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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arnegie-Ames-Stanford Approach (CASA) model is one of the most quick, convenient
and accurate models to estimate the NPP (Net Primary Productivity) of veget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vegetation NPP of the paddy field area in
Korea from 2002 to 2012, and (2) to investigate how the rice productivity responded to inter-annual NPP
variability, and (3) to estimate rice yield in Korea using CASA model applied to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products and solar radiation. MODIS products; MYD09 for NIR
and SWIR bands, MYD11 for LST, MYD15 for FPAR, respectively from a NASA web site were used.
Finally, (4) its applicability is to be reviewed. For those purposes, correlation coefficients (linear regression
for monthly NPP and accumulated NPP with rice yield) were examined to evaluate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the relations. As a result, the total accumulated NPP and Sep. NPP tend to have high correlation
with rice yield. The rice yield in 2012 was estimated to be 526.93㎏/10a by accumulated NPP and 520.32
㎏/10a by Sep. NPP. RMSE were 9.46㎏/10a and 12.93㎏/10a,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yield
forecast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NPP changes in the paddy
field were well reflected rice yiel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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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CASA 모델은 작물의 순 일차생산량(NPP)을 추정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모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2002년 ~ 2012년 동안 한국의 논지역을 대상으로 작물 NPP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분

석하고, (2) 연간 NPP와 쌀 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3) MODIS Product와 태양 복사량을 CASA 모형

에 적용하여 2012년 한국의 쌀 수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또한, (4) 통계청이 발표한 최종 수량과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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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업부문에서의 작황 정보 활용은 생산량 예측을 통

한 수급 조절, 가격 예측,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수

립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작황 조

건에 따라 재배 가능한 작물이 결정되며, 기후, 토양, 파

종, 비료 및 농약살포, 물관리, 수확, 건조, 보관 등의 모

든 농작업의 일정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감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해 경

제·산업적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작황

정보가 작물의 안정 생산, 식량수급정책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국가를 떠나 세계적으로 그 중요

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작황관련 정보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로부터 입수해야 하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는 쌀 이 외의 주곡인 옥수수, 콩, 밀 등

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곡물수입국으로, 다양

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갖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격탐사는 주요 곡물 수출입국의 작황 파악을 위해 우

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획득 수단으로 유망하다.

현재까지 원격탐사를 이용한 작황 추정은 경험적 통

계모형(Empirical Statistical Models; ESM)이 주를 이루어

왔다. 경험적 통계모형은 식생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얻어진 식생지수(NDVI, EVI, LAI, RVI, PVI 등)를 이용

하여 작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작황은 작물 생육기간

의 기상여건, 비료 및 농약, 관개상황 및 경작 방법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오래 전부

터 작황과 결정요인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

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왔다. 이를 바탕

으로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 얻어진 시계열 데이터를 층

화 및 분류하여 작황과의 상관관계를 유도하고, 여기서

얻어진 계산상수를 적용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해당 작

물의 작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광역적, 주기적

으로 수집된 위성영상에 의하여 얻어진 식생지수를 이

용하여 작황추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Allen(1990)은 1977년 IOWA

주에서 최초로 위성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물재배

면적 및 수량을 공식적으로 추정하였으며, Ferencz et al.

(2004)은위성영상에서수량통일기준지수(General Yield

Unified Reference Index; GYURI)를 개발하고 작물의 수

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Doraiswamy et al.

(2005)은 MODIS LAI를 작물 모형 입력변수의 재보정

에 사용하여 콩과 옥수수 수량을 추정하고 미국 내 통계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Ren et al. (2008)은 중국 산동반도

의 겨울 밀 수량 추정을 위해 MODIS NDVI를 활용하

였고 그 결과를 농업기후 모형을 이용한 수량 추정 결과

와 비교한 바MODIS 자료를 이용한 결과가 모형을 사

용하여 얻은 결과에 비해 실측값과의 오차가 적게 나타

났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내의 경우, Kim et al. (2008)은

2004년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서산간척지 지역 내 벼

수량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Hong et al. (2009)은 북한지

역을대상으로MODIS NDVI를추출하고벼수량및생

산량 통계자료와 시계열 분석하여 2008년 북한의 벼 수

량을 추정한 바 있다. 또한, Na et al. (2012)은 전국을 대

상으로 기상요소와MODIS NDVI를 이용하여 한국형

논벼 생산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예측 결과와 논벼

생산량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Hong et al. (2012)은MODIS NDVI와 수량과의 상관성

이 높은 시기를 선택하여 기상자료와 함께 다중회귀 모

형 기반으로 우리나라 벼 수량을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험적 통계모형으로 추정한 작황과 실제 작

황을 비교해 보면, 연차변이는 유사하나 수량에 있어 오

차가 발생한다(Na et al., 2012). 이는 실제 생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병충해, 기상재해 등 돌발현상은 고려하지 않

으므로 추정된 수량은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잠재수량

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험적 통계모형은 이

론적 근거가 약하고 모형이 개발된 지역에만 제한적으

로 적용이 가능하여 넓은 범위의 위성영상에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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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월별 또는 누적 NPP와 수량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누적 NPP

와 9월의 NPP가 쌀 수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2012년 예측 수량은 누적 NPP

적용시 526.93 kg/10a, 9월의 NPP 적용시 520.32 kg/10a로 추정되었다. 통계청의 최종 수량과의 RMSE는 각

각 9.46 kg/10a, 12.93 kg/10a를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NPP를 이용한 벼 수량 추정 모형이 논벼 수량의 변화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통계모형에 의한 추정은

주로 선형회귀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작방법의

개선, 재배기술의 발전 등 비선형적인 기술 상황이 존재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수

지 모형(Water consuming Balance Models; WBM), 바이

오매스 추정모형(Biomass Estimation Models; BEM) 등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물수지 모형에 의한 작황 추정은 증발산과 수량과의

관계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 잠재증발산

량이 높다는 것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햇

볕이 많고 차가운 날씨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

면에 작물이 생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는 광합성량의

증가로 작물의 생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수량과 일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종자의 지상부 출

현기간이 짧고, 발아율도 높아져 분얼수가 증가하고, 평

균보다긴분얼기간으로m2당수량이증가한다. 이에따

라 물수지의 주요 요소인 강수, 토양수분, 증발산, 유거

수와 배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는 수자원 개발, 물이용 계획의 수립, 배수조건

결정 및 작물생산에 있어 가장 경제성 높은 수자원 이용

관리를 위해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

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하여 변화하는 우량, 우기 및

건기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

은매우중요하다. 그것은전세계농경지의약 80%가밭

이고 그 작황이 강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원격탐사에 의한 물수지 모형을 이용

함으로써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식생지수, 지표면 복사

온도 및 지표면 수분지수 등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기

존의 1차원(Point Scale)에서 광역 범위의 2차원(Field

Scale)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물수지 모형은 일

사량, 광합성 능력 등의 효과가 배제되고 직접적으로 작

황을 추정하기보다는 농업 생태계의 수분 및 에너지 수

지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논으로 관개된

물은 증발산량 외에 상당량이 지표 혹은 심층으로 침투

되어 정확한 물수지 파악이 어렵고, 밭의 경우 대상작물

이 다양하고 물이용이 연중에 걸쳐 있어 정량적인 작황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바이오매스 추정모형은 작물의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여 작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순 일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 NPP)은 식물의 생장을 통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을 의미한다. 식물이 광

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산하는 유기물

의총량을총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이라 하고 여기에서 식물의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비

를 뺀 것이 NPP로 정의된다(Hong et al., 2011). 따라서

NPP는 육상 탄소 순환의 중요 구성인자로 단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식물의 건조 생체량의 축척분을 의미한다.

즉, 대상작물 생육기간 동안의NPP는 생육기간 동안 식

물생체량(biomass)으로 고정된 총 탄소의 양으로서 대

상작물의 식물생체량(biomass)과 작황 및 수량을 추정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NPP를 전국 규모로

동시에 직접 측정하기에는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성으로 관측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알

고리즘을 통하여 NPP 자료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위성자료를 이용한 NPP의 관측은 거시적 규모의 연속

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Zhao et al., 2005).

하지만 바이오매스에 의한 추정방법은 일사량, 광합

성 효율, 온도, 토양수분 등 대부분의 영향인자를 고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입력변수가 많다. 또한

식물생체량은 원격탐사에 의해 직접 모니터링이 불가

능하고 위성영상으로 계산 가능한 입력변수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복잡한 토양-식생-대기 전달모형부터 광

이용효율(Light Use Efficiency, LUE)을 이용한 단순 모형

까지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그 중 LUE를 이용한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NPP 추정 모형으로는 C-
Fix(Veroustraete, 1994), CASA(Field et al., 1995), GLO-
PEM(Prince and Goward, 1995), SDBM(Knorr and

Heimann, 1995), TURC(Ruimy et al., 1996), MODIS NPP

(Running et al., 2004) 등이 있으며, 각 모형은NPP 추정

시 고려하는 환경 스트레스의 종류 및 추정식이 다르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개발된 모형에 대하여 정확도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는 Carnegie Ames Stanford Approach

(CASA) 모형이 조밀한 밀도의 농경지에서NPP 추정 정

확도가타모형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Tao et al., 20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벼의 생육기간 동안의 시계열MODIS 자료와 기상자료

를 CASA 모형에 적용하여 얻어진 NPP와 수량과의 상

관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논벼 수량을 추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Prediction of Rice Yield in Korea using Paddy Rice NP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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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CASA 모형을 이용한 국내 논벼의

NPP 추정을위하여MODIS Product(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지적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기상연보(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농작물 생산량 통계(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2002

년∼2012년의 11년간 단위면적(90 m)당 광합성유효복

사량(APAR)과 광이용효율(ε), 단위면적(10a)당 수량을

DB화하였다.

1) MODIS Product

MODIS 센서는 전 지구 환경모니터링(Earth Observing

System, EO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사된 Terra 위성과

Aqua 위성에 장착되어 있으며, 총 36개의 분광밴드를

이용하여 육지, 해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지구환경에 대

한 자료를 제공한다. NASA의 EOS Data Gateway는 EOS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위성영상자료의DB를 구축하

고 대기보정 및 밴드별 연산을 통해 제작한 다양한 위성

영상 자료(Product)를 대기, 빙하, 육지, 대양, 자료보정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다(https://lpdaac.usgs.gov/).

본 연구에서는 Aqua 위성의 MODIS 영상을 대상으

로 NASA에서 제공하는 약 40개의 Product(MYD1~

MYD40) 중 육지 연구를 위하여 만들어진MYD09A1의

Surface reflectance, MYD11A2의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MYD15A2의Fraction of the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FPAR) 자료를이용하였다(Table 1). Surface

reflectance는 500 m, LST와 FPAR은 1 km의 공간해상도

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8일 간격으로 합성하여 제

공된다. 수집된 자료는 각 레이어와 QC/QA 레이어를

import 하고 각 granule을 영상접합(Mosaic) 한 후, 영상

처리 상용 S/W인 Erdas Imagine을 이용하여 Sinusoidal

투영체계에서UTM Zone 52N 좌표체계로 변환하였다.

또한, 보정계수(Scale factor)를 적용하여 영상자료가 데

이터 값으로 표현되도록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전천일사량 자료 수집 및 처리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간 평균거리는 30 km이

상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농작물의

재배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은 수 백m 이내이며, 대규모

농업지대에서도 대개 1 km미만이다. 따라서 기상요소

도 같은 수준의 공간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대부분

의 기상관측소는 논에 위치하고 있기보다는 관리가 용

이한 도심지에 위치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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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cientific data sets for MYD products
Product Data Unit Bit Type Fill Value Valid Range Scale Factor

MYD09A1

500 m Surface Reflectance Band2
(841-876 nm) Reflectance 16-bit signed -28672 -100~16000 0.0001

500 m Surface Reflectance Band6
(1628-1652 nm) Reflectance 16-bit signed -28672 -100~16000 0.0001

MYD11A2 LST DAY 1 km Kelvin 16-bit unsigned 0 7500~65535 0.02
MYD15A2 FPAR - 8-bit unsigned 255 0~100 0.01

Fig. 1. Solar radiation distribution(MJ/m2).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89개 지점의 관측소

및 599개 지점의 자동 기상관측 장치(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에서 관측된 일별 일사량 자료를 수집하고

Cressman 기법을 이용하여 3 km의 공간해상도의 격자

간격을 가지도록 객관 분석을 수행하였다(Ahn et al.,

2010; Cressman, 1959). 또한, 이를 모형에 적용이 가능

하도록 2차원 격자자료로 변환한 후, 8일 간격으로 합산

하여 공간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1).

3) 논벼 재배지 격자 및 벼 수량 통계자료

정확한 논벼의NPP 추정을 위해서는 논 이외의 토지

피복을 나타내는 지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정확한 논의 추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적

도상 지목이 논인 지역을 추출하여 벡터 자료인 상태로

접합(Merge)한 후 90 m 격자 영상으로 변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논 마스크(Mask) 영상을 작성하였다(Fig 2).

논 마스크 영상은 실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CASA 모형 적용의 공간적 범위를 나

타낸다. 즉, 논 마스크 영상이 가지는 2002년∼2012년

의 11년간 단위면적(90 m)당 광합성유효복사량(APAR)

과 광이용효율(ε)이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벼 수량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에서 배포하는 2002년∼2012년의 논벼 생산량

자료 중 현미를 대상으로 단위면적(10a)당 수량을 사용

하였다(Table 2). 또한, 논벼 NPP와 수량과의 상관성 분

석과 회귀모형 작성을 위해서 SPSS 18 통계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였다.

3. CASA 모형 및 NPP 추정 과정

1) CASA 모형

CASA 모형은 일단위의 모의가 가능한 전지구 단위

의 생산효율성 모형(Production Efficiency Model, PEM)

으로서 토양수분, NPP, 토양탄소 및 토양질소의 3가지

부모형(sub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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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ddy field in whole country(90 m).

Table 2. Paddy rice yields(kg/10a) in 2002~20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W. Country 507.00 475.00 543.00 527.00 530.00 501.36 559.68 574.42 519.90 533.48 508.70
Gyeonggi 518.00 483.00 527.00 522.00 518.00 499.42 548.92 546.02 468.27 475.85 498.99
Gangwon 472.00 462.00 504.00 510.00 487.00 482.63 524.10 557.39 488.36 512.28 506.68
Chungbuk 533.00 476.00 539.00 525.00 522.00 495.15 555.44 566.37 514.49 530.10 529.52
Chungnam 552.00 515.00 579.00 562.00 571.00 539.81 593.87 611.53 543.93 566.81 550.98

Jeonbuk 526.00 487.00 573.00 538.00 562.00 519.46 580.50 619.94 554.23 563.86 514.00
Jeonnam 474.00 475.00 524.00 507.00 502.00 461.17 520.85 529.58 500.05 513.14 437.21

Gyeongbuk 510.00 444.00 539.00 532.00 532.00 510.99 573.06 597.70 545.26 555.42 544.54
Gyeongnam 465.00 432.00 527.00 511.00 516.00 494.70 563.09 560.85 518.01 530.66 519.12

Source : http://kosis.kr/



NPP 부모형은 광이용효율에 의하여 NPP를 계산하도

록 설계되었다(Monteith, 1972). 여기서 광이용효율은

흡수된 태양 복사량이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되

는 비율을 정량화한 지수이다. 특히, 광이용효율을 원격

탐사 기법에 이용하면 광역지역에 대한 식생의 광 흡수

량 및 순수한 탄소 흡수량을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위성영상 기반의 모형에 사용된다(Field et

al., 1995). CASA 모형은 육상의 토양과 식생지역에 대

한 탄소 순환의 과정을 단순하면서 물리적 이론을 배경

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위성영상의 적용이 용이하여 현

재 많은 지역의 NPP와 이산화탄소 sink 추정에 사용되

고 있다. 또한 CASA 모형은 현재 미국 NASA에서 전지

구 탄소 추정을 위해 NASA-CASA 프로젝트에 적극 사

용되고 있으며(Potter et al., 2003), 중국에서도 농경지

NPP 추정에 CASA 모형이 적용되고 있다.

2) NPP 추정 과정

CASA 모형에 의한 NPP는 식생에 흡수된 광합성유

효복사량(APAR)과 광이용효율(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NPP = APAR × ε                             (1)

                   APAR = SOL × FPAR × 0.5                     (2)

여기서, SOL은 지표 일사량(MJ/m2), 는 식물이 흡수하

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양으로 광합성 과정에 사용되며

범위는 0~1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0.5는 식생이 광합

성에 사용하는 유효 복사량(400~700 nm파장대)의 비

율이다.

또한, 광이용효율(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ε = εmax × Tscalar × Wscalar × Pscalar                  (3)

여기서, εmax는 작물별 최대 광이용효율(gC/MJ)로서 식

생 수종별, 시기별로 다르나, CASA 모형이 전 지구를 대

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 지구의 식생에 대한 단일

값으로 추정된다. 특히, 논의 경우 관개 유무에 따라 εmax

값이 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 관개 논이라 가

정하고 0.48의 단일값을 사용하였다. 그 외 수종에 대한

εmax 값은 Table 3과 같다.

Tscalar, Wscalar 및 Pscalar는 기온, 수분 및 식생의 성장에

따른 광이용효율(Tscalar) 영향 지수로서, 기온 조건을 나

타내는 는 작물 및 토양 유형에 따른 식생 성장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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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mework for driver variables and submodel coupling in the NASA-CASA model.

Table 3. Maximum light use efficiency across different vegetation types used in CASA model
Vegetation Type εmax Reference

Global plant 0.39 Potter et al., 1993, 1999; 2003; Field et al., 1995
Non-irrigated cropland 0.41 Ozdogan et al., 2011

Irrigated cropland 0.48 Ozdogan et al., 2011



온도 Topt 와 최대, 최소 온도인 Tmax, Tmin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Raich et al., 1991).

          Tscalar =             (4)

여기서, Topt 및 Tmax, Tmin는 Table 4와 같이 정의된다.

수분에 따른 영향 지수(Wscalar)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얻어진 지표면 수분 지수 (Land Surface Water Index,

LSW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Xiao et al.,

2005).

                        Wscalar =                           (5)

여기서, LSWImax는 식생의 생육기간 동안의 최대 LSWI

이며, LSW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Xiao et al., 2002).

                        LSWI =                           (6)

LSWI는 -1.0에서 1.0의 값을 가지며, ρNIR는 근적외선

영역(841-845 nm)의 반사율로 MODIS Band2, ρSWIR

는 단파장 적외선 영역(1628-1652 nm)의 반사율로

MODIS Band6이다.

식생의 성장에 따른 영향 지수(Pscalar)는 잎의 생장기

간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논벼와 같이 1년생 작물의 경

우에는 잎이 생장을 하는 기간(발아기~등숙기)과 잎이

생장을 멈추고 알곡이 여무는 기간(출수기~성숙기)의

두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Xiao et al.,

2004).

                          Pscalar =                             (7)

여기서, 잎이 생장을 하는 기간(발아기~등숙기)의 경우

Pscalar = 1이다.

Fig. 4는 CASA 모델을 이용하여 생육기간동안 국내

논벼의 NPP 추정을 위한 방법을 설계한 것이다. FPAR

의 경우 AVHRR NDVI 영상에서 추정한 자료보다

MODIS FPAR자료를 사용했을 때CASA 모델의 정확도

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YD15A2 자료를 사용하였다(Potter et al., 2003; Wang

et al., 2008). 또한 기온과 수분과 같은 환경인자를 고려

하지 않았을 때NPP가 50% 이상 과추정됨을 감안하여

(Lobell et al., 2002; Naya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LSWI를 이용하여 기온, 수분 및 식생의 성장에 따른 환

경인자를 고려하였다.

(T _ Tmin)(T + Tmax)
(T _ Tmin)(T + Tmax) _ (T _ Topt)2

1 + LSWI
1 + LSWImax

1 + LSWI
2

ρNIR
_ ρSWIR

ρNIR + ρS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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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SA model for NPP estimation schema.

Table 4.  Parameter for each vegetation type about the Tmin, Tmax
and Topt (˚C)

Type Tmax Topt Tmin

Evergreen forest 47.5 27.5 2.5
Deciduous forest 48 26 0

Mixed forest 47.75 27 1
Shrub 48.5 25 -3

Grassland 48 30 1
Wetland 48 30 1

Crop 48 30 -3
Aber J. D. and C. A. Federer, 1992.



4. 결과 및 고찰

1) CASA 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논벼 NPP 변화

MODIS FPAR와 광이용효율(LUE)을 CASA 모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논벼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NPP 분

포도를 작성한 결과, NPP는 중서부 및 남부지역보다는

동부 지역에서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5).

2002년~2012년의 벼 생육기간NPP 변화 및 지역별

NPP 분포는 Fig. 6 및Table 5와 같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 높은NPP를 나타낸 반면에 2003년

과 2007년, 2010년에 상대적으로 낮은NPP를 나타내었

다(2002년은MODIS 수집 시기가 2002년 7월 이후이므

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 이는 대형 태풍이 발생한 시기

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003년 8월 태풍 매미 발

생, 2007년 9월 태풍 나리 발생,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

발생). 실제로 2003년과 2007년의 경우, 강원과 경북, 충

남과 경북 지역의 NPP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는

데 이는 2003년 태풍 매미와 2007년 태풍 나리의 진로

방향과 일치하며, 2010년의 경우에도NPP가 낮게 추정

된 경기, 강원, 충북 및 충남 지역과 태풍 곤파스의 진로

방향이 일치하였다. 또한 대형태풍으로 인한 한반도 전

체의 일사량 부족으로 연평균NPP가 전 지역에 걸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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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PP distribution in paddy using CASA model.
(d) 2005 (f) 2007

(c) 2004(a) 2002 (b) 2003

(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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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NPP pattern using CASA model.

Fig. 5. Continued.
(j) 2011

(i) 2010(g) 2008 (h) 2009

(k) 2012



게 추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연재해(태

풍 등)가NPP 추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의 수정 및 보완(예를 들면 태풍의 경우

풍속 등의 변수를 고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

육시기별 NPP 변화를 살펴보면, 벼가 성장함에 따라

NPP도 증가하다 6월~7월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서서

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벼의 생육

시기별NDVI는 8월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

다(Na et al., 2012). 이는 일사량이 작물의 생육에 반응하

는 시간적 차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8월의NDVI의

경우, 7월까지의일사량이반영되어최고치를보이는반

면에 8월의NPP는장마와집중호우등에의하여낮아진

8월의 일사량이 반영되어 7월의 NPP보다 감소한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CASA 모형에 의한NPP 추정은 정

확한 일사량의 시계열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벼의 생육기간인 5월~10월의 월평균 NPP는 7월에

63.64 gC/m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10월에

26.60 gC/m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7). 또

한, 10년 동안 월별 최대 NPP와 최소 NPP의 편차는 9

월에 28.41 gC/m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9

월은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로 기상여건

에 따른 작황 및 수량의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발생하

는 집중호우와 일사량의 감소에 의한 작황의 악화, 태

풍 및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피해 등이 원인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논벼의 NPP 변화는 작물의 작

황 및 수량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논벼 생육기간별 NPP에 의한 벼 수량 추정

일반적으로 벼의 생육이 왕성할 때의 작황과 최종 수

량이 상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농촌진흥청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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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NPP pattern using CASA model.

Table 5. Areal mean annual NPP(gC/m2) in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ean

W. Country 262.30 310.66 301.20 312.78 296.30 340.48 347.64 293.63 305.47 307.51 307.80
Gyeonggi 249.39 254.84 271.21 295.13 252.74 295.71 295.33 225.73 236.28 245.26 262.16
Gangwon 293.58 313.73 328.46 343.59 315.36 357.11 383.23 298.69 327.51 334.68 329.59
Chungbuk 274.65 323.08 312.37 322.30 282.35 358.92 376.05 292.29 299.98 289.33 313.13
Chungnam 252.12 287.90 260.00 298.99 271.79 322.70 337.17 268.90 266.31 269.55 283.54

Jeonbuk 210.83 272.75 239.50 253.56 257.22 297.25 296.07 241.47 270.91 278.86 261.84
Jeonnam 273.63 346.67 288.40 318.71 322.79 343.89 346.40 314.65 342.69 300.97 319.88

Gyeongbuk 261.94 323.50 337.66 313.99 293.85 389.41 374.58 346.27 335.90 361.56 333.86
Gyeongnam 282.26 362.85 372.02 355.94 374.34 358.88 372.33 361.02 364.21 379.87 358.37



광계를 이용하여 수행했던 지상 실측 결과, 벼의 생육기

간 중 측정한 NDVI와 최종 수량과의 상관성은 유수형

성기, 개화기, 출수기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Hong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벼의 최종 수량

과 상관성 높은NPP를 선택하기 위해 월별 및 생육기간

총 누적NPP와 벼 수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Fig. 8은 논벼의 생육기간에 따른 월별 및 생육기간 총

누적NPP와 벼 수량과의 상관계수(r)와 유의수준(p)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월별 NPP보다

누적NPP가 벼 수량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누적 NPP의 상관계수(r)는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생육기간 전체인 10월의 총 누적 NPP가 0.1%

유의수준(p<0.001)에서 r = 0.9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월별 NPP의 경우, 9월의 NPP가 0.1% 유의수준

(p<0.001)에서 r = 0.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지

수와 벼 수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Hong et al. (2012)은 8월 21일의 Aqua MODIS

NDVI가 r = 0.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Na et al. (2012)은 8월의 MODIS NDVI와 논벼 생산량

통계자료 간의 상관분석 결과, 전국단위, 도단위, 시군

단위 및 포구단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03, 0.571,

0.472, 0.005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볼 때NDVI보다는NPP가 벼 수량과 상관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되며, 벼 수량 추정을 위한 최적 NPP는

생육기간(5월~10월)의총 누적NPP 또는 9월의NPP인

것으로 나타났다.

NPP는 대상작물의 식물생체량(biomass)과의 사이에

서 선형관계가 성립하므로 수량을 추정하는 데에 사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육기간에 따른 NPP와 작물 수량

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Yield = a × ΣNPP + b                         (8)

여기서, Yield는 단위면적당 수량(kg/10a), ΣNPP는 생

육기간에 따른 누적 NPP, a, b는 계산상수이다. 따라서,

생육기간의 총 누적 NPP(ΣNPPTotal) 또는 9월의 NPP

(ΣNPPSEP)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벼 수량 추정 모형을

작성하였다(Table 6).

그 결과, 전국 및 지역별 벼 수량 추정 모형은 5% 유

의수준(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ΣNPPTotal을

이용한전국단위모형의결정계수(R 2)는 0.879, 는 9.456

kg/10a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ΣNPPSEP를 이용한 전국

단위모형의결정계수(R 2)는0.773, RMSE는12.934 kg/10a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육기간의 총 누적NPP를 이용

할 경우, 9월의NPP를 이용한 모형보다 결정계수(R 2)가

높고 RMSE가 낮아 모형의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모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육기간의 총 누적 NPP를 이용할 경우, 9월의 NPP를

이용한 모형보다 생육기간 전반에 걸친 기상요인의 특

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생육기간 동안의

시계열 자료 수집이 어렵고 구름 및 연무 등에 의한 오

차 보정 과정이 필요하므로 모형의 활용성은 9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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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NPPSEP : accumulated NPP in September, ΣNPPTotal: accumulated NPP in total growth season)

Fig. 8.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ignificant between monthly NPP and rice yield.



NPP를 이용한 모형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하여Na et al.(2011)은 변수선택 방법 및 공간범위 구분

에 따른 모형의 예측력과 적용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성이 높은 모형일수록 오차는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형 적용시 수집된 자료의 수준 및

대상지역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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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Paddy Rice Yield of Predicted and statistics from 2003 to 2012.

Table 6. Rice yield prediction model in growing season(‘03~’12, n=10)

ΣNPPTotal ΣNPPSEP

a b p R2 RMSE a b p R2 RMSE
W. Country 1.122 181.792 0.0001 0.879 9.456 2.792 407.544 0.0008 0.773 12.934
Gyeonggi 0.967 255.325 0.0007 0.780 12.542 2.635 406.931 0.0052 0.643 15.984
Gangwon 0.833 229.017 0.0013 0.744 12.505 2.008 417.037 0.0062 0.629 15.072
Chungbuk 0.695 307.352 0.0009 0.766 12.132 2.017 440.731 0.0006 0.787 11.562
Chungnam 0.878 314.540 0.0007 0.777 12.486 2.781 443.142 0.0001 0.882 9.085

Jeonbuk 1.023 283.216 0.0179 0.524 24.902 3.299 414.606 0.0074 0.613 22.446
Jeonnam 0.780 246.664 0.0437 0.417 21.726 2.270 393.099 0.0329 0.453 21.042

Gyeongbuk 0.973 212.450 0.0003 0.828 15.975 3.321 395.909 0.0017 0.730 20.026
Gyeongnam 0.983 164.871 0.0133 0.556 23.174 2.787 387.948 0.0378 0.436 26.127

Table 7. Comparison of rice predicted yield error in model(2012)

Scale ΣNPPTotal ΣNPPSEP KOSIS Error
A(kg/10a) B(kg/10a) C(kg/10a) A/C B/C

W. Country 526.93 520.32 508.70 1.04 1.02
Gyeonggi 492.41 493.58 498.99 0.99 0.99
Gangwon 507.68 498.01 506.68 1.00 0.98
Chungbuk 508.35 511.99 529.52 0.96 0.97
Chungnam 551.11 542.71 550.98 1.00 0.99

Jeonbuk 568.62 547.93 514.00 1.11 1.07
Jeonnam 481.53 489.24 437.21 1.10 1.12

Gyeongbuk 564.35 545.73 544.54 1.04 1.00
Gyeongnam 538.38 529.90 519.12 1.04 1.02

(a) ΣNPPTotal (b) ΣNPPSEP



고하였다.

지역별 모형은 충남과 경북 지역의 결정계수(R 2)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남과 경남 지역의 경

우, 결정계수(R 2)가 0.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과

경남 지역의 식생 및 기상인자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농업

기후지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 지역은 타 지

역과는 달리 6개 이상의 기후지대가 포함되어 있어 다

양한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특히 , 경남 지역은

MODIS NDVI와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통계모

형으로 예측한 결과에서도 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나(Na et al., 2012)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 및 지역별 벼 수량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예측

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최종 수량을 비교하면

Table 7과 같다. 생육기간의 총 누적NPP를 이용한 모형

에 의한 단위면적(10a)당 예상 수량은 전국 단위를 기준

으로 526.93 kg/10a, 9월의 NPP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520.32 kg/10a로 예측되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종 수량은 508.70 kg/10a으로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

와 각각 3.58%, 2.29%의 오차를 나타냈다.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남은 각각 10.14%, 11.90%의 오

차를 보여 가장 큰 오차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경

남은 5% 이내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평균 NPP

변화율의 차이로 해석된다. 경남의 경우 연평균NPP 변

화가 가장 작은 지역(20.37 kg/10a)으로 NPP 변화에 의

한 수량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지만 전남은 연평균NPP

변화가 큰 지역(32.32 kg/10a)으로 NPP 변화에 따른 수

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그 외 경기와 충남은 1% 이

내의 오차를 나타내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종 수량과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는 2003년에서 2012년 생육기간의 총 누적NPP

(ΣNPPTotal), 9월 NPP(ΣNPPSEP)를 이용하여 각각 추정

한 연도 및 지역별 벼 수량과 통계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다. 벼 수량이 500 kg/10a 이하인 경우에는 과대추정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NPP를 이용한 벼

수량 추정 모형이 논벼 수량의 변화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벼의 생육기

간 동안의 시계열MODIS 자료와 기상자료를 CASA 모

형에 적용하여 얻어진 NPP와 수량과의 상관성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의 논벼 수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벼 수량 추정을 위한 최적NPP는 생육

기간(5월~10월)의 총 누적 NPP 또는 9월의 NPP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논벼 수량 추

정모형작성결과생육기간의총누적NPP를이용한모

형이 9월의 NPP를 이용한 모형보다 모형의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에서 2012년 생육

기간의 총 누적 NPP와 9월 NPP를 이용하여 각각 추정

한 연도 및 지역별 벼 수량과 통계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1:1선에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NPP를이용한벼수량추정모형이논벼수량의변

화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논벼의 NPP 변화

는 작물의 작황 및 수량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확한NPP 추정 방안

의 개발이 논벼 수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

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위성자료를 이

용한 NPP의 추정에는 자연재해(태풍 등)가 많은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의 수정

및 보완(예를 들면 태풍의 경우 풍속 등의 변수를 고려)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

로 지역적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특

히, NPP 추정 모형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집하여 국

내 농업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

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수식 및 수치를 찾아내는 선행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벼 재배지역을 관개답으로 가정하였

고, 지적도를 이용하여 추출한 논벼 재배지 격자를 사용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

로 광이용효율 적용시 대상지역의 관개면적 비율의 고

려, 논벼 재배지 격자 추출시 시계열 영상에 의한 휴경

지의 제외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광범위

한 포장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실제 생육 및

수량과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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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내 농업 여건에 적용 가

능한 최적 모수화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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