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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dels for agriculture systems, especially for crop production, has 
supported the prediction of crop yields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hange scenarios and the 
selection of better crop species or cultivar. Crop models could be used as tools for supporting 
reasonable nutrient management approaches for agricultural land. This paper outlines the 
simplified structure of main crop models (crop growth model, crop-soil model, and crop- 
soil-environment model) frequently used in agricultural systems and shows diverse application 
of their simulated results. Crop growth models such as LINTUL, SUCROS, could provide 
simulated data for daily growth, potential production, and photosynthesis assimilate partitioning 
to various organs with different physiological stages, and for evaluating crop nutrient demand. 
Crop-Soil models (DSSAT, APSIM, WOFOST, QUEFTS) simulate growth, development, and 
yields of crops; soil processes describing nutrient uptake from root zone; and soil nutrient 
supply capability, e.g., mineralization/decomposition of soil organic matter. The crop model 
built for the DSSAT family software has limitations in spatial variability due to its simulation 
mechanism based on a single homogeneous field unit. To introduce well-performing crop 
models, the potential applications for crop-soil-environment models such as DSSAT, APSIM, 
or even a newly designed model, should first be compared. The parameterization of various 
crops under different cultivation conditions like those of intensive farming systems common in 
Korea, shortened crop growth period,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various resource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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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960년대 이후부터 작물 및 농업생태계 모형의 발전으로 작물재배관리와 환경영향에 대한 이

해의 폭이 넓어졌다. 효과적인 농경지의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작물이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이용되지 못하고 남아서 환경에 노출되는 양분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oberts, 2007). 

국내에서는 109개 작물에 대한 비료표준사용량과 96개 작물에 대한 토양검정 비료사용량을 

제시하고 있다(NAAS, 2010). 토양검정 비료사용량은 현재 토양의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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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농업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단계별 양분요구량, 상품부위의 품

질향상을 위한 양분공급, 비료이용효율증진기술, 토양 양분 공급력 및 양분 유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농경

지 양분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작물 모형은 신품종의 디자인 및 개발, 작물 수량 감소요인 분석, 농경지 관리방안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Van Ittersum et al., 2003). 특히 양분반응모형이나 작물생육모형은 양분 사용에 따른 작물 수량의 변화

를 서술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료 추천량 결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Nye, 1992). 

이러한 모형들을 이용해 다양한 작물에 대한 비료 등 양분 관리 전략을 모의함으로써 더 나은 양분관리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Godwin and Jones, 1991; Paz et al., 1999). Van Ittersum et al. (2003)은 가축분으로 

투입되어 잔존하는 질소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면 작물 요구량에 적합한 비료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일례로 Schröder and Van Keulen (1997)은 사질 토양의 옥수수 재배지에서 비료 투입량을 결정할때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가축분 발생량에 대한 비례 할당량을 배분하였다. 옥수수 재배지에서 25년 이상의 가축분 시용에 따른 질

소 영향에 대한 실험결과가 없어, 가축분 시용 효과에 대해 모의연구가 필요하였다(Schröder and Van Keulen, 1997). 

토양 유기 질소의 분해 속도를 장기 포장 실험의 결과값으로부터 측정한 후 이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모의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실제 가축분 시용율이 감소되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토양 유기질소의 무

기화 속도는 연간 18 - 19 kg N ha-1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만으로는 토양 유기질소 풀(pool)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축분의 잔류 효과를 고려한 질소 비료추천의 세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Wolf et al., 1989; Van 

Ittersum et al., 2003). 

국내의 작물 모형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 수확량 예측(Shim et al., 2010; Kim et al., 

2013; Lim et al., 2015)이나 농업 비점오염원 평가 모델(Kim et al., 2014)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종합

적인 농경지의 양분관리도구로서 모형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

발된 주요 작물 모형들의 모의 구조와 모의 단계를 이해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작물모형

을 활용하여 농경지 양분관리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작물모형의 구분과 유형

모형은 크게 경험적 모형(empirical model)과 기계론적 모형(mechanistic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경험적 모형은 

관찰된 현상을 기술하는 통계학적 도구이며, 기계론적 모형은 관찰된 현상의 원인이나 과정을 수학적으로 서술한다

(Baldwin et al., 1973; Barber and Cushman, 1981). 모형은 모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광, 

온도, CO2 조건 등의 외부자극에 대한 작물의 생육특성을 모의하는지, 작물-토양간의 다양한 process를 모의하는지, 

작물-토양-환경에서 양분의 유출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농업생태계의 특정 변수에 대해 설명하는지에 따라 모형의 

모의 기작과 모의 수준이 달라진다. 

작물생육모형은 외부환경조건들의 변이에 따른 작물생장상태를 시간에 따라 예측하는 수식들의 집합으로(Lim 

and Lee, 2009), 초기의 작물 주요 생리작용의 평가 수준에서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생장 또는 재배관리방법에 따

른 양분의 거동, 분배 및 작물 경제성 분석까지 가능한 정도로 발전하였다(Jones et al., 2003). 

모형의 예측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학적 모형이 현실을 어느 정도로 모사할 수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모형이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관측값은 얼마나 정확한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학적 모형이 현실을 잘 반영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에 의한 보정(calibration), 불확도 분석, 독립자료집단과의 비교, 특정 process를 교체를 통한 모

형의 남은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Van Ittersum et al., 2003). 

모형에서 보정이란 작물의 생장, 발육 및 유전적 특성 등과 관련된 모수(parameter)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

이다. 보정과정은 불특정 모수들을 선택하여 그 영역 내에서 모델 결과값과 실제값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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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로 나타낼 수 있다. 보정과정 후 모형이 작물생장상태나 수량 등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 모의하는지는 보정과

정에 사용된 관찰 결과값 외에 다른 결과값을 이용하여 모형을 통계학적으로 검정(validation)한다. 불확도 분석은 

실측치와 비교하여 남아있는 전체 모형값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독립자료집단과 비교를 위해 실험결과와 

모형값을 1:1로 plotting하거나 실험과 모델간의 편차를 실험결과와 plotting한다(Van Ittersum et al., 2003). 

농업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작물모형으로는 DSSA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otechnology Transfer), 

APSIM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SIMulator)모형이 있다. 대표적인 작물생육모형으로는 네덜란드 와게닝겐 

de Wit 연구팀에서 개발한 SUCROS (Simple and Universal CROp growth Simulator), LINTUL (Light INTerception 

and UtiLisation)계통 모형이 있다(Zhu et al., 2011). 그 외에도 작물-토양의 관계에서 토양의 양분 공급력을 중심으로 

작물 수량 반응을 설명해 주는 QUEFTS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Fertility of Tropical Soils) 등이 있다. Table 

Table 1 - 5는 주요 작물모형별로 농업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형의 구성과 입력자료의 유형, 적용에 대해 요약하

여 나타내었다.

주요 작물모형의 구성의 이해 및 적용

1. DSSAT의 이해 및 적용 

Table 1에는 DSSAT의 구성요소와 최소 요구 데이터 셋, 적용 예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DSSAT은 CROPGRO

와 CERES 작물 성장모델이 통합된 모형으로 작물 모델, 데이터 베이스, 지원소프트웨어, 적용 프로그램의 패키지로 

구성되어있다. DSSAT은 다른 기후, 토양 관리방법에 관련된 토양-식물체-대기의 거동에 대한 함수로써 작물 성장, 

발달 및 수량을 모의한다(Bouma and Jones, 2001; Sudharsan et al., 2013; Jeong et al., 2014). DSSAT은 작물의 영양생

장 및 생식생장단계에 따른 광합성, 호흡, 광합성물질의 분배, 식물 성장, 노화 등의 생리학적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Table 1. Overview of various application of DSSAT CSM (Cropping system model) model used for agricultural system (Jones et 
al., 2003).

Modules Land unit, Weather, Soil (dynamics, temperature module, water module, soil nitrogen and carbon 
module), SPAM (Soil-Plant-Atmosphere),CROPGRO, Individual plant growth modules (CERES-maize, 
CERES-wheat, CERES-rice, SubStor-potato, Other plant models), Management operation module

Minimum 
data set for 
operation for 
model

Site: Latitude and longitude, Elevation
Average annual temperature, Average annual amplitude in temperature, Slope and aspect, Major 
obstruction to the sun, Drainage, Surface stones
Weather: Daily global solar radiation,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s, Precipitation
Soil: Classification, Soil layer basic profile characteristics, in situ water release curve characteristics, 
Bulk density, Organic carbon, pH, Root growth factor, Drainage coefficient, Water, Ammonium and 
nitrate by soil layer
Initial conditions: Previous crop, Root, and nodule amounts, Numbers and effectiveness of rhizobia
Management: Cultivar name and type, Planting date, Depth and method, Row spacing and direction, 
Plant populations,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Dates, Methods and amounts or depths, Fertilizer 
(inorganic) and inoculant applications, Residue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s (material, depth of 
incorporation, amount and nutrient concentrations), Tillage, Harvest schedule

Type of 
application

Crop management, Fertilizer management, Irrigation management, Precision management, Climate 
change, Climate variability, Yield forecasting, Pest management, Tillage management, Sustainabi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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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S-Maize는 과정기반(process-based) 작물생육모형으로 유전계수, 작물 재배관리(파종일, 파종밀도, 줄 간

격, 질소비료 유형 및 시용양, 시용날짜 등), 토양특성(토성, 층위, 유거, 알베도, 수분함량, 배수 상한(drained upper 

limit) 및 하한(drained lower limit), 배수 계수, 질소 무기화 factor, 비옥도, 유기 탄소 함량 등), 기상인자(일일 최대 및 

최소 기온, 강우, 복사량)의 입력자료를 사용한다. CERES-Maize 모형은 일일 옥수수 성장, 발달 및 최종 알곡 수량을 

모의한다(Jones and Kiniry, 1986). 

또한 질소 수지 모듈은 유기물의 순환과정(무기화, 질소의 부동화, 질산화, 탈질화) 및 요소의 가수분해, 암모니아 

휘산, 질소의 식물체 흡수, 다른 기관으로의 전달과정 등을 모의할 수 있다(Jones et al., 2003).

Jeong et al. (2014)는 논에서 재생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관개시 질소 시용율 및 질소 웃거름이 벼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DSSAT v4.5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 자료 입력, 보정 및 검정, 일치도 평가의 단

계를 거쳤다. 모의결과 재생된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논벼 관개시 적절한 질소 사용량은 표준 비료 사용량보다 20 - 

50% 감소하며, 이때 질소 웃거름 시용율은 사용된 질소비료에서 10 - 20 kg ha-1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Nangia et al. (2008)은 DSSAT 모형으로 질소 비료사용량과 웃거름양이 옥수수 수량, 수분 생산성, 질소이용율 및 질

소 용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때 2주에 한번 675 mm의 관개를 실시하고 250 kg N ha-1의 분시를 할 경우 최

소 질소 용탈(10.4 kg NO3-N ha-1)과 최대 수분 생산성(1.13 kg m-3ET)을 갖는 최적 시나리오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질소

비료의 양과 시기를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함으로 상당량의 질소 용탈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Nangia et al., 2008). 

Pinitpaitoon et al. (2011)은 옥수수 재배시 합리적인 유기재료와 화학비료의 최적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DSSAT의 

Seasonal Analysis module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낮은 품질의 퇴비는 기존 퇴비(1.8 - 2.4% N)보다 질소 함량이 3 - 

4배 높거나 퇴비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화학비료만큼의 수익성이 있다고 하였다.

Miao et al. (2006)은 CERES-Maize v.3.5를 이용하여 옥수수 포장을 4개의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최적의 질소 시용

량을 평가했을 때 경제적인 최적의 질소 시용율은 70 - 250 kg ha-1이며 관리구역2에서는 최적 질소 시용율이 130 - 

150 kg ha-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작물 성장 모델은 질소 관리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평가하였다. 

Gabrielle et al. (1998)은 CERES-N Maize 모형에 총 군락 광합성(net canopy photosynthesis), 토양층위내 뿌리의 

성장과 분포, 질소의 흡수, 작물 부위별 탄소 및 질소 동화물질의 분배에 대한 계수들을 도입하여 유채를 위한 

CERES-Rape모형을 개발하였다. Gabrielle et al. (1998)은 토양에서 질소 유효도가 낮을 때 질소 스트레스 효과를 총 

광합성율과 엽 또는 꼬투리 연장과 관련하여 고려하여 유채 생육 단계별로 질소의 흡수율을 CERES-Rape모형으로 

모의하였다. 질소 처리수준이 낮을 때 노화가 빨리 진행된 부위를 제외하고 생장단계의 시간경과에 따른 다양한 부

위의 생체중과 질소 축적량은 모의 수준이 높았다. 다만 개화기 이후에는 작물의 질소 흡수량 모의 수준이 다소 감소

되었으나 작물 질소 흡수 거동과 건물중에 대해 비료 사용 효과를 모의하는데 CERES-Rape 모형이 효과적이라고 평

가하였다. Gabrielle et al. (1998)는 CERES-Rape모형이 일일 작물 질소 요구도와 토양의 양분 유효도를 고려한 질소 

공급력을 모의할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양분관리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CERES-Maize모형으로부터 유래한 SIMPOTATO 생육모형은 하부모형을 이용하여 토양 수분 및 질소 변화와 근

권 하부의 수분과 질소의 거동에 대해 모의한다. Hodges (1998)는 SIMPOTATO 생육모형을 활용하여 초기 토양 상

태와 일일 기상 조건에 기초한 감자의 질소 요구량을 모의하였고 모형을 이용해 질소 투입을 관리하면 최고 수량을 

얻은 처리구의 시비량에서 3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Salmerón et al. (2014)은 DSSAT v.4.5를 이용해 피복작물과 옥수수 이모작에서의 질소 순환을 평가하였다. 최적

화된 수분과 질소 관리하에서 모의한 질소 용탈은 연간 44 - 98 kg N ha-1로 여전히 높았지만 피복작물-옥수수 이모작

체계에서는 질소 용탈을 31%(휴경 후 옥수수재배 대비)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Liu et al. (2011)는 DSSAT-CENTURY 모형을 이용하여 자유 배수와 인위 배수를 갖춘 관거배수(tile drainag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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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옥수수와 콩의 수량과 질산태 질소의 누적 유실량을 모의하였다. 모의결과 수분함량과 누적 질산태 질소 

배수 손실량에 대한 nRMSE값은 각각 9.9 - 14.8%, 17.8 - 25.2%였다. 또한 DSSAT의 CERES-Maize와 CROPGRO-

Soybean 작물모형은 콩과 옥수수의 수량에 대해 nRMSE값이 4.3 - 14.0% 수준으로 모의하였다. 이를 통해 Liu et al. 

(2011)은 DSSAT v.4.5는 다양한 배수 관리하의 토양표면의 수분함량, 누적 질산태 질소 배수 유출량, 옥수수와 콩 

수량을 모의에 유용한 도구라고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작물관리, 시비관리, 관개관리, 기후변화, 식량 안보, 병해충 관리 및 수량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DSSAT 모형이 적용되었다(Jones et al., 2003). 특히 DSSAT 모형은 국내 비료시비량과 질소 수지 평가, 시나리오 연구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SSAT 유형의 작물모형은 균일한 포장조건의 작물 생산량을 기반으로 모

듈이 디자인되어 있어 포장내 불균일한 양분상태, 작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 DSSAT 모형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APSIM의 이해 및 적용 

Table 2는 APSIM 모형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APSIM은 서로 다른 기후와 관리 요인이 토양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작물 모형이 통합된 농업생태계 모형이다(McCown et al., 1996). APSIM은 농

장 시스템에서의 생물-물리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모형에 ‘plugged in’ 방식으로 개별 모듈이 도

입된다. 모듈은 보리, 유채, 옥수수, 콩 등 다양한 작물과 초지, 잡초, 수목류를 포함하는 작물모듈, 물 수지, 질소 및 인 

변환과정, 토양 pH, 침식 등의 토양 process 모듈과 넓은 범위의 재배관리 모듈을 포함한다(Keating et al., 2003). 

APSIM은 작물 관리, 물 수지, 기후 영향, 작부 체계, 종 상호작용, 토지 이용 연구, 토양 영향(침식, 산성화, 질산태 질

소 용탈), 작물 적응 및 육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왔다(Keating et al., 2003). 

Akponikpé et al. (2010)은 APSIM 모형으로 수수를 재배할 때 가축분, 수수의 잔류물, 화학비료의 시용 효과에 대

한 23년 장기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행(30 kg N ha-1)에 비해 15 kg N ha-1의 질소 비료의 투입시 수

량이 가장 낮은 해에도 더 높은 최소 수량을 보장해주므로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더 합리적이라고 추천하였다. 

Table 2. Overview of various application of APSIM model used for agricultural system (Keating et al., 2003).

Modules Biophysical modules (Crop module), Management modules (SOILWAT, APSWIM, RESIDUE, 
SOILN, CERES, PAPRAN, PERFECT, MANURE, SOILP, SOILpH, EROSION), Data 
input/output module (MANAGER), Simulation engine

Minimum data set for 
operation for model

Initialization data: generic data
Simulation specific parameter data: site, cultivar, management characteristics

Type of application Crop management, Water balance, Climate risk and impacts, Cropping systems, 
Inter-cropping and species interactions, Land use studies
Soil impacts (erosion, acidity, organic matter, leaching), Crop adaptation/breeding

3. LINTUL과 SUCROS의 이해 및 적용 

Table 3은 LINTUL과 SUCROS 모형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SUCROS와 LINTUL 계통의 모형의 개발로 광이용

효율과 광합성과 관련한 작물 잠재생산량 모의가 가능하게 되었다(Spitters and Schapendonk, 1990; Van Laar et al., 

1997; Van Ittersum et al., 2003). LINTUL은 엽면적지수와 Lambert-Beer 법칙을 이용하여 일별 광차단을 기반으로 

한 건물 생산량을 계산한다. 총 지상부 생산량은 수확지수(Harvest Index, HI)와 건물중의 분배 함수로 표현된다. 

SUCROS에 특정화된 모듈은 건물생산성을 모의할 때 군락의 총 CO2동화, 유지 및 생장호흡의 2단계로 구분한다. 

SASTRO와 SGPC 1모듈의 일장과 일중 일사각을 이용해 흡수 광유효도의 함수로서 일별 총 CO2동화속도 및 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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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효복사(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를 계산한다(Bouman et al.,1996). LINTUL 1과 SUCROS 1은 

잠재생산량을, LINTUL 2와 SUCROS 2은 수분 제한 생산량을 모의한다. ORYZA2000, WOFOST, SWHEAT, 

TOMGRO, SWAP, SPASS 등이 SUCROS 계통의 모형에 속한다(Van Ittersum et al., 2003). LINTUL과 SUCROS 모

형은 광, 온도, 양수분이 최적인 상태의 작물잠재생산량을 평가하여 수량생성 인자와 수량 제한인자를 평가한다

(Gimplinger and Kaul, 2009). Gimplinger and Kaul (2009)은 다른 제한 요소가 없는 잠재적 생장 조건에서 일일 광 차

단율과 광이용효율을 통해 건물 생산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LINTUL을 이용해 grain amaranth (Amaranthus sp.)에 대

한 LINTUL 검정과 보정을 실시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높였다. 작물의 잠재 생산량을 평가하고 작물 재배시 적정 양

분 필요량을 산정할 때 LINTUL과 SUCROS 모형의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Overview of various application of LINTUL/SUCROS model used for agricultural system (Bouman et al., 1996; Van 
Ittersum et al., 2003).

Calculation step Phenological development, Dry matter partitioning and sink size, Leaf area development, CO2 
concentration

Minimum data set 
for operation for 
model

Physiological age, Temperature, Day length, Heat sum (in day-degrees), Transplanting date, The 
age of seedling, Total dry matter production, Formulation rate of spikelets and grains, Crop growth 
rate between flower initiation and flowering, Leaf dry weight, Specific leaf area, Relative leaf death 
rate (function of temperature), Light use efficiency, Light saturated photosynthetic rate, Initial slope of 
the photosynthesis-light response curve

Type of 
application

Dry matter production, Gross CO2 assimilation of the canopy, Maintenance and growth respiration, 
World food research (potential and water-limited food production), Plant breeding, Crop 
management, Climate change impact and adaptation

4. WOFOST의 이해 및 적용 

Table 4는 WOFOST모형의 모듈, 최소 요구 데이터 구성, 적용사례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WOFOST는 환경조

건(토양, 기후), 작물 특성, 작물 관리(관개, 비료시용)에 따른 작물 잠재 생산성을 작물 출현에서부터 완숙기까지 모

의할 수 있다(Van Diepen et al., 1989). WOFOST는 점 분석(point analysis)에 기초하기 때문에 WOFOST의 모의 결

과를 국가나 지역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표지점의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 WOFOST에서 잠재수량을 모의

하기 위한 조건으로 SUCROS접근법과 Penman 방정식을 사용한다. 이때 토양 물 수지는 실제 근권 깊이, 지하수에

서 근권의 깊이 층, 지하수위 10 m에서 근권의 깊이의 3가지 부분으로 된 tipping bucket 접근법을 이용한다. 

WOFOST는 3가지 주요 성장 제한조건 즉, 작물 성장이 광과 온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잠재생산성, 수분 제한 생산

성, 양분 제한 생산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작물 수량을 모의한다(Van Diepen et al., 1989). 입력자료는 기후(일일 최

소, 최대 기온, 일사량, 습도, 풍속, 월강수량, 강우일수), 토양 층위(근권부위, 하부토양층을 구분하여 토성, 최대 근

권 깊이, 지하수위), 토양 물리성(포장용수량, 유효수분 함량, 토양 수리전도도), 토양 비옥도(무비구에서의 NPK 기

본 흡수량, NPK비료로부터 이용율), 작물(초기 건물중, 엽의 수명, 동화 및 호흡속도를 결정하는 특성, 생물계절학적 

발달 속도, 사멸속도, 작물 기관에 분배된 동화산물의 양, 작물 기관별 양분 최소 및 최대 농도)자료를 사용한다(Van 

Diepen et al., 1989). 모형 결과값은 잠재 생산성, 수분제한 생산성, 양분제한 생산성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잠

재생산성 결과에서 10일 성장 cycle 단위별로 활엽, 줄기, 저장 기관의 건물중, 엽면적 지수, 발달 단계, 근권 깊이, 작

물 증산속도, 총 동화속도, 유지호흡 속도, 총 지상부 생체량이 제시된다. 수분 제한 생산성에서 토양 수분 수지(실제 

증산량, 증발속도, 토양 수분함량, 표면 수분 보유 및 토양내 저장 수분량, 지하수위)결과는 전체 시스템 및 근권 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모의된 잠재생산성, 수분 제한생산성, 양분제한 생산성, 수확 지수, 비

료사용량이 제시된다(Van Diepen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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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Decision Support System (NuDSS)은 관개 벼논의 지점 특이적인 양분 관리(site-specific nutrient 

management, SSNM)를 기반으로 최근 개발된 양분결정지원시스템 software이다(Witt et al., 2005). Xie et al. (2007)

은 WOFOST와 NuDSS을 이용하여 2가지 hybrid 벼 품종의 잠재생산성을 평가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 수량을 위한 

질소 비료 사용량을 제시하였다. 중만생종 Shanyou 63, 만생종 Xieyou 46의 잠재 생산량은 12 t ha-1와 10 t ha-1 였으

며 농가 관행수량은 7.5, 6.5 t ha-1로 달성가능 수량은 잠재생산량의 각각 70%, 75%로 설정하였을 때 NuDSS에 의해 

150 kg ha-1와 120 kg ha-1의 질소비료를 시용량이 추천되었다. 이는 관행 질소 비료량의 7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WOFOST는 다양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 포장단위의 작물 생산성과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된다(Van 

Diepen et al., 1989).

Table 4. Overview of various application of WOFOST model used for agricultural system (Van Diepen et al., 1989; Bouman et 
al., 1996).

Modules WMAIN41 (Main program), APPLE (Agricultural Production Potential in Land Evaluation), NUTRIE 
(Calculate nutrient limited yields and nutrient requirement), WOSUB

Minimum data 
set for 
operation for 
model

Monthly climatic data (minimum and maximum air temperature, irradiation, humidity, wind speed, monthly 
rainfall, rainy day)
Soil profile data (soil type, maximum rooting depth, presence of groundwater table)
Soil physical data (soil moisture, soil hydraulic conductivity, soil moisture tension, field capacity, amount of 
available soil moisture)
Soil fertility data (base uptake of NPK from unfertilized soil, recovery fraction of NPK fertilizer)
Crop data (initial dry weight, life span of leaves, assimilation and respiration rate, rate of phenological 
development, death rate, fraction of assimilates partitioned to plant organs, minimum and maximum nutrient 
concentration per plant organ)

Type of 
application

Quantitative land evaluation, Regional yield forecasting, Analysis of risk and inter-annual yield 
variation, Quantification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5. QUEFTS의 이해 및 적용 

Table 5는 QUEFTS모형의 모형화 과정, 최소 요구 데이터의 구성, 적용사례를 정리하였다. QUEFTS 모형은 토양 

분석 결과에 기반한 토양 및 비료 양분(NPK)의 공급력 상태 함수로써 작물 수량을 정량화 하는데 이용된다(Smaling 

and Janssen, 1993). 다른 양분에 비해 특정양분이 제한적일 때 특정양분은 식물체 내에서 희석되어 완숙기에 작물체 

내 농도가 최소값이지만, 특정 양분이 충분할 경우 특정양분의 농도는 식물체내에서 축적되어 최대값에 도달한다

(Van Keulen and Van Heemst, 1982; Smaling and Janssen,1993).

Liu et al. (2006)은 QUEFTS 모형을 이용하여 옥수수와 밀에서 최소 및 최대 양분 이용률(kg grain kg-1)이 밀에서

는 N (25와 56), P (171과 367), K (24와 67)이며 옥수수에서는 N (21과 64), P (126과 384), K (20과 90)이라고 하였다. 

이 결과는 식물 건물량 중 평균 N : P : K의 비율이 밀에서 6.7 : 1 : 6.2, 옥수수에서는 6.0 : 1 : 5.4이며 보정된 QUEFTS 

모형 모의값을 이용하여 토양 N, P, K 함량, 시용된 비료의 회수율 및 토양 특성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

다. QUEFTS는 많은 토양 비옥도 평가 연구에 적용되어 왔으며 WOFOST에 통합되었다(Pathak et al., 2003; Van 

Ittersum et al., 2003). QUEFTS 모형은 열대지방의 풍화가 심하게 된 토양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으므로 다른 기후, 

토양 특성 관련 모수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작물모형은 작물 생육단계별 잠재 생산성 

예측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 토양에서의 작물 수량과 성장을 모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양분관리 도구로서의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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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verview of various application of QUEFTS model used for agricultural system (Smaling et al., 1993).

Calculation step Calculation steps
1.Chemical soil properties and potential supplies
2. Potential supply and actual uptake
3. Actual uptake of nutrients and yield ranges
4. Combining yield ranges to one yield estimate

Minimum data set for 
operation for model

Soil texture, C, N, P, K content, pH, CEC
Crop variety, Growth duration, Temperature, Rainfall
Recovery fraction of N, P
Crop yield, Harvest index, Nutrient uptake

Type of application Crop yield, Nutrient uptake, Fertilizer recovery

Conclusion 

국외에서는 다양한 작물모형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과 생산성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농경지 관리방법별 시나리

오 영향평가를 위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물모형의 다양한 작물모형의 적용 또한 활발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작물모형은 작물의 잠재 생산성을 예측하고 작물 생육 단계별, 토양 양분 공급력을 고려한 양분관리도구

로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농경지 양분관리 도구로서 작물 모형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작물별 모수를 개발하고 모

의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 개발된 작물 모형이 주로 노지작물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지 외

에 시설재배지, 논, 과수와 같은 국내 다양하고 복잡한 재배작물과 재배환경, 관리방법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모수 

개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국내 적용할 때 수요자 맞춤의 모형의 결과값이 해석되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작물, 토양, 환경을 통합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의 활용과 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작물모형의 개발은 농민에게는 포장 환경을 고려한 정밀 작물재배 관리방안을 제시하

므로 경제성을 높여주고 농업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환경변화 등과 관련된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의 변화

를 예측하고 농경지의 양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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