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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orn and soybean yield in Illinois and Iowa in
USA using satellite and meteorological data. MODIS products for NDVI were downloaded from a NASA
website. Each layer was processed to convert projection and extract layers for NDVI. Relations of NDVI
from 2002 to 2012 with corn and soybean yield were investigated to find informative days for rice yield
estimation. Weather data for the county of study state duration from 2002 to 2012 to correlate crop yield.
Multiple regression models based on MODIS NDVI and rainfall were made to estimate corn and soybean
yields in study site. Corn yields estimated for 2013 were 10.17 ton ha-1 in Illinois, 10.21 ton ha-1 in Iowa
and soybean yields estimated were 3.11 ton ha-1 in Illinois, 2.58 ton ha-1 in Iowa, respectively. Corn and
Soybean yield distributions in 2013 were mapped to show spatial variability of crop yields of the Illinois
and Iowa state.
Key Words : remote sensing, crop yield estimation, MODIS NDVI

요약 :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곡물 생산, 수출국인 미국의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에 대하여 카운티별

MODIS 위성영상 식생지수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다중회귀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

과를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MODIS 위성영상 식생지수 및 기상자료로 옥수수와 콩 수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2013년 수량을 추정한 결과, 일리노이, 아이오와 2개주에 대하여 약 1~16% 내외의

오차 결과를 얻었다. 모형의 수량 추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추후에는 지대 구분 및 다양한 지표면 생물리 모

수를 함께 활용하여 수량 추정 모형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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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상, 곡물가격 등락 등 국

내외 곡물 생산 환경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

요 수입, 수출국의 작황 관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작물 작황 관측은 가격 예측과 수급 조절을 통해 농

가 소득 보전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전 지구 차원의 작황 모니터링 체계

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입국 또는 관심국가에 대한 작황

을 관측해오고 있다(Hong et al., 2012).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8%로 쌀

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은 국내 수입곡물가격의 변동성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and Lee, 2014). 따라서 안

정적인 곡물 수급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요 곡물 생산

국에 대한 독자적인 조기 작황관측이 필요하다.

위성영상은 현장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

할 수 없는 국외의 곡물 생육상황을 관측할 수 있는 수

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Hong et al.(2012)은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영

상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

용하여 한반도 북부의 벼 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oraiswamy et al.(2005)은 MODIS 영상의

산출물 중 LAI(Leaf Area Index)를 작물 모형의 입력변

수로 활용하여 일리노이주의 콩, 옥수수 수량을 추정한

바 있다. Hong et al.(2012)은 국내 벼 수량 추정을 위해

출수기 이전의 위성영상 식생지수와 출수기 이후 등숙

기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Na et al.(2014)은MODIS위성영상 산출물과 전천

일사량을 이용하여 작물의 순 일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 NPP)을 추정할 수 있는 CASA(Carnegie Ames

Stanford Approach) 모형을 구축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의 콩, 옥수수 수량을 추정한 바 있다. 본 연

구는 Hong et al.(2012)의 모형 개념을 국외 밭작물로 확

장하여 작물 건물중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위성영상 자

료와 주요 생육시기 생장과 생식에 큰 영향을 주는 기

상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일

리노이주 및 아이오와주의 콩, 옥수수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역

본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IL: Illinois)와 아이오와주

(IO: Iowa)의 옥수수, 콩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일리

노이주와 아이오와주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구릉은 있으나 산이 거의 없는 평탄한 지대로 이루

어져 있다. 이들 주의 면적은 각각 약 15,000천 ha, 14,574

천 ha로써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습윤

한 대륙성 기후로 겨울에는 농작물 생육이 불가능하지

만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지대

이다. 2013~2015년 옥수수 재배 면적은 일리노이주가

평균 약 5,000천 ha, 아이오와주가 약 5,500천 ha였으며,

콩 재배면적은 일리노이주가 약 3,900천 ha, 아이오와주

가 약 3,900천 ha로 이들 2개 주의 면적이 미국 전체 옥

수수 재배면적의 약 30%, 콩 재배면적의 약 23%에 달하

는 대표적인 옥수수, 콩 생산 지역이다(http://www.nass.

usda.gov/Statistics_by_State/). 우리나라의 2015년 옥수

수 재배 면적은 12,520 ha, 콩 재배 면적은 50,625 ha로 본

연구지역 대비 옥수수는 평균 0.24%, 콩은 평균 1.30%

에 달한다(kosis, 2015).

2) 위성영상과 기상자료 처리

위성영상 자료는 미국 NASA에서 발사한 Aqua위성

의MODIS육상 산출물 중 공간 해상도가 250 m인 16일

간격의 NDVI(MYD13Q1)를 이용하였다. NDVI는 위

성영상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비율을 이용하여 식생

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식생의 생체량 추정 등

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Cohen, 1991; Lyon et al., 1998). 위

성영상 자료 처리는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지대인 아이

오와주, 일리노이주 일원을 포함하는 5개MODIS위성

영상 좌표 구역(h09v05, h10v04, h10v05, h11v04, h11v05)

의 NDVI영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수

집된 영상은 영상접합(Mosaic)을 수행하고 Sinusoidal투

영체계에서 경위도 좌표체계(WGS 84)로 변환한 후 -1

에서 +1 사이의 NDVI값(float)으로 표현되도록 보정

계수(scale factor)를 적용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

서 제공하는MODIS영상처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농촌

진흥청이 자체 개발한MODIS자동 전처리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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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영상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RDA, 2011).

콩과 옥수수 재배지에 대한MODISNDVI값 산출을

위한마스크영상으로는미국농무부(USDA, United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국가농업 통계청(National

Agriculture Statistics Service, NASS)에서제공하는연차별

CDL(CropData Layer) 자료를이용하여카운티별NDVI

평균값을 추출하여 작황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기상자료는NCEP(TheNationalCenters forEnvironmental

Prediction)의재분석자료인NARR(NorthAmericanRegional

Reanalysis)로부터 지표기온, 강수량, 일사량을, 전지구

재분석자료인MERRA(Modera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로부터 최고 및 최저 기온

재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 NARR과 MERRA는 각각

수평격자 0.375도와 1.25도로 제공되는데 통계적 내삽

기법을 통해 10 km간격의 격자로 변환하였다. 주별 카

운티별 기상 자료 값 추출을 위해서는 주와 카운티 행정

경계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고 이 후의 자

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성영상 및 기상자료는 2002~

201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2013년

콩, 옥수수 수량을 추정하였다.

2) 수량 추정 모형 구축 및 안전성 평가

콩, 옥수수 수량과 시계열MODIS NDVI값, 기상자

료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수량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독

립변수 항목과 해당 항목의 최적 시기를 선정하였다. 선

정된 MODIS NDVI값 및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주별,

작물별 수량 추정 모형 회귀식(’02~’12)을 식 1과 같이

작성하였다.

     Yield = (a×NDVI) + (b×Wheather data) + c       (1)

여기서, Yield는 단위면적당 수량(t/ha)이며 a, b, c는

계산상수이다. 회귀모형에 대한 타당성 확인 및 모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Jack-knife리샘플링 기법을 이용하

였다. Jack-knife리샘플링 기법은 고정적인 설명변수를

가지는 자료로부터 회귀모형이 설정될 때 주로 적용하

는 방법이다. 전체 n개의 표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n-1

개의 자료를 가지고 회귀식을 구축한 후 각각의 설명변

수에 해당하는 회귀계수 값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

우 원 회귀 모형의 회귀값이 타당하다고 판별한다(Sohn

and Shin, 2012).

3.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MODIS NDVI 및 기상자료와 옥수수, 

콩 수량과의 상관성

미국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의 옥수수, 콩 수량과

시계열 MODIS NDVI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작물의 생육기간 동안의 옥수수, 콩 수량과

MODIS NDVI의 상관계수는 -0.6~0.8의 범위를 나타내

었고, 옥수수의 상관계수 최대값이 대체로 콩의 상관계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물에 따라 최대NDVI값이 나

타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옥수수는 2개주 모

두 연중일(DOY, Day of Year) 201인 7월 20일경에 최댓

값을 보였다. 콩은 2개주 모두DOY 217인 8월 5일에 최

댓값이 나타났다.

일사량 및 온도는 옥수수, 콩 수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강수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강수량의 경우 일리노이주 옥수수의

7월(0.38)을 제외하고 대부분 낮은 상관계수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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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tudy data sets for yield estimation

Data Type Data Period (year) Spatial Resolution (km) Temporal Resolution
MODIS NDVI MYD13Q1 2002 ~ 2013 0.25 16 day

Meteorological Data

Rainfall 2002 ~ 2013 10 1 day
Radiation 2002 ~ 2013 10 1 day
Max. Temperature 2002 ~ 2013 10 1 day
Min. Temperature 2002 ~ 2013 10 1 day
Mean Temperature 2002 ~ 2013 10 1 day

Cropland map CDL 2002 ~ 2013 0.03 1 year
Yield statistics 2002 ~ 2013 State / County 1 year



옥수수, 콩 생육의 연관성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

사량은 일리노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 온도 자료 중에서 최저 기온 값의 경우 일리노

이주와 아이오와주 모두 옥수수는 7월에 수량과 높은

음의 상관을 보였으며, 콩은 7, 8월에 수량과 높은 음의

상관을 보였다(Fig. 2).

2) MODIS NDVI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콩, 옥수수

수량 추정

주 및 작물별로 최고값을 나타낸 시기의 MO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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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rop yield and MODIS NDVI.

                                             (a) Corn, Illinois                                                                                   (b) Soybean, Illinois

                                               (c) Corn, Iowa                                                                                      (d) Soybean, Iowa

Fig.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rop yield and monthly weather data.



NDVI와 최저 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2

년까지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주의 콩, 옥수수 수량 모형

을 Jack-knife리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식으

로 구축한 결과는 Table 2, 3, 4와 같았다. Table 2는 일리

노이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주의 옥수수와 콩의 수

량을 추정한 결과이고, Table 3은 아이오와주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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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n and soybean yield prediction model in Illinois state using Jack-knife re-sampling method

IL a b c N R2 RMSE

Corn

All 21.304 -0.334 -2.111 1183 0.788 0.652
2002* 19.796 -0.343 -0.543 1081 0.861 0.507
2003* 24.303 -0.289 -5.393 1081 0.821 0.626
2004* 21.317 -0.308 -2.654 1081 0.781 0.662
2005* 19.050 -0.399 1.111 1081 0.820 0.618
2006* 21.332 -0.333 -2.147 1081 0.788 0.681
2007* 22.132 -0.305 -3.404 1081 0.801 0.651
2008* 20.124 -0.350 -0.845 1085 0.778 0.673
2009* 21.174 -0.339 -1.893 1084 0.779 0.681
2010* 21.188 -0.346 -1.821 1086 0.796 0.668
2011* 18.233 -0.431 2.275 1087 0.795 0.670
2012* 34.287 -0.376 -12.304 1093 0.597 0.635

Soy bean

All 4.654 -0.052 -0.080 1192 0.459 0.182
2002* 4.277 -0.048 0.179 1090 0.396 0.186
2003* 4.470 -0.034 -0.213 1090 0.561 0.128
2004* 4.652 -0.052 -0.082 1090 0.410 0.190
2005* 5.094 -0.057 -0.389 1090 0.500 0.183
2006* 4.299 -0.056 0.278 1090 0.454 0.189
2007* 4.656 -0.050 -0.112 1090 0.423 0.190
2008* 4.990 -0.056 -0.296 1094 0.475 0.187
2009* 4.858 -0.066 0.009 1094 0.513 0.180
2010* 3.998 -0.063 0.640 1092 0.548 0.161
2011* 4.513 -0.054 0.059 1095 0.461 0.188
2012* 8.431 -0.028 -3.761 1096 0.507 0.180

*modeling with exception of this year

Table 3.  Corn and soybean yield prediction model in Iowa state using Jack-knife re-sampling method

IO a b c N R2 RMSE

Corn

All 16.327 -0.169 -0.835 1188 0.790 0.323
2002* 17.334 -0.155 -1.918 1089 0.800 0.328
2003* 17.652 -0.158 -2.098 1089 0.884 0.241
2004* 15.426 -0.158 -0.302 1089 0.774 0.316
2005* 15.914 -0.172 -0.431 1089 0.787 0.335
2006* 16.100 -0.172 -0.590 1089 0.791 0.336
2007* 15.711 -0.175 -0.215 1089 0.787 0.335
2008* 16.438 -0.167 -0.978 1089 0.789 0.336
2009* 18.190 -0.118 -3.396 1089 0.779 0.319
2010* 16.730 -0.159 -1.331 1089 0.809 0.313
2011* 13.922 -0.220 2.098 1089 0.831 0.301
2012* 28.958 -0.188 -11.322 1089 0.564 0.317



이용하여 해당 주의 옥수수와 콩의 수량을 추정한 결과

이며, Table 4는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주의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각각 옥수수와 콩의 수량을 추정한 결과이다.

옥수수 수량 추정 모형의 결정계수는 가뭄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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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IO a b c N R2 RMSE

Soy bean

All 12.450 0.054 -8.684 1188 0.580 0.220
2002* 12.587 0.057 -8.838 1089 0.586 0.228
2003* 6.967 0.029 -3.397 1089 0.679 0.091
2004* 12.467 0.054 -8.690 1089 0.575 0.230
2005* 12.090 0.053 -8.361 1089 0.582 0.221
2006* 12.487 0.055 -8.721 1089 0.571 0.230
2007* 12.340 0.054 -8.579 1089 0.553 0.230
2008* 12.402 0.054 -8.627 1089 0.573 0.230
2009* 12.319 0.069 -8.849 1089 0.587 0.225
2010* 12.569 0.055 -8.804 1089 0.566 0.230
2011* 13.539 0.071 -9.910 1089 0.593 0.224
2012* 20.032 -0.024 -13.903 1089 0.842 0.140

*modeling with exception of this year

Table 4.  Corn and soybean yield prediction model in Illinois and Iowa state using Jack-knife re-sampling method

IL+IO a b c N R2 RMSE

Corn

All 22.603 -0.209 -5.519 2370 0.780 0.550
2002* 21.544 -0.204 -4.637 2169 0.832 0.462
2003* 24.899 -0.182 -7.879 2169 0.824 0.513
2004* 22.376 -0.196 -5.592 2169 0.770 0.560
2005* 21.354 -0.227 -4.084 2169 0.793 0.541
2006* 22.718 -0.205 -5.688 2169 0.780 0.573
2007* 22.876 -0.204 -5.867 2169 0.788 0.558
2008* 22.165 -0.212 -5.100 2173 0.775 0.571
2009* 23.518 -0.175 -6.938 2172 0.768 0.571
2010* 22.867 -0.208 -5.742 2174 0.784 0.568
2011* 20.990 -0.249 -3.432 2175 0.789 0.559
2012* 33.234 -0.248 -13.864 2181 0.612 0.518

Soy bean

All 7.842 -0.006 -3.600 2380 0.424 0.232
2002* 7.587 -0.005 -3.405 2179 0.390 0.241
2003* 5.914 -0.001 -1.999 2179 0.554 0.135
2004* 7.855 -0.002 -3.694 2179 0.409 0.242
2005* 7.820 -0.009 -3.546 2179 0.429 0.233
2006* 7.863 -0.006 -3.626 2179 0.415 0.241
2007* 7.485 -0.002 -3.368 2179 0.391 0.238
2008* 7.961 -0.009 -3.635 2183 0.435 0.240
2009* 7.773 -0.009 -3.480 2183 0.413 0.241
2010* 7.505 -0.011 -3.240 2181 0.413 0.237
2011* 7.650 -0.009 -3.383 2184 0.410 0.242
2012* 14.262 -0.003 -9.246 2185 0.660 0.185

*modeling with exception of this year



2012년을 제외하고 0.7 내외로 0.5 내외의 값을 보인 콩

수량 추정 모형의 결정계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RMSE(Root Mean Square Error)의 경우 일리노이주의

옥수수는 0.64 내외였으나 아이오와주의 경우 0.32 내외

로 좀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콩의 경우는 일리노이주의

RMSE는 0.18 내외였으나 아이오와주의 경우 약 0.21 내

외로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

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수량 추정 모형을 구축한 결

과는 각 주의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결정계수와 RMSE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Jack-knife리샘플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한 해의 자료씩 제외하여 수량

추정 모형을 작성한 결과를 모든 해를 함께 이용한 수

량 추정 모형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옥수수와 콩 모두

결정계수와 RMSE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

MODIS NDVI와 7, 8월의 최저 온도 자료로 구축한 수

량 추정 모형이 어느 한 해의 수량 추정에 크게 변동성

을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3, Fig. 4).

원격탐사 모형을 이용한 수량 추정 결과와 통계치와

비교한 결과, 옥수수는 추정 값과 통계 값이 1:1 선에 균

일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콩의 경우 수량 통

계 값의 최댓값보다 추정 값의 최댓값이 다소 낮은 경

향을 보였다(Fig. 5).

MODIS NDVI및 최저 기온을 이용한 수량 모형을

이용하여 2013년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의 카운티

별 콩, 옥수수 수량 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6, Fig. 7).

MODIS NDVI와 기상자료를 이용한 미국 일리노이, 아이오와주 옥수수, 콩 수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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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formance (R2 and RMSE) of regression model for corn yield estimation using Jack-knife re-sampling methods.

Fig. 4.  Performance (R2 and RMSE) of regression model for soybean yield estimation using Jack-knife re-sampling methods.



2013년 옥수수 수량은 일리노이주가 평균 10.17 ton/ha,

아이오와주가 평균 10.21 ton/ha로 나타났고, 콩 수량은

일리노이주가 평균 3.11 ton/ha, 아이오와주가 평균 2.58

ton/ha로 나타났다. 미국 농업통계청(NASS)에서 발표

한 2013년 일리노이주의 옥수수와 콩 수량은 각각 11.17

ton/ha, 3.36 ton/ha였으며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콩 수

량은 각각 10.29 ton/ha, 3.06 ton/ha였다. 작물별 수량 추

정 오차율은 옥수수의 경우 일리노이주가 9.0%, 아이오

와주가 0.8%로 아이오와주가 일리노이주에 비해 수량

추정 정확도가 높았다. 콩의 경우 일리노이주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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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rn, Iowa                                                                                  (b) Soybean, Iowa

                                             (c) Corn, Illinois                                                                               (d) Soybean, Illinois

                                      (e) Corn, Illinois + Iowa                                                                   (f) Soybean, Illinois + Iowa

Fig. 5.  Comparison of statistics and estimation yield from 2002 to 2012.



아이오와주가 15.6%로 일리노이주가 아이오와주보다

수량 추정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MODIS LAI와 작물모형의 결합을 통해 일

리노이주의 옥수수와 콩의 수량 추정 결과 약 10% 정도

의 오차를 보였다는Doraiswamy et al.(2005)의 연구 결과

및 CASA모형을 통해 2013년 일리노이,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콩 수량을 추정한 결과 옥수수의 경우 6~10%,

콩의 경우 7~17%의 오차를 보였다는 Na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콘벨트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와 아이오와주의 옥수수, 콩 재배지에 대하여 위성영상

식생지수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모형을 구

축하고 수량을 추정하여 약 1~16% 내외의 오차 결과를

얻었다. 1개주의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이상임

을 감안하면 추후에는 지대 구분 및 다양한 지표면 생

물리 모수를 함께 활용하여 수량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으로 안정적인 곡물 수급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요 곡

물 생산국에 대한 독자적인 조기 작황관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곡물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의 일

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에 대하여 카운티별MODIS위

성영상 식생지수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수량을 추정

할 수 있는 다중회귀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MODIS위성영상 식

생지수 및 기상자료로 옥수수, 콩 수량 추정 모형을 구

축하고 2013년 수량을 추정한 결과, 일리노이, 아이오와

2개주에 대하여 약 1~16% 내외의 오차 결과를 얻었다.

모형의 수량 추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추후에는 지대 구

분 및 다양한 지표면 생물리 모수를 함께 활용하여 수

량 추정 모형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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