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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량 자료의 추세분석을 통한 MODIS NDVI 및 
기상자료 기반의 벼 수량 추정 모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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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rending Crop Yield Data for Improving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Data Based Rice Yield Estimation Model

Sang-il Na 1)·Suk-young Hong2)·Ho-yong Ahn1)·
Chan-won Park3)·Kyu-ho So4)·Kyung-do Lee 1)†

Abstract: By removing the increasing trend that long-term time series average of rice yield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rice variety and cultivation management, we tried to improve the rice yield
estimation model which developed earlier using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data.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NDVI derived from MYD13Q1 and weather data
from 2002 to 2019. The model was improved by analyzing the increasing trend of rime-series rice yield
and removing it. After detrending, the accuracy of the model was evaluat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stimated rice yield and the yield statistics using the improved model. It was found
that the rice yield predicted by the improved model from which the trend was removed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annual change of yield statistics. Compared with the model before the trend removal,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ere also higher. It was indicated that the
trend removal method effectively corrects the rice yield estimation model.
Key Words: Rice Yield, Detrending, MODIS NDVI, Weather Data, Remote Sensing

요약: 장기적인 시계열 수량 평균이 기술적인 발전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추세를 제거하여, 기존 MODIS
NDVI 및기상자료를이용한우리나라벼수량추정모형을개선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2002년부터 2019년
까지의 NDVI (MYD13Q1)와기상자료를사용하여다중선형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벼수량추세를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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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작물은기후등끊임없이변동하는환경속에서생산

활동을 하며 저온, 고온, 양·수분의 결핍 또는 과다, 병

충해, 재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

다(Hong, 1998). 농작물의 작황 추정은 생산량 예측을

통한수급조절, 가격예측, 농가소득보전을위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된다(Hong et al.,

2012). 우리나라는 작물별 면적조사와 생산량 예측에

많은시간과비용을들여매년통계자료를생산하고있

으며, 그 중 쌀 생산량 통계는 매년 10월경에 발표되고

있다.

쌀은우리나라주곡작물로서정부는가격안정을위

한수급관리를위해공급량및수요량을추정하여재배

면적을 조정·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벼 재배면

적과생육상황을모니터링하고, 생산량을예측하는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벼 생육의 진척도와 그 현황에 대

한공간분포를이해할수있다면값으로표현되는통계

자료보다더활용도높을것으로생각된다.

작물의수량을결정하는데는많은요인이관련된다.

우선 일사, 온도, 강수, 바람 등 기후 요인이 광합성 작

용의 원동력이다. 또한, 적정한 수분 및 양분의 공급과

관리, 병충해및재해에따른수량감소등에따라작물

의 실제 수량이 결정된다(Sadras et al., 2015). 이와 같이

작물품종의내재적특성과수량결정에관련된인자들

이생육시기별로미치는영향이다르고지역별로생산

환경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방법과기술이수량예측

에활용되고있다.

원격탐사를이용한관측은다양한파장영역을감지

하는센서를이용하여넓은지역을대상으로주기적으

로자료를획득할수있다. 즉, 육안으로감지하기어려

운물체나지표면의상태를파악할수있다는이점을가

지고 있다(Campbell, 1996). 지표면 피복체의 분광반사

(reflected) 또는 복사의 방출(emitted)을 측정해서 그 신

호를생물현상으로해석하여대상물의상태를알아낼

수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ong et al. (2012)은 Aqua위성

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촬영된 시계열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기상자료를

이용한우리나라벼수량추정모형을제안하였다. 위성

정보로부터추출한논벼의출수기 NDVI (x1)와기상자

료(x2)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 중회귀 모형을 작

성하였다. 모형의추정값과통계값과의차이는 5% 이

내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오차와 연차 간 오차 변동

폭이 커지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개념의

모형이 북한의 벼 수량 추정에도 활용되었다(Hong et

al., 2015). Na et al. (2012)도 MODIS NDVI와 다양한 기

상요인을 독립변수로 입력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모형

을 작성하여 전국과 시군별로 벼 수량을 추정한 결과,

모형의 추정 값과 통계 값과의 오차는 각각 5.08%와

8.46%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지역별 독립변수가 일

정하지않아모형의오차에대한해석이어려워개선방

안을찾기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또한 Na et al. (2013)

은 MODIS 산출물을 기반으로 작물의 순일차생산성

(Net Primary Production, NPP) 추정을통해작황을판단

하는 CASA (Carnegie-Ames-Stanford Approach) 모형을

이용하여전국과도별로벼수량을추정하였다. 지역별

로모형의오차는 3%~12%로나타나활용성이있다고

생각되나, 추정에사용되는산물출에대한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힘들고 모수화가 필요하며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단점이있다.

한편, 벼수량및생산량은기후요인뿐만아니라품

종개발, 물·양분재배관리등과학과기술의발전에따

라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 수

량자료는내재적으로비선형적이며, 평균과오차가고

정적이지 않다(Lizumi et al., 2018; Rojas, 2007; Wu et al.,

2007). 따라서 작물 수량 예측 모델링에 있어서 기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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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를제거하여모형을보완하였다. 개선된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벼수량과수량통계값간의상관분석
을통해추세제거에따른정확도를평가하였다. 그결과, 추세가제거된벼수량추정모형에의해예측된수량
이통계수량의연간변동특성을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추세제거전의모형과비교하여통계수
량과의상관계수와결정계수도높게나타났다. 따라서추세제거방법이벼수량추정모형을효과적으로보정
하는방법임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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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수량에미치는영향과기술적인요인에의한변동

을구분해낼필요가있다(Lu et al., 2017).

추세 제거(detrending)는 장기적인 시계열 수량 평균

의변동을통계적으로제거하는기법이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상관성에기반하여단순회귀모형또는이차

회귀모형을이용하는것이대부분이다(Goldblum, 2009;

Mishra and Cherkauer, 2010; Wu et al., 2007). Wu et al. (2007)

은 ‘추세(trend)’에대한정확한정의나추출을위한논리

적알고리즘은없고대개내재하는추세를유도하는경

험적인 방법으로 시간척도에서 데이터의 변동성을 설

명한다고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Hong et al. (2012)이 개발했던

MODIS NDVI및기상자료기반의원격탐사모형의입

력변수시계열범위를확장하고모형으로추정한벼수

량값의추세를분석하여제거함으로써모형의정확도

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MODIS NDVI 자료취득 및 영상처리

본연구에서는 Aqua 위성의 h27v04, h27v05, h28v05

3개 granule 자료를 2002년부터 2019년까지다운로드한

16일 단위로 작성된 MODIS NDVI (MYD13Q1) 영상

을 활용하였다. Fig. 1과 같이 NDVI 레이어와 QC/QA

레이어를 import 하고 각 granule을 영상접합한 후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MRT (MODIS

Reprojection Tool)를이용하여영상자료배포좌표계인

WGS-84 Sinusoidal을 경위도 좌표로 재투영(reproject)

하였다. 또한, 보정계수(scale factor)를적용하여영상이

데이터값으로표현되도록변환하여자료분석에사용

하였다(Hong et al., 2012).

논벼 지역에 대한 NDVI 추출을 위한 마스크 영상

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에 제공받은 팜맵

을사용하였다. 팜맵은 ‘농경지전자지도’로써, 최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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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MODIS data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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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성영상과 현장 실제 조사를 통해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인삼재배지로 구분되어 있다(http://data.

go.kr). 이 중, 논 지역을 추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MODIS NDVI 평균값을추출하여자료분석에활용하

였다.

2) 기상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전국단위벼수량추정을위한변수로서온도, 강수,

일사등격자형태의기상자료생산을위하여기상청에

서 제공하는 89개 지점의 기상관측소 및 599개 지점의

자동 기상관측 장치(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를 통해관측되는일별기상자료(2002~2019)를수집하

였다. Cressman기법을이용하여 3 km격자간격의자료

생산을 위한 객관분석을 수행하였다(Ahn et al., 2010;

Cressman, 1959). 경위도로 투영된 3 km 상세 기후자료

를 import 하여 IDL (Interactive Data Language)을 이용

하여 일별 온도, 강수량, 일사량으로 각각 매핑하여 위

성자료값과의비교및공간분석이가능한 2차원격자

자료로변환하여벼수량과의상관성및회귀분석에활

용하였다(Hong et al., 2012).

전국벼생산량에대한과거자료는통계청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농림어업 통계자료 중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벼(정곡) 단위면적당수량자료를수집하

여분석에사용하였다(Table 1).

3) 추세 분석과 Detrended yield 산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벼 수량은 기후요인 외

품종, 관개상황, 양분, 재배기술등다양한요인에영향

을 받는다. 이를 기술구성 요인이라 하며, 필지단위 수

량 변이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기술구성 요인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상지역이국가단위일경우지역내공간변이를추정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벼 수량

이 품종 및 재배 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증

가되는 추세를 제거(detrending)함으로서 기술구성 요

인이 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즉 시간

에따라자연스럽게증가하는수량의추세를기술의발

전으로인한영향이라고가정하고연도와수량간의회

귀분석을통해얻어지는증가추세를제거함으로서Eq.

1과 같이 추세가 제거된 수량(Detrended Yield, DY)을

산출하였다.

      DY = Y – (a × year) + b                    (1)

여기서, Y는 연도별 논벼의 생산량이며, a, b는 연도와

수량의회귀분석을통해산출된계산상수이다.

4) 벼 수량 추정 모형 개선

벼 수량과 NDVI 또는 기상요인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Hong et al. (2012)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량 추정 회귀모형을 작성하였다. 즉, 위

성 센서로부터 추출한 논 지역의 출수기 NDVI(x1)와

등숙기 기상자료(x2)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벼 수량

추정을 위한 단순 중회귀 모형(수량=a * 출수기 NDVI

+ b * 등숙기기상자료 + c)을작성하였다. 또한추세가

제거되기전수량(Y)과추세가제거된수량(DY)을각각

의종속변수로하여각각의모형을작성하고통계자료

와비교를통해추세제거가모형정확도에미치는영향

을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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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ddy rice yield statistics of Korea (Statistics Korea, http://kosis.kr) (unit: kg/10a)
Year Yield (Milled rice) Year Yield (Milled rice)
2002 471 2011 496
2003 441 2012 473
2004 504 2013 508
2005 490 2014 520
2006 491 2015 542
2007 466 2016 539
2008 520 2017 527
2009 534 2018 524
2010 483 2019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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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a × x1) + (b × x2) + c                  (2)

      DY = (d × x1) + (e × x2) + f                 (3)

여기서, x1은출수기 NDVI, x2는등숙기기상자료이며,

a~f는계산상수이다.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벼 수량 추정을 위한 본 연구

의고도화방안을 Table 2와같이요약하여살펴보면, 먼

저 논 마스크 영상을 기존 지적도에서 최신 농경지 전

자지도인팜맵으로교체한점이다. 또한모형작성을위

해사용한데이터수집기간을 18년으로확장했고, 작황

에대한품종육종및재배기술의발전에따른수량변

동의비선형적인요인을제거하였다는점이다.

3.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MODIS NDVI 및 기상자료와 벼 수량과의

상관성

2002년부터 18년간벼생육기간동안수집한시기별

MODIS 16-day NDVI 전국평균값과벼수량과의상관

성을 살펴보았다(Table 3). Hong et al. (2012)이 8년 동안

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마찬

가지로 수잉기(booting stage) 전후부터의 16일 간의 생

육상황을반영하는 8월 21일NDVI값과의상관성이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드론 또는 지상센서를 이용하

여시기별식생지수와벼수량을비교한결과유수형성

기~수잉기 식생지수와 최종 수량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Kim and

Hong, 2008; Lee et al., 2020).

본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벼의생육기간중측정한

NDVI와최종수량과의상관성은유수형성기, 개화기,

출수기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Hong et

al., 1997; Kim and Hong, 2008; Lee et al., 2020). 이시기는

영양생장기의생육을통해벼이삭의크기가결정되고

생식생장기로변화하는기간이다. 이와같은결과를종

합하여 8월 21일 MODIS NDVI를벼수량추정모형의

입력변수로사용하였다.

일장(day length)과 온도에 영향을 받는 벼의 생육기

간동안월별및등숙기온도, 강수, 일사량자료와벼수

량과의상관성분석결과등숙기일사량과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벼가 익는 등숙기의

기상은출수기이후쌀의수량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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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for improving the rice yield estimation model
Factors Previous study This study

Paddy masking parcel map farm map
Data range for model 9 years (2002~2010) 18 years (2002~2019)

Detrending not applied applied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ice yields and
MODIS NDVI products

Date for MODIS NDVI Correlation coefficient (n=18)
May 17 0.138
June 2 0.439
June 18 0.193
July 4 0.092
July 20 -0.233
August 5 0.248
August 21 0.574*
September 6 0.011
September 22 0.023
October 8 0.28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ice yield and climate factors
Term Tempmean Tempmin Tempmax Rainfall Solar radiation
August 0.044 -0.266 0.268 -0.398 0.569*
September -0.109 -0.294 0.295 -0.238 0.301

Ripening period (Aug. 20~Sep. 25) -0.348 -0.561* 0.156 -0.328 0.59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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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이라는 보고(Cock and Yoshida, 1972)를 뒷받

침하고, Hong et al. (2012)의 결과와 일치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등숙기는 우리나라에서 벼의 대표 출수기인 8

월 20일부터 35일로하였다. 벼수량은 8월일사량, 등숙

기최저온도와도상관계수가높게나타났으며, 강수량

및 평균 최저 온도와는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

를 바탕으로 출수 이후의 기상요인으로서는 등숙기의

일사량·평균·최저 온도, 8월 강수량을 각각 벼 수량 추

정을위한입력변수로사용하였다.

2) 벼 수량의 추세 분석과 모형의 개선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자료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토대로선택한 8월 21일MODIS NDVI(x1)와등

숙기기상자료(x2; 등숙기평균온도, 최저온도, 일사량,

8월강수량)를이용하여벼수량추정모형을각각작성

하였다(Table 5). NDVI와 등숙기 평균온도·최저온도·

강수량·일사량을 각각 이용한 결과 상관계수는 각각

0.63**, 0.68**, 0.65**, 0.61**로유의하지만, 모형의결정

계수는 0.39*, 0.46**, 0.43*, 0.37*로 Hong et al. (2012)이

보고한 0.70*~0.78*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다. 이는대

상년도의범위가확대되면서벼수량의장기변동에비

선형적 요인이 누적되어 추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장기간에걸쳐수집되는작물수량의추세가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까닭은 대개 품종·재배관리 등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해마다 변동 폭을 보이는 이유는 기

후의 영향이라 설명하고 있다(Lu and Gao, 2017). 따라

서 장기적인 시계열 수량 평균의 변화 추세를 통계적

으로분석하여제거함으로써모형의정확도를높일수

있다.

벼 수량 추정 모형의 개선을 위해서 통계로 발표된

벼수량의변동추세를살펴보았다. Fig. 2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벼수량통계값과그추세(점선), 추세를제

거한벼수량값과그추세(실선)를나타내고있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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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ce yield estimation models based on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data (n=18)
x1 x2 R R2 R2adj RMSE (kg/10a)

MODIS
NDVI8.211)

Tavr at ripening stage2) 0.63** 0.39* 0.33* 21.3
Tmin at ripening stage 0.68** 0.46** 0.39** 20.1
Rainfall at August 0.65** 0.43* 0.34* 20.7

Solar radiation at ripening stage 0.61** 0.37* 0.30* 21.6

1) NDVI8.21 : NDVI in Aug. 21, 2) ripening stage : Aug. 20 ~ Sep. 2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Fig. 2.  Rice yield and detrended yield with their trends from 2002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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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단순회귀 모형으로 나타났

다. 연차별 시계열 벼 수량 값의 추세를 제거한 후 DY

를산정하였고, 이를기반으로 NDVI와등숙기평균온

도·최저온도·강수량·일사량을 이용하여 각각 벼 수량

추정모형을작성하였다.

벼수량평균의변화추세를통계적으로제거하고보

완하여 벼 수량 추정 모형을 작성한 결과 모형의 결정

계수는 각각 0.78**, 0.80**, 0.80**, 0.77*로 원 모형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Table 6), RMSE (Root Mean Square

Error)도 20~21 kg/10a에서 12~13 kg/10a로 크게 감소

하였다. 개선된모형을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

지벼수량을추정하고벼수량(정곡) 통계값과비교한

결과, NDVI 및온도·강수·일사량조합모두원래의모

형(점선)에비해개선된모형(실선)의추정값이벼수량

통계값과차이가작게나타났다(Fig. 3).

모형에사용된기상요인중에서는결정계수와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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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yearly rice yield (Y) and detrended yield (DY) estimated, with yield statistics
from 2002 to 2019.

(a) NDVI and Tempmean

(b) NDVI and Tempmin

Table 6.  Rice yield estimation models based on MODIS NDVI and meteorological data after detrending of rice yield (n=18)

x1 x2 R R2 R2adj RMSE (kg/10a)

MODIS
NDVI8.211)

Tavr at ripening stage2) 0.89** 0.78** 0.57** 12.7

Tmin at ripening stage 0.90** 0.80** 0.60** 12.3

Rainfall at August 0.90** 0.80** 0.59** 12.1

Solar radiation at ripening stage 0.88** 0.77* 0.53* 13.3

1) NDVI8.21 : NDVI in Aug. 21, 2) ripening stage : Aug. 20 ~ Sep. 2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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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ice yield map of Korea based on MODIS NDVI and each climate factor, (a) average temperature, (b)
minimum temperature, (c) rainfall and (d) solar radiation.

                                                        (a)                                                                                                       (b)

Fig. 3.  Continued.

(c) NDVI and Rainfall

(d) NDVI and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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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8월강수량, 등숙기최저온도,

평균온도, 일사량의순으로모형의정확도가높게나타

났으나그차이는크지않았다. 따라서우리나라벼수량

추정을 위해서 위성영상과 기상요인을 이용한 통계모

형의경우에는하나의모형을선택하는것보다는온도,

강수량, 일사량등의요인으로다각적으로추정하여종

합화해나가는것이정책적활용에더부합할것으로생

각된다.

3) 개선된 벼 수량 추정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쌀 수량 지도 작성

MODIS NDVI와 평균·최저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각각의기상요인을이용하여우리나라 2019년벼수량

지도를 작성하였다(Fig. 4).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

전라북도및전라남도와같은서쪽지역이동쪽지역과

비교하여상대적으로벼재배지역이넓게분포되어있

으며, 태안, 김제, 해남등해안가와인접한평야지대의

수량이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벼수량지도는각지

역별작황및수량의변이를파악하는데중요한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연도별 수량 지도를 작성하면 지역

에 따른 벼 수량 분포의 변화 추이 파악도 가능할 것으

로판단된다.

4. 결론

본연구는Aqua위성으로부터얻어진시계열MODIS

NDVI (x1)와 기상요인(x2)을 독립변수로 하여 벼 수량

을추정하는기존의단순다중회귀모형을개선하고자

장기적인시계열수량평균변화의추세를분석하고제

거함으로써모형의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

였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MODIS NDVI 영상과 기

상청 기상관측소 및 자동기상관측장치를 통해 관측되

는일별기상자료를수집하고MODIS NDVI와평균및

최저기온, 강수량, 일사량을이용하여벼수량추정모

형을각각작성하였다. 또한, 벼수량의변화추세를분

석하고 제거한 DY값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량

추정 모형을 작성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벼

수량평균의변화추세를통계적으로제거하고보완하

여작성한벼수량추정모형의결정계수는각각 0.78**,

0.80**, 0.80**, 0.77*로 0.37*~0.46**으로나타난원모형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된 모형

을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벼수량을추정하

고 벼 수량(정곡) 통계 값과 비교한 결과, 원 모형의

RMSE가 20~21 kg/10a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12~13

벼 수량 자료의 추세분석을 통한 MODIS NDVI 및 기상자료 기반의 벼 수량 추정 모형 개선

– 207 –

Fig. 4.  Continued.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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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10a로크게감소하였다.

이와같은결과를바탕으로위성영상과기상요인을

이용한경험적통계모형을이용한우리나라벼수량추

정을위해서는장기적인시계열수량평균변화추세를

제거한 모형을 사용하고, 벼 생육을 결정하는 일장과

온도와 같은 기상요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보다는

온도, 강수량, 일사량 등의 요인으로 다각적으로 추정

하여종합화해나가는방향으로관리할것을제안하고

자 한다. 또한 금후에는 해당 모형을 비롯한 다양한 방

법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한 우리나라 시·군 단위 벼 수

량추정모형의개발이요구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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