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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ivar parameter calibration can be affected by the reliability of the input data to a crop 

growth model. In South Korea, two sets of weather stations, which are included in the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or the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are 

available for preparation of the weather input dat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imate the cultivar parameter using those sets of weather data and to compare the 

uncertainty of these parameters. The cultivar parameters of CERES-Rice model for 

Shindongjin cultivar was calibrated using the weather data measured at the weather stations 

included in either ASOS or AWS. The observation data of crop growth and management at 

the experiment farms were retrieved from the report of new cultivar development and 

research publish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weather stations were chosen 

to be the nearest neighbor to the experiment farms where crop data were collected. The 

Generalized Likelihood Uncertainty Estimation (GLUE) method was used to calibrate the 

cultivar parameters for 100 times, which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parameter values. On 

average, the errors of the heading date decreased by one day when the weather inpu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weather stations included in AWS compared with ASOS. In 

particular, reduction of the estimation error was observed even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experiment farm and the ASOS stations was about 15 k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the AWS stations would improve the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crop growth 

models for decision support as well as parame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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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배 및 환경조건에 따른 작물의 생육을 모의하기 

위해 작물모형들이 사용되어왔다(Kim et al., 2019).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에서는 포장 실험을 최소화하여 새

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Agrotechnology Transfer (DSSAT),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s sIMulator (APSIM) 및 

ORYZA2000 등의 작물모형들을 활용하고 있다 

(Ramirez-villegas et al., 2020). Kim et al. (2013)은 

미래 기후변화 조건에서 파종일 변경에 따른 작물 생

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물의 생육과정을 모의하는 과

정기반 작물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8b)은 간작 조건에서 작물 생산성을 예측하기 위

해 옥수수와 콩의 생육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작물

모형을 개발하였다.

작물모형을 사용하여 작물의 생장과 발육을 모의할 

때, 생육 및 생산성 예측값에 불확도가 발생한다. 이러

한 불확도는 작물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수식과 함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기상 및 토양 조건을 

나타내기 위한 입력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작물

모형에 사용되는 일별 기상자료와 층위별 토양자료 및 

품종 특성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 작물이 재배되는 

포장에서 측정된 값을 활용하여 예측 결과의 불확도를 

낮출 수 있다. 반면, 시험 포장 외부에서 얻어진 자료

를 입력자료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품질이나 신뢰도

에 따라 작물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된 생육 및 수량값

에 상당한 불확도가 발생할 수 있다(Kim et al., 

2018a). 

작물의 생육 과정을 모의하는 작물모형은 환경조건

에 따른 특정 품종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품종모수

가 사용된다. 품종모수 값들은 이전 연구 결과에서 얻

어진 값이 사용되거나(Jha et al., 2019), 특정 품종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이 선행되기도 한다(Yuan 

et al., 2017). 작물모형 예측값의 불확도를 줄이기 위

해 개별 품종별로 품종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Hyun et al., 2019),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

된다. 예를 들어, Acharya et al. (2017)은 Metropolis- 

Hastings 및 Gibbs sampler 방법을 조합하여 150개의 

콩 계통에 대한 CROPGRO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

다. Si et al. (2021)은 Generalized Uncertainty 

Likelihood Estimation (GLUE) 방법을 통해 CERES- 

Wheat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품종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임의로 선정된 모수들

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동하고, 모의 결과값과 생육 관

측값을 비교하는 단계로 구성된다(Shoarinezhad et 

al., 2020). 품종모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품질 

관측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품종모수 

추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수행된 포장 실

험으로부터 생육 관측자료들을 확보할 경우, 작물모형

의 불확도를 최소화하여 품종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생육자료가 수집되는 시험포장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여 작물이 재배되는 기상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기상입력자료가 생성되어야 한다. 

품종모수 추정에 특화된 포장실험으로부터 생육관

측자료를 얻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수 추정에는 이전에 관측된 생육자료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8a).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

서에 수록된 지역적응 시험 또는 작황 시험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품종들에 대한 생육 관측값을 수집할 수 

있다(Hyun et al., 2020). 그러나, 기존의 생육 관측자

료들은 모수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해당 시험포장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소를 

사전에 계획하고 설치하고 기상요소들을 관측하는 사

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수 추정 과정에

서 시험포장보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에서 측정된 기상자료가 사용된다(Kim et al., 2020c).

기존에 수집된 생육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품종 모

수를 추정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기상관측자

료가 사용되어 왔다(Hyun et al., 2019; Kim et al., 

2018a). 종관기상자료의 경우,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하여 작물모형에 사용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어, 기상입력자료를 준비하기

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Lee et al., 2015). 그러나, 

Hyun et al. (2017)은 기상자료의 품질에 따라 출수기 

예측값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종관기

상 관측망은 비교적 적은 수의 기상관측소들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와 기상관측소 사이의 거리와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자료들이 작물 재배 조

건과 다른 기상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로 인해, 모

수 추정과정에서 생육 추정값의 불확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내의 복잡한 지형조건에서도 신뢰도 높은 기상관

측자료를 얻기 위해 방재기상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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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Oh, 2019). 방재기상 관측소에서는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온과 강수량이 측정되고 있다. 또

한, 방재기상 관측소는 종관기상 관측소에 비해 상당

히 조밀한 밀도로 분포하기 때문에 작물 생육 관측자

료가 수집된 시험포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물모형의 품종 모수를 추정할 때 방재

기상 관측망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험포장의 기상조

건을 대표하지 못하는 기상입력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방재기

상 관측망에서는 작물모형의 필수 입력 요소인 일사량

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상관측 자료만을 이

용하여 작물모형의 기상입력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생육 관측 시험지와 인접한 방재기

상 관측망 자료와 종관기상 관측망자료를 사용하여 출

수기를 추정하기 위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이들의 신

뢰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사량의 공간적 특

이성은 온도와 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접한 종관기상 관측소를 사용하더라도 오차의 발생

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Hyun et al. (2020)과 

Kersebaum et al. (2015)는 일사량이 기온과 강수량에 

비해 시험포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상관측소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시험포장과 가장 인접한 방

재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온 및 강수량 관측자료를 

활용할 경우 작물이 재배된 시험지에서의 기상조건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지 인근에 위치한 두 종

류의 기상관측망을 통합하여 활용하였을 때, 모수 추

정 결과의 불확도가 개선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품종

모수가 추정될 경우, 생육단계별로 취해지는 재배관리

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작물모형으로 예측된 출수기

가 활용될 수 있다. 

II. 재료 및 방법

2.1. Study sites

국내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품종에 대한 

DSSAT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DSSAT은 벼, 콩, 

감자 등 주요 식량작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작물 

모형들이 모듈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작

물의 생육모의를 위해 작물의 특성, 토양, 기상, 재배

관리 및 이들 간 상호작용을 일별로 계산하는 모형이

다(Kim et al., 2015; Jones et al., 2003). DSSAT 모형

에는 품종의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출수기와 수량을 

예측하기 위해 품종모수들이 사용된다(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문헌으로부터 모수 추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육 관측자료와 재배관리 자료를 수집하였

다. 모수 추정을 위해 생육 관측 자료와 재배 관리 자

료가 각각 모의값과의 비교 및 모형 구동을 위해 사용

되었다.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과 작황시험으로부터 이들 자

료들을 수집하였다(Hyun et al., 2020). 지역 장려품종 

선발 시험은 국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 보급에 

적합한 품종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해당 시험

에서는 이앙기 및 시비량과 같은 기본적인 재배 자료

들과 함께, 출수기, 수량 및 병해충 등의 생육 관련 

자료가 수집된다. 작황 시험은 기상조건에 따른 작물 

생육 및 수량을 장기 모니터링하는 시험이다. 작황 시

Field Iksan Jeongeup Jinan

Transplanting date 5/30 5/30 5/20

Planting density 30 cm x 14 cm 30 cm x 15 cm 30 cm x 12 cm

Nitrogen fertilizer rate 9 kg/10a 9 kg/10a 10 kg/10a

Type ASOS AWS ASOS AWS ASOS AWS

ID* 146 702 245 761 244 703

Name Jeonju Iksan Jeongeup Taein Imsil Jinan

Location
35°50' N 

127°07' E

35°56' N 

126°59' E

35°33' N 

126°50' E

35°39' N 

126°56' E

35°36' N 

127°17' E

35°45' N 

127°26' E

Distance 15.7 km 0.5 km 12.4 km 7.7 km 15.5 km 7.2 km

* ID indicates a number of the weather station used in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able 1. Different type of nearby weather stations for the experimen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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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는 육묘 조건, 시기별 초장 및 분얼수, 출수기 생

육,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등 생육 및 수량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항목들이 조사된다(Kim et al., 2020c).

신동진 품종이 주로 재배되는 정읍과 진안 및 익산 

지역에서 관측된 생육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1). 지역 장려 품종 선발 시험이 수행된 정읍과 진안에

서는 2005년과 2011년 시험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익

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작황시험이 수행되

어 얻어진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출수

기 뿐만 아니라 파종일 및 이앙일, 재식밀도, 시비량 

등 모형을 구동할 때 재배관리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각각의 시험지를 대상으로 최단거리에 있는 기상관

측소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작물모형을 구

동하기 위한 기상입력파일을 생성하였다(Fig. 1). 우

선, 시험지와 인접한 종관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최

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및 일사량 등 일별 기상자료

로 구성된 기상입력파일을 생성하였다. 종관기상 관측

소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재기상 관측소로부터 

최저기온, 최고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기상

입력파일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방재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되지 않는 일사량은 해당 시험지에 인접한 종관기

상 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상입력파일을 구성하였다. 

2.2. GLUE

Generalized Likelihood Uncertainty Estimation 

(GLUE)를 사용하여 DSSAT에 포함된 CERES-RICE 

모형의 품종모수를 추정하였다. GLUE는 베이지안 추

론을 기반으로 한 모수 추정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Beven and Binley 2014). 

GLUE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사전분포

(prior distribution)로부터 임의의 모수 집합을 생성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Makowski et al., 2002; He et al., 

2010a). 일반적으로 사전분포로부터 균일분포함수

(uniform distribution function)을 활용하여 N개의 모

수 집합이 생성된다. 이들 모수 집합의 개별 원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모형을 구동하고, 이로부터 모수의 

사후분포 (posterior distribution)가 도출된다. 각각의 

모수 집합을 사용하여 구동된 결과를 여러 종류의 관

측값과 비교하여 가능도 값 및 확률값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i=1…N (Eq. 1)

 (Eq. 2)

여기서   및  는 각각 번째 모수와 해당 모수

를 사용하여 모의된 결과값을 나타낸다. 와 
는 각

각 번째 관측값과 모의값 오차의 분산을 나타낸다.

개별 모수에 대한 확률값이 결정되면, 사후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사후분

포의 평균 과 분산  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g. 1. Location of the experimental fields and nearby weath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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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3)

(Eq. 4)

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사후분포로부터 품종모수

값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후 평균(posterior mean) 

또는 최대 가능도(maximum likelihood)를 가지는 모

수값들이 최종적인 품종모수로 선택된다(Gao et al., 

2020).

2.3. Calibra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출수기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모수

가 추정되었다(Table 2). 개별 모수별로 정의된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모수 집합 

 을 생성하였다. 모수 집합의 생성 횟수(N)는 5,000

회로 설정하였다. 수식 3과 4를 이용하여 모수 집합의 

사후 분포를 생성하고 이들의 평균값으로 품종모수를 

선정하였다. 품종모수 추정을 위해 DSSAT에서 제공

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He et al., 2009; Jones et al., 

2011). 

GLUE는 랜덤하게 생성된 다수의 모수 중에서 모

수 추정에 사용된 관측값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Lamsal et al., 

2018; Makowski et al., 2002). Iizumi et al. (2009)은 

모수 추정 과정에서 생성된 사후 분포 (posterior 

distribution)로부터 임의의 모수 집합을 여러 번 추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앙상블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으

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방식은 GLUE 모수 추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모수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Lamsal(2017)는 민감도분석을 통해 DSSAT의 

CERES-Sorghum 모형에 대한 작물모수 및 토양모수

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GLUE 방식

으로 모수 추정 과정을 반복 수행할 경우, 모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품종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모수 추정 과정을 총 100회 반복 수행하고, 추정

된 모수값의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

였다.

GLUE를 활용한 모수 추정 과정에는 대량의 작물 

생육 모의가 수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전산자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DSSAT에 구현된 GLUE는 단 하나

의 CPU 코어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코어 

환경에서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커 컨테

이너(Docker Container)를 사용하여 GLUE를 구동하

였다. 도커는 컨테이너(container) 기반의 가상화 플랫

폼으로, 전체 시스템의 자원을 컨테이너 단위로 나누

어 필요한 만큼만 가상화하고 나머지는 호스트 운영체

제와 자원을 공유하여 작동한다(Chu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 10 운영체제(Microsoft, Redmond, 

WA, USA) 환경에서 GLUE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R (4.0.3, R Core Team, 2020)과 DSSAT (4.7.5) 으로 

구성된 컨테이너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컨테이너에 

하나의 CPU 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하

였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여러 GLUE 분석 

도구를 병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포함되

어 있는 GLUE를 수동으로 구동하였다. 

병렬 구동 환경에서는 개별 모듈에서 수행하는 작

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업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컨테이너들과 통신할 수 

있는 웹 서버를 구축하여,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에

서 추정된 모수를 수신받아 저장하고 새로운 작업을 

할당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웹 서버의 경우 Python 

기반의 경량화된 웹 프레임워크인 flask를 사용하여 

Parameter Definition Range

P1
Time period (expressed as growing degree days above a base temperature of 9oC) 

from seedling emergence to end of juvenile phase
150 - 800

P2O
Critical photoperiod or the longest day length (in hours) at which the development 

occurs at a maximum rate.
11 - 13

P2R
Extent to which phasic development leading to panicle initiation is delayed (express 

as GDD) for each hour increase in photoperiod above P2O
5 - 300

PHINT Time interval in GDD for each leaf-tip to appear under non-stressed conditions 55 - 90

Table 2. Definition and default ranges of cultivar parameters fo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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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고, HTTP 프로토콜인 POST,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통신하였다(Fig. 2). 각각의 GLUE가 로컬 

PC 내에 구축된 컨테이너 상에서 구동되며 웹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구현하였다. 

2.4. Analysis of calibration results

본 연구에서 사용한 DSSAT-GLUE에서는 모수 추

정에 사용되는 사전분포로써 특정 범위에 대한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모

수 별로 생성되는 값은 균등하게 분포하나, 모수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의 결과에 의해 확률값은 다르게 

계산된다. 이 때, 각각의 모수별로 어떠한 조건에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수

별 확률값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모

수에 대하여 모수 추정 범위가 균일하도록 10개의 범

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범위에 포함된 모수들을 대상

으로 확률값의 최대값, 평균값 및 중앙값을 계산하였

다. 모수 추정 과정에서 확률값이 작은 모수들은 사후

평균의 계산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확률값이 

0.0001보다 작은 모수값은 제외하였다.

기상자료의 종류에 따른 품종 모수를 평가하기 위

해, 서로 다른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모수에 대

하여 출수기의 오차를 비교하였다. 특히, 반복된 모수 

추정 과정을 통해 생성된 100개의 모수 집합을 활용하

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평가하였다. 

우선, 추정된 100개의 모수 집합에서 개별 모수별로 

평균하여 추가적으로 모수 집합을 생성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모의된 출수기를 로 표기하였다. 또한, 

Iizumi et al. (2009)의 방법과 유사하도록, 각각의 모

수 집합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동하고, 각각 생성된 출

수기를 평균한 결과를 로 표기하였다. 출수기에 

대한 모의값과 관측값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2와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q. 5)

 (Eq. 6)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모의 출수기와 관측 

출수기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모의 출수기와 관

측 출수기의 평균을 나타낸다. N은 비교에 사용된 값

Fig. 2. Diagram of distributed parameter estim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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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III. 결과 및 고찰

GLUE를 사용하여 얻어진 모수값에 대한 확률값은 

모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변동양상을 보였다(Fig. 3). 

P1과 P2R의 확률값은 모수값의 범위에 따라 확률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P1의 값이 400 

이하로 작아질 때와 P2R의 값이 220에서 270 까지의 

구간에서 확률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대 

가능도가 되는 모수값은 P1과 P2R에 대해서 각각 159 

및 254 이었으며, 해당 값에서 멀어질수록 최대 가능

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P2O와 PHINT의 

최대 가능도는 P1 및 P2R과는 달리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모수에 대한 확률값의 평균값은 

모든 범위에서 비슷하게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P2O

의 경우 12.3에서 가장 큰 가능도 값이 계산되었으나, 

11.1, 11.9 및 12.7과 같이 차이가 나타나는 값에서도 

높은 가능도를 보였다. 모수들의 사후 평균값은 각각 

431.4, 137.8, 12.1 및 73.8로 최대 가능도가 되는 모수

값과 큰 차이가 있었다.

추정된 모수를 사용하여 출수기를 모의한 결과, 종

관기상 관측망 자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방재기상 관측

망자료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Fig. 3. Distribution of probabilities of (A) P1, (B) P2R, (C) P2O, and (D) P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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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Fig. 4 and Fig. 5). 예를 들어, 종관기상 관측자료

를 사용한 경우 출수기의 RMSE는 4일이었다. 그러나, 

방재기상자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RMSE 값이 3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종관기상자료를 사용했을 때, 오차

의 범위가 0일에서 7일 사이에 분포하였다. 반면, 방재

기상자료를 사용한 경우 출수기 추정 오차 범위가 1일

에서 4일 범위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방재기상자

료를 사용하였을 때, 모의값과 관측값 사이의 R2가 

0.07에서 0.8로 크게 증가하여 출수기 변이에 대한 모

의값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할 경우 종관

기상자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여 출수기를 더 안정적

으로 모의할 수 있었다(Fig. 5). 모의된 출수기의 오차

는 동일한 년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데, 특히,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비해 큰 경향이 있었다. 방재기상자

료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지역에 따른 오차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종관기상자료

를 사용했을 때 2005년에 진안에서 발생한 출수기의 

오차는 정읍에 비하여 2일 정도 크게 나타났으나, 방

재기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두 지역에 대한 출수기의 

오차가 동일하게 모의되었다.

평균 모수를 사용하여 예측된 출수기 ()와 각각

의 모수를 사용하여 예측된 출수기의 평균값 ()은 

Fig. 5. Comparison of simulated heading dates using weather data from (A) ASOS and (B) AWS.

Box plots, dashed lines, and triangles represent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using each parameter,

the mean of the results using each parameter (), and the results using mean parameters (),

respectively.

Fig. 4. Comparison of heading dates using the mean 

parameters which were calibrated using different 

types of weather data. OBS represents observed 

heading dates for each site-year. ASOS and AWS 

represent simulated heading dates using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s (ASOS) and automatic 

weather systems (AWS), respectively. DOY indicates 

day of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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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값을 가졌다 (Fig. 5). 예를 들어, 종관기상 관

측자료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했을 때와 방재기상 관

측자료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을 때 모두 와 

의 차이는 최대 1일 미만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모수를 사용하여 예측된 출수기는 최대 2일까지 차이

가 발생하였으나, 를 기준으로 1일 정도의 변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수 추정의 과정에서 방재기상

과 종관기상 관측망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모

수의 불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yun 

et al. (2017)은 기상자료의 거리가 40km를 초과했을 

때 출수기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관기상 기상자료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이내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방재기상 관측망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모수가 종관기상 관측소자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모수

에 비해 출수기 추정값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기상관측 지점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Hyun et al., 

2020). 특히, 진안군의 포장 및 인근 종관기상 관측소

가 복잡한 지형을 가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6).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할 경우 

기존의 모수 추정방식보다 광범위한 환경조건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모수가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DSSAT모형에서 제공되는 GLUE 모수 추정 도구

는 최대가능도 값을 얻은 모수를 품종모수로 선택한

다. 이로 인해, 모수 추정에 사용된 생육 관측 자료별

로 상이한 모수값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에 따르면, P2O와 PHINT는 모수값에 따라 

가능도(likelihood) 값이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는 최대 가능도가 되는 모수를 추출할 경우, 모

수를 추정할 때마다 상이한 모수값이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후 평

균을 통해 얻어진 모수들은 출수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오차의 변동이 

적은 모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GLUE를 활용한 모수추정을 위하여 병렬 구동 시

스템을 활용할 경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방법은 DSSAT

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값 설정, 모형 구동, 출력값 저장과 같은 일련의 과정

들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진행된다(He et al., 

2010b). 따라서, 대량의 모수 추정을 위해 요구되는 

병렬 구동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입력값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동하며, 그 결과값을 웹 서버에 보내는 스크

립트 기반의 병렬 구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모수 추정 도구를 구동하기 위해 개별 CPU 코어별로 

수동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병렬 구동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노동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병렬화를 위한 계산 노드의 구성에 따라 

처리 효율이 상이하나(Kim et al., 2020b),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병렬화 

과정의 자동화와 이에 따른 계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모수 추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험포장의 기상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상세 기상자료를 손쉽게 수집

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관

기상 관측자료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Open-API를 통해 일별 및 시간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웹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도

구가 개발이 가능하다(Lee et al., 2015; Lee et al., 

2019). 그러나, 방재기상 관측자료는 월별 자료만이 

Open-API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자료

를 수집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농촌진흥청에

서는 영농 규모로 상세화된 기상자료를 제공하는 농업

기상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Shin et al., 2001; 

Fig. 6. Comparison of growing degree days (GDD) 

between ASOS and AWS for Jinan site in 2005. DOY 

indicates day of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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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20a; Park et al., 2017; Moon et al., 

2019). 이러한 시스템 역시 특정 지점별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

을 활용하여 개별 포장별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

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모수 추정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 모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작물 생육 예측값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반복적인 모수 추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모수값들의 분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개별 모수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작물 생육 모의 결과들을 평균하는 앙상블 

방식이 제안되었다(Iizumi et al., 2009; Houska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100번의 독립적인 모수 추정과

정에서 얻어진 사후 평균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러

한 모수를 사용하여 앙상블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한 

작물 생육 모의 결과를 얻었다. 이는 특정 집단의 평균

들로부터 평균을 계산할 경우,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

정할 수 있다는 중심극한이론(Central Limit Theorem)

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품종모수 값

을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하나의 품종을 대상으로 모수 추정결과가 분석되었

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들을 대상으로 앙상블 작물 생

육 모의 결과와 평균 모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작물 

생육 예측값들을 비교하고 생육 예측값의 불확도를 분

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  요

작물 모형의 품종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기상자료는 

일반적으로 생육 관측 자료가 수집된 시험지의 인근에 

위치한 종관기상 관측자료가 사용되어왔으나, 지형적

인 원인이나 시험지와 기상관측소 사이의 거리로 인해 

실제 시험지의 기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높은 밀도로 분포하는 방재기상 관측자료를 활

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관기상 관측자료와 방재기상 관측자

료를 각각 사용하여 출수기에 영향을 미치는 DSSAT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수들의 신뢰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모수 추정을 위해 사용한 재배관

리 및 생육 관측값은 지역장려품종 선발시험과 작황시

험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모수 추정은 Generalized 

Likelihood Uncertainty Estimation (GLUE)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00번의 반복 추

정을 통해 100개의 모수 집합을 생성하였다. 모수 추

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병렬적으로 GLUE를 구동하였다. 추정된 모

수들을 사용하여 모의된 출수기의 평균은, 방재기상자

료를 사용하였을 때 최대 4일로, 종관기상자료를 사용

하였을 때 최대 오차가 7일이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방재기상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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