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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arlic and onion are grown in major cultivation regions that depend on the crop condition
and the meteorology of the production area. Therefore, when yields are to be predicted, it is reasonable to
use a statistical model in which both the crop and the meteorological elements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e predicted garlic and onion yields in major cultivation
regions. We used the MODIS NDVI that reflects the crop conditions, and six meteorological elements
for 7 major cultivation regions from 2006 to 2015.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suggested
by using stepwise regression in the extrac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the MODIS NDVI in
February was chosen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of the garlic and onion yield prediction model.
In the case of meteorological elements, the garlic yield prediction model were the mean temperature
(March), the rainfall (November, March), the relative humidity (April), and the duration time of sunshine
(April, May). Also, the rainfall (November), the duration time of sunshine (January), the relative humidity
(April), and the minimum temperature (June) were chosen among the variables as the significant
meteorological elements of the onion yield prediction model.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elements
in the model explain 84.4%, 75.9% of the garlic and onion with a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42.57
kg/10a, 340.29 kg/10a. These lead to the resul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variations in garlic and onion
growth according to MODIS NDVI and other meteorological elements were well reflected in the model.
Key Words : Garlic, Onion, MODIS, Meteorological Element, Yield Prediction Model

요약 : 마늘과 양파 재배는 작물의 생육 조건과 주산지 기상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수를 예측할 때에

는 주산지의 작황과 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작물의 생육 조

Received June 30, 2017; Accepted September 8, 2017; Published online October 17, 2017.
† Corresponding Author: Kyung-do Lee (kdlee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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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59
http://dx.doi.org/10.7780/kjrs.2017.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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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서 론

마늘과 양파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양념채소로서 전

남, 경남 등 남부 해안지역 밭작물의 근간으로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다. 그러나 최근 마늘과 양파 주산지에서

연작재배에 의한 병충해 피해로 품질과 수량이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며(Son, 2003),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주

요 채소류의 수급불안이 빈번해짐에 따라 연도별 가격

변동이 심하고, 유통단계별 가격의 움직임도 그 규칙성

을 알기 어려워 종종 언론의 이슈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늘과 양파는 유통 경로와 상품적 특징, 가정 및

가공·외식업계의 선호와 구입패턴이 잘 파악되지 않아

수급 및 유통 대책의 결정이나 산업의 대응도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배추, 무, 고

추와 함께 5대 채소로 지정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

만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어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량

의 변화가 심하고, 계절 변화에 따라 주산지가 전국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 추정이 어려운 실

정이다. 총생산량은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과 단위면적

당 수량(이후, 단수)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은 수확 전 사전 조사 및 예상이 가능하지만 단

수는 사전에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수확기 전 주산지

별 단수 추정이 가능하다면 수급물량을 사전에 파악하

여 가격 결정 및 수급조절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가

능하다.

한편, 인공위성등을활용한원격탐사(Remote Sensing;

RS) 기술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국내

외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농업관측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논의 면적과 색상을 이용하여 벼의 작황과 수확

예상량 등을 조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Kim

and Song, 2009), 통계청은 ‘원격탐사기술의 농업통계 활

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에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경지면적조사를 실시하였다(KOSTAT, 2013).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국내외를 대

상으로 위성, 항공영상, 무인기 등 원격탐사 기술을 이

용한 농작물 재배면적 산정 및 생육이상 판별, 시계열

정보 생산을 통한 생산량 예측 모형 구축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ong et al.(2012a)은 RapidEye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의

논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Na et al.(2012)은 전국을 대상

으로 기상요소와 MODIS NDVI를 이용하여 한국형 논

벼 생산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Hong et al.

(2012b)은 MODIS NDVI와 수량과의 상관성이 높은 시

기를 선택하여 기상자료와 함께 다중 회귀 모형 기반으

로우리나라벼수량을추정하였으며, Na et al.(2013, 2014)

은 MODIS 위성영상을 CASA(Carnegie Ames Stanford

Approach) 모형에 적용하여 작물의 NPP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벼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지

역의 옥수수와 콩 수량을 추정하였다. 국외의 경우

Rojas(2007)는 SPOT NDVI와 농업 기상자료를 물수지

모형에 입력하여 케냐의 옥수수 수량을 추정하였으며,

Ren et al.(2008)은 MODIS NDVI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

반도의 겨울 밀 수량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농업기후 모

형을 이용한 수량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 또한 ,

Becker-Reshef et al.(2010)은 미국 켄사스와 우크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식생지수 값과 밀 재배면적비율

을 이용하여 수량을 실험적으로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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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반영한 MODIS NDVI와 7개 주산지의 기상요인을 다중 회귀 모형에 적용하여 주산지별 마늘 및 양파

의 단수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중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 채택은 단계적 선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

과, 마늘과 양파 단수예측 모형은 2월의 MODIS NDVI가 중요한 독립변수로 채택되었다. 기상요인은 마늘

의 경우, 평균온도(3월), 강우량(11월, 3월), 상대습도(4월), 최저온도(6월)가 채택되었으며, 양파는 강우량

(11월), 일조시간(1월), 상대습도(4월), 최저온도(6월)가 독립변수로 채택되었다. MODIS NDVI와 기상요인

을 이용한 단수예측 모형은 주산지별 마늘, 양파 평균 단수의 84.4%, 75.9%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RMSE

는 각각 42.57 kg/10a, 340.29 kg/10a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은 MODIS NDVI와 기상요인에 따른

마늘과 양파의 단수 변화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벼, 옥수수, 콩 등의 식

량 작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채소의 생장 및

생산량 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마늘 및 양파의 생장 및 수량예측 모델링

에 관한 연구는 마늘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기상요인 규

명 및 지역별 기상요인과 생산량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Lee, 1996), 양파 주산지인 해남, 영천, 밀양을 중심으로

패널분석을 통한 이상기후와 양파 단수와의 연관성 규

명 연구(Kim, 2013), 자귀회귀시차 모형으로 재배면적

과 단수를 예측 및 양파 출하시기 도매가격 전망 연구

(Nam and Choe, 2015), 마늘 및 양파 주산지별 단수와 기

상요소를 활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여 기상변화

에 따른 생산량 추정 연구(Choi and Baek, 2016a, 2016b)

등이 수행된 정도로 대부분 기상자료를 이용한 통계모

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주

산지별 마늘과 양파의 단수예측 모형 작성에 관한 연구

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7개 주산지를

대상으로 생육기간 동안 시계열 MODIS NDVI와 기상

요인을 이용하여 마늘 및 양파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을 개발하고, 예측시기별 정확도를 산정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마늘 및 양파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개발을위하여MODIS위성영상, 스마트팜맵(SmartFarm

Map; SFM), 기상연보(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농작물 생산량 통계(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06년∼2015년

의 10년간 마늘 및 양파 단수, MODIS NDVI, 평균기온,

최고 및 최저온도, 강우량, 상대습도 및 일조시간의 6개

기상요인을 DB화 하였다.

1) MODIS NDVI 수집 및 처리

NASA의 EOS Data Gateway는 EOS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MODIS 위성영상 자료의 DB를 구축하고 대기

보정 및 밴드별 연산을 통해 제작한 다양한 위성영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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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DVI distribution on May 17, 2014. Fig. 2.  Smart farm map in Goheung.



료를 대기, 빙하, 육지, 대양 등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다

(https://lpdaac.usgs.gov/).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들

중 Aqua 위성으로부터 육지 분야를 위하여 만들어진

MYD13(Vegetation indices) NDVI 자료를 이용하였다.

16일 단위로 작성된 NDVI 자료는 250 m의 공간해상도

로 연간 22~23개의 파일이 저장되는데 한반도를 포함

하는 h27v04, h27v05, h28v05 세 개의 granule 자료를 대

상으로 NDVI 레이어와 QC/QA 레이어를 import하고

각 granule을 영상접합(Mosaic) 한 후, 영상 처리 상용

S/W인 Erdas Imagine을 이용하여 Sinusoidal 투영체계

에서 UTM Zone 52N 좌표체계로 변환하였다. 또한, 보

정계수(Scale factor)를 적용하여 영상자료가 데이터 값

으로 표현되도록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1).

전처리된 MODIS NDVI에서 정확한 마늘과 양파의

NDVI 추출을 위해서는 농경지 이외의 토지피복을 나

타내는 지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

확한 농경지 추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농경지 고유의 NDVI 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2016년

을 기준으로 작성된 스마트 팜 맵(Fig. 2)을 사용하였다.

스마트 팜 맵에서 논, 밭인 지역을 추출하여 벡터 자료

인 상태로 접합(Merge)한 후, MODIS NDVI로부터 농

경지의 평균 NDVI 값을 추출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기상요인 추출 및 단수자료 수집

기상자료는 농촌진흥청(RDA, 2013)의 자료를 참조

하여 마늘 및 양파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요

인으로 온도, 강수량, 습도, 일조시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연보를 사용하

였다(http://www.kma.go.kr/). 여기서 평균기온, 최고 및

최저온도, 강우량, 상대습도 및 일조시간의 6개 기상요

인에 대하여 DB화 하였으며, 마늘 및 양파의 생육시기

를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기상요인을 전년도 9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마늘 및 양파 주산단지 단수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

하는 마늘, 양파 각 13개 시군별 10a 당 생산량 자료로서

Fig. 3과 같이 기상관측소가 위치한 각 7개 시군을 대상

으로 선별적으로 수집하였다. 해당 시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늘 및 양파 주산지이며, 2015년 기준 전국대

비 수확면적 비율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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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Fig. 3. Location of major cultivation regions of Garlic (Left) & Onion (Right).



3)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개발

MODIS NDVI 및 기상요인을 고려한 마늘, 양파 시

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개발은 작물생리 및 농학적 개념

을 적용한 통계모형 작성을 목표로 하였다. 즉, 마늘 및

양파의 단수는 월동기 이후 구비대기 이전까지의 영양

생장기 작황과 파종/정식기 및 구비대기 이후 생식생

장기의 기상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각 시

기의 NDVI 및 기상요인과 단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고 가장 상관성이 높은 요인을 선정하여 작목별 시군

단위 단수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단수와의 상관분석

과 회귀모형 작성을 위해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Statistics Standard ver. 18,

IBM Inc.)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

하면 Table 2와 같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X를

이용하여 종속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한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Eq. 1과 같이 정의된다(Montgomery and Peck,

1992).

 Yi = β0 + β1X1i + β2X2i + … βkXki + εi, i = 1, 2, …, n  (1)

여기서, β0, β1, β2, … βk는 추정되는 회귀계수이고,

Xji는 독립변수 Xi의 i번째 관측치를 의미하며, εi는 오

차이다.

3. 결과 및 고찰

1) MODIS NDVI 및 기상요인과 단수와의 상관분석

마늘 및 양파 단수 예측을 위하여 월동기 이후 구비대

기 이전까지의 영양생장기 중 잎 출현기(leaf emergence)

를 대상으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NDVI 선택을

목적으로 작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해당 시기 NDVI

와 단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각 주산지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생

육단계 중 잎 출현기(leaf emergence) 초반의 NDVI와 단

수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작목별로 살펴보면, 마

늘의 경우 NDVI가 단수와 최대 상관성을 나타내는 시

기가 한지형과 난지형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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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arlic & Onion planting area ratio (%) in major cultivation regions

Garlic Onion
Regions Area (ha) Ratio (%) Regions Area (ha) Ratio (%)

Whole country 20638 100.00 Whole country 18015 100.00
Chungnam Seosan 551 2.67

Jeonnam
Goheung 797 4.42

Jeonnam
Goheung 1597 7.74 Haenam 571 3.17
Haenam 1056 5.12

Gyeongbuk
Yeongcheon 179 0.99

Gyeongbuk
Yeongcheon 841 4.08 Uiseong 83 0.46
Uiseong 1398 6.77 Cheongdo 97 0.54

Gyeongnam
Namhae 872 4.23

Gyeongnam
Hamyang 665 3.69

Hapcheon 634 3.07 Hapcheon 1205 6.69

Source : http://kosis.kr/

Table 2.  Variables of regression model

Variable Data
Y YD Yields (kg/10a) 2006~2015, Regional garlic/onion yield data

X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2006~2015, MODIS Product
Tavr Average temperature (°C)

2006~2015, Local monthly weather data
(September~December : previous year,
January~June : corresponding year)

Tmax Average maximum temperature (°C)
Tmin Average minimum temperature (°C)
RF Cumulative rainfall (mm)
RH Average relative humidity (%)
DT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서산과 해남, 고흥 등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시군의 경

우 1월 중순~1월 하순에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

성, 영천 및 합천 등 내륙에 위치한 시군은 2월 상순~2

월 하순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양파의 경우에는 조

생종은 2월 하순~3월 상순에, 중만생종은 2월 상순~2

월 중순에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단

수와 상관성이 높은 NDVI 시기와 관련하여 마늘은 지

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양파는 품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늘 주산지 중 남해

의 경우에는 상관성이 높은 시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늘 주산지의 의성과 합천, 양파 주산지의 고흥, 의성

및 함양에서는 상관계수가 0.5 이하로 비교적 낮은 상관

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월동기 이후 봄철

로 바뀌면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구름, 수증기 등에 의한 영향, 과거 농경지와

2016년 기준 스마트 팜 맵 사이의 부합 여부, 250m의

MODIS NDVI 공간해상도가 포함하는 통계적인 오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주산지 시군별 기상요인과

단수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4 및 Table 5

와 같이 나타났다. 특히, 마늘의 경우 단수에 영향을 미

치는 기상요인은 시군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NDVI와 같이 품종에 따른 특성보다는 지역적인 특성

을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산과 해남, 고흥 등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은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

상요인이 2개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의성, 영천 및 합

천 등 내륙에 위치한 지역은 3개 이상의 다양한 기상요

인이 나타났다. 또한, 4월 상대습도가 높은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데, 이는 마늘의 생육단계상 4월의 높은 습

도는 습해와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단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파의 경우에는 품종 및 지역과 관계없이 강우량

(11월), 일조시간(1월), 최고온도(2월), 상대습도(4월) 및

평균온도(6월)가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강우량과 상대습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일조시간, 최고온도 및 평균온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파는 직접 파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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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arlic & onion yield and MODIS NDVI

Garlic Onion
Date 1/25 2/10 2/26 3/14 3/30 Date 2/10 2/26 3/14
Stage leaf emergence Stage leaf emergence

Cold
Type

Seosan 0.663 0.018 0.277 0.270 0.377
precocious

Haenam 0.286 0.523 0.344
Uiseong 0.116 0.384 -0.798 -0.275 0.440 Goheung 0.020 0.418 0.045

Warm
Type

Yeongcheon 0.079 0.658 -0.214 0.359 0.621

late 
ripening

Uiseong 0.387 -0.018 0.076
Hapcheon -0.187 0.095 0.375 -0.087 -0.042 Yeongcheon 0.470 0.263 0.166
Haenam 0.674 0.454 0.560 0.555 0.623 Cheongdo 0.670 -0.104 0.169
Goheung 0.606 -0.179 -0.222 -0.085 0.458 Hapcheon 0.722 0.039 0.456
Namhae -0.277 0.034 0.039 -0.018 -0.220 Hamyang 0.365 -0.264 -0.11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arlic yield and meteorological elements

Month OCT NOV DEC JAN MAR APR MAY
meteorological RF Tmin DT Tavr RF DT RH Tmax DT

Cold 
Type

Seosan - 0.576 - - - - - 0.742 - 0.693 -
Uiseong - - - - - 0.802 0.625 0.546 - - -

Warm
Type

Yeongcheon - - - - 0.479 0.576 0.567 - -0.408 - -
Hapcheon - - - -0.786 - - 0.327 0.533 -0.668 - -
Haenam - - - - - 0.537 - - -0.702 - 0.614
Goheung 0.542 - - - - 0.882 - - - - 0.715
Namhae - - 0.649 - 0.704 0.458 - - -0.594 - -



마늘과는 달리 묘 이식을 하는 작물로서 정식 후 월동기

를 거쳐 2월까지 기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늘/양파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마늘 주산지 MODIS NDVI 및 기상요인과 단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Table 6과 같이 주산지별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마늘

단수예측 모형은 10% 유의수준(p<0.10)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 주산지별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의 평균

결정계수(R2)는 0.844, RMSE는 42.57 kg/10a 로 나타났다

(Table 7). 품종별로는 한지형(R2=0.809) 모형보다 난지형

(R2=0.858) 모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남해시와 서산시, 고흥군이 85% 이상의 높

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양파의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은 Table 8과 같다. 양

파의 경우에는 10% 유의수준(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산지별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의 평균 결

정계수(R2)는 0.759, RMSE는 340.29 kg/10a 로 나타났다

(Table 9). 조생종(R2=0.788) 모형이 중만생종(R2=0.745)

모형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는 해남군, 청도군, 합천군이 83% 이상의 높은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함양군의 경우에는 기상관측소

가 2010년에 개소한 관계로 2006~2010년의 기상요인이

누락되어 해당 기간의 단수를 추정할 수가 없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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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onion yield and meteorological elements

Month NOV JAN FEB APR JUN
meteorological RF DT Tmax RH Tavr

precocious
Haenam -0.761 - 0.576 -0.465 -
Goheung -0.439 0.564 0.603 -0.217 -

late ripening

Uiseong -0.592 0.250 - -0.433 0.281
Yeongcheon - 0.225 - -0.758 0.627
Cheongdo -0.479 - 0.678 -0.779 -
Hapcheon -0.375 0.410 - -0.800 0.403
Hamyang -0.617 0.503 - -0.909 0.940

Table 6.  Regression equation of garlic yield prediction model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gion Regression equation

Cold Type
Seosan Yield = 0.47RFNOV+4299.28NDVIFEB+6.16DTAPR+69.33TmaxMAY-2650.51
Uiseong Yield = 1936.72NDVIFEB+67.45TavrMAR+0.69RFMAR+0.52DTAPR+132.11

Warm Type

Yeongcheon Yield = 2.79DTJAN+1617.30NDVIFEB+101.73TavrMAR+0.83RFMAR-11.46RHAPR+2006.76
Hapcheon Yield = -26.29TminJAN+1337.04NDVIFEB+1.13RFMAR-1.33DTAPR-17.08RHAPR+2940.53
Haenam Yield = 2712.36NDVIFEB+32.76TavrMAR-22.68RHAPR+2.05DTMAY+2881.88
Goheung Yield = 0.90RFOCT+1191.06NDVIFEB+60.11TavrMAR+0.88DTMAY+606.39
Namhae Yield = 1.63RFDEC+1.76DTJAN+2399.87NDVIFEB+3.27TavrMAR+0.88RHAPR+4.27

Table 7.  Statistical performance of garlic yield prediction model

Region R R2 R2adj F p RMSE

Cold 
Type

Seosan 0.938 0.880 0.785 9.198 <0.05 70.70
Uiseong 0.859 0.737 0.527 3.509 <0.10 48.31

Warm 
Type

Yeongcheon 0.921 0.849 0.659 4.485 <0.10 45.65
Hapcheon 0.922 0.851 0.665 4.565 <0.10 33.24
Haenam 0.870 0.758 0.564 3.906 <0.10 55.18
Goheung 0.924 0.854 0.737 7.320 <0.05 34.24
Namhae 0.990 0.980 0.956 40.181 <0.05 10.65



형 작성의 충분한 관측치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도 평가

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관측치가 확보된

다면 모형의 안정성 및 정확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물의 단수에 기상요인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으나 모든 주산지에 동일한 기상요인으로 특정 지

을 수 없는 각 지역의 특이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단수

에 대한 기상요인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주산지의 농경지를 대상으

로 미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단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마늘의

경우에는 주산지별 기상요인과 마늘 수량 구성 요소와

의 관계를 파악하여 기후변화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마늘 및 양파 단수추정 모형에 의한 단수와

통계청의 단수 변화를 연단위로 비교한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모형에 의한 단수와 통계청의 단수 변화가 비슷

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작성된 시

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이 주산지별 단수 변동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5 및 6은 2006년에서 2015년의 주산지별 마늘/양

파 단수 통계값과 추정값의 산점도이다.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양파

의 단수추정 모형보다는 마늘의 단수추정 모형이 상대

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독립변수

적용 범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마늘 단수예측 모형이 양

파 단수예측 모형과 비교하여 채택된 독립변수가 상대

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마늘의 생육기간 전반에 걸

친 기상요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산지별로 각각 다른 기상요인의 수집이 필요하기 때

문에 모형의 활용성은 양파 단수추정 모형이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활용성이 높은 모형일수록 오차는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Na et al., 2013) 모형 적용시

수집된 자료의 수준 및 대상지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

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주산지별 기

상요인의 특이성이 반영된 모형은 지역별 단수예측력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위성영상 및 기

상자료의 해상도를 고려했을 때 시군단위의 공간적인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단수추정 모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적용, 입력 자료의 대표성 및 균질성의 확보,

기상관측소의 확충 및 고급 분석기법의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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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Table 8.  Regression equation of onion yield prediction model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gion Regression Formula

precocious
Haenam Yield = -19.06RFNOV+35378.72NDVIFEB-467.06TmaxFEB+19.38RHAPR-1614.54
Goheung Yield = -2.72RFNOV+11.03DTJAN+189.47NDVIFEB+141.77TmaxFEB+53.35RHAPR-192.67

late 
ripening

Uiseong Yield = -30.45RFNOV-0.71DTJAN+33974.03NDVIFEB+34.02RHAPR+380.40TavrJUN-11813.15
Yeongcheon Yield = -6.08DTJAN+3135.61NDVIFEB-86.30RHAPR+434.19TminJUN+4564.07
Cheongdo Yield = -8.25RFNOV+6609.21NDVIFEB+12.80TmaxFEB-144.59RHAPR+18005.57
Hapcheon Yield = -7.68RFNOV+2.95DTJAN+22270.52NDVIFEB-89.65RHAPR+150.85TminJUN+1734.29
Hamyang Yield = 6.07DTJAN+3713.79NDVIFEB-48.29RHAPR+686.20TavrJUN-6330.27

Table 9.  Statistical performance of onion yield prediction model

Region R R2 R2adj F p RMSE

precocious
Haenam 0.961 0.923 0.861 14.922 <0.01 239.70
Goheung 0.807 0.652 0.217 1.498 <0.10 348.27

late 
ripening

Uiseong 0.774 0.599 0.099 1.197 <0.10 477.69
Yeongcheon 0.839 0.704 0.467 2.973 <0.10 351.53
Cheongdo 0.918 0.842 0.715 6.658 <0.05 241.38
Hapcheon 0.912 0.833 0.623 3.980 <0.10 383.18
Hamyang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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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Yearly comparison of garlic(L) & onion(R) yield variation from statistic and estimated.

                                                           (a) Seosan                                                                                                           (a) Haenam

                                                          (b) Uiseong                                                                                                         (b) Goheung

                                                       (c) Yeongcheon                                                                                                       (c) Uiseong

                                                         (d) Hapcheon                                                                                                     (d) Yeongcheon

                                                          (e) Haenam                                                                                                        (e) Cheongdo

                                                          (f) Goheung                                                                                                        (f) Hapcheon

                                                          (g) Namhae                                                                                                        (g) Hamyang



3) 예측시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단수예측의 최

적시기는 작물별 수확 2~3개월 전부터 수확기까지이

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한파 등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식 및 파종 직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기간 전반에 걸친 단수예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목별 단수예측 모형을 대상으로 예측시

기에 따른 정확도를 파악하고 해당 시점에서의 예측값

에 정확도를 고려하여 작황모니터링 및 수급안정 대책

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늘 및 양파 단수예측

모형의 예측시기별 정확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3월

을 기준으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 적용되는 식생지수가 1월~2월 기준임을 고려

할 때 실질적으로 모형에 적용되는 시점은 3월이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월동기 이후 잎 출현기부터

의 작황이 모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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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eosan                                                  (b) Uiseong                                              (c) Yeongcheon                                            (d) Hapcheon

                              (e) Haenam                                                (f) Goheung                                                (g) Namhae

Fig. 5.  Relationship between garlic yield of predicted and statistics from 2006 to 2015.

                              (a) Haenam                                                (b) Goheung                                                (c) Uiseong                                             (d) Yeongcheon

                            (e) Cheongdo                                              (f) Hapcheon                                              (g) Hamyang

Fig. 6.  Relationship between onion yield of predicted and statistics from 2006 to 2015.



마늘 단수예측 모형의 경우, 설명력 50%를 기준으로

적정한 예측시점은 고흥군, 남해군 및 합천군(2월), 의

성군 및 영천군(4월), 서산군 및 해남군(5월) 순으로 나

타났으며, 4월을 기준으로 서산군 및 해남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7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반

면에 양파 단수예측 모형은 영천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서 3월 시점에서 5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특

히 해남의 경우 3월부터 9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

였으며, 합천군도 3월부터 7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 영천군은 4월까지 30% 미만의 정확도를 나타내

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모형

별 예측시점에 따른 정확도를 고려하여 주산지별 예측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7개 주산지를 대상으

로 시계열 MODIS NDVI와 기상요인을 이용하여 마늘

및 양파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예측시기

별 정확도를 산정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주산지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생육단계 중 잎

출현기(leaf emergence) 초반의 NDVI와 단수가 높은 상

관성을 나타내었으며, 단수와 상관성이 높은 NDVI 및

기상요인과 관련하여 마늘은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

는 반면에 양파는 품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MODIS NDVI 및 기상요인과 단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마늘 및 양파 주산지별 시

군단위 단수예측 모형 작성 결과 , 10% 유의수준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평균 결정계수(R2)

는 각각 0.844, 0.759, RMSE는 42.57 kg/10a, 340.29 kg/10a

로 나타났으며, 모든 주산지에 동일한 기상요인으로 특

정 지을 수 없는 각 지역의 특이성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마늘 및 양파 단수추정 모형에 의한 단수와 통계청

의 단수의 연단위 변화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

산지별 통계값과 추정값의 산점도에서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작성된 시군단위 단수예측 모형이 주산지별 단수 변동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형별 예

측시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는 3월을 기준으로 설명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늘 단수예측 모

형은 4월을 기준으로 서산군 및 해남군을 제외한 전 지

역에서 70%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양파

단수예측 모형은 영천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월 시

점에서 5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예측

시기별 정확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 모형별 예측시점에 따른 정확도를 고려하여 주산지

별 예측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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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arlic                                                                                                                (b) Onion

Fig. 7.  Temporal variation of accuracy in garlic & onion major cultivation regions.



사 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

011419012017)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Becker-Reshef, I., E. Vermote, M. Lineman, and C.
Justice, 2010. A generalized regression-based
model for forecasting winter wheat yields in
Kansas and Ukraine using MODIS dat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4: 1312-1323.

Choi, S.C. and J.S. Baek, 2016a. Onion yield
estimation using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9(5):
873-88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S.C. and J.S. Baek, 2016b. Garlic yields estimation
using climate data,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4): 969-97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ong, S.Y., B.K. Min, J.M. Lee, Y.H. Kim, and K.D.
Lee. 2012a. Estimation of paddy field area in
North Korea Using RapidEye Images,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45(6):
1194-120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ong, S.Y., J.N. Hur, J.B. Ahn, J.M. Lee, B.K. Min,
C.K. Lee, Y.H. Kim, K.D. Lee, S.H. Kim, G.Y.
Kim, and K.M. Shim, 2012b. Estimating rice
yield using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data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8(5): 509-52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B. S. and S. H. Song, 2009. Satellite Imagery for
Agricultural Outlook,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Y.J., 2013. Abnormal climate’s effect on crop
yield and its volatility: a case study of on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Annual

Climatological Report, http://www.kma.go.kr/,
Accessed 27 Mar. 2017.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Crop
production statistics, http://www.kosis.kr/,
Accessed 27 Mar. 2017.

Lee, J.W., 1996. Analysis of major production factor
for pepper, garlic and oni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9: 27-5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ontgomery D. C. and E. A. Peck, 1992.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2nd edition, Wiley,
New York, USA.

Na, S.I., J.H. Park, and J.K. Park, 2012. Development
of Korean paddy Rice yield Prediction Model
(KRPM) using meteorological element and
MODIS NDV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4(3): 141-14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 S.I., S.Y. Hong, Y.H. Kim, K.D. Lee, and S.Y.
Jang, 2013. Prediction of rice yield in Korea
using paddy rice NPP index: Application of
MODIS data and CASA model,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9(5): 461-4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 S.I., S.Y. Hong, Y.H. Kim, and K.D. Lee, 2014.
Estimation of corn and soybean yields based on
MODIS data and CASA model in Iowa and
Illinois, USA,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47(2): 92-9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m, K.H. and Y.C. Choe, 2015. A study on onion
wholesale price forecasting model,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2: 423-43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en J.Q., Z.X. Chen, Q.B. Zhou, and H.J. Tang, 2008.
Regional yield estimation for winter wheat with
MODIS NDVI data in Shandong,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arth Observation
and Geoinformation, 10: 403-413.

Rojas, O., 2007. Operational maize yiel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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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development and validation based on remote
sensing and agro-meteorological data in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8(17):
3775-3793.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2013.
Agricultural Technology Guide: Onion (e-book),

http://www.rda.go.kr, Accessed 7 Feb. 2017.
Son, J.H., 2003. A study on the cropping systems of

garlics and onions produced at the main farming
field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Statistics Korea Homepage, http://kostat.go.kr/, Accessed
7 Mar. 2017.

MODIS NDVI와 기상요인을 고려한 마늘·양파 주산단지 단수예측 모형 개발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