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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물의 생장과 발육은 종의 번식과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생장은 주로 온도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광, 수분, 일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작물의 생장이 변동될 수도 있다. 작물
생장 속도(crop development rate)는 주로 온도에 비례하며, 열-시간(thermal time)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기반의 Beta distribution 모델을 활용하여 후지 사과의 성숙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모델을 구동하기 입력 자료로는 기온자료와 생육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온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2005년부
터 2013년까지의 군위지역의 일별 기온자료를 제공받았으며, 후지 사과의 생육자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
로부터 군위사과시험연구소에서 재배하고 있는 후지 품종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발아기, 만개기 및 성
숙기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온도는 작물의 생장, 생장 및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
나이며, 모든 생물학적 과정의 응답은 세 가지 주요 온도인 최소온도, 최적온도와 최고온도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Beta distribution model은 비대칭형의 단일 포물선 형태를 갖는 곡선으로서 이전의 모델에 비해 부
드럽고 실제 작물의 생육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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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aily rate of growth, max 는 maximum rate of growth,  max 는 maximum temperature,   는
optimum temperature이다.

3. 결과 및 고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후지 사과 생육자료와 온도자료를 이용하여 최적온도와 최고온도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생산하고 이를 2010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모델에 적용하여 구동한 결과, 2010년과 2012년
은 성숙기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2011년은 11일정도 늦게 예측되었다. 2011년에 사과 성숙기가 11일정도
늦게 예측된 이유는 2011년의 기온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거친 기간의 온도범위와
많이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더 오랜 기간을 정하여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향후, 모델 파라미터의 보다 정확한 추정과 성숙기 예측 검정을 위하여 모델 구
동에 필요한 기온자료 및 생육자료를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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