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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야외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류의 생산에 대한 기상변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상변

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의 변화는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과 물가안정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마늘의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마늘 주산지 15곳의 10a당 마늘 생산량과 해당 지역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7가

지 기상요인 (평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최고기온, 누적강수량, 누적일조시간, 평균상대습도, 평균

지면온도)의 월별 (1월-12월)자료인 총 84개 기상변수중 다중회귀분석 단계선택방법을 통하여 7가지

기상변수를 선택하여 패널회귀모형에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구분하는 하우

스만 검정을 통하여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최고기온 (1월), 누적강수량 (3월, 10월), 누

적일조시간 (4월, 10월)등이 마늘 생산량 추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추정된 생

산량 추정값의 추이가 실제 생산량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안된 패널 회귀 모형이 잘 적합됨

을확인할수있다.

주요용어: 기상자료, 마늘생산량, 패널회귀모형.

1. 서론

마늘은 우리의 채소중 양파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이다. 해마다 재배면적의 변화와 가뭄과

고온등기상악화등으로생산량의차이가있으며그에따른정부의수급대책에항상어려움이따른다.

특히 우리나라 양념채소 재배면적 중에서 마늘은 21.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garlic,

2014)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양념채소이다. 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공급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물

가안정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상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생산량이 대표적

이다. 마늘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상기후가 발생

할경우예년에비해생산량의차이가크다. 따라서안정적인마늘수급대책수립을위하여기상변화를

고려한선제적인농작물생산량예측이필요하다.

마늘의 생산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Lee (1996)는 마늘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강수량과 기온

등 기상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별로 기상요인과 생산량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또한 Son (2003)은 전남지역의 마늘 양파 주산지 작부체계의 실태와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

여 작부체계 유형 또는 농가간의 소득 차이를 규명하였다. 기상변화와 작물 생산량에 관련된 국내 연구

로 Chang (2000)은 경상북도 지방의 주요 작물인 쌀, 보리, 콩, 감자의 10a 당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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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물별로 기상변수를 달리하여 예측 모형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였다. Kim과 Kim (2014)은 기상요

인과 사과생산량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사과 주산지인 거창, 문경, 밀양, 봉화 등 15개 지역의 사과 단

수와 월별 기상요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과단수와 기상요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들은 설명변수 선택방법으로서 자연과학적 접근방법과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사과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들을 추출하였다. Shin 등 (2015)은 기후 변화에 따른 국내 쌀

생산량의변화를확인하기위하여메타분석을이용하였다. 특히이산화탄소농도와적응방안 (파종시기

변경, 품종 변경)을 대표적인 인자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ppm증가함에 따라

쌀 생산량이 1.2%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념채소인 양파에 대한 생산량 예측을 위하여 Choi 와

Baek (2016)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공간가중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패널회귀 모

형을 이용한 대학생 휴학률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로는 Yang (2015)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15곳의 마늘 주산지 단수 (10a당 생산량 (kg))와 기상자료를 활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여기상변화에따른마늘생산량을추정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절에서는 패널회귀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제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한다. 제 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 5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과제를제안한다.

2. 패널회귀모형

자료의 수집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한 시점에서 여러 개체의 현상을 모아 놓은 횡단면

자료와 특성이나 현상을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시계열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

료와시계열자료를합쳐놓은자료로서여러개체의현상을시간순서대로나열한자료이다.

다음과같이정의된설명변수가한개인패널선형회귀모형에서,

yit = α+ βxit + µi + εit, εit ∼ iid(0, σ2
ε), i = 1, 2, · · · , N, t = 1, 2, · · · , T (2.1)

yit는 i번째 패널개체의 t시점의 반응변수이며, α는 상수항, β는 패널회귀계수, xit는 설명변수, µi,

εit는 오차항이다. 이때 µi는 패널 개체특성 효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εit는 순수한 오차항으로 시간과 개체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널 회귀모형에서 오차항

µi에 대한 성질에 따라 두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µi가 개체별로 상이한 값을 가져 개체마다 각

각 모수로 추정해야하는 고정효과 모형과, µi가 확률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해석하는 확률효과 모형

이 있다.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료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내포

하는 µi에 대한 추출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패널 개체들이 무작위로 추출된 개체

라면 오차항 µi는 확률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체들이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닌 특정한

표본이라면 오차항 µi는 확률분포를 따를수가 없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구분하는 다른

방법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µi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

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 (H0 : cov(xit, µi) = 0)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µi사이의 상관성이 없음

을 의미하며 대립가설 (H1 : cov(xit, µi) ̸= 0)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효과 추정량 (β̂FE)과 확률효과 추정량 (β̂RE)이 일치추정량이지

만, 개체별로 모수를 추정하는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자유도 손실이 적은 확률효과 추정량이 보다 적합

하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확률효과 추정량 (β̂RE)의 일치성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고정효과 추정

량 (β̂FE)의 일치성은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효과 추정량이 보다 적합하다. 하우스만 검정 통계량

은 다음과 같이 카이제곱 분포를 기반한다. 이때 k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수의 수이다 (Baltagi, 2005;

Gree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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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β̂FE − β̂RE)

2

V ar(β̂FE)− V ar(β̂RE)
∼ χ2(k).

오차항 µi에 대한 특성을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설정한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하나

를 선택한 후, 각각의 모형에서 확률효과가 유의한지 또는 고정효과 유의한지 유의성을 확인한다. 만약

확률효과모형에서분산이없는 σ2
µ = 0의결과일경우오차항 µi는분포를가정하는확률변수가아닌상

수값이되어확률효과모형이아닌일반회귀모형으로분석하게된다 (Min과 Choi, 2012).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µi를 개체별로 추정해야 하는 모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µi를 어떻게 통제하는

지에 따라 두가지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패널 개체의 상수항은

αi = α+ µi이다. 첫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개체의 시계열적 관측치들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 후

차감하여추정하는방법이다.
yit = αi + βxit + εit. (2.2)

ȳi = αi + βx̄i + ε̄i, (2.3)

이때,

ȳi =
1

T

T∑
t=1

yit, x̄i =
1

T

T∑
t=1

xit, ε̄i =
1

T

T∑
t=1

εit

이다. 식 (2.2)에서식 (2.3)을빼주면다음과같은식 (2.4)와같은모형이된다.

(yit − ȳi) = β(xit − x̄i) + (εit − ε̄i). (2.4)

이렇게 변환된 식 (2.4)모형에서 최소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방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

게된다. 회귀계수가추정되면각개체별상수항은다음과같은식을통해추정된다.

α̂i = ȳi − β̂x̄i.

두번째 방법은 식 (2.5)와 같이 개체별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는 최소제곱더미

변수 (least squares dummy variable)방법이다.

yit=

n∑
i=1

αi(D1i+D2i+D3i+· · ·+Dji)+βxit+εit, Dji=

{
1, if j = i, j = 1, 2, · · · , n
0, otherwise

(2.5)

확률효과모형에서는오차항 µi가추정해야하는모수가아닌확률분포를따르는확률변수이다. 따라

서 전체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최소제곱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일반화최소제곱법 (generalized least square)방법으

로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확률효과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변환시킨

다.
(yit − θȳi) = α(1− θ) + β(xit − θx̄i) + (εit − θε̄i), (2.6)

이때, θ는오차항의분산인 σ2
µ와 σ2

ε의함수로서 0과 1 사이의값을가진다.

θ = 1−

√
σ2
ε

Tσ2
µ + σ2

ε

.

이값은 개별특성효과와 확률적 교란항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전체 오차항의 분산 중 개별특성효

과가얼마나설명하고있는지를나타낸다. 0의값에가까울수록 σ2
µ = 0에가까워짐을의미하며패널개

체별오차항의영향력이작아짐을의미한다. 1의값에가까울수록 σ2
ε = 0에가까워짐을의미하며, 전체

오차항의 분산 중 패널 개체별 이질성을 반영하는 σ2
µ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패널 개체별 오차항 분

산과 전체 오차항 분산의 비율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 추정시 개별 효과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Lee와

No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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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패널회귀모형에서 반응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15개 주산지 시군의

10a당 마늘 생산량이다 (Table 3.1). 해당 시군은 전국 마늘 주요 산지이며, 전국대비 마늘 재배면적

비율은서귀포시 8.94%, 고흥군 8.69%, 창녕군 8.13%, 제주시 7.10%, 의성군 6.71%, 해남군 5.88%, 신

안군 5.57%, 남해군 5.40%, 태안군 4.45%, 서산시 4.45%, 영천시 3.64%, 무안군 2.69%, 합천군 1.62%,

함평군 1.01%, 군위군 0.95%를 (2010년농림어업총조사기준, 통계청)점유하고있다. 설명변수로는농

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garlic, 2014)의자료를참조하여마늘생육과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는 기상요인 (강수량, 습도, 일조시간, 온도 등)을 고려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3.2). 누적강수량, 평균상대습도, 누

적일조시간, 평균지면온도, 평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최고기온 등 총 7가지 기상요인에 대해 1월부

터 12월까지 월별 기상자료를 구축하여 총 84개의 기상자료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마늘의 수확시

기인 6월을 기준으로 마늘의 연간 단위당 생산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마늘 생산량에 미치

는 기상자료를 전년도 6월부터 해당년도 5월까지로 설정하여 설명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도 마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자료가 사용된

다. 기상관측장비가없는지역인경우가장인접해있는지역의기상자료로대체하였다.

Table 3.1 Garlic yields (kg/10a) in major planting regions

Province County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Jeonnam

Haenam 1,110 1,403 1,210 1,024 1,138 1,127 1,340 1,223 1,234 1,073
Shinan 1,240 1,252 1,155 1,014 1,148 1,102 1,306 1,236 1,195 1,181
Muan 1,234 1,179 1,117 1,092 969 989 1,355 1,190 1,198 1,029

Hampyeong 1,074 1,174 1,125 1,038 873 1,141 1,200 986 1,126 985
Goheung 1,393 1,361 1,418 1,229 1,253 1,157 1,356 1,368 1,312 1,164

Jeju
Seogwipo 1,526 1,605 1,786 1,425 1,736 1,513 1,670 1,838 1,759 1,486

Jeju 1,369 1,396 1,447 1,218 1,400 1,094 1,526 1,517 1,439 1,345

Gyeongnam

Changnyeong 1,580 1,778 1,964 1,636 1,631 1,690 1,962 1,533 1,662 1,463
Namhae 1,323 1,424 1,499 1,306 1,415 1,405 1,325 1,378 1,442 1,222
Hapcheon 1,358 1,582 1,490 1,538 1,565 1,536 1,503 1,406 1,371 1,345

Gyeongbuk

Uiseong 1,103 1,259 1,206 1,138 1,023 1,063 1,122 1,300 1,270 1,049
Yeongcheon 1,977 2,183 2,166 2,104 1,964 2,015 2,163 1,986 1,965 1,787

Gunwi 1,188 1,274 1,349 1,401 1,065 1,100 1,096 1,153 1,034 1,020

Chungnam
Taean 1,537 1,697 1,791 1,316 1,355 1,421 1,648 1,471 1,275 1,217
Seosan 1,330 1,464 1,431 1,308 1,048 1,120 1,405 1,084 986 832

Table 3.2 Variables of panel regression model

Variable Data

y Yields (kg/10a) 2006∼2015, Regional garlic production data

x

Average temperature (◦C)

2006∼2015, Local monthly weather data

Average maximum temperature (◦C)

(June∼December : previous year,

Average minimum temperature (◦C)

January∼May : corresponding year)

Cumulative precipitation (mm)

Average relative humidity (%)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Average surface temperature (◦C)

총 84개의 월단위 기상변수들 중에서 마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다중회귀모

형의 단계선택방법을 통해 (유의수준: 진입 0.15, 제거 0.16)선택되었다. 단계선택 방법을 통하여 1월

평균상대습도, 1월평균최고기온, 3월누적강수량, 4월누적일조시간, 5월평균상대습도, 전년도 10월누적

강수량, 전년도 10월누적일조시간이 선택되었다. 사용된 기상자료의 기초통계량 값이 Table 3.3에 정

리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올수록 마늘 생산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생산연

도 (year)변수를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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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imple statistics for climate data

Variable Mean S.D. Min Max
Jan. average relative humidity (%) 64.33 8.18 42.95 83.46
Jan. average maximum temperature (◦C) 5.87 2.60 -1.81 12.00
Mar. cumulative precipitation (mm) 73.83 49.56 5.00 257.90
Apr.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202.12 25.27 137.20 259.00
May average relative humidity (%) 67.10 6.50 53.20 82.43
Oct. cumulative precipitation (mm) 54.43 38.45 5.50 188.00
Oct.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203.04 26.54 131.90 264.40

4. 결과

패널회귀모형의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는 Table 4.1, 고정효과 모형의 지역별 상

수항 (α + µi) 추정결과는 Table 4.2에 정리되어 있으며, 통계프로그램은 R (plm, Croissant와 Millo

(2008))을 사용하였다. 하우스만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985값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어 확률효

과모형이더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한편마늘생산량추정을위하여 Choi와 Baek (2016)에서사용한

공간가중 패널회귀모형도 적합시켰으나, 적합도 면에서 패널회귀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하였

다. 확률효과 모형의 총 8가지 설명변수 중 1월평균상대습도와 5월평균상대습도는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생산연도 (year), 10월누적일조시간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3월누적강수량, 10월

누적강수량은 유의수준 0.01하에서, 1월평균최고기온, 4월누적일조시간은 유의수준 0.001하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결정계수 (R2) 값은 0.343이며, 개별효과의 비중을 나타내는 θ값은 0.870으로 나와

전체 오차항 분산 중 패널 개체별 오차항 분산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1월평균상대습도와 3월누적강

수량, 5월평균상대습도는 음의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마늘의 생육과정상 1월의 경우

저온으로 인한 생육불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3월에는 잦은비로 습해와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5월하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장마로 인해 마늘의 생산량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에 생산연도, 1월평균최고기온, 4월누적일조시간, 10월누적강수량과 10월누적일조시간 등은 생산량과

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Table 4.1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random effects model and fixed effects model

Variable
Random effects model Fixed effects model

Estimate Std.Error p-value Estimate Std.Error p-value
Intercept -19277 7780.500 0.014∗

Year 10.003 3.872 0.011∗ 9.960 3.919 0.012∗

Jan. average relative humidity (%) -1.815 2.253 0.422 -1.121 2.328 0.631
Jan. average maximum temperature (◦C) 22.708 6.529 0.001∗∗∗ 21.470 6.737 0.002∗∗

Mar. cumulative precipitation (mm) -0.692 0.250 0.006∗∗ -0.663 0.254 0.010∗

Apr.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2.559 0.400 0.000∗∗∗ 2.540 0.406 0.000∗∗∗

May average relative humidity (%) -2.811 2.671 0.294 -2.613 2.739 0.342
Oct. cumulative precipitation (mm) 0.791 0.302 0.010∗∗ 0.766 0.307 0.014∗

Oct.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hr) 0.945 0.444 0.035∗ 0.947 0.451 0.038∗

θ 0.870
Hausman 0.985

***p <0.001, **p <0.01, *p <0.05

Table 4.2 Estimated intercept (α + µi) of fixed effects model

Region Estimate Std.Error p-value Region Estimate Std.Error p-value
Goheung -19310.4 7877.2 0.016∗ Uiseong 7876.5 -19392.4 0.015∗

Gunwi -19459.5 7873.4 0.015∗ Jeju 7881.4 -19224.7 0.016∗

Namhae -19294.3 7869.6 0.016∗ Changnyeong 7876.3 -18958.7 0.018∗

Muan -19435.6 7877.9 0.015∗ Taean 7873.5 -19094.4 0.017∗

Seogwipo -19051.8 7878.1 0.017∗ Hampyeong 7873.9 -19513.6 0.015∗

Seosan -19330.8 7872.8 0.015∗ Hapcheon 7875.9 -19180.3 0.016∗

Shinan -19342.6 7868.2 0.015∗ Haenam 7877.3 -19371.9 0.015∗

Yeongcheon -18596.5 7873.4 0.020∗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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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의 회귀계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1월평균최고기온이 1◦C 증가하면 단수가 평균적으

로 22.71kg/10a 증가하며, 3월누적강수량이 1mm 증가하면 0.69kg/10a 감소하며, 4월누적일조시간이

1hr증가하면 2.56kg/10a 증가하며, 10월누적강수량이 1mm증가하면 0.79kg/10a증가하며 10월누적일

조시간이 1hr 증가하면 0.94kg/10a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4.3에는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RMSE, 결정계수 (R2) 그리고 실제 생산량과 예측값과의 상관계수 (Corr) 값이 정리되어 있다.

세가지 지표 모두 다 확률효과 모형에 비해 고정효과 모형의 예측 성능 값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다. 이

는 지역마다 개체 특성 효과를 각각 추정하는 고정효과 모형의 특성상 확률효과 모형보다 실제 지역의

생산량예측이잘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Table 4.3 Comparison of fitness performance between random effects model

and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Fixed effects model

RMSE 246.58 100.74

R2 0.343 0.353

Corr 0.526 0.934

기상자료와 마늘생산량의 패널회귀모형이 잘 적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주산지평균단수

(A:식 4.1)와 예측단수 (B:식 4.2)를 비교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전국의 주산지 마늘

평균단수와, 지역단수 예측값을 활용하여 생성한 예측단수를 비교한 그림이 Figure 4.1과 같다. 연도별

추정값의 추이가 실제 생산량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안된 패널회귀모형이 잘 적합됨을 확인할

수있다.

A =

15∑
i=1

yieldi

15∑
i=1

areai

(4.1)

B =

15∑
i=1

(Wi × ŷi), Wi =
areai

15∑
i=1

areai

(4.2)

이때, yieldi는 각 연도별 주산지 i의 생산량이며, areai는 주산지 i의 재배면적이다. Wi는 전체면적 대

비주산지 i의면적가중치이며, ŷi는패널회귀모형에서추정된주산지 i의마늘생산량예측값이다.

Figure 4.1 Comparison between the yields and their estimates

in major planting regions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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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실제 생산량과 예측값이 잘 적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면적 상위 4개 지역에 대한 각

각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비교 그래프는 Figure 4.2이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 모

형이 더 적절하지만, Table 4.3의 결과를 보면 지역별 마늘 생산량 예측모형으로 상수항을 각각 추정하

는고정효과모형이실제마늘생산량을잘반영함을확인할수있다.

Figure 4.2 Comparison between yields and estimates in Seogwipo, Goheung, Changnyeong, and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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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과제

주로야외에서재배되는마늘생산량은기후환경에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생산량추정시기상을고

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마늘 생산량의 변화

를 추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마늘 주산지 15곳의 생산량 자료와 기상패널자료를 사용하

였다. 총 84개 기상변수중 다중회귀분석 단계선택방법을 통하여 7가지 기상변수가 선택되었으며, 하우

스만 검정을 통해 채택된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최고기온 (1월), 누적강수량 (3월, 10월),

누적일조시간 (4월, 10월)등이 마늘 생산량 추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적합도 면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이 더 우수하였으며 유의한 기상변수들은 확률효과 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마늘

생산량 자료 부족으로 주산지만을 고려하였으며, 특정 지역은 기상 관측소의 부재로 기상자료가 부족하

여 대체 시군을 활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산지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지역단위들에

대한 생산량 자료와 세분화된 기상자료를 활용하며, 농작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 발생

정보도모형에추가하면본연구에서제안한추정모형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으리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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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affects the growth of crops which were planted especially in fields,

and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use climate data to predict the yields of the major

vagetables. The variation of the crop produ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discrepancy of the demand and supply, and leads to the

price instability. In this paper, using a panel regression model, we predicted the garlic

yields with the weather conditions of different regions. More specifically we used the

panel data of the several climate variables for 15 main garlic production areas from

2006 to 2015. Seven variables (average temperature, average maximum temperature,

average minimum temperatur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cumulative precipitation,

average relative humidity,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for each month were

considered, and most significant 7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the total 84 variables by

the stepwise regression. The random effects model was chosen by the Hausman test.

The average maximum temperature (January), the cumulative precipitation (March,

October), the cumulative duration time of sunshine (April, October) were chosen among

the variables as the significant climate variables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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