면적을 이

용하여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 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iii

요 약

본 연구는 쌀, 콩, 고랭지 배추 이상 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기상요인을 고려

하여 관측품목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미리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의 점추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확률추정 방법을 적

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단수와 기상요인과의 선형성을 이차형식으로 변경함

으로써 개별 기상요소에 대한 최적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패널분석

을 통해 자유도가 늘어나 추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시, 군, 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의 형태로 자료를 구축

하고 횡단면 효과와 시계열효과를 고려한 TWO-WAY 방법을 이용하고 고정

효과(fixed effect)모형을 통한 패널분석으로 단수를 종속변수로 한 기상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상시나리오를 접목시켜

확률적 기법을 이용한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통계학적 단수예측모

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육모형중 하나인 EPIC 모형의 도입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쌀 단수예측모형은 최근 10년 간 시군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

변수로 평균기온, 적산온도, 일교차, 일조시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

을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평균기온이 이차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등숙기 이전에는 유효적산온도, 등숙기에는 평균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단수결과는 9월 중순

을 기준으로 497kg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496kg과 큰 차이

가 없다.

고랭지배추 단수예측모형은 최근 10년 간 주산지 시군의 행정 통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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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읍면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변수로 최

고기온, 강수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최고기온과 강수량 모두 이차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쌀 단수예측모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된 고랭지배추 단수결과는 10월 기준

으로 4,211kg으로 2010년보다 높고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콩 단수예측모형은 시군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2010년 기간의 8개 도(제주도 제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을 설

정하였다. 패널모형 중 Two-way 방법인 시계열과 횡단면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이차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군별

콩 단수 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통계청의 도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요

인 역시 도를 대표하는 기상자료를 생성하여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상요인이

콩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쌀, 콩, 고랭지 배추 3개 품목의 단수예측모형은 통계청에서 제공

하는 실측 조사결과 이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수예측결과가 실측조사보다 신뢰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급대책 마련을 위

한 논리적 근거자료로써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병충해 및 기상재해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분명

히 존재한다. 이는 단수와 관련된 실험통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부

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통계를 작성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

여 토양·기상 등 환경요인에 대한 작물의 생육반응을 고려하기 위한 EPIC모형

과 유사한 모형들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수예측모형의 결합연구는 향후 과

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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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Building Crop Yield Forecasting Model considering 
Meteorological elemen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crop yield forecasting model for 
rice, soybean, and the summer Chinese cabbage cultivated in highlands with 
meteorological elements taken into account. The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main outcom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used a stochastic method to overcome the drawback of point estimation 
by using meteorological scenarios; second, model specification was changed 
from a linear function to a quadratic function form (such as the concave 
function to the zero point) to find optimal points on each element; third, a 
panel data analysis was used to enhance the degree of freedom.

The panel analysis was used with a two-way fixed effect model 
considering cross-section and time period to find unbiased and consistent 
estimates of meteorological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tochastical crop yield 
forecasting model with a variety of meteorological scenario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EPIC(Erosion 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 
model is review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ur model.

An estimation of rice yield was made using a regional panel data of 
over the recent 10 years and with mean temperature,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sunshine hours, and daily temperature rang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confirm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is a quadratic form and that the rice yield is highly affected by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before the grain filling stage and by the 
mean temperature during the grain filling stage.

We set up a total of 1,296 scenarios at the end of September in 2011 
to forecast rice yield based on weather data provid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ducing the scenarios and replicating the estimation as the 
forecast time goes close to the target time, which was the end of September 
in 2011, we finally obtained the result that the target rice yield would be 
496kg based on our scenario in the middle of September in 2011. Our 
forecast is not different from the real rice yield of the target time, 49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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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rough an actual inspection.
An estimation of yield for the summer Chinese cabbage was made 

using a main producing district's panel data of over the recent 10 years and 
with high temperature and rainfall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confirm that both high temperature and rainfall take a 
quadratic form. The result of the yield forecasting model of summer Chinese 
cabbage shows that the yield is higher than 2010's but less than average year.

A soybean yield estimation was made using a regional panel data from 
1980 to 2010, and except for Jeju, and with average temperature, sunshine 
duration, and rainfall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confirm that both average temperature and rainfall take a 
quadratic form. This model used provincial weather data because we could 
not access the yield data of cities. So we can not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component and soybean yield.

The yield forecasting model of rice, soybean, and summer Chinese 
cabbage cultivated in highlands has an implication that we can know their 
yield befor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ounces its researched yield 
results. Therefore, we can use yield forecasts as basis data to prepare 
measures for any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consider the damage 
caused by diseases and insects and climate change because we don't have 
experiment data on yields of rice, soybean, and the summer Chinese cabbage 
cultivated in highlands. Therefore, a study for obtaining the experimental data 
has to be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eforehand. In 
the future study we need to merge EPIC models and the statistic yield 
forecasting model of this study to enhance the accuracy of crop yield 
forecasting. 

Researchers: Sukho Han, Byounghoon Lee, Misung Park, Junho Seung, 
Hyunseok Yang, Sungchul Shin

Research period: 2011. 7. - 2011. 12.
E-mail address: shoha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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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작물 단수는 기상, 병충해, 토양 그리고 기술요인(방제 및 재배기술) 등의

다양한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10년 가을 고랭지 배추 가

격 폭등으로 기상이 작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농

업관측 업무과정에서 기상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반영

하기 위한 단수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 기존 농업관측업무는 표본농가를 중심으로 월단위 재배(의향)면적과 작황

조사를 기반으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현재 농업관측에서 운영하

고 있는 생산량 예측모형은 설명변수가 과거 기상변수를 사용하였으나, 기

상변수의 정량화된 예측치를 활용하지 못 하였고, 단순한 선형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상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을 미리 예측하여 관측업무 과정

에 반영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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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측사업에 있어서 점추정(Point Estimation)을 근간으로 한 단수추정

은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방식보다는 기상요인

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통한 확률추정(Stochastic Estimation)기법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관측센터의 관측품목 중 기상여건에 민감한 채소류인 고랭지배

추와 곡물류 2개 품목(쌀, 콩)을 선택하여 기상요인에 따라 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단수예측모형을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연

구 종료 후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

터 관측품목 전체로 연구를 확대하여 작물 생산량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

한 수급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허신행 외(1984)는 “가격형성의 시차성을 이용한 김장채소생산의 예측가능

성”에서 김장배추의 공급함수 추정을 위해 일조시간과 같은 기상 변수를 도

입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기상 요인을 고려한 최초의 청과물 수급 관

련 연구라 할 수 있다.

○ 조덕래 외(1992)는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에서 과수 공급 추정

을 위해 가을철 강수량 변수를 추가하였고 전국 평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 이중웅(1996)은 “무·배추의 생산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무·배추를

작형과 지역별로 구분하고, 각 단수를 재배기간의 월별 기온과 강수량에 대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수를 작형·지역별로 월별 기온에 대해 OL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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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한편, 월별 강수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20개 미만의 시계열자료에 대해 OLS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수행

되었다

○ 이용선 외(2004)는 “과채류의 작형별 단수함수 추정”에서 기상요인이 과채

류의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작형별로 계측하면서 지역간 결합추정(pooled

estimation)방법을 도입하여 생육기의 기상조건이 과채류 단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상 요인이 과채품목의 작형별 단수에 미

치는 영향력을 계측함으로써 과채류의 단기적인 공급변동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 이용선 외(2005)는 “기상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요 청과

물의 계절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기상 요인을 규명하고,

기상요인이 청과물의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추․무

의 단수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전기단수, 평균기온, 강수량, 기술더미 등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평균적인 작황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만

을 반영함으로서 2010년과 같은 급격한 단수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Sharpley, A. N. 외(1990)는 “EPIC- erosion/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 1.

model documentation”에서 EPIC모형은 1981년 초 토양의 침식과 농작물간

의 관계를 결정짓는 수리적 모형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제적 평가 등 시뮬레

이션도 가능한 모형이다. 또한 배수, 관수, 물생성량, 바람이나 물에 의한 침

식, 석회도에 따라 작물의 정식기, 경작지, 작물 재고량 관리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투입되는 변수의 계수(parameter)를 조정하여 여러 나라

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장기간 축적 가능한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다양한 농업 기법 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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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연구 본 연구

표본 전국 총량자료 읍면 또는 시군자료

자료구성 년차별 시계열자료 패널자료

추정모형 선형회귀방정식
비선형회귀방정식

(Optimal Point추정)

예측방법 점추정
확률추정

(stochastic estimation)

기상가정 평년기상 기상청예보 기준 1,000개 시나리오

예측결과 단수예측치 1개 1,000개의 단수분포

○ 기존 연구의 대부분 기상 요인이 농작물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자료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계수추정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으

로 패널자료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기상요인과 농작물 단수간의 선형회

귀방식을 이용하는데 그쳐 기상여건이 작물의 생육조건에 미치는 효과분석

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즉, 기상요인과 단수간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한다

면 단수와 기온이 양(+)관계가 형성된다면 추정된 계수를 통해 기온이 무한

대로 향상된다면 단수도 역시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함수형태이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따라서 본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 중 하나는 제약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시군 또는 읍면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되, 작

물이 기상요인과 상관관계분석을 단순한 선형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방정

식 중 2차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단수의 최적점(Optimal Point)

을 추정하여 최적점을 기준으로 최적점 이전까지는 단수가 증가하나 최적

점 이후에는 단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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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추정(Point Estimation)방식에서 벗어나 확률추정(Stochastic Estimation)

기법을 도입하였다. 즉,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반영하여 여러 개의 기상시나

리오를 작성한 후, 단수예측모형에 삽입하여 시나리오별 단수를 추정하여

단수분포를 추정한다. 따라서 관측수급 모형과 연계하여 예상가격 분포 생

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통계학적 모형 이외 EPIC(Erosion 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 모형을 도

입하여 농업관측 품목에 적용가능한지 시도하여 농업관측 기법 향상을 도

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품목 중 기상요인

에 민감하고 자료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쌀, 콩, 고랭지 배추등 3개품목

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작물의 생육조건과 기후영향 분야는 농촌진흥청

에서, 과거기상자료 수집 및 기상예보는 기상청과 국가농림기상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쌀 및 콩의 단수자료는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각

각 시·군 및 도 단위 패널을 구축하였고, 고랭지배추 단수자료는 지방자치

별 행정 통계연보를 통해 시·군단위 패널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 또한 품목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품목별 생육 특성이나

기상조건이 생육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생육모델 전문가 모

임인 농촌진흥청 작물모형연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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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EPIC 모형은 모형의 소개와 간단한 실행절차 및

결과를 제시하고, EPIC 모형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음을 밝혀 둔다.

4. 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모형의 이론

적 배경과 구조, 기상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쌀 단수예

측모형의 추정방정식 및 추정결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각각 고랭지배추와 콩에 대한 분석결과를 쌀 단수예측

모형의 전개과정과 동일하게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EPIC 모형에 대한 설

명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제7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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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모형설명

1. 기본구조

○ 본 연구는 쌀, 콩, 고랭지배추 이상 3가지 품목에 대해서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전년단수를 바탕으로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금년단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 단, 병충해 및 기상재해 등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존재함을 밝혀둔다.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품목의 단수를 종

속변수로, 단수방정식을 설정하여 추정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한다.

-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것은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상요인이라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생육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육기간에 따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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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상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2-1. 기본구조

○단수분포를 바탕으로 출하이전의 대략적인 단수 예측치를 확인하고, 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현된 기상요인을 대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후 출하기까지의 모든 기상요인을 대입하여 출하기 공식통계를 발표하기

전에 모형을 통해 확정된 단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의 전개과정은 단수 방정식 설정, 기상시나

리오 설정, 단수분포 추정, 단수분포축소, 최종단수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2-2>

그림 2-2. 단수예측모형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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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형태(Model Specification)

○ 작물이 기상요인과 상관관계분석을 단순한 선형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방

정식 중 2차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단수의 최적점(Optimal

Point)을 추정하여 최적점을 기준으로 최적점 이전까지는 단수가 증가하나

최적점 이후에는 단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방정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림 2-3. 모형형태

○ 단수모형에서 YD는 단수를 의미하며, C는 기상요인을 의미한다.<그림

2-3> 이차항을 방정식에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최적점( )을 확인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기상변수가 기온인 경우 최적기온( )까지는 단수가 증가하

지만,  이후부터는 단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 평년기온을 바탕으로 최적온도까지는 생산량이 증가 할 수 있지만, 이상

고온의 경우 단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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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분석방법

○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중 특징적인 부분은 데이터 접근성에 따라 지

역별(시, 군, 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의 형태로 자료를 구축하고 횡단면

효과와 시계열효과를 고려한 TWO-WAY 방법을 이용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통한 패널분석으로 단수를 종속변수로 한 기상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 패널자료(panel data)는 분석대상의 횡단면자료가 여러 시계열에 걸쳐 구성

된 것으로 횡단면자료의 반복으로 고련하면 된다. 따라서 분석 상 데이터의

미시적 단위에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며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하는데 있어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에서 패널분석의 응용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들은 미시자료(micro-data)들이 많은데

동일한 표본을 일정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종단면자료(longitudinal

data)를 구성한다. 횡단면 표본은 크지만 시계열이 짧은 것이 많으나, 최근

에는 장기의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가 많아짐에 따라 시계열분석을 기

존의 패널모형에 적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 패널자료는 기존 횡단면자료 또는 시계열자료에 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 분석대상의 표본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자유도(degrees of freedom)가 늘

어나고 분산이 작아져 통계의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즉, 추정의 효율성

(efficiency)이 향상되는 것이다.

- 설명변수 간의 공선성(collinearity)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점이

다. 시계열분석에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설

명변수에 포함될 소득과 가격변수 간에 공선성관계가 있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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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패널자료에 포함된 횡단면자료는 두 변수의 변동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공선성 정도가 감소한다. 한 변수의 변동성은 개인 간의 차에서

발생하는 변동(between variation)과 한 개인의 시간에 따른 변동(within

variation)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전자의 비중이 훨씬 크다. 소득과 가격의

시계열자료에 비해 패널자료는 공선성의 가능성이 적음은 물론 두 변수

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내포하기에 추정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 추정량의 편의(bias)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회귀방정식을 설정하는 데

있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생략되었고, 그 변수가 회귀방정식

에 포함된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추정량(estimator)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치로 관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횡단면자료만

을 이용할 때에는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 없는 반면, 패널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생략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패널자료를 이용할 때, 추정량의 편의를 감소시키는 장점은 결국 패널자료

에서 이질성(heterogeneity)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자료에서는 제어할 수 없으나 패널자료에서는 제어가 가능하

기 때문에 생략변수와 같은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절에서는 개별효과모형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시간효과모형도 유사한 방

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므로 생략한다. 개별효과모형의 일반적인 선

형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1)

 : 횡단면 표본의 크기

: 시계열 표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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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는 아래의 식 (1)ʹ 또는 식 (1)ʺ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 

  ⋯

 ′  ⋯  
  ×  벡터(vector)

  · (1)″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

한다. 어느 모형을 사용할 것인가는 연구자가 결정을 하되 표본 내의 효과에

기초하여 추론을 한다면 고정효과모형을, 모집단의 특성에 대하여 추론을

도출하려 한다면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

○ 고정효과모형은 를 고정된 모수(parameter)로 가정한 것이므로 이를 추

정해야 하는데, 이 크면 추정할 모수가 많아지게 된다. 횡단면 표본이 커

질수록 모수의 수도 함께 증가하는 이른바 우발적 모수문제(incidental pa-

rameter problem) 1가 발생한다. 더욱이 까지 작으면 자유도의 손실이 크

1 우발적 모수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amberlain(1984)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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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PSID와 같은 가구조사자료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이 적합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확률효과모형은 를 
와 같이 확률변수로 가정하므로 추정할

모수가 의 크기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크고 가 작은 패널

자료에 적합하다.

○ 한편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가 설명변수  와 상관관계가 있어도 이로 인

하여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지 않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가 확률변수로

간주되므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 Mundlak(1961, 1978)의 예를 보면 농사의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데 쌀농사

의 경우  는 쌀의 산출물이고,  는 농토, 노동, 씨앗, 비료 등이며, 는

토질과 같은 변수,  는 강우량과 같이 농민의 제어 밖에 있는 확률변수로

볼 수 있다.

- 이때 농부 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토질인 를 알고 있으나 생산함

수를 실증분석자는 알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변수(unobservable varia-

ble)이다.

- 농부는 비료 및 씨앗을 본인이 경작하는 토질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할 것

이므로  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때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면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생산함수를 추정하면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함께 추정하는 확률적 생산경계모형(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

el)에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군별 단수와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패널자료

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였다.

- 구체적으로 기상요인을 제외하고, 생육에 미치는 토양 및 품종 등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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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온 편차(℃) 강수량 평년비

순 순

높음(많음) > 0.7 >130%

비슷 -0.7∼0.7 50∼130%

낮음(적음) <-0.7 <50%

정효과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생략변수와 같은 설정

오류(specification error)를 해결하고자 한다.

4. 기상시나리오 적용방법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기예보는 평균기온과 강수량에 대해서 평년 기상을

기준으로 평균기온의 경우 “높음, 비슷, 낮음”으로 구분하였고, 강수량의 경

우 “많음, 비슷, 적음” 이상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표 2-1. 기상예측

○ 기상청 장기예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평년값(30년 동안 기상 평균

값 : 1981~2010)이 필요하다.

- 평년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평년값으로 대체

하여 사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기상을 정리하여 추정모형에 적용될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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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품목별 작품 생육기간 동안의 기상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순별로 지역별 기상 관측값을 대입하여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고 관측값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삭제하는 방법을 취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하여 시나

리오를 작성하였다.

- 예를 들어 A지역의 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음으로 예보되는 경우 0.7℃

초과이므로, 시나리오는 평년 기온의 +1℃, +3℃, +5℃로 설정하였다.

- A지역의 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음으로 예보되는 경우 평년 강수량

140%, 180%, 200% 수준의 형태로 적용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요인의 경우 최근 5

년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최대, 최소값 등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 일교차, 일조시간, 최고/최저기온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장기예보 항

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5년의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시나

리오를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 덧붙여, 쌀, 콩, 고랭지배추 각각의 적용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

상요인의 추정계수와 탄성치를 바탕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다.

○ 기상청 장기예보가 평균기온과 강수량 두 가지에만 제한되어 있고, 정량적

예측치가 아닌 정성적 예측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시나리오 작성에는 분명

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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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쌀 단수예측모형

1. 벼의 생육과 기상여건2

○ 벼의 생육은 기상환경과 토양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기상환경에는 기온, 일

조(일사), 강우량 등이 있으며, 토양환경에는 토성, 토양의 구조, 토양의 수

분과 양분을 흡착하는 능력 등이 있다.

○ 기상환경은 직접적으로 벼 생육과 관련되는 양분흡수, 물질이동 등의 생리

적인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병충해 발생 또는 도복 등

을 통하여 수량에도 관여한다.

○ 물은 식물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뿌리에 의해 흡수되어 생장 및 활동에

이용 되고, 잎이나 줄기의 증산작용에 의해 소실된다. 벼의 생육기간중에

2 본절의 내용은 “작물정보센터(NICS Online) - 벼 일반 - 벼재배환경 - 기상환경”의

내용과 박순직 외 식용작물학Ⅰ(2004)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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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시기별로 요구되는 물의 양은 다르다. 벼의 재배기간 중에 수잉기, 출

수기, 이앙기에 필요 한 물의 양이 많은 편이고, 헛가지 치는 시기에는 물공

급이 필요 없는 시기이다.

○ 일조란 태양광이 지표에 비추는 것을 말하며, 일조시간은 하루 중 일정 밝

기 이상 의 시간을 나타낸다. 일조시간은 일조계(측정기)로 조사 기록하는

데, 밝기가 120W/ ㎡ 이상인 시간을 나타낸다. 일조시간은 벼의 전체 생육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일조시간이 적으면 영양생장기 에는 벼의 키가 도장

되기 쉽고, 이삭팬 후인 등숙기에는 벼 알곡의 양분축적이 부실하여 등숙율

이 떨어지고 천립중의 무게가 저하된다.

○ 기온은 대기의 온도를 말하며 벼의 잎과 줄기의 생육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논의 수온 및 지온에도 관여해서, 생장이 시작되는

생장점과 뿌리의 생리기능 및 역할에 도 영향을 미친다. 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수온의 영향은 생육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 벼의 생

육초기부터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삭패기전 약 25일)까지는 기온 보

다 수온의 지배를 더 크게 받으나, 어린이삭이 형성된 이후에는 수온보다

기온에 의해 벼 생육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임실율 및 등숙율은 기온의 영

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벼 생육은 생리작용의 결과 생성된 물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생리작용은

온도의 지배를 받는다. 생리작용에는 광합성, 호흡, 수분흡수, 양분흡수, 동

화산물의 전류 등이 있는데, 이들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생육이 왕성하거나

저조하게 된다. 벼의 광합성 작용에 알맞는 온도는 생태종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통일형 품종이 자포니카 형 품종보다 다소 높다. 생육온도에 따른

이앙후 벼의 생육량은 현저히 다른데, 적온범위 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생육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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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온도란 벼 생육기간 중 0℃이상의 일 평균기온을 합계한 값을 말하며,

벼 품종 과 이앙시기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범위는 2,500∼4,000℃이다. 파

종전에 종자를 물에 침종시키는 데에도 적산온도 기준으로 100℃가 필요하

다. 즉, 수온이 25℃이면 4 일, 20℃이면 5일 침종하면 종자가 발아하는데

필요한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영양 생장기에는 한매의 잎이 출현하는데에

요구되는 적산온도는 약 100℃이며, 생식생 장기에는 170∼180℃가 소요된

다. 지엽의 추출완료로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는 약 200℃의 적산온도가

필요하다.

○ 벼의 수량을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미(brown rice) 또는 백미(polished rice)로

표시하는데, 그 밖의 나라는 알벼(정조, rough rice)로 나타낸다. 현미를 알

벼로 환산할 때는 환산계수 1.25를 곱해 준다. 알벼를 조곡, 쌀을 정곡이라

고도 부른다. 벼의 수량은 전체건물중과 수확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수

확지수는(Harvest index, HI)는 수확할 때 식물체의 지상부 전체건물중에 대

한 벼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 벼의 수량(현미)은 단위면적당 이삭수(수수), 이삭당 립수(1수 영화수), 등숙

비율, 낟알무게(현미 1립중)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수량구성 4요소라

고 한다.

수량(현미) = 단위면적당 이삭수×이삭당 립수×등숙비율×낟알무게

○ <그림 3-1>의 수량에서 단위면적당 이삭수와 이삭당 립수는 단위면적당 립

수를 결정한다. 이것은 수량을 담을 ‘그릇’에 해당하며 영화분화기에 이미

완성된다. 그 이후는 그릇에 ‘내용물’을 가득 채워 수량이 성립하며, 내용물

의 충실 정도는 영화의 퇴화·임실비율·현미무게 등에 의해 정해진다. 그릇

의 크기는 물질수용능력(sink)이고 내용물의 충실도는 물질생산능력(source)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벼의 수량을 높이려면 물질수용능력을 최대로

하고 물질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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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벼의 수량구성 4요소와 수량의 성립과정

○ 벼에서 물질수용에 관련된 형질은 단위면적당 이삭수·이삭당 립수·낟알무

게·동화물질의 전류능력 등이며, 물질생산에 관련된 형질은 초형, 엽면적,

엽록소 함량, 잎의 두께, 광합성능력, 잎기능의 장기유지, 뿌리활력 등이다.

○ 현미의 무게(생체중)는 수정 후 직선적으로 증가하여 20일쯤 최고에 달하

며, 건물중은 수정 후 10∼20일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여 35일쯤 최대가 된

다(그림 3-2). 현미의 수분 함량은 수정 후 7∼8일쯤을 최고로 하여 계속 감

소하며, 35일쯤부터 수확기까지 20%를 유지한다. 콤바인으로 수확한 알벼

는 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15%까지 감소시킨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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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등숙기 현미의 입중과 수분함량 변화

○ 벼의 수량은 수량구송의 4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량의 생산과정을 물질

수용능력과 물질생산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벼의 물질수용 능력은 단위면

적당 이삭수×이삭당 립수×왕겨(내·외영) 용적에 의해 정해진다. 이 요인들

은 출수전 1주일까지 약 80일 동안에 모두 결정된다. 따라서 밑거름과 이삭

거름으로 주는 질소시용량과 이 기간 동안의 일조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다. 성숙기 일조량이 많으면 물질수용능력(단위면적당 립수)이 클수록 벼

수량이 높다(그림 3-3). 반면 일조량이 적으면 물질수용능력이 클수록 등숙

비율이 낮아져 수량이 떨어진다.

○ 벼의 물질 생산능력은 물질생산체제와 물질생산량 및 이삭전류량 등이 관

련된다. 물질생산체제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엽면적과 광을 이용할 수 있

는 수광태세를 가리키며, 이는 품종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수용능력이

결정되고 물질생산체제를 갖추면 광합성에 의한 물질생산도 함께 이루어진

다. 벼 수량을 형성하는 저장물질(녹말)은 ‘출수전 축적량’과 ‘출수후 동화

량’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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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등숙기의 일조량이 다른 조건에서 단위면적당 립수와 현미 수량의 관계

그림 3-4. 벼의 생육과정과 수량의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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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출수전 축적량은 출수 전에 잎집과 줄기에 저장된 녹말이 이삭팬 후 이

삭으로 전류된 것이며, 벼수량이 약 30%가 출수 전 축적량이다. 출수 후 동

화량은 이삭팬 후 광합성에 의해 새로 합성된 것이며, 벼 수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다수성벼의 경우는 수량의 80∼90%가 출수 후 동화량에 의한 것

이다.

○ 출수기가 가까워지면 엽면적지수가 커지고 광합성량도 많아진다. 그러나 아

직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적어서 잎집과 줄기에 녹

말축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축적된 탄수화물 중 약 68%가 이삭으로 전류

하고, 약 20%는 출수기후 호흡기질이 되며, 나머지 약 12%는 영양기관에

남아 있다.

○ 동화산물이 이삭으로 전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기온이다.

벼의 식물체 내 물질전류에 있어 최적 평균기온은 21∼22℃이다. 17℃ 이하

가 되면 탄수화물의 이삭전류가 잘 안되며, 지나친 고온에서는 호흡량이 많

아 이삭전류량이 적다. 등숙때 나타나기 쉬운 지연형 냉해는 저온에 의한

탄수화물의 전류장해가 그 주된 원인이다.

○ 벼알의 무게(쌀 수량) 결정은 출수 후 광합성량(70%)과 출수 전 체내에 축

적된 저장양분의 이동(30%)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출수 후 기상여건

이 매우 중요하다. 벼 숙기별 출수기는 극조생종의 경우 7월 하순∼8월 상

순이며 이후 40일이 지나야 수확적기가 된다. 중만생종은 8월 하순이 출수

기로 수확적기는 출수 후 50∼5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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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벼의 숙기별 출수기

품종 출수기 출수 후 수확적기

극조생종 7월 하순∼8월 상순 40일

조생종 8월 상순 40∼45일

중생종 8월 중순 45∼50일

중만생종 8월 하순 50∼55일

자료: 농촌진흥청

○ 출수 후 일수와 벼알 무게를 비교하면 출수 후 일수에 비례하여 벼알의 무

게가 증가하지만 40일을 전후로 벼알의 무게는 크게 변화가 없다. 즉 출수

후 약 40일 이후의 기상여건은 쌀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그림 3-5>

그림 3-5. 출수 후 일수와 벼알 무게

자료: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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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내용

유효적산온도
5월 상순 ∼ 8월 중순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순별합계

평균기온 8월 하순 ∼ 9월 하순(등숙기) 기간평균

일조시간 8월 하순 ∼ 9월 하순(등숙기) 순별합계

일교차 8월 하순 ∼ 9월 하순(등숙기) 기간평균

2. 자료 및 추정방정식

○ 벼의 생육과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단수예측모형을 개발위해 적산온도, 평균

기온, 일조시간, 일교차 이상 4가지를 주요변수로 고려하였다.

- 벼는 생육시기에 따라 기상환경에 대한 생육반응이 다른데, 특히 출수기

를 기준으로 이전(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과 이후(등숙기)의 반응이 극

명하다. 따라서 벼 생육시기별로 기상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표3-3과 같

이 기간에 따른 기상변수를 달리 설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 이러한 변수 설정은 쌀의 생육에서 등숙기의 기상요인이 쌀 수확량의

70%를 결정하게 되므로 등숙기의 기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

다.

표 3-3. 쌀 단수예측모형에 포함된 기상변수

○유효적산온도의 경우 생장이 중단되는 10℃를 기준으로 함으로 순별(10일)

을 동안의 적산온도에서 100℃을 빼고 변수로 처리하였다.

○등숙기의 평균기온과 일교차는 순별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일조시간은 순별

합계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인 추정방정식은 4개의 기상요인을 포함한 다음의 식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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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시군표본 포함광역시

강원 17 　

경기 31 서울, 인천

경남 19 부산, 울산

경북 23 대구

전남 23 광주

전북 14 　

충남 16 대전

충북 12 　

합계 155 　

       

○ 종속변수 YD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의미하며, temp-sum은 유효적산온도

를 의미한다. temp는 평균기온을 의미하며, 2차항을 추가하여 평균기온과

단수간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였다. d-range는 일교차를 의미하여, sun은

일조시간을 말한다.

○ 분석에는 총 155개 지역의 단수와 기상요인이 사용되었다. 패널분석을 위해

도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도별로 포함된 시군표본은 표3-4를 통해

서 나타내었다.

- 광역시의 경우 해당 도에 표본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광역시의 재배면적

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생산량 비중 2010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에 0.01%가 되지 않

는다. 논벼를 대상으로 함을 전제할 때,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 밭벼인 관

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 종속변수인 단수의 경우 통계청 작물생산량통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표 3-4. 분석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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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과거자료-순별자료

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81개 지역에

대한 과거자료를 공표하고 있는 관계로 분석에 사용된 155개 지역 중 기상

관측지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부표.1]참고

3. 추정결과

○ 쌀 단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상요인을 설명변수로 구축된 방

정식은 8개 지역(도단위)으로 구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적으로 2차형식으로 고려된 평균기온의 2차항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고, 이는 평균기온과 단수와의 관계가 비선형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수가 동일한 형태로 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온도(임계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 평균기온의 증

가에 따라 단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개별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충북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산온도는 쌀단수에서 등숙기 이전 생육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회

귀계수는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 일조시간과 일교차 또한 등숙기에 중요한 기상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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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경기 강원 경남 경북

C 상수항
-366.308
(-0.54)

-96.8918
(-0.26)

-2727.7
(-3.85)

-1944.18
(-3.75)

TEMP_SUM 적산온도
0.167795
(3.35)

0.193844
(6.07)

0.253515
(16.19)

0.05825
(1.40)

d_range 일교차
6.410358
(2.79)

4.102248
(1.48)

11.04395
(4.44)

8.165198
(3.17)

TEMP 평균기온
50.26061
(0.81)

29.44946
(0.93)

249.7055
(4.06)

195.9414
(4.11)

TEMP^2
평균기온
이차항

-1.2013
(-0.84)

-0.63742
(-0.94)

-5.74596
(-4.30)

-4.37378
(-4.00)

SUN 일조시간
0.080448
(2.01)

4.87202
(2.09)

0.297241
(4.28)

0.485917
(6.40)

R2 0.66 0.73 0.91 0.76

변수 설명 전남 전북 충남 충북

C 상수항
-1378.58
(-1.71)

-681.409
(-1.46)

-1492.33
(-1.65)

168.8773
(0.23)

TEMP_SUM 적산온도
0.121913
(3.93)

0.095692
(1.93)

0.038049
(2.70)

0.005468
(0.97)

d_range 일교차
11.4603
(5.97)

4.014151
(1.16)

10.40482
(4.48)

3.239328
(1.39)

TEMP 평균기온
144.5941
(2.05)

101.5928
(2.39)

173.7788
(2.09)

37.62273
(0.53)

TEMP^2
평균기온
이차항

-3.25886
(-2.12)

-2.61143
(-2.68)

-4.09519
(-2.14)

-1.23805
(-0.75)

SUN 일조시간
3.563654
(3.41)

0.163258
(3.67)

0.100437
(1.90)

3.997601
(1.53)

R2 0.73 0.85 0.83 0.75

표 3-5. 패널분석결과Ⅰ

주:( )안은 t-value.

표 3-6. 패널분석결과Ⅱ

주:( )안은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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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변화 1 2 3 4 5 6

적산온도 806 806 806 806 806 806

일교차 7.38 7.38 7.38 7.38 7.38 7.38

평균기온 20 21 22 23 24 25

평균기온
이차항

400 441 484 529 576 625

일조시간 100 100 100 100 100 100

C -127.8 -127.8 -127.8 -127.8 -127.8 -127.8

단수 415.3 418.6 420.6 421.4 420.9 419.1

변화 3.3 2 0.8 -0.5 -1.8

○표 3-5, 표 3-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
가

0.76, 0.75로 패널분석으로써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표 3-6를 통해 나타낸 결과는 개별지역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포함된 일부 기간의 더미변수를 제외한 것이다. 덧붙여 패널분석을 실

시함에 있어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하였다.

- 이는 지역별로 기상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재배기술 및 토양

의 재배능력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고정효과를 반영하기 도출된 지역더미의 결과와 지역별로 포함

된 기간 더미변수의 결과는 부록을 통해 나타내었다.

○표 3-7는 추정된 결과 중 강원지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고 평균기온변화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

- 구체적으로 평균기온이 24℃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이전까지는 평균기온과 단수가 양(+)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가 23℃라는 최적점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기온에서는 감소하는 것임

을 의미한다.

표 3-7. 기온변화에 따른 단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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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시간 1 2 3 4 5 6

적산온도 806.00 806.00 806.00 806.00 806.00 806.00

일교차 7.38 7.38 7.38 7.38 7.38 7.38

평균기온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평균기온
이차항

484.00 484.00 484.00 484.00 484.00 484.00

일조시간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단수 418.2 419.4 420.6 421.8 423.1 424.3

변화 　 1.2 1.2 1.2 1.2 1.2

표 3-8. 일조시간에 따른 단수변화

○추정된 결과 중 강원지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

고 일조시간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3-8>

- 일조시간 10시간 증가할 때, 단수는 1.2Kg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상 시나리오 분석 통한 단수예측

○ 패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계수와 고정효과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치

(fitted value)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요인은 기상청예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의 수만큼 예측치를 산출하

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 이러한 기상시나리오는 평균기온, 일조시간, 일교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최초 1296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된다.

- 평균기온의 경우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0.1℃ 간격으로 시나리오를 구

축하며, 일조시간과 일교차의 경우 최근 10년의 관측값을 바탕으로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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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온도의 경우 모형구축의 시점이 8월 말인 관계로 관측값을 사용하

고,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지역별로 산출된 예측치를 바탕으로 전국의 단수를 재배면적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0년의 재배면적을 이용하였다.

- 산출된 결과는 특정범위(계급) 내의 단수의 개수를 확인하여 히스토그램

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시나리오 개수의 경우 1000개를 기준으로 보다 많은 시나리오가 적용되

더라도 빈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관계로

1000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3-6. 쌀 시나리오 분석 결과(8월 초순: 1296개)

○ 8월 초순에 기상관측치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그림 3-2

을 통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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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적산온도가 고려된 결과로 8월 중순~9월 하순까지의 시나리오 1296개

를 적용한 결과이다.

-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415kg, 467kg으로 도출되었으며, 중요한 지표가

되는 평균과 중위수는 491kg으로 도출되었다.

-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81%이며,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13%로 나타났다.

○그래프 상의 붉은 색선은 해당 계급값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의미하

는 것으로 분석결과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쌀 시나리오 분석 결과(9월 중순: 36개)

○ 9월 중순에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확정된 기상을 바탕으로 9월 하순의 기

상요인만을 시나리오로 적용한 결과는 그림 3-7를 통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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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9월 중순까지의 확정된 기상요인을 적용하고 9월 하순의 시나리오 36

개만을 남겨놓은 결과이다.

- 최대값은 507kg, 최소값은 487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497kg으로

도출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100%이며, 평년

보다 높은 확률은 17%로 나타났다.

○ 9월 하순까지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확정된 기상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확

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3-8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3-8. 쌀 시나리오 분석 결과(10월: 1개)

○ 그림 3-8를 통해서 제시한 시나리오 결과인 507kg이라는 최대값을 벗어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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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9월 하순의 일교차에 의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일교차가

8~10℃ 수준이었으나, 2011년의 일교차는 14~18℃ 수준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9월 하순의 기상요인이 쌀의 생육과 단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생

육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으나,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36개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497kg이 보다 적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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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고랭지 배추 단수예측모형

1. 고랭지배추의 생육과 기상여건

○ 고랭지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기후특성 때문에

포장재배 가능 기간이 짧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평지에서 여름철 고온으로

재배가 어려운 각종 채소작물의 단경기 고품질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일반적으로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호냉성 채소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생육단계에 따라 온도적응성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종자 발아부터

결구기까지는 22℃내외의 다소 높은 온도조건에서 생육이 촉진되고, 결구기

이후에는 18℃내외의 다소 서늘한 조건에서 결구가 촉진된다. 저온에 견디

는 힘은 비교적 강한 편으로 본엽 5매 이후의 생육초기에는 -8℃에서도 동

해를 입지 않는다. 단지 일평균 기온이 생육전기 12℃이하, 생육후기 8℃이

하의 조건이 계속될 때 생육이 아주 늦어지고 수확량도 적어진다. 또한 육묘

기 때 12℃이하의 저온에 7일 이상 경과되면 꽃눈분화가 일어나 생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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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장일에 의해 장다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육묘 및 직파시 생육초기 온

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표 4-1. 배추 생육시기별 온도조건

구분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

발아 4 18∼22 35

생육 2~5 20∼22 25

결구 5 15∼18 23

자료: 농협종묘개발센터

○ 배추의 광보상점은 1.5∼2만룩스이고 광포화점은 4∼5만룩스로 비교적 약

광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광에 대한 배추의 반응은

잎상태 및 잎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어린 잎이나 오래된 잎은 광에 대한 반

응이 약하고 성숙한 잎이 가장 왕성하다. 자연 일조량이 여름에는 10만룩스

가 넘으므로 날씨만 맑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

장기간 일조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는 생육지연 및 수량감소의 원인이 된

다. 특히 생육초기의 일조부족은 작물체를 연약하고 웃자라게 만들어 생육

후기에 각종 병해충 및 생리장해 발생을 증가 시킨다. 특히 고랭지 기상환경

특성상 안개가 많아 장기간 일조부족 현상이 생길수 있고 장마기에 접어들

면 일조시수가 매우 떨어지므로 이시기에 정식되는 배추의 경우는 생육초기

적절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

○ 배추는 구성성분의 대부분이 물이고 짧은 기간동안에 왕성하게 자란다. 일

반적으로 배추 생육에 알맞는 토양수분은 pF 2.0(포장용수량의 70%)내외인

데 이보다 수분이 많거나 모자라면 생육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특히 생육

최성기인 정식후 20∼30일경에는 하루에 10a당 200kg 이상의 무게가 증가

된다. 따라서 이때는 하루에 200L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관수는 상품수량을 좌우하므로 철저한 물관리가 요구된다.



36

○ 배추재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도 조건이라 볼 수 있다. 파종기

가 적기보다 이를 경우 정식시기도 앞당겨져 정식 후 저온에 의해 꽃눈이

형성되어 추대하고, 파종기가 늦어지면 결구기에 고온이 되어 무름병, 좀나

방 등 각종 병해충의 방생이 심해진다. 따라서 만추대성이면서 내병성인 품

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지대별 알맞은 재배작형을 선정하여 파종 및 정식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표 4-2. 고랭지배추 지대별 파종기와 수확기

작형 지대구분 파종기 수확기

초여름재배 400∼600m 4월하순∼5월중순 6월하순∼7월하순

한여름재배 600m 이상 5월중순∼7월상순 7월하순∼9월중순

늦여름재배 400∼600m 6월하순∼8월상순 9월중순∼10월중순

자료: 농촌진흥청

2. 자료 및 추정방정식

○고랭지배추의 생육과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단수예측모형을 위해 생육기간

전반기의 평균 최고기온, 생육기간 후반기의 평균 최고기온 그리고 생육기

간동안 누적 강수량을 주요변수로 고려하였다.

- 고랭지배추의 생육기간에 따라 기상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기간과 변수

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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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내용

강수량 6월 ∼ 9월 순별합계

전반기
최고기온

6월 ∼ 7월 기간평균

후반기
최고기온

8월 ∼ 9월 기간평균

표 4-3. 고랭지배추 단수예측모형에 포함된 기상변수

○ 고랭지배추 단수예측모형은 기상, 병해, 품종요인이 고려되었을 때 보다 예

측력이 높은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해와 품종에 기반을

둔 실험통계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기상요인이 직접적으로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 고랭지 배추 단수모형의 흐름은 <부록 4> 참고

○생육기간 전반기 최고기온과 후반기 최고기온은 기간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강수량은 순별합계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인 추정방정식은 3개의 기상요인을 포함한 다음의 식으로 설정하였다.

    

- 여기서 종속변수 YD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의미하며, Rain은 생육기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 Hitemp-F는 생육기간 전반기의 평균 최고기온,

Hitemp-S는 생육기간 후반기의 평균 최고기온을 의미하며 모든 변수에

2차항을 추가하여 단수와 비선형관계를 고려하였다.

○ 분석에는 총 78개의 지역의 단수와 기상요인이 사용되었다. 각 시·군별 포

함된 읍·면표본은 <표 4-4>를 통해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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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읍면단위 표본 비고

강릉 　 읍면단위미공표

봉화 10 　

삼척 12 　

양구 5 　

영월 9 　

인제 6 　

정선 9 　

태백 8 　

평창 　 읍면단위미공표

홍천 10 　

횡성 9 　

합계 78

-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11개 시·군의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배추의 단수데

이터를 수집하였고, 행정통계에서 읍·면단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강

릉, 평창은 제외하였다.

표 4-4. 분석에 사용된 자료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과거자료-순별자료

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78개 지역 중 기상관측지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 시·군별 포함된 관측지점은 부록 1[부표.2] 참고

3. 추정결과

○고랭지배추 단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상요인을 설명변수로 구

축된 방정식은 9개 시·군 78개 읍·면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

을 실시하였다.



39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28400.2 16085.94 -1.76553 0.0781

RAIN 1.06011 1.071791 0.989104 0.3231

RAIN^2 -0.00041 0.000486 -0.8417 0.4004

HITEMP_F 1316.153 891.563 1.476231 0.1405

HITEMP_F^2 -24.999 16.63329 -1.50295 0.1335

HITEMP_S 1246.09 813.215 1.5323 0.1261

HITEMP_S^2 -25.4177 15.37741 -1.65292 0.099

R2 0.40

Durbin-Watson stat 1.960731

표 4-5. 패널분석결과

○ 2차형식으로 고려된 변수들은 음의 부호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수량, 최고

기온이 단수와 비선형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는 최고기온,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수가 동일한 형태

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온도(임계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 최고기

온,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 표 4-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가 0.40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널 분석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이는 지

역별로 기상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재배기술 및 토양의 재배능

력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고 강수량변화에 따른 단

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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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변화 1 2 3 4 5 6

강수량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전반기
최고기온

26 26 26 26 26 26

후반기
최고기온

22 22 22 22 22 22

C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단수 4682.6 4702.5 4714.2 4717.7 4713.0 4700.1

변화 　 19.9 11.7 3.5 -4.7 -12.9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수량이 1300mm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1300mm이전까지는 강수량과 단수가 양(+)의 관계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가 1300mm라는 최적점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강수량에

서는 감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표 4-6. 강수량변화에 따른 단수변화

○추정된 결과를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고 전반기 최고기온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4-7>

- 구체적으로 전반기 최고기온이 26℃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6℃이전까지는 최고기온과 단수가 양(+)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6℃라는 최적점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기온에서는 감소하

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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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1 2 3 4 5 6

강수량 800 800 800 800 800 800

전반기
최고기온

23 24 25 26 27 28

후반기
최고기온

22 22 22 22 22 22

C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28400

단수 4346 4487 4578 4619 4610 4551

변화 　 141 91 41 -9 -59

표 4-7. 최고기온에 따른 단수변화

4. 기상 시나리오 분석 통한 단수예측

○ 패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계수와 고정효과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요인은 기상청예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의 수만큼 예측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

게 된다.

○ 이러한 기상 시나리오는 평균 최고기온,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최초 76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된다.

- 최고기온의 경우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기온이 높을 경우 평년기온보

다 0.7℃높게, 비슷할 경우 평년기온에서 0.7℃를 뺀 온도보다는 높고

0.7℃를 더한 온도보다는 낮게, 낮을 경우는 평년기온보다 0.7℃ 낮게 시

나리오를 구축하였고, 강수량은 높을 경우 평년보다 130% 높게, 비슷할

경우 평년강수량의 50~130% 수준으로, 낮을 경우 50%낮게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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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산출된 예측치를 바탕으로 전국의 단수를 재배면적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0년의 재배면적을 이용하였다.

- 산출된 결과는 특정범위(계급) 내의 단수의 개수를 확인하여 히스토그램

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장기예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분석한 결

과는 그림 4-1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4-1. 고랭지배추 시나리오 분석 결과(6월 초순: 760개)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760개를 적용한 결과이다.

-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4,298kg, 2,856kg으로 도출되었으며, 중요한 지

표가 되는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3,633kg, 3,660kg으로 도출되었다.

-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59%이며, 평년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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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1.7%로 나타났다.

○ 그래프 상의 붉은 색선은 해당 계급값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의미하

는 것으로 분석결과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중순까지 확정된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9월 하순의 기상요인만 시나

리오로 적용한 결과는 그림 4-2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4-2. 고랭지배추 시나리오 분석 결과(9월 중순: 9개)

○ 9월 중순까지의 확정된 기상요인을 적용하고 9월 하순 시나리오 9개만을

남겨놓은 결과이다.

- 최대값은 4,271kg, 최소값은 4,243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4,257kg

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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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100%이며,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0%로 나타났다.

○ 9월 하순까지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확정된 기상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확

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4-3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4-3. 고랭지배추 시나리오 분석 결과(10월: 1개)

○ 이는 그림 4-2를 통해서 제시한 최소값인 4,243kg을 벗어난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는 9월 하순의 강수량에 의한 것으로 기상청 예보에 바탕으로 작성

한 시나리오의 강수량보다 더 적은 량의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고랭지배추 단수결과는 10월 기준으로 4,211kg

으로 2010년보다 높고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표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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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군의 행정 통계자료가 2009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측치와 예측치

를 검증하여 보면, 10월 기준 단수예측치는 4,441kg으로 실측치 4,379kg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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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콩 단수예측모형

1. 콩의 생육과 기상여건

○ 콩 생육단계는 크게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구분된다. 영양 생장기란

발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없이 잎이나

줄기만 자라는 기간에 해당된다. 생식생장기는 꽃이 피면서부터 꼬투리가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꽃 안에 있는 암수 사

이에 교잡이 이루어지고 수정된 종자와 그를 둘러싼 협(꼬투리)이 성장하게

된다.

○ 영양 생장기는 파종한 콩이 땅 밖으로 싹이 터서 나오는 출아기, 떡잎과 초

생엽이 전개되고 이어 제1∼제3본엽이 차례로 나오는 유묘기, 개화기가 가

까워지면서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생육최성기 또는 번무기로 구분된다.

○ 생식 생장기는 콩의 잎자루가 붙어있는 줄기마디(분지, 곁가지)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꽃눈분화기 또는 화아분화기, 전 개체수의 40∼50%가 꽃이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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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 6 7 8 9 10

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생육 유묘신장기 개화기
협

신장기
등숙기

주요

작업
파종, 제초 배토, 적심 배수, 관수, 해충방제 수확

재해

가뭄:

파종지연,

입묘불량

장마: 병해충,

웃자람,

개화지연

가뭄 및 고온다습:

착협불량, 해충발생

개화기, 수정 후 5일경부터 꼬투리가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하여 15∼50일

이 지나면 거의 다 자라는 유협기(협 신장기), 수정 후 20∼28일부터는 지

방, 단백질, 전분을 모으면서 급속히 종자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개화 후 40

∼50일 후면 알맹이가 거의 다 자라나는 종실비대기(등숙기), 종자가 마르

면서 수분함량이 떨어지고 잎이 절반 정도 떨어지는 낙엽기, 꼬투리가 누렇

게 변하는 협황변기, 잎이 다 떨어지고 꼬투리도 딱딱하게 마르면서 익은

후 제 고유의 색을 나타내는 성숙기로 구분된다.

○ 콩 파종 적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중부지역은 단작의 경우 5월 하순,

2모작의 경우 6월 상중순이며, 남부지역은 단작의 경우 6월 상중순, 2모작

의 경우 6월 중하순임.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전작물 수확시기 및 기상여

건에 따라 7월 상순에도 파종을 하고 있다.

○ 개화기는 7월 하순∼8월 중순, 협(꼬투리) 신장기는 8월 하순∼9월 상순, 등

숙기는 9월 중순∼10월 상순, 수확기는 10월 상순∼하순이다.

그림 5-1. 콩 생육 주기

자료: 국립식량과학원.

○ 콩 생육은 일평균 기온이 12℃ 이상인 일수가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 콩

발아의 최적온도가 20∼22℃이며, 6∼7℃에서도 발아는 할 수 있으나 발아

기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기온 16℃ 이하에서는 발아되더라도 냉해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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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단계
온도(℃)

최저 최적

발아기 6∼7 20∼22

화아분화기 16∼17 21∼23

개화기 17∼18 22∼25

종자형성기 13∼14 21∼23

성숙기 8∼9 19∼20

쉬우므로 기온이 16℃ 이상일 때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콩의 뿌

리 생장에 적당한 토양온도는 22∼27℃이며, 지상부 생육은 낮에는 27℃,

밤에는 22℃ 내외인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화아분화기(꽃눈이 생기는 시기)에 저온이 오면 꽃눈수가 줄어들며 꽃이 늦

게 핀다. 개화기의 저온은 낙화의 원인이 되어 꼬투리수를 감소시키며, 꼬

투리가 맺히는 시기에 15℃ 이하의 기온에 처하게 되면 꼬투리가 잘 형성

되지 않는다. 개화와 결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화기간 중

17~18℃의 평균 온도를 필요로 한다.

표 5-1. 콩의 생육단계별 최적온도

자료: 농촌진흥청 (2003)

○ 콩의 생육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총 강수량을 보면 대체로 700∼1,000mm에

이르고 있는데 7∼8월 기간 중에 전체 강수량의 약 65%가 온다. 그러나 2

모작 파종기인 6월의 강수량은 대략 7∼10% 내외로써 적은 반면 일조시수

와 증발량이 많아 가뭄상태가 지속되고 이때 파종할 경우 발아가 불량해진

다. 한편 8월 상순∼중순에는 개화 및 착협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평균 5년에 2번 꼴로 가뭄이 오기 때문에 해에 따라 수량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우 분포를 고려한 콩의 파종시기를 조절해야 하

며 토양수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재배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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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내용

평균기온 6월 상순 ∼ 10월 하순(생육기간) 순별 평균

일조시간 8월 하순 ∼ 10월 상순(등숙기) 순별 합계

강수량 6월 상순 ∼ 10월 하순(생육기간) 순별 합계

○ 콩은 어떤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지만 다수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토양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콩 재배에 적당한 토양으

로는 표면 토양층이 깊고 토양수분 보유력이 높으며 배수도 잘 되고, 토양

산도가 중성이며, 부식, 석회, 칼리의 함량이 높아야 생육 및 수량면에서 유

리하다. 가장 알맞은 토양 함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70∼90%이고, 100% 이

상일 경우에는 습해를 받는다. 생육에 알맞은 토양산도(pH)는 6.5 내외이고

근류균의 번식과 활동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6.5∼7.0이다.

2. 자료 및 추정방정식

○콩의 생육과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단수예측모형을 위해 평균기온, 일조시

간, 강수량 이상 3가지 주요변수를 고려하였다.

- 콩 생육기간의 기상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표 5-2의 기간과 변수를 바탕

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 특히 일조시간은 협 신장기, 종실비대기(등숙기)에 주요한 기상요인이므

로 8월 하순∼10월 상순만 고려하였다. 이러한 변수 설정은 콩의 생육에

서 등숙기의 기상요인이 콩 수확량의 주요 변수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

하기 위함이다.

표 5-2. 콩 단수예측모형에 포함된 기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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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표본 비고

강원 1

분석기간: 1980∼2010년
총 패널 자료: 248개

경기 1

경남 1

경북 1

전남 1

전북 1

충남 1

충북 1

합계 8

○평균기온은 생육기간(6월 상순∼10월 하순)의 순별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강수량은 생육기간(6월 상순∼10월 하순)의 순별 합계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인 추정방정식은 3개의 기상요인을 포함한 다음의 식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YD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의미한다. Temp는 평균기온을 의미하

며, 2차항을 추가하여 평균기온과 단수간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였다. Rain

은 강수량을 의미하며, 2차항을 추가하여 강수량과 단수간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였다. Sun은 일조시간을 말한다.

○분석에 이용된 콩 단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8개도(제주도 제외) 자

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8개도에서는 일반콩 백태

가 주로 재배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90% 이상이 콩나물콩을 재배하며

섬이라는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표 5-3. 분석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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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은 1980∼2010년이며, 8개도 단수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총 패

널 자료는 248개이다.

○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과거자료-순별자

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81개 지역에 대한

과거자료를 공표하고 있는 관계로 분석에 사용된 도별 기상자료는 공표하고

있는 지역의 해당 도별로 기상자료를 묶어서 이용하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부표.3] 참고

3. 추정결과

○콩 단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상요인을 설명변수로 구축된 방정

식은 8개 도 지역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90% 이상이 콩나물콩을 재배하며 섬이라는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만 개별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콩 8개 도 패널분석에서 2차 형식으로 고려된 평균기온 2차항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고, 이는 평균기온과 단수와의 관계

가 비선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수가 동일한 형태로 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온도(임계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 평균기온의 증

가에 따라 단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 일조시간과 단수와는 양(+)의 관계이다.

- 강수량 2차항과의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로 나타나서 강수량과 단수와

의 관계는 비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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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Coefficient t-Statistic Prob.

C 상수항 -367.39 -1.5972 0.11176

Temp 평균기온 56.3628 2.40655 0.01699

Temp^2 평균기온 이차항 -1.5221 -2.5586 0.01123

Sun 일조시간 0.00162 0.04548 0.96377

Rain 강수량 0.01686 0.66851 0.50456

Rain^2 강수량 이차항 -1.37E-05 -1.1846 0.23756

EffectsSpecification

Cross-sectionfixed(dummyvariables)

Periodfixed(dummyvariables)

R
2

0.75

Durbin-Watson stat 1.66

○평균기온은 콩 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회귀계수는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가 0.75

로 패널분석으로써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분석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이는 지

역별로 기상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재배기술 및 토양의 재배능

력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료 수

집상의 한계로 인해 10년 이상의 기간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Period effect

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5-4. 콩 8개 도 패널분석결과

○추정된 결과 중 전남지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

고 평균기온변화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5-5>

- 구체적으로 평균기온이 18.5℃를 기점으로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18.5℃이전까지는 평균기온과 단수가 양(+)의 관계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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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변화 1 2 3 4 5 6

평균기온 17.5 18 18.5 19 19.5 20

평균기온이차항 306.3 324 342.3 361 380.3 400

일조시간 309.2 309.2 309.2 309.2 309.2 309.2

강수량 930.3 930.3 930.3 930.3 930.3 930.3

강수량 이차항 865458 865458 865458 865458 865458 865458

C -367.4 -367.4 -367.4 -367.4 -367.4 -367.4

단수 172.18 173.34 173.75 173.39 172.27 170.39

변화 1.16 0.4 -0.36 -1.12 -1.88

으로 증가하다가 18.5℃라는 최적점을 기준으로 보다 높은 기온에서는

감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표 5-5. 기온변화에 따른 단수변화

○추정된 결과 중 전남지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

고 일조시간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5-6>

- 일조시간 30시간 증가할 때, 단수는 0.05Kg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된 결과 중 전남지역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설명변수는 고정시키

고 강수량에 따른 단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표 5-7>

- 구체적으로 강수량이 600mm를 기점으로 단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600mm이전까지는 강수량과 단수가 양(+)의 관계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600mm라는 최적점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강수량에서는

감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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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변화 1 2 3 4 5 6

평균기온 21.7 21.7 21.7 21.7 21.7 21.7

평균기온이차항 470.9 470.9 470.9 470.9 470.9 470.9

일조시간 340.0 370.0 400.0 430.0 460.0 490.0

강수량 930.3 930.3 930.3 930.3 930.3 930.3

강수량 이차항 865458.1 865458.1 865458.1 865458.1 865458.1 865458.1

C -367.4 -367.4 -367.4 -367.4 -367.4 -367.4

단수 158.36 158.41 158.45 158.50 158.55 158.60

변화 0.05 0.05 0.05 0.05 0.05

기온변화 1 2 3 4 5 6

평균기온 21.7 21.7 21.7 21.7 21.7 21.7

평균기온이차항 470.9 470.9 470.9 470.9 470.9 470.9

일조시간 309.2 309.2 309.2 309.2 309.2 309.2

강수량 500.0 550.0 600.0 650.0 700.0 750.0

강수량 이차항 250000.0 302500.0 360000.0 422500.0 490000.0 562500.0

C -367.4 -367.4 -367.4 -367.4 -367.4 -367.4

단수 159.46 159.59 159.65 159.64 159.56 159.41

변화 0.13 0.06 -0.01 -0.08 -0.15

표 5-6. 일조시간에 따른 단수변화

표 5-7. 강수량변화에 따른 단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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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전국평균 평년(14～21)보다 높겠음 평년(12～20)과 비슷 평년(9～18)보다 높겠음

서울/경기/인천 평년(16～17)과 비슷 평년(14～15)과 비슷 평년(11～13)보다 높겠음

강원도 영서 평년(14～15)과 비슷 평년(12～13)과 비슷 평년(9～10)보다 높겠음

강원도 영동 평년(17)과 비슷 평년(15～16)과 비슷 평년(13～14)보다 높겠음

대전/충청남도 평년(15～17)보다 높겠음 평년(13～15)보다 높겠음 평년(10～12)보다 높겠음

충청북도 평년(14～16)보다 높겠음 평년(12～15)보다 높겠음 평년(9～12)보다 높겠음

광주/전라남도 평년(17～19)보다 높겠음 평년(15～18)과 비슷 평년(13～15)보다 높겠음

전라북도 평년(17)보다 높겠음 평년(15)보다 높겠음 평년(13)보다 높겠음

부산/울산/경남 평년(15～19)보다 높겠음 평년(13～18)과 비슷 평년(10～16)보다 높겠음

대구/경상북도 평년(15～19)보다 높겠음 평년(13～17)보다 높겠음 평년(10～15)보다 높겠음

제주도 평년(20～21)보다 높겠음 평년(19～20)과 비슷 평년(16～18)보다 높겠음

4. 기상 시나리오 분석 통한 단수예측

○ 패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계수와 고정효과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요인은 기상청예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의 수만큼 예측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

게 된다.

○ 이러한 기상시나리오는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9월말 최초 64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된다.

- 평균기온의 경우 기상청 1개월 순별 예보(2011.9.23. 발표)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도별 평년값을 기준으로 각 3개씩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표

5-8은 평균기온 시나리오 구축에 이용된 기상청 예보 내용이다.

표 5-8. 기상청 예보(2011.9.23 발표)-평균기온

○ 일조시간의 경우 기상청 예보 내용이 없는 관계로 최근 5년의 관측값을 바

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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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전국평균 평년(12～36)보다 적겠음 평년(7～49)과 비슷 평년(10～33)보다 적겠음

서울/경기/인천 평년(18～20)과 비슷 평년(18～20)과 비슷 평년(13～17)과 비슷

강원도 영서 평년(14～20)과 비슷 평년(13～17)과 비슷 평년(14)과 비슷

강원도 영동 평년(26～28)과 비슷 평년(36～49)과 비슷 평년(27～33)과 비슷

대전/충청남도 평년(17～22)보다 적겠음 평년(14～17)과 비슷 평년(15～18)보다 적겠음

충청북도 평년(15～17)보다 적겠음 평년(12～19)과 비슷 평년(15～17)보다 적겠음

광주/전라남도 평년(15～23)보다 적겠음 평년(12～16)보다 많겠음 평년(15～19)보다 적겠음

전라북도 평년(17～19)보다 적겠음 평년(14～16)과 비슷 평년(20)보다 적겠음

부산/울산/경남 평년(13～25)보다 적겠음 평년(12～21)보다 많겠음 평년(10～19)보다 적겠음

대구/경상북도 평년(12～21)보다 적겠음 평년(7～25)과 비슷 평년(11～18)보다 적겠음

제주도 평년(32～36)보다 적겠음 평년(17～21)보다 많겠음 평년(24～32)보다 적겠음

○ 강수량의 경우 기상청 1개월 순별 예보(2011.9.23. 발표)를 바탕으로 기상청

의 도별 평년값을 기준으로 각 3개씩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표 5-9은 평

균기온 시나리오 구축에 이용된 기상청 예보 내용이다.

○ 지역별로 산출된 예측치를 바탕으로 전국의 단수는 재배면적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0년의 재배면적을 이용하였다.

- 산출된 결과는 특정범위(계급) 내의 단수의 개수를 확인하여 히스토그램

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 5-9. 기상청 예보(2011.9.23 발표)-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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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에 기상예보관측치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그림 5-2

을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5-2. 콩 시나리오 분석 결과(9월말: 648개)

○이는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이 고려된 결과로 10월 상순~하순까지의

시나리오 648개를 적용한 결과이다.

-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68kg, 159kg으로 도출되었으며, 중요한 지표가

되는 평균과 중위수는 163kg으로 도출되었다.

-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100%이며,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0%로 나타났다.

○그래프 상의 붉은 색선은 해당 계급값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의미하

는 것으로 분석결과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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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순에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확정된 기상을 바탕으로 10월 하순의

기상요인만을 시나리오로 적용한 결과는 그림 5-3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5-3. 콩 시나리오 분석 결과(10월 중순: 6개)

○ 이는 10월 중순까지의 확정된 기상요인을 적용하고 10월 하순의 시나리오

6개만을 남겨놓은 결과이다.

- 최대값은 171kg, 최소값은 168k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170kg으로

도출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100%이며, 평년

보다 높을 확률도 100%로 나타났다.

○ 10월 하순까지 기상관측치를 적용하고, 확정된 기상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확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5-4를 통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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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콩 시나리오 분석 결과(11월: 1개)

○ 이는 10월 하순까지의 기상관측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값은 168kg으로 도

출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2010년을 기준으로 단수가 높을 확률이 100%이며, 평년

보다 높을 확률도 100%로 나타났다.

○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콩 단수결과는 11월 기준으로 168kg이 도출되었

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166kg과 큰 차이가 없다.

○ 콩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는데 시군별 콩 단수 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통계청의 도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요인 역시 도를 대표하는 기상자료

를 생성하여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상요인이 콩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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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EPIC 모형

1. 소개

○ EPIC(Environmental Policy Integrated Climate) 모형은 1977년 통과된 자원

보호법안으로 미국농림부는 미대륙의 토질과 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법안에 따라 1980년에 처음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토양 오염이

토양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였다.

-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1980년 초에 미농림부(USDA)의

모형팀에 의해 EPIC(Erosion Productivity Impact Calculator, 오염과 생산

성의 상관관계 모델) 모델이 개발되었다.

- 1985년에 시행된 두번째 조사에서 이 모델이 처음 적용되었는데, 미국

전역에 135개 토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 사용되었다. 이후 수질조사 및

대기 중 이산화탄소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이 모델에 추가되면서 EPIC

(Environmental Policy Impact Climate)으로 개명되었다.

- 가장 최근의 EPIC 모델은 이산화탄소 순환경로에 따른 영향측정까지 추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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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EPIC 모델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적용대상으로는 다른 종류의 경작지, 순환경작지 등 토지용도에 따른 토

양 내 침전물 평가와 영양분 손실, 가축 분뇨로 인한 토양양분의 변화,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토양 내 질산 손실, 작물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영

양분 측정,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야기되는 토양손실,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변화와 토양침식정도, 농약살포에 따른 손실, 관개시설이 수확량

에 미치는 영향, 토양온도 예측, 작물방식과 관리방식에 따른 탄소변화량

등이 있다.

- 농지, 수렴지, 기타 광범위한 지역에 농경정책을 결정하는 경제 및 환경

모델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되고 있다.

○ EPIC 모형은 기후, 수질, 침식, 양분, 토양온도, 작물성장, 작물환경 조성,

기온, 그리고 경제학적 접근(예산)의 총 9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현장측정 모형으로써, 동일한 날씨, 토양, 주변환경, 작물순환경작, 그리

고 관리방식까지 두루 갖춘 관개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다.

- 주로 일일단위로 연속적으로 측정하며 100년부터 길게는 1000년까지 측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대규모의 작물순환경작과 기타 야생작물 분포까지 포괄적인 작물순환과

정이 모형에 적용되었다. 대규모의 관개시설과 기타 관리체계 또한 포함

하고 있으며 물에 의한 토양침식을 모의하기 위한 7개의 변수와 잠재적

수분증발을 모의하기 위한 5개의 변수가 적용된다.

2. EPIC 모형의 적용사례

○ EPIC 모형은 자원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1985년에 처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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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에 있는 FALL 카운티의 세 개의 작은 수렴지에 토양 수확량과 평

균토양 순환율을 비교적 실측통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모의하였고, 아이

오와주, 미주리주, 오하이오주의 옥수수와 밀, 콩의 수확양을 모의하였다.

- 이후 자원보호법에 따른 평가를 위해 12000개의 100년 계획의 EPIC 시

뮬레이션을 개발, 각각 다른 작물, 거름, 토양, 온도의 조합과 경제력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 EPIC모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각각의 다른 EPIC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이 중 몇몇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되고 더

욱 발전되었다.

- 또한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부분에 적용을 위해 변화된 모형도 존재한

다. EPIC 모형의 트렌드는 수확량, 바람 혹은 물에 의한 토양침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의 변화측정을 위해 발전·변화하였다. 세부항목은 지역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한 측정방식까지 자세히 측정하였다.

○ EPIC 모형의 가장 큰 성과는 작물수확량 예측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EPIC의 작물생육과 수확량 예측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는 다른 연구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작

물생육(미국, 아시아, 프랑스, 남미 지역의 옥수수, 쌀, 콩, 해바라기, 밀 등

의 수확량)에 관한 연구이다.

- 예측한 수확량을 지난 11년간의 과거수확량과 비교하였는데 평균예측

수확량은 실제 측정수확량의 오차 범위7%이내였으며 95% 신뢰도로 예

측량과 실수확량의 큰 차이가 없었다.

- 그러나, 작물에 따라 상관계수 R제곱의 연관성은 0.8(밀)에서 0.2(옥수

수)까지 차이가 있었다.

○ EPIC의 다른 연구에서의 예측수확량은 매우 정확하게 그 평균치와 연간 수

확량을 모의하였다.

- BRYANT 연구는 TEXAS의 BUSHLAND에서 1975년부터77년까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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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관개시설에서 실험하여 1976년에 우박폭풍이 온 후 수확량을 정확

히 예측하였다.

- GRAY 연구는 1990년부터 93년까지 실험을 통해 EPIC 모형의 시뮬레

이션이 실제 옥수수의 생산성과 상관계 수 0.82, 0.85라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 CAVERO 연구 역시 1994부터 95년까지 켈리포니아의 사크레멘토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EPIC 모형이 특별한 질병문제로 인한 수확량

변화를 제외하고는 매우 정확히 모의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ROLOFF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안토니오, 퀘백에서의 실험을

통해 대부분이 수확평균치와 생산량이 정확하지만, 옥수수는 그 정확도

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 기타 다른 실험들을 통해 EPIC 모형이 평균치 및 중간치 수확량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지만, 1년 미만의 예측은 변동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일부 실험연구 결과는 EPIC 모형이 최고수확량을 과소평가하고 최저수확

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ARTIN 연구는 EPIC 모형

을 통해 예측된 수확량과 침식정도사이의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낮다고 보

고하고 있다.

- MOULIN과 BECKIE, KINIRY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EPIC 모형은 캐나

다 토양을 기준으로 수확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장기간 예측일

경우 매우 유용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다.

- TOURE 연구는 기후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EPIC 모형이 가

장 정확하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많은 연구결과들이 EPIC 모형이 비교

적 정확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수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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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2 1 WEATHER 기후

Precipitation 강수량

Point rainfall 단일지점 강우량

Spatially distributed rainfall 공간분포 강우

Air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기온과 태양복사

Wind 바람

Relative Humidity 상대습도

2 2 HYDROLOGY 수문학

Rainfall Interception 강우수면

Surface Runoff 표면유출

Runoff Volume 유출량

Subsurface Flow 저류(복류)

Evapotranspiration 증발산량

Potential Evaporation 가능증발량

3. EPIC 모형의 주요변수 및 프로그램 운영

○ EPIC 모형에서는 기후, 작물 환경 제어, 수문학, 토양침식, 거름침식, 영양

소, 농약, 토양온도, 작물 생육 모형, 경작지, 경제변수(경영비) 등 11개의 대

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다.

표 6-1. EPIC 모형의 주요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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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2 3 SOIL EROSION 토양침식

Water 수분

Rainfall/Runoff 강수/유출수

Irrigation 관개

Wind 바람

Soil Erodibility Factor 토양 침식요인

Roughness Factor 조도 요인

Vegetative Cover Factor 식생포설요인

Unsheltered Distance Factor 노출요인

2 4 MANURE EROSION 거름침식

2 5 NUTRIENTS 영양소

Nitrogen 질소

Denitrification 탈질화

Carbon and Nitrogen Cycling and Transformations 탄소-질소 순환 및 변화

Nitrification 질산화

Volatilization 휘발

Rainfall 강수

Phosphorus 인

Soluble P Loss in Surface Runoff 지표수의 수용성 인 유실

P Transport by Sediment 퇴적으로 인한 인 변환

Mineralization 무기화

Mineral P Cycling 무기 인 순환

2 6 PESTICIDE FATE 농약

2 7 SOIL TEMPERATURE 토양온도

표 6-1. EPIC 모형의 주요변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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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2 8 CROP GROWTH MODEL 작물 생육 모형

Potential Growth 잠재생육

Water Use 수분이용

Nutrient Uptake 양분흡수

Nitrogen 질소

N Fixation 질소고정

Phosphorus 인

Growth Constraints 생육 제한인자

Biomass 생육량

Water Stress 수분 스트레스

Temperature Stress 기온 스트레스

Nutrient Stress 질소 스트레스

Aeration Stress 탄산 가스 스트레스

Root Growth 뿌리 생육

Crop Yield 작물 수량

Plant Competition 식물 경합

Winter Dormancy 동계 휴면

2 9 TILLAGE 경작지

2 10 PLANT ENVIRONMENT CONTROL 작물 환경 제어

Drainage 배수

Irrigation 관개

Fertilization 시비

Liming 석회질

Pests 병해충

Furrow Diking 수로

2 11 ECONOMICS 경제변수(경영비)

표 6-1. EPIC 모형의 주요변수(계속)

자료: Researcher's Guide for WinEPIC(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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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C 모형의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의 그림을 따른다.

그림 6-1.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 생물학적 주요변수는 강수량,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바람침식요인, 질산 등

총 70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 물리적, 경제적 변수는 각 17개,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 정식 및 수확기 기간을 월, 일 단위로 입력, 가용한 기간의 기상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 생물학, 물리적, 경제적 변수는 미국 현지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므

로, 한국(전라남도)의 기상요인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 생물학적 요인은 텍사스 벨(Bell) 지역과 동일하다는 엄격한 가정이 포함

되어 있음으로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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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생물학적 변수 모수 설정

그림 6-3.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경제적 변수 모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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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정식 및 수확기 기간설정

그림 6-5.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RUN설정, 기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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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단수산출결과

그림 6-7. EPIC 모형 프로그램 운영: 100년 기간설정 단수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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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출된 결과는 미국 텍사스의 토양조건과 환경공학적 요인에 한국 전

라남도의 기상요인을 대입한 것으로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 EPIC 모델은 강수량과 기온을 포함하여 바람속도, 태양복사에너지, 상대습

도,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바탕으로 일일 증발산량 및 작물의 발

달 등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Global Climate

Model (GCM)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향후 백년정도의 기간동

안 전세계 기후를 예측하여 발표한다.

- IPCC의 GCM 모델의 아웃풋은 EPIC에서 사용하는 기상정보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상예측정보를 EPIC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주면 기후변화 예측에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쌀의 경우 강수량은 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태양복사에너지

나 이산화탄소량은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판단된다.

- 상기 분석결과는 강우량과 기온 두 가지만 변수 포함한 예시이기 때문

이다.

○ 이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진행된 모형수행이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 토양 및 환경공학적 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변수로 포함해야 함

을 의미한다.

4. EPIC 모형과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 비교

○ 본 연구의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과 EPIC 모형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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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 EPIC 모형

학술 기반 통계학, 계량경제학 작물학, 환경공학

단수산출방법 Estimation calibration

주요변수
기상요인

(평균기온, 강수량, 일교차)
작물학적 요인

(기상, 토양, 품종, 재배한지 등)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단기 확률 분포

(전년대비, 평년대비)
시뮬레이션에 따른 중장기 점추정

(100년∼1000년)

예측오차 예측오차 조정가능 불가

작물성장 작물학적 요인 고려 불가 모형의 모든 변수가 작물생육 요인임

기술변화 Trend를 통해 조정 가능 불가

연구범위
단수통계 공표 지역
(쌀:130개 시군)

calibration에 필요한 실험통계가
가용한 지역 전체

표 6-2. 단수예측모형과 EPIC 모형 비교

○ EPIC 모형에 포함되는 다양한 변수 중 일부는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사결과가 존재한다.

- 작물학적 요인들을 실험통계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 일부 필요

하다.

○ EPIC 모형과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예측모형은 서로의 개별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단수예측모형을 보다 개선한 후 EPIC 모형과의 통합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 EPIC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실험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EPIC 모형 활용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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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통계 또는 계량경제학 기반 단수예측모형과 작물모형 기반 단수예측

모형의 개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작물모형)과 농촌경제연구원(계량경제학)의 역할분담과 공조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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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결론

○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상요인에 따른 농작물의 생산량 변동성이 주

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관측품목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점추정과, 기상요인과의 선형성, 최소자

승법을 확률추정, 이차형식, 패널분석으로 접근하여 추정방법과 예측방법의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이 중요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기상요

인에 대한 추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상시

나리오를 접목시켜 확률적 기법을 이용한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요인과 단수간의 관계를 이차식 형태로 고려하여 계

량적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었으며,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된 모형을 개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쌀 단수예측모형은 최근 10년 간 시군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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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평균기온, 적산온도, 일교차, 일조시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

식을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평균기온이 이차형식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등숙기 이전에는 유효적산온도, 등숙기에는 평균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쌀 단수결과는 9월 중순을 기준으로 497kg이 도

출되었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496kg과 큰 차이가 없다.

○ 고랭지배추 단수예측모형은 최근 10년 간 주산지 시군의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읍면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변수

로 최고기온, 강수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 고정효

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최고기온과 강수량 모두 이차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고랭지배추 단수결과는 10월 기준으로 4,211kg

으로 2010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표

된 최근 시군의 행정 통계자료가 2009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측치와 예

측치를 검증하여 보면, 10월 기준 단수예측치는 4,441kg으로 실측치

4,379kg와 큰 차이가 없다.

○ 콩 단수예측모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2010년 기간의 8개 도(제주

도 제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방정식을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

한 추정결과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이차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

균기온이 콩 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회귀계수는 양(+)의 결과가 도

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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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단수예측모형을 개발하는데 시군별 콩 단수 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통계청의 도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요인 역시 도를 대표하는 기상자료

를 생성하여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상요인이 콩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적용된 시나리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나리오

범위를 좁혀가면서 도출된 콩 단수결과는 11월 기준으로 168kg이 도출되었

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166kg과 큰 차이가 없다.

○ 단수예측모형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을 검토한 EPIC모형은 토양의 생산성, 수분, 양분 등 환경요소관련 변수 60

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단수 및 생산량, 중장기 예

측이 가능한 모형하다. 미국지역의 환경요인을 기초로 한국의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단수를 예측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계

수를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좋은 예측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단수예측모형과 EPIC모형과 유사한 환경공학적 모형

을 결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쌀, 콩, 고랭지 배추 3개 품목의 단수예측모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조사결과 이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수예

측결과가 실측조사보다 신뢰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 단수예측모형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수예측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상요인과 생산성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품목별 단수예측은 가능한 한 지역별 단수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별 단수를 추정한 후

지역별 단수를 면적가평균으로 품목의 전국단수를 추정했다는 측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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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인 주요 품목단수예측모형에서는 병해충 발생과 토양 특성변화 등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병해충의 발생정도와 토양특성변화에 대

한 품목별 수량변화는 각 분야별 세부적인 자연과학적 연구를 필요로 한

다. 병해충 발생과 토양특성 변화 등을 반영한 정교한 단수예측모형의 개

발과 활용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요품목의 정교한 단수예측모형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농학과 농업경제학 등 학계 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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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상자료 적용지역

부표 1. 쌀 단수예측모형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 적용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경기 강원도

주산지
인근

지역
주산지

인근

지역
주산지

인근

지역
주산지

인근

지역
주산지

인근

지역

단양 제천 무주 금산 청송 의성 파주 문산 고성 속초

괴산 충주 익산 군산 경주 부산 부천 인천 화천 인제

진천 청주 진안 장수 영양 안동 안양 서울 홍천 춘천

옥천 대전 완주 전주 성주 대구 광명 서울 정선 태백

영동 충주 김제 부안 고령 합천 군포 서울 횡성 원주

음성 충주 영광 해남 청도 밀양 김포 서울 양구 인제

증평 청주 보성 해남 예천 안동 하남 이천 양양 속초

청원 청주 강진 장흥 김천 구미 의왕 서울 삼척 동해

홍성 부여 과양 여수 군위 의성 연천 동두천

연기 청주 무안 목포 칠곡 대구 안성 수원

공주 대전 담양 광주 경산 대구 가평 양평

서천 군산 신안 목포 양산 부산 의정부 문산

논산 대전 광산 광주 의령 고양 문산

당진 서산 구례 광주 함양 남양주 서울

청양 부여 장성 광주 진해 안산 서울

태안 서산 영암 해남 사천 광주 수원

예산 부여 화순 광주 고성 여주 이천

아산 천안 함평 목포 창녕 용인 수원

계룡 대전 곡성 광주 함안 오산 수원

나주 해남 마산 평택 수원

하동 시흥 서울

울주 구리 이천

화성 수원

성남 이천

과천 서울

양주 문산

포천 동두천



79

부표 2. 고랭지배추 단수예측모형 분석에 사용된 관측지점

구분 봉화 삼척 양구 영월 인제 정선 태백 홍천 횡성

기상대

봉화읍 삼척 양구 영월 인제 정선군 태백 홍천 횡성

봉화 도계 방산 상동 신남 정선 임계 두촌 안흥

영주 신기 해안 주천 남면 하장 서석 청일

수비 원덕 사북 신기 반곡

석포 하장 임계 도계

부표 3. 콩 단수예측모형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상대

동두천 철원 충주 서산 군산 목포 울진 창원 제주

파주 춘천 청주 천안 전주 완도 안동 통영 서귀포

수원 원주 추풍령 보령 부안 여수 상주 진주 고산

양평 영월 제천 부여 임실 진도 포항 거창 성산포

이천 인제 보은 금산 정읍 영광 봉화 합천

홍천 남원 순천 영주 밀양

강릉 장수 장흥 문경 산청

속초 순창 해남 영덕 거제

대관령 고창 고흥 의성 남해

동해 구미 김해

태백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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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통계청 농작물 생산량조사 개요

2.1. 작물 생산량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농업생산의 기반인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업소득 추계,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 농업정책수행에 필요한 자

료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근거

통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조사대상

낙도지역을 제외한 전 농경지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총 50개 품목)을 대상으

로 하며 조사유형별 대상작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표 본 조 사 행 정 조 사

미 곡⑵ 논벼, 밭벼⑵

맥 류⑷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⑶ 밀⑴

두 류⑷ 콩⑴ 팥, 녹두, 기타두류⑶

서 류⑶ 봄감자⑴ 고구마, 가을감자⑵

잡 곡⑸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⑸

채 소⒇ 고추, 마늘, 양파,

김장무, 김장배추⑸

봄무, 봄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

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⒂

특 용⑷ 참깨⑴ 들깨, 유채, 땅콩⑶

과 실⑻ 사과, 배⑵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⑹

계 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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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명 조 사 구 분 조사기준 자료입력
보고기일

(도 착)

논 벼

밭 벼

보 리

봄 감 자

(고 랭 지)

콩

참 깨

마 늘 양 파

고 추

김 장

무 배 추

사 과 배

예 상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예 상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예 상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실 수 확 량 조 사

9월15일

수 확 기

9월15일

수 확 기

수 확 기

수 확 기

수 확 기

수 확 기

수 확 기

8월20일

9월20일

수 확 기

수 확 기

수 확 기

조사즉시

〃

〃

〃

〃

〃

〃

〃

〃

〃

〃

〃

〃

〃

9월21일

11월15일

9월21일

11월15일

7월15일

8월30일

(10월10일)

11월30일

11월 5일

7월 1일

8월21일

9월21일

11월10일

12월10일

11월15일

라. 조사시기

표본조사의 작물별 조사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실수확량조사 시기는 본청 보

고기일을 감안하여 작물생육 상태에 따라 지방청장 및 사무소장이 적절히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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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물생산량통계 표본설계 내역

경지면적, 작물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를 위하여 표본설계(면적표본설계 참

조)한 면적표본조사단위구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06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논벼 재배면적 과소 시·군에 대

한 수량조사는 인근 지역과 묶어서 조사하고, 조사결과로 얻은 10a당 평균 수

량은 통합된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수량조사를 위한 표본설

계에서 논벼 재배면적이 300ha 미만인 시·군은 다음과 같이 인근 시·군과 묶어

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 성남시, 구리시, 동두천시, 하남시

• 태백시, 정선군

• 동해시, 삼척시

• 목포시, 신안군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한편,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광역시에 속한 군·구 지역 중에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군·구 지역에 대한 논벼 생산량 통계생산을 위해 이들 지역을

광역시에서 분리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대구 달

성군,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울산 울주군 등의 논벼 생산량 통계생산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작물에 대해서도 주산지 시·군 통계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가. 표본수 결정

작물별 생산량 조사의 정도 제고를 위하여 조사 표본수는 매년 목표오차, 전

년도 표본오차와 표본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목표오차와 전년도 표본수 및 표본오차에 의한 적정 표본수 산출

② 일선 조사기관의 업무량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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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0( CV'
CV )

2

n : 당해년 표본수
n0 : 전년 표본수
CV : 목표오차
CVʹ : 전년 표본오차

③ 표본확보가 어려운 작물의 표본수 조정

④ 도별 표본수는 3개년 평균 재배면적 및 오차의 평방근비례로 배정함을 원

칙으로 함.

[표본수 산출 계산식]

나. 표본수 배정

논벼 표본수는 당해년 해당 작물의 시군별 재배면적에 비례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산지 작물의 표본수는 주산지 시군별 재배면적에, 밭벼, 콩 표본수는

당해년 해당 작물의 층별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시군별 또는 도별 층별로 배정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는 일부 작물에 대해 제주지원에서 자체 배

정토록 한다.

다. 표본추출

① 단위구추출(제1차추출)

본원에서 컴퓨터로 해당 작물이 20평 이상 재배된 단위구를 대상으로 단위구

별 해당작물의 재배면적 비례(확률비례법)로 계통추출한다. 단, 제주도 일부작

물 (논벼, 양파, 봄감자)의 표본단위구 추출은 지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② 필지추출(제2차추출)

표본으로 추출된 단위구내의 해당작물이 재배된 필지 중에서 재배면적 비례

로 출장소에서 계통추출한다.(논벼․고추는 단위구당 2개 필지, 기타작물은 1

개 필지추출)

③ 포구선정(제3차추출)

표본으로 추출된 필지를 답사하여 계통추출방법으로 3㎡ 크기의 2개 포구지

점을 선정한다.(과실은 각 필지에서 5개의 표본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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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물생산량통계 작성이론

가. 논벼 생산량

1) 시․군

◦ 10a당 수량 












⋅
: d도 g군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 d도 g군의 생산량

ydgi : d도 g군의 i번째 표본단위구의 단위면적(10a)당 수량

wdgi : d도 g군의 i번째 표본단위구의 가중치(추출률의 역수)

n dg : d도 g군의 수량조사 표본 단위구수

A dg : d도 g군의 논벼 재배면적

2) 시․도

◦ 10a당 수량  

 : d도의 10a당 평균수량

◦ 생 산 량  


 : d도 생산량

Ad : d도 논벼 재배면적(단위 : 10a)

3) 전국

◦ 10a당 수량  

 : 전국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전국의 생산량

A : 전국의 논벼 재배면적(단위 :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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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산지작물 생산량

1) 주산지 시․군

◦ 10a당 수량 












⋅
: d도 g주산지 시군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 d도 g주산지시군의 생산량

 : d도 g주산지시군내의 i번째 표본단위구의 단위면적(10a)당

수량

 : d도 g주산지시군내의 i번째 표본단위구의 가중치

 : d도 g주산지시군내 수량조사 표본단위구수

 : d도 g주산지시군의 해당작물의 재배면적

2) 시․도

◦ 10a당 수량  

 : d도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d도 생산량

Ad : d도 해당작물의 재배면적(단위 : 10a)

3) 전국

◦ 10a당 수량  

 : 전국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전국의 생산량

A : 전국의 해당작물의 재배면적(단위 :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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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밭벼, 콩 생산량

1) 해당작물의 층별

◦ 10a당 수량 
 





 : d도 h층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 d도 h층의 생산량

ydhi : d도 h층의 i번째 표본단위구의 단위면적(10a)당 수량

n dh : d도 h층의 수량조사 표본단위구수

A dh : d도 h층의 해당작물의 재배면적

2) 시․도

◦ 10a당 수량  

 : d도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d도 생산량

Ad : d도 해당작물의 재배면적(단위 : 10a)

3) 전국

◦ 10a당 수량  

 : 전국의 10a당 평균 수량

◦ 생 산 량 


 : 전국의 생산량

A : 전국의 해당작물의 재배면적(단위 : 10a)

라. 전국 10a당 수량 및 생산량의 표본오차 추정량(CV)

◦ 

 : 전국의 해당작물의 생산량의 표본오차

◦ 


 : 전국의 10a당 평균 생산량의 표본오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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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5 예상량 조사 실수확량 조사

조사시기
9.15.기준(9.15. ∼ 9.21.)

보고기일: 9.21.

수확기(9월 중순∼11월 초)

보고기일: 11.15.

조사대상
논벼가 재배된 면적 표본 단위구

내에서 선정된 표본 지점(3㎡)
좌동

표본
3,359개 필지

(논벼:3,000, 밭벼:325, 간척지:34)
좌동

조사내용
1m2당포기수,포기당유효이삭수와

이삭당완전낟알수*, 피해상황 등

6㎡당조제벼중향,건조벼중량,수분

함량,현미중량,피해상황등

10a당 수량

1㎡당포기수×포기당 유효이삭수

×이삭당완전낟알수

×천립중(예측)÷1,000

2개 표본 포구(6㎡)내의 벼를 직

접 베어 탈곡, 건조시키고 현미로

만든 후 선별하여 중량을 실측조사.

(현미중량에 현백률 92.9% 적용)

생산량 추정
쌀예상생산량

=재배면적×쌀10a당 예상수량

쌀생산량

= 재배면적 × 쌀 10a당 수량

2.4. 통계청 쌀 생산량 조사 산출식

부표 4. 통계청 쌀 생산량 조사

*2008년까지는 포기당이삭수와 유효이삭수비율, 이삭당낟알수와 완전낟알수 비율을 기입

[9.15 예상량 조사 산출식]

[실수확량 조사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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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촌진흥청 쌀 생산량 추정방법

3.1. 쌀 생산량 추정과정

○ (1단계) 수량구성요소에 의한 이론수량: 임실립수, 등숙율, 현미천립중

- 임실립수: 실측 임실립수 이용(’10)

- 등숙율: 7개년 등숙기 기상 이용 회귀식으로 추정(’03~’09)

- 현미천립중: 평균 현미천립중 작용(’03~’09)

○ (2단계) 작황수량: 이론수량과 작황수량과의 회귀식이용(’03~’09)

○ (3단계) 농가수량: 작황수량과 농가수량과의 회귀식이용(’03~’09)

 가. 1단계 : 수량구성요소에 의한 이론수량추정

생태형
임실립수
(립)

등숙율
(%)

현미천립중
(g)

계산수량
(㎏/10a)

조 생 종 32,446 81.9 22.7 556

중 생 종 27,759 85.7 22.6 495

중만생종 30,315 86.4 22.6 544

* 현미천립중은 ’03~’09년 평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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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숙기 기상과 등숙율과의 회귀식(’03~’09)

생태형 회귀식 R2
10년 등숙율
(%)

조 생 종 등숙율=0.04782*일조시수+73.16127 0.6440 81.9

중 생 종 등숙율=0.06297*일조시수+77.48382 0.7260 85.7

중만생종 등숙율=0.07898*일조시수+76.41621 0.9405 86.4

*평균온도 및 일조시수는 출수 후 ~ 9월 15일까지의 평균 또는 합으로 계산

나. 2단계 : 작황수량 추정

○ 본년의 예상 작황수량은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 7.1%,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론수량과 작황수량과의 관계 회귀식(’03~’09)



90

○ 생태형별 재배면적 비율에 따른 ’10년도 작황 예상수량

생태형
재배
비율

본 년
예산수량
(㎏/10a)

전년
수량
(㎏/10a)

평년
수량
(㎏/10a)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조 생 종 12.0 527 551 534 △4.4 △1.3

중 생 종 4.0 492 531 507 △7.3 △3.0

중만생종 84.0 520 558 534 △6.8 △2.6

평 균 520 560 553 △7.1 △2.4

다. 3단계 : 농가수량 추정

○ 농가 추정수량은 470∼500㎏/10a 수준으로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 6.4∼

12.0%, 0.2∼6.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작황수량과 농가수량과의 관계 회귀식(’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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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농가 예상수량

본년
예상수량
(㎏/10a)

전년수량
(㎏/10a)

평년수량
(㎏/10a)

전년대비
(%)

평년대비
(%)

470∼500 534 501 △6.4∼△12.0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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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고랭지배추 단수모형 흐름도
※ 과거 DATA부재로 인해 병해발생율을 계량화 하지 못함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 병해진전도 그래프 도출함

   추후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장기적인 실험통계량 수집 후 분석 실시

1. 기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⑴ 직접적인 영향 : 기상요소에 의한 영향

 ⑵ 간접적인 영향 : 기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 등

2. 농업기상관측의 현실태 

 ⑴ 관측소 및 장비, 인력이 부족으로 인해 관측데이터 부족

 ⑵ 농업기상관측소 : 수원, 안동, 진주, 전주, 순천, 청주, 서산, 춘천, 철원, 서귀포 (총 10개 지역)

 
3. 단수 추정을 위한 기상자료

 ⑴ 과거 기상데이터분석 : 과거 기상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기후적인 특징 파악. 이를 통해 작물생육에 적합

한 기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악기상 시 미리 대비 가능.

    - 기상요소별 분석 : 최근 5년/10년 동안의 각 요소별 기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랭지 지역의 기본적인 기후 특징을 월별로 

파악. 또한, 기간(5년, 10년)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상 변화의 경향 파악 가

능 ⇒[문제점] 기상 자료과 단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 및 단수의 통계값이 필요하

지만 현재 주산지의 정확한 통계값이 없음

    - 분석할 기상요소 : 기온(최고/최저/평균), 강수일수, 강수량, 강수지속시간, 일조시간, 일사량, 지면온도(일 4회 평균), 토

양수분

      → [문제점] 농업기상관측소는 총 10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랭지 주산지의 ‘토양수분’ 자료 수집 어려움: 

기온과 토양수분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가뭄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단수 추정에 중요한 요소임.

 ⑵ 데이터수집 : 일반적인 기상데이터 및 고랭지 주산지 농업기상 데이터 수집

    - 현재 고랭지 주산지의 관측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랭지 관측기동반을 운영하여 직접 기상 관측 데이터 수집 계획

    - 고랭지 배추단지에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 계획(태백 삼수동 매봉산, 강릉 왕산면)

 ⑶ 데이터가공 : 농업의 활용 분야와 목적에 맞도록 가공된 데이터(예 : 적산온도, 온량지수, 한발지수 등)

 ⑷ 데이터추정 : 기상관측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기상요소의 추정필요 ⇒  관측소가 없는 지점에 대한 공간내삽추정에 의해 

정보 생산(국지단위 분포도를 작성하는데 효과적)⇒ 기존의 거리역산가중 기법을 토대로 하고 고도-기온관

계를 결합한 공간내삽모형을 이용하여 표출 가능(윤 등, 2000)

               * 공간통계학적 기법 : 국지적인 기온 결정인자로서 고도의 영향이 현저하므로 비관측점과 공간내삽에 사용되는 

주변 관측점간 표고편차를 기온감율에 의해 보정해주는 방법

4. 배추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 한계치 선정 

    배추 생육 시기에 따라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와 그 기상요소의 한계치를 알면 보다 정확한 단수 예측이 가능(예: 발아

적온 20~25℃,개화적온 12℃, 생육적온 15~20℃) 또한, 각 기상요소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요소들끼리 연관성이 있기 때

문에 기상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 (예: 비가 내릴 경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일조량과 일조시간이 줄어듬)  

  

 ⑴ 기온 : 배추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 적온보다 낮으면 생육이 약해지고, 재배 적온보다 높으면 곁가지가 발생하는 등 장애발

생

    - 생육 시기별로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 세분화된 기온 분석 필요

    - 일교차 및 일 단위의 기온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2010년 대관령 6월 얼음 관측 사례)

 ⑵ 강수 : 강수일수(일조시간에 영향, 저온현상 유발 가능성), 일강수량, 시간당강수량(단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농작물 

피해)

 ⑶ 지면온도 :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온은 고도 1.5m에서 측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배추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지면온도가 별

도로 필요

 ⑷ 토양수분 :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토양입자와 물이 서로 결합하는 양식을 가진 수분. 만약, 

맑은 날이 계속되어 대기가 건조하더라도 토양에 수분이 존재한다면 생육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고온/저온/강수의 지속일수가 중요

 ⑸ 일사량, 일조시간 : 구름의 운량에 영향을 받음

5. 특이기상분석 

 ⑴ 특이기상 발생 원인에 따른 케이스 분리 : 고랭지 배추 주산지에 발생했던 특이기상 사례를 조사하여 월별로 비슷한 사례를 

분리 ⇒ 월별로 고려해야 할 기상요소 정리

    (예: 태풍, 집중호우, 강풍, 이상저온/고온, 가뭄)

 ⑵ 기상요소별 발생 빈도 조사 : 제한 기준을 벗어나는 요소별 발생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5년/10년 동안 발생 빈도 

조사

    - 기상청 기상 특보 발표 기준으로 발생 빈도 조사

    - 배추 생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조건에 따른 발생 빈도조사

※ 기상요소별 정량화를 위하여 기상과 단수의 상관관계 필요.

  현재 기상과 단수의 시·군별 통계값은 있으나 읍·면단위의 통계값이 없음 

⇒ 통계범위가 커질수록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얻기 어

려움.

◎ 기상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 기상청 기상데이터 활용

◎ 기상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관측기동반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기 상

고랭지 배추 품종

종 류 특 성 병해발병 요인

춘광 - 결구내엽색이 노란색이면서 중륵이 극히 얇고, 수분함량이 적으며,    맛이 

고소하여 품질이 우수

- 추대가 안정된 봄배추로, 저온결구력 및 고온결구력이 강해 재배 폭이    넓

음

- 외엽색이 농록색으로 진한 포피 원통형의 배추로 노균병 및 연부병에    비

교적 강하여 재배가 용이

- 봄배추이지만 저장력이 좋아 , 고랭지배추의 60%를 차지함

기상요인(잦은 강

수)에 의한 병해

발병 

하대장군 - 포합 원통형으로 외엽이 짧고 엽색이 농록

- 무사마귀병, 노균병, 연부병 및 바이러스에 강하여 재배가 용이

- 고온하에서의 결구력이 강한 조생계 배추

토양요인에 의한 

병해발병 

영광 - 무사마귀병, 바이러스 및 고온 결구력이 비교적 강하여 재배가 용이

- 결구 내엽색이 노란색이면서 중륵이 얇고, 수분함량은 적으며, 맛이    우

수

- 추대가 늦어 재배가 안정적이고, 외엽 및 구고가 긴 반포합 원통형의   

 배추

기상요인(잦은 강

수)에 의한 병해

발병 

상장군 - 결구 내엽색이 노란색이면서 중륵이 얇고 수분함량이 적으며, 맛과    품질

이 우수

- 무사마귀병 및 노균병에 비교적 강함

- 반포피 원통형으로 외엽이 농록색으로 진하여 시장성이 우수

기상(잦은 강수)

및 토양요인에 

의한 병해 발병

노랑맛하장 - 결구 내엽색이 황색으로 맛이 우수하고 엽수가 많은 엽수형 품종

- 무사마귀병에 강한 편이며 외엽이 짧은 포합형으로 입모가 우수

- 결구력이 강하고 밑이 넓어 시장성이 우수한 여름배추

기상(잦은 강수) 

및 토양요인에 

의한 병해 발병

병해 종류

종 류 특 성 발병요인

검은무늬병

(흑반병)
·고온다습성 병해로 고랭지 여름작형이 발병에 적합. 기상요인

무름병 ·결구기 이후 고온과 다습 조건 시 많이 발생. 기상요인

흰무늬병
·습도가 높을 때 여름철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발생. 또한, 가을철 비

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
기상요인

석회결핍증
·토양 중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암모니아태질소를 과용했을 

때, 토양이 건조할 때 칼슘이온의 흡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발생.
토양요인

밑둥썩음병

·여름철 장마기에는 간혹 노지포장에서 토양입자에 존재하던 병원균

이 빗방울에 튀어 올라 잎의 상부를 침해 발생.

·고온하고,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 발병이 잘됨

토양요인

붕소결핍증
·토양이 알칼리성을 나타낼 정도로 석회를 과용한 경우

·강우나 토양이 고습할 경우
기상 및 토양요인

뿌리혹병 ·온도, 토양습도, 토양산도, 일조량에 영향. 기상 및 토양요인

병해 진전도

병해초기

2010년 생육초기 6~7월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 작물의 생장이 부

진하고, 초세가 부진(병해발생 가

능성이 높아짐)

병해진전

2010년 고온과 가뭄으로 약해진 상

태에서 무름병과 칼슘결핍이 2차 기

상요인(고온과 잦은비(큰 강수량))으

로 인해 급속히 진전되어 작황 회복

불능 상태

시간

병해진전도

(단수감소)

짧은기간 급속한 병해진전
(2010년 8월 추정)

호전된 기상으로 인해 

회복되는 가정

2010년도 상황

병 해
(실험통계량)

단 수
(과거 실제치 + 실험통계량)

회귀방정식

기 상
(과거 실제치 

+ 실험통계량)

생육모형

단 수

단수예측모형 개발
- 기상자료와 단수자료간 회귀모형을 통해 생육모형 개발 (과거 자료 이용 → 단

기적 방안)

- 실험통계량을 통해 생육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수 산출 (자료 부

재로 인한 실험통계량 수집 → 중·장기적 방안)

DATA
 - 각 시군구별 과거 기상 자료 및 단수자료를 이용하여 Pannel Data 구성

 - 시군구별 현재부터 기상 및 단수자료 수집

1차 기상요인에 따라 병해방생율이 결정

2차 기상요인에 의해 병해가 진전됨

출 하 량

×추정 단수 추정 면적

월별 출하량

(Fractional Contribution Index System)

과거 월별 출하패턴을 현재가격과 이후 예상가격을 고려하여 월별출하량 예측 

재배면적 반영함수(가격, 경영비를 포함한 전기소득 고려)

관측센터 조사치(표본농가 모니터)

품 종

품종별 기상 및 병해 따른 

기대수확량

- 품종별 기상 및 병해에 대한 과거자료

의 부재로 추정불가. 

- 실험통계량으로 추정

병해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수확량 감소율이나 

폐작비율을 종속변수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낼수 

있으나, 과거자료의 부재로 인해 실험통계량 

수집 후 분석 실시

병 해

고랭지 배추 품종별 비율

춘광
상장군

영광

기타

병해로인한 단수감소 사례
 2010년 : 가뭄 이후 잦은 비로 이해 무름병과 칼슘결핍증의 병해로 단수 

50%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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