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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S-Maize를 이용한 옥수수 작황 예측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물생산과학부

박 성 준

(지도교수 이 변 우)

초  록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변동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편, 바이오에너지 수

요 및 인구 증가에 따라 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곡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곡물 자급율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곡

물 주요 수출입국의 작황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자급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에 대하여 

CERES_Maize 모델을 이용해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농, 토양 정

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작황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

축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미국의 옥수수 주생산지이며 옥수수 생산 통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Illinois주를 선정 하 다. 일리노이 주의 작황을 

예측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성숙기간이 다른 다양한 국내외 옥수수 품종

을 수집하여 서울대학교 부속농장(37°16'13"N, 126°59'19"E)에

서 파종기 이동 실험을 통하여 모델의 품종 모수를 추정하 고, 적산 

온도와 일장 감응도(품종 모수, P2)에 따서 8개 성숙군으로 분류하여 

성숙군 별로 대표 모수를 추정하여 발육 추정의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각 성숙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품종들의 발육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



하 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일리노이주의 10km격자단위의 

hindcast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성숙군, 파종시기, 관개여부 등을 조합

하여 48가지 조건으로 2000년에서 2011년까지 12년 동안의 수량을 

각각 모의 하 다. 관개 및 무관개 조건으로 구분하여 격자별 모의결과

로 부터 일리노이주 전체 평균 모의수량을 구하여 연도 별 실측 수량과 

비교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실제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연

차에 따른 수량 증가를 반 하지 못하 다. 처리별 격자 별로 모의된 

수량을 일리노이주 102개 county의 연도 별로 환산한 모의 수량과 

실측 수량을 이용하여 단계별 중휘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 연차에 따른 수량 중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여 

도입한 연도 변수를 포함하여 29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채택되

었고 모델의 결정 계수는 R2 = 0.537 (n=1,224)로 높았다. 연도 변

수를 포함하는 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새로 추정한 102개 county의 

연도별 수량을 county 별 재배 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구한 일리노이 

주 연도 별 추정 수량은 실측 수량에 매우 근사하 다. 뿐만 아니라  

모델 구축 대상연도가 아니고 과거 13년 동안에 가장 큰 수량 감소를 

보 던 2012년의 일리노이 주 작황 예측에 적용하 을 경우도 실제 

수량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낮으나 뚜렷한 수량 감소를 예측하

다. 

주요어 : 옥수수, 모델, CERES_Maize, 수량, 작황

학  번 : 2010-2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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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최근 옥수수는 인구증가,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 고, 기후변화 및 이상 기후에 

의해 작황의 불확실성 증가, 생산성 증대 둔화, 식량자원주의 확산등으

로 인해 국제 곡물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국내의 옥수수 자급률

은 0.9%에 불과하여(김용택, 2013), 국제 시장의 작황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 곡물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국내외의 옥수수 생산 여건은 

곡물 수급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식량안보 전반에 큰 향을 끼치게 된

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 곡물의 주요 수출입국의 작황의 파악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곡물 작황 예측수

준은 기초단계이며, 곡물 작황정보의 수집을 위한 타국에의 의존도가 

높다.

 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와 작물생육모델

(Crop Growth Simulation Model, CGSM)은 작물의 생육과 수량

을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왔다(Maas, 1988). 근래

에는 각각을 결합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작황을 예측하려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성 원격 탐사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 지표의 거의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수 있지만, 자료의 시간적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작물 생육 모델은 다양한 환경조건과 재배 조건하에서의 작물의 생육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실제 재배되는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배 조건의 변화에 작황이 어떻게 변화 할 지도 예측이 가

능하며, 환경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의 작황 또한 예측 및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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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모델구동을 위해서는 재배대상지에 대한 정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해당지역의 기상자료나 토양자료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재배되는 품종의 특성이나 작물을 둘러싼 생태계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 파종시기나 비료시비, 관개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물모형은 재배기술등의 발전

에 따른 수량의 연차적 증가추이를 반 하지 못하고 당해 년도의 자료

에만 근거하여 수량을 산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옥수수 생육모델인  CERES_Maize 모델을 이용하여 대상

지에 대한 구체적인 농, 토양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옥수수의 

작황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축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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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농업 분야에서 작황예측은 위기관리나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이

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작황 감시나 예측을 위해 위성원격탐사

(Remote Sensing), 작물생육모델(Crop Growth Simulation 

Model, CGSM) 등이 서로 다른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Maas, 1992). 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많은 국가에서 자국 또는 

전세계 작황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황 정보를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로서, 미국 농무성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에서는 전세계 작황 감시/예측 시스템인 Crop Explorer를 

구축·운 운 하여 전세계의 작황정보를 생산하고 있고(Bob and 

Bob, 2006), 유럽에서는 JRC(Joint Research Centre)를 중심으

로 EU 국가의 작황 감시/예측 시스템인 MARS(Monitoring 

Agricultural ResourceS)를 구축하여 작황 갑시 및 농업개발 원조

에 활용하고 있다(Joint Research Centre, 2000).

  DSSA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otechnology 

transfer)는 토양, 기후, 작물, 재배관리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와 농

업의사결정을 위해 개발된 작물모형 package이다(Tsuji 1998; 

Uehara 1998; Jones et al., 1998). DSSAT를 구성하는 모델 중

의 하나인 CERES-Maize는 1982~1985년 동안 미국 콘벨트 지역

의 옥수수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이래, 연구기관을 위주

로 사용되는 모델이었으나, DSSAT 개발이후, 벼, 수수, 조 등의 모델

로 확장되었고, 화본과 범용 모델로 활용되었다(Jones and Kiniry 

1986). 이 중 벼의 경우는 별도의 변형 모델이 개발되었다.

 일부 CGSM은 특정 지점(location)의 모의를 위해 개발되어 지역

(region)을 대상으로 수량예측을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Jagtap and Jones, 2002), 모델의 calibration과 validat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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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지역의 수량예측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Bannayan et 

al., 2003; Chipanshi et al., 1997; Duchon, 1986; Jagtap 

and Jones, 2002; Potgieter et al., 2005). Duchon(1986)은 

일리노이주의 옥수수 수량예측을 위해 CERES-Maize를 사용하 는

데, 관측 기상을 토대로 미래 기상조건을 구축하여 수량을 모의하여

grain filling 중간 단계인 파종 후 90일에 최종 수량이 감소함을 예

측한 바 있다.

 많은 작물모델에서 작물 품종의 특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품종모수

(Genetic coefficient)의 개념이 사용하는데(Ritchie et al., 

1989), 품종모수는 작물의 genotype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다(IBSNAT, 1993). 옥수수의 발육은 온도와 일장에 특히 향을 받

으며, 온도는 생육 전과정에, 일장은 개화에 크게 향한다. Birch 등

(1998)에 의하면, 옥수수 생육에 있어 출아부터 tassel형성기 까지 

최저, 최적, 최고 온도는 각각 8℃, 34℃, 40℃이다. 온도 조건과 생

육을 연결하기 위해 heat unit, 혹은 thermal time과 연관지으려는 

연구가 있어왔는데, GDD(Growing degree-days, ℃-day)의 개념

이 널리 사용되었다(Cross and Zuber, 1972; Gilmore et al., 

1958; Klepper et al., 1984; McMaster 1993). Linear model

인 GDD 는 제한된 온도범위에서는 작물 생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

으나, 생육 적온외의 온도 범위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Baker 

et al, 1986).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도범위에 따른 Bilinear 

model을 사용하기도 하 으나(Olsen et al., 1993) 최저온도나 최

고온도에서 생육이 과대 추정되는 단점을 보 다(Craufurd et al., 

1998). 알곡의 크기 등을 이유로 작물에 따라 GDD의 적용방법이 조

금씩 다르게 사용되는데, 옥수수와 같은 large grain cereal 작물의 

경우, Tmin < Tbase 일 때, Tmin 값을  Tbase값으로 치환하여 

계산한다(Baker et al., 1986; Bauer, 1988). Tbase의 경우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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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그 적용 온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옥수수의 경우는 Tbase = 

10℃로 가정하여 사용하지만(McMaster et al., 1997), DSSAT 패

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CERES-Maize의 경우는 Tbase = 8℃로 가

정하여 사용한다. 옥수수의 생육 단계는 GDD와 같은 heat unit의 집

적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Hanway, 1971). Neild와 

Newman(1990)에 의하면, 미국지역 내에서 출아부터 생리적 성숙기

에 도달할 때 까지의 GDD값은 2000℉에서 조생, 2650℉에서 중생, 

3200℉이상부터 만생의 분포를 갖는다고 하 다.

 옥수수는 단일 식물로서 개화에 일장의 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단

일조건은 출웅, 출사를 촉진하고, 장일 조건은 출웅, 출사를 지연시킨

다. 옥수수에서 출수를 최대한도로 지연시키는 한계 일장은 12.5 시간

으로 알려져있고(Aitken, 1980), CERES-Maize, APSIM-Maize, 

CORNF등의 모델에서 이용되고 있다. 몇몇 품종에서 한계일장이 드물

게 13 시간까지 관측되기도 하 다(Ellis, 1992).

 엽 전개는 온도와 양생장기에 옥수수의 생장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Gao et al., 1992). Baker(1986) 등은 전

개 엽수가 적산온도와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Jamieson 

(1988) 등은 은 밀의 발육을 설명하면서 온도가 출엽속도를 결정하고, 

일장은 최종 엽수를 결정한다고 보고하 고, 이는 벼 등의 작물에도 적

용되었다(이충근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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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Maturity Varieties Maturity

GwangPyung Ok Mid-late JiDan505 Medium 

JangDa Ok Medium ZhengDan958 Medium 

KangIl Ok Medium JiDan27 Medium 

HeuckJeom 2 Mid-late JiDan50 Medium 

ChalOk 1 Early JiDan261 Medium 

ChoMi Chal Early XianYu335 Medium 

MiBeak 2 Medium 33T56 Early 

Golden cross bantam 70 Early 32P75 Medium 

DaeHack Chal Medium 32B33 Medium 

YeonJaHeuk Chal Mid-late 32W86 Medium 

Jae-Il Heuk Chal Early 32T16 Medium 

Yeon Bun-Hong Jeom Chal Early 32B41 Medium 

KS-Y-65 Medium  31P41 Mid-late

JiDan35 Medium 31N27 Mid-late

JiDan198 Medium JunDa6 Medium 

ZhengDan958 Mid-late JunDa996 Medium 

Table 1. Varieties used for planting date experiments

3. 재료 및 방법

3.1. 모델 Calibration & Validation

3.1.1. 포장 실험

 옥수수 작물 모델인 CERES-Maize 모델의 품종모수 추정 및 검정

을 위한 재배 실험이 2010년, 2011년의 양년에 걸쳐서 수원 소재의 

서울대학교 부속농장(37°16'12.66"N, 126°59'18.62"E)에서 수

행되었다. 성숙 조만성이 다른 국내외 32개 품종을 공시품종으로 선정

하여(Table 1),  파종기 이동 실험(Table 2)을 하여 생육 및 수량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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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lanting date

2010 5/7, 5/16, 5/28, 6/5, 6/18, 6/25, 7/7

2011 5/3, 5/13, 5/23, 6/2, 6/12, 7/22

Table 2. Planting dates in two experimental years

  재식밀도는 주간거리 20cm, 조간거리 75cm의 6667주/10a의 간

격으로 파종하 으며 2립씩 파종하여 6~7엽기때 1주씩을 남기고 솎아

내었다. 비료는 N-P-K = 17.4-3-6.9 kg/10a의 비율로 시비하

다. P, K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 으며, N은 50% 기비 처리 후, 솎아

주면서 나머지 50%를 추비하 다. 그 외 재배 관리는 농촌진흥청 주

요작목 농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 다. 파종기 및 품종에 따른 

출엽속도, 주요 발육단계, 수량 및 수량 구성요소를 조사하 고, 실험

지의 기상자료와 토양자료를 수집하 다(Table 3). 기상자료는 실험

지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있는 수원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 다

(Fig. 1). 

  토양은 10지점에 대하여 0~15cm(표토)와 15~30cm(심토) 두 층

에서 오거로 샘플링한 후 혼합하 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온에서 

30일 이상 풍건 후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3). Bulk 

density는 용적이 271.3cm3인 코어를 이용하여 3지점에 대하여 표

토와 심토 별로 샘플링하 고, dry oven에 105℃ 조건에서 8시간 건

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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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series weather data in Suwon (Suwon 

Meteorological Services, 2010-2011)

Year Depth　 pH

O.M. TOC T-N
NO3

-N
CEC

Exchangeable cations
P2O5

Soil

Texture

Bulk

DensityCa++ MG++ K+ Na+

% % % mg/kg cmol/kg mg/kg mg/kg mg/kg mg/kg mg/kg g/cm3

2010

0~15

cm
6.19 1.39 0.81 0.091 6.28 15.6 661.5 114.0 87.5 32.6 162.9 loam 1.0

15~3

0cm
5.90 1.24 0.72 0.080 - 18.1 658.9 82.8 63.1 34.5 114.1 loam 1.8

2011

0~15

cm
4.88 2.20 1.27 0.166 14.12 12.5 454.4 91.6 80.0 18.5 250.0 loam 1.5

0~30

cm
4.76 1.99 1.16 0.137 46.28 11.8 437.8 79.5 62.1 16.1 184.8 loam 1.8

Table 3. Soil physico-chemical char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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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성숙군 분류

 포장 실험 자료를 모델에 이용하기 위한 범용 자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험에 이용된 각각의 품종들을 재배 특성에 맞게 성숙군을 분류하

다. 온도 효과와 일장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하 다. 

 먼저 품종별, 파종기별로 출아일부터 생리적 성숙기까지의 GDD값을 

계산하여 온도 효과를 보고자 하 다. GDD값은 계산은 Neild 등

(1986)의 방법을 이용하 고, 품종별로 정리하 다.

 추가로 일장효과는 일장 변화시 개화가 늦어지는 정도를 고려하 는

데, 개별품종별 생육자료를 DSSAT에 입력 후 GenCalc를 이용하여 

추정된 P2 value를 기준으로 하 다. 이렇게 고려된 두 기준을 바탕

으로 총 32개의 개별 품종을 8개의 성숙군으로 분류하 고, 이들의 품

종 특성을 이용하여 모델에 적용하고자 하 다.

3.1.3. 성숙군별 대표 품종 모수추정

 분류된 품종들의 특성을 모델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숙군의 특징을 나

타내는 가상의 품종이 있다고 가정하여, 성숙군별로 대표 품종 모수를 

추정하 다. 모수추정의 경우 양생장기부터 개화기까지의 생육을 나

타내는 모수들을 우선적으로 추정하 고, 개화기 이후 생리적 성숙기 

까지 수량에 관여하는 모수를 이어서 추정하 다.

PHINT를 제외한 모든 모수는 DSSAT v4.5 package에 내장되어 

있는 GenCalC2.0 모듈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GenCalC 구동시 각

각의 모수는 GDD값을 기준으로 하여 DSSAT내부에 기본으로 제공되

는 default value로부터 추정을 시작하 으며, 10.0 STEP, 21 

LOOPS의 조건으로 1회차 구동이후, 간격을 좁혀 1.0 STEP, 21 

LOOP의 조건으로 2회차 구동을 실시하여 모수추정을 마무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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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Degree days form Emergence to Juvenile stage(℃, base 8℃)

P2 Photoperiod sensitivity(day/hour)

P5 Degree days from flowering to maturity(℃, base 8℃)

G2 Potential grain number(No./plant)

G3 Potential rate of grain filling(mg/kernel/day)

PHINT Phylochron intervals(℃, base 8℃)

Table 4. CERES-Maize genetic coefficients

(Hodges, T. et, al., 1987)

3.1.3.1. 개화기 관련 모수 추정

 CERES-Maize에서 개화기 모의에 관여하는 모수는 PHINT, P1, 

P2의 3개 모수이다. PHINT는 출엽속도와 GDD(base 8℃)간의 1차

원 회귀식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직접 구하 다. P1, P2는 앞서 구한 

PHINT 모수와 실측 개화기 자료를 적용해  GenCalC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3.1.3.2. 수량 관련 모수 추정

 수량 모의에 관여하는 모수들의 추정 순서는 생리적성숙기를 결정하

는 P5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고, 이후 알곡의 수와 차오르는 속도에 관

여하는 모수인 G2와 G3를 동시에 추정한다. P5의 경우 출사이후 생

리적 성숙기까지의 GDD(base 8℃)값으로 GenCalC를 이용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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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하지만 같은 성숙군 내에서도 찰옥수수, 메옥수수 등의 여부

에 따라서 potential grain number와 grain filling rate의 차이

가 많이 나서 각 성숙군별 대표품종모수로서의 G2값과 G3값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충분히 선행연구 되었던 광평옥의 

G2값과 G3값을 일괄적으로 전 성숙군별 대표품종모수에 적용하 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량의 차이는 추후의 과정을 통해 보정하고자 하

다.

3.1.4. 추정모수 검정

추정된 모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이 추정된 모수를 이용

하여 재배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을 다시 구동하 다. 모델 구동 

이후, 개화일과 생리적 성숙기의 phenology에 대하여 관측일과 모의

일을 비교하 다. 수량의 경우 광평옥 품종의 개별 품종 모수를 이용하

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검증할 수 없었지만, 수량의 증감경향은 모

의가 가능하 다. 

3.2. 작황추정 모델 구축

 앞서 calibration 및 validation 이 마무리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대상지의 수량을 모의해 보고자 하 다. 대상지는 미국의 Illinois 주

를 선정하 고, 해당지역의 hindcast 기상자료(PNU CGCM V1.1,

부산대, 안중배)를 이용하여 10km x 10km 격자 단위로 2000년부

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의 수량을 모의하 다. 토양 Data는 

DSSAT에 제공되어 있는 Medium silty loam에 해당하는 default 

value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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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연도 및 처리별 모의

 파종시기, 이용 품종, 관개 유무 등,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확한 

농정보의 수집의 한계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 다.  우선 앞서 선정하

던 8개의 성숙군별 가상 품종을 하나의 처리분류로 보았다. 파종시

기는 USDA 파종기 정보를 참고하여 3번의 파종기(Julian day 150, 

165, 180)으로 분류하 다. 관개 유무(관개조건, 무관개조건)를 마지

막 처리 분류로 가정하 다. 각각의 년도와 격자에 대하여 총 8 x 3 

x 2 = 48개의 처리로 구분하여 모의 하 고, 이렇게 모의된 격자별 

수량을 ArcGIS를 이용하여 일리노이 주 102개 county별 수량으로 

환산하 다.

3.2.2. 일리노이주 수량 예측 모델

 일리노이주 County별로 환산된 처리별 수량과, 실제 102개 county

의 USDA의 12년치 수량자료를 이용하여 단계별 중휘귀 분석

(Stepwise multiple rergression)을 통해 처리별 가중치를 구하

다. 이때, 기존의 모델은 연차의 증가에 따른 기술의 발전정도를 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연차를 중휘귀 분석

의 변수로 추가하 다(Eq 1). 가중치에 대한 적용방법은 SAS통계프

로그램의 PROC REG등을 이용하 고, 0.05수준에서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forward selection 하여 적용할 가중치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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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 1

  : estimated Yield for county (ｉ =1,…102)  in each year    

            (l=1, … 12)

Yijkl : Simulated Yield for county

i : Rainfed, Irrigated

j : Seeding date (Julian day 150, 165, 180)

k : Maturity Group

Year  :  2000~2011

 Eq(1)을 이용하여 모의된 county별 수량에 대하여 Illinois주 전체

에 대한 county별 재배지역의 면적비를 적용하여 Eq 2의 모델을 이

용해 최종적으로 Illinois주의 수량을 산출하 다.

   
  



             ................ Eq 2

   : State Yield estimated

r : cultivation area ratio

Yl : simulated yield for county

l  : county 번호(l =1,…102)

 마지막으로 2000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상자료를 통해 모의된 가중

치를, 2012년의 기상자료에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법의 타당성을 검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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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모델 Calibration & Validation

4.1.1. 연차 및 파종기 이동에 따른 생육 변화

 시험에 이용한 32개 품종의 파종기에 따른 발육 변화를 나타낸 것이 

Table 5이다.

 파종기가 뒤로 이동됨에 따라 파종 후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지

는 경향을 보 으나, 중국에서 재배되는 몇몇 품종의 경우 생육기간이 

짧아지지 않았다. 조생종은 만생종에 비해 파종이 늦어짐에 따라 생육

기간이 단축되는 정도가 컸으며 파종일이 50일 가량 늦어질 때 만생종

은 약 18일정도, 조생종은 약 30일 정도의 생육기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수수의 최종 엽수는 생육형에 따라 평균적으로 조생종은 

17엽 이하, 중만생종은 20엽 이상까지도 전개하여 파종기보다는 품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 고, 조생종의 경우 짧은 생육기간으로 인

하여 전개 엽수도 다른 성숙군 품종들에 비하여 적게 발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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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Year
Final

Leaf

Number

Seeding Emergence Tasselling Silking
Physiolo

gycal
Maturity

Cultivar Year
Final

Leaf

Number

Seeding Emergence Tasselling Silking
Physiolo

gycal
Maturity

Golden cross 

bantam 70
2010

12 146 155 187 192 232 

JiDan198 2010

18 169 175 219 223 248 
12 156 167 199 205 236 

18 176 181 225 228 268 13 169 175 209 217 242 

ChoMi Chal 2010
17 146 155 192 198 232 18 188 193 236 240 283 
17 156 166 207 211 243 

JiDan505 2010

17 169 175 215 218 249 17 169 174 213 219 249 

ChalOk 1

2010
16 146 155 190 194 231 

17 176 181 227 230 268 
16 156 166 204 209 237 

17 188 194 233 238 283 17 169 174 211 217 245 

2011

15 123 130 178 183 212 

MiBeak 2 2010

19 146 155 198 202 232 
15 136 143 183 189 217 

20 156 166 212 218 246 15 144 149 189 195 227 

15 158 163 202 207 234 
19 169 174 218 222 249 13 168 174 214 219 255 

P32T16 2010
17 156 165 212 218 252 13.5 201 206 243 248 279 

JiDan261 2010
20 169 175 220 224 257 

18 169 174 220 224 256 20 176 181 224 230 269 

JangDaOk 2010

18 127 136 191 195 232 19 188 194 240 244 279 

JiDan27

2010
18 169 175 215 218 248 

17 136 144 196 201 237 18 176 181 222 227 257 

17 188 193 233 238 283 17 146 155 204 208 248 

2011

20 123 131 193 197 233 
18 156 167 212 217 257 19 136 144 197 201 234 

19.5 144 149 199 203 234 18 169 175 221 226 259 
18 158 163 210 214 250 

Jae-Il HeukChal 2010

20 127 144 198 202 232 16 168 175 222 225 260 

JiDan35 2010
18 176 181 225 228 257 

20 136 144 199 202 237 
17 188 195 240 244 283 

20 146 155 206 212 240 

JunDa6 2011

17 158 163 211 216 252 

16 168 173 221 223 261 
19 156 167 219 224 252 

15 201 206 253 258 294 

P32B33

2010

20 146 155 203 208 247 
JunDa996 2011

16.5 158 163 215 219 244 

15 168 173 228 233 269 
20 156 166 213 218 256 

KS  Y65 2010
17 146 155 195 202 238 

18 169 175 220 224 262 18 156 167 212 218 242 

18 169 175 212 219 250 

2011

19.5 123 131 197 198 233 

P33T56

2010
18 146 155 200 202 236 

20 136 143 201 203 239 19 156 166 215 218 246 

19 169 174 220 224 250 
20 144 149 204 206 242 

2011

19.5 123 131 196 198 232 
19 136 143 199 201 234 18 158 163 215 218 244 
19 144 149 203 205 238 

16 168 173 229 234 263 18 158 163 214 216 244 
16 168 173 224 228 263 

P32P75 2010

17 146 155 204 208 248 
YeonJaHeuk 

Chal
2010

20 146 155 203 206 234 
19 156 167 215 219 255 20 156 167 218 220 250 

21 169 174 221 225 256 
20 169 174 220 224 261 

HeuckJeom 

2
2010

20 136 144 196 202 232 

KangIlOk 2010

19 127 137 193 195 232 19 146 155 203 209 237 
21 156 166 212 218 248 

18 146 155 202 206 243 
21 169 174 220 224 250 

19 156 166 213 218 251 

P31N27

2010

19 146 155 203 206 233 
20 156 166 215 218 253 

19 169 175 221 224 257 19 169 174 220 224 256 

Yeon Bun-Hong Jeom 

Chal
2010

23 127 136 193 195 232 

2011

19 123 131 198 200 233 

20 136 143 201 202 244 
22 136 145 197 201 237 20 144 149 204 205 244 

21 146 155 205 209 239 18.5 158 163 216 218 244 

16 168 173 227 231 263 
22 156 166 214 218 253 

P31P41 2010

19 146 155 205 209 234 

23 169 174 220 224 251 20 156 166 214 218 255 

20 169 174 220 224 254 

JiDan50 2010

19 169 175 221 225 257 

P32B41 2010

20 146 155 205 209 231 
18 176 181 226 230 270 20 156 166 214 218 251 

18 188 195 245 247 287 19 169 174 220 224 257 

P32W86 2010

19 146 155 205 209 234 

ZhengDan958 2010

21 169 174 219 223 257 20 156 166 214 218 250 

20 176 181 225 228 269 20 169 174 220 224 254 

XianYu335

2010

20 169 174 220 224 259 
19 188 194 241 244 284 19 176 181 226 230 270 

GwangPyungOk

2010

20 146 155 204 208 234 18 188 194 240 244 283 

2011

18 123 131 198 199 235 
20 156 166 215 220 251 18 136 144 200 202 238 

19 144 149 203 204 240 
20 169 174 222 227 254 

18 158 163 216 218 244 

2011

21 123 131 199 202 238 15 168 173 225 228 253 

Suwon19 2011

20 123 130 193 196 232 
22 136 143 203 206 242 

19 136 144 199 202 234 

21 144 149 209 212 244 19.5 144 149 203 205 235 

18 158 163 215 220 244 
20 158 163 219 222 260 

15.5 168 173 228 234 263 

15 168 174 234 238 260 15 201 206 257 261 287 

Table 5. Phenology data(Julian date) for each cultivar and  

seeding date in two yea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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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성숙군 분류와 군별 품종 모수 추정 및 검증

 기존의 조만성에 의한 성숙군의 구분을 보완하여, 개별 품종의 생육 

적산온도, 일장 효과를 함께 고려한 8개의 성숙군으로 구분하 다. 

Neild 등(1986)의 방법에 따라 GDD 2200℉ 이하, 2200~240

0℉, 2400℉ 이상의 3구간으로 전체 품종을 구분하 고, 각각의 구간

에 대해서 일장감응도 0, 0~0.75, 0.75이상의 3구간으로 구분하여 

성숙군을 확정하 다(Table 6). Maturity Group(MG) 1, MG 3, 

MG 6에는 일장에 둔감한 품종들이 속하 고,  MG5, MG 8에는 일

장에 민감한 품종들이 여기에 속하 다.

Cultivar
GDD
~2200
(℉)

PPS
Maturity
Group Cultivar

GDD
2200
~2400
(℉)

PPS
Maturity
Group Cultivar

GDD
2400~
(℉)

PPS
Maturity 
Group

G o l d e n 

c r o s s 

bantam 70

2048 0.00 MG1

KS Y65 2239 0.00 MG3
JaeIl Heuk Chal 2424 0.00 MG6

JunDa6 2266 0.00 MG3

P32T16 2441 0.00 MG6JiDan27 2280 0.00 MG3

P33T56 2299 0.00 MG3
JangDa Ok 2518 0.00 MG6

HeuckJeom 2 2311 0.00 MG3

JunDa996 2384 0.00 MG3
KangIl Ok 2444 0.31 MG7

C h o M i 

Chal
2199 0.00 MG1

JiDan35 2254 0.00 MG3

P32P75 2559 0.31 MG7JiDan261 2370 0.00 MG3

YeonJaHeuk Chal 2340 0.00 MG3
P32B33 2443 0.44 MG7

P31N27 2393 0.32 MG4

Suwon19 2229 0.34 MG4
Yeon Bun-Hong 

Jeom Cha l
2411 0.65 MG7XianYu335 2354 0.37 MG4

ChalOk 1 1976 0.61 MG2

P32W86 2332 0.62 MG4

GwangPyung Ok 2437 1.29 MG8P32B41 2335 0.62 MG4

P31P41 2374 0.62 MG4

JiDan50 2403 1.78 MG8MiBeak 2 2228 0.92 MG5

JiDan505 2316 1.30 MG5
ZhengDan958 2405 1.94 MG8

JiDan198 2316 1.93 MG5

Table 6. Maturity group slassification based on photoperiod 

sensitivity and growing degree day (GDD) from emergence to 

physiological maturity.

*GDD : Ralph E. Neild, James E. Newman, 

  - calculated for minimum temperature(50℉), maximum temperature(86℉).

*PPS(PhotoPeriod Sensitivity) : Delayed days per extended daylength over the critical 

daylength(12.5h) (day/h), (Interval: 0, 0~0.75, 0.75~)

 각 성숙군에 포함되는 품종을 통합하여 성숙군 대표 품종 모수를 추정

하 다. 1매의 잎의 출현에  필요한 적산 GDD인 PHINT는 Fig. 2

에서와 같이 출엽 수와  적산 GDD 간의 직선 회귀를 이용하여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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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으로 조생의 특성을 갖는 MG1, MG2에서 PHINT값이 

작게 추정되었으나, 중생, 중만생의 특성을 갖는 나머지 품종의 

PHINT값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2.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GDD and emerged 

leaf number for estimating phyllochron interval (PHINT)for 

each maturity group. Data were pooled across cultivars within 

matur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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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군내 품종을 통합하여 추정한 대표품종모수는 Table 7과 같다.

 전체 생육기간이 짧은 MG1, MG2에서 유약기(juvenile phase)의 

적산온도 값인 P1값이 작게 추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생육기간이 긴 

MG6, MG7, MG8의 P1값이 크게 추정되었다. P2값은 성숙군내 개

별품종의 PPS값 경향과는 다르게 추정되었지만, P5의 경우, 동일 

GDD 구간에 속한 성숙군들중에서는 일장효과에 둔감한 품종일수록 

그 값이 크게 추정되었다.

　 PHINT P1 P2 P5

MG1 35 14.4 1.236 733.2

MG2 34.41 87.36 0.09 636.4

MG3 38.62 77.76 0.69 787.8

MG4 39.33 105.6 0.3487 772.2

MG5 37.32 104.1 1.425 680.9

MG6 41.16 119 1.275 748.8

MG7 36.72 201.6 0.0675 687.9

MG8 39.5 225.6 0.09 631.8

Table 7.Phenology-related repregentative genetic coeffiients

estimatedforeachmaturitygroup

 성숙군별로 개화일과 생리적성숙기에 대하여 모의일과 관측일을 비교

해 보았을 때, 개화일은 R2 = 0.4225, 생리적성숙기는 R2 = 

0.3383 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개별품종 각각의 특성이 성숙군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1:1 line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성숙군별 phenology 관련 대표모수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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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ting of anthesis and physiological maturity date 

observed against simulated using representative genetic 

coefficient for each matur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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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Yearly variation of maize yields observed and 

simulated under irrigated and rainfed conditions. 

4.2. 작황추정 모델 구축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미국 일리노이주의 10km 격자 단위의 

hindcast 기상자료(PNU CGCM V1.1,부산대, 안중배)를 바탕으로 

성숙군, 파종시기, 관개여부 등을 조합하여 48가지 조건으로 2000년

에서 2011년까지 12년 동안의 수량을 각각 모의 하 다. 

 파종기와 성숙군에 관계없이 24개 처리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

하여 관개 및 무관개 조건에서 격자별 평균 모의수량으로 부터 일리노

이주 전체 평균 모의수량을 산출하여 연도 별 실측 수량과 비교한 결과

가 Fig. 4이다. 관개 조건에서는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 도 무관개 조

건에서는 실제보다 과소 평가 다. 즉, 관개 여부에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실제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배기술 발달에 따른 

연차적 수량 증가 경향을 반 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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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48개 처리별 격자 별로 모의된 수량을 일리노이주 102개 

county의 연도 별로 환산한 모의 수량과 실측 수량을 이용하여 단계

별 중휘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rgression)을 하 다.  48개

의 처리 변수와 연차에 따른 수량 중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한 연도 

변수를 포함한 29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5%에서 전방선택법(forward 

selection method)에 의하여 채택되었고(Table 8), 이 모델(Eq1)

로 예측한 각 county의 연도별 수량과 실측 수량과의 직선 회귀는 

1:1 직선에 가깝고, 또한 결정계수는 R2 = 0.5367(n=1,224)로 비

교적 높았다(Fig. 5).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 변수의 

계수는 130.6kg[dm]/ha/year로 해에 따라 고도로 유의한 수량 증

가를 보여, 수량 예측에 이를 반드시 반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선택된 변수들을 보면, 관개조건에서 16개, 자연강우조건에서 12

개의 변수가 선택되었고, 자연강우 조건의 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P2, P3에 비해 P1의 파종기가 적게 선택되었고, 중만생인 MG5, 

MG8의 성숙군이 적게 선택되었지만, 관개조건에서는 자연강우조건에 

비해 파종기 선택이나 성숙군 품종 선택에서 오는 제약이 적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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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arameter 

Estimate
Pr > F

Intercept -255236 <.0001
year 130.5566 <.0001

ap1m2 0.1282 0.1283
ap1m3 0.28732 0.0012
ap1m4 -0.03122 0.7606
ap1m6 0.42999 <.0001
ap1m7 -0.28401 <.0001
ap1m8 -0.24741 <.0001
ap2m1 -0.33518 <.0001
ap2m4 0.18446 0.0004
ap2m5 -0.18124 <.0001
ap2m6 0.04721 0.4394
ap2m8 -0.16123 0.01
ap3m1 0.44338 <.0001
ap3m2 -0.2964 <.0001
ap3m4 -0.09058 0.1256
ap3m6 0.37628 0.0053
ap3m8 -0.46645 <.0001
rp1m1 -0.24651 <.0001
rp1m4 0.10393 0.0106
rp2m1 0.34401 <.0001
rp2m3 -0.51468 <.0001
rp2m4 0.45575 <.0001
rp2m6 -0.30032 <.0001
rp2m7 0.22983 <.0001
rp3m1 0.02892 0.6197
rp3m4 0.3533 <.0001
rp3m5 -0.2356 <.0001
rp3m6 -0.2652 0.0004

rp3m7 0.30435 <.0001

*a: auto irrigation

*r: rainfed

*p: planting date

(p1, p2, p3 : 150, 165, 180 JDAy)

*m: maturity group

(m1~m8)

Table 8. Parameter estemates  for model equation (Eq 

1) to predict county yield of Illinois from simulated 

yield under different cultivation management 

conditions using CERES_Ma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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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yield 

for 102 counties of Illinois from 2000 to 2011.

 연도 변수를 포함하는 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102개 county

의 연도별 수량을 county 별 재배 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구한 일리노

이주 전체 추정 수량(Eq 2)과 실측 수량의 연차별 변화를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 Fig. 6이다. 모델은 일리노이주 옥수수 수량의 연차적 변이 

매우 높은 정확도로 추정하 다. 뿐만 아니라  모델 구축 대상연도가 

아이고 과거 13년 동안에 가장 큰 수량 감소를 보 던 2012년의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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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 주 작황 예측에 적용하 을 경우도 실제 수량 감소보다는 감소폭

이 다소 낮으나 뚜렷한 수량 감소를 예측하 다. 

Fig. 6. Comparison of yearly maize yield observed and 

estimated using model Eq 1 and Eq 2 in Illinois, USA. 

The yield in 2012 was forecasted  using the same 

procedures with forecast weather data as in the mode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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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농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를 극복하여 

기존 모델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 다. 이를 위해 기존 

CERES-Maize 모델의 추정 및 검증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Illinois

주를 대상지로 하여 모의 및 모델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모델의 추정 및 검증 작업을 위한 재배실험을 실시하 다. 파종

기 이동은 일부 옥수수 품종의 생육기간, 특히 출아부터 개화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보 는데, 이는 파종이 지연될수록 파종에서 출

사까지의 일수는 감소하나 출사에서 성숙까지의 GDD 값은 크게 변하

지 않는다는 이석순(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고온기에 

생육에 따른 heat unit의 집적 속도가 향상되고(Crowley, 2005), 

개화기에 관여하는 한계일장이 상대적으로 일찍 찾아오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최종엽수는 파종기 보다는 품종별 특성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품종을 성숙군으로 묶고 성숙군별 대표 품종 모수를 추정하 다. 

성숙군 분류 작업시확인한 재배 품종들의 Neild(1986) 방식의 GDD

값은 1976~2559℉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는 Neild 

와 James(1987)이 발표한 미주지역 GDD값 분포 중, 대상지인 

Illinois주의 GDD range인 2600~3200℉에 많이 부족했다. 이는 

Table 7에서 일장에 대한 감응도가 둔감한 MG1, 3, 6을 제외하고, 

성숙군  MG2, 4, 5, 7, 8 의 선택빈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Illinois

주내에서 조생, 중생종의 품종보다는 중, 만생종의 품종을 많이 파종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숙군별로 추정된 대표 품종 모수를 확인해 보면, 늦은 성숙군으로 

묶일수록 P1값이 크게 추정이 되었다. 이는 기본 양생장기의 

Thermal duration은 조생종일수록 더 짧게 관측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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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chie(1986)의 보고와 일치한다. 하지만 PHINT의 경우, 

thermal duration으로 표현되는 모수지만 MG1, MG2를 제외한 다

른 성숙군에서는 성숙군 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온도

가 출엽속도를 결정하지만 최종 엽수의 결정에 일장효과가 향을 미

친다는 Jamieson과 Wilson(1988)의 연구로서 설명 가능하다. P5의 

경우에는 동일 GDD 구간에 속한 성숙군들 중에서 일장효과에 둔감한 

품종일수록 그 값이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grain filling 및 

kernel 형성에 일장효과보다는 온도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Wiegand et al., 1980). 

 성숙군별 개화일과 생리적 성숙기에 대하여 모델 validation을 하

을 때, 개화일 모의에 비하여 생리적 성숙기 모의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앞서 추정된 P1, P2 값의 분포 경향이 P5의 

값 분포보다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q(1)의 모델을 이용하 을 때, 연차의 증가에 따른 수량 증가분으로 

year에 해당하는 parameter 값인 130kg[dm]/ha는  Fig. 6의 연

차 증가분인 85kg[dm]/ha보다 크게 모의 되었는데, 이는 파종시기 

및 성숙군, 관수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parameter 값들이 실제 재배

조건을 정확히 반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Fig. 6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축한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2012년 

수량모의결과가 실제 수량만큼 감소하지는 않고 단지 감소 경향만을 

반 하 다. 이는 새로 구축된 모델이 연차에 따른 수량 증감을 반 하

는 parameter인 year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극심한 수량변

화만큼 모의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숙군별 G2, G3값

을 모의 하지 못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수량모의가 가능

한 것 역시 year parameter의 향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통상적인 연차 변이를 크게 벗어나는 극심한 

수량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 으나 수량의 감소를 상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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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까지 반 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지의 상세한 재

배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수량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원격 탐사자료를 이용한 모델 초

기화법 등 다양 접근 방법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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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balance between the global supply and demand of food 

grains is expected to build up in the future, because not only 

the variability of crop production is predi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climate variability but also the demand of 

food grains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rising need for 

biofuels and population growth. For securing the future food 

security in Korea that is very low in self-sufficiency of food,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dvance 

according to the predicted crop production situation in major 

export/import countries.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method for applying a crop simulation model “CERES_Maize” in 

forecasting maize yield for the target region that is not 

accessible to the detailed information on cultivation 

managements, soil, etc.

 Illinois, a major corn production state of USA was selected as a 

target region of this study as easy accession was possibl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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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and county data for maize yield. As a first step to 

predict corn yield of Illinois using CERES-Maize, genetic 

coefficients of 32 domestic and foreign cultivars with diverse 

maturity were estimated through a series of seeding date 

experiments don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Farm (37°16'13"N, 

126°59'19"E) for two years. These cultivars were classified into 

eight maturity groups based on the growing degree day required 

from emergence to maturity and the photoperiod sensitivity 

(genetic coefficient, P2). Representative genetic coefficients 

were estimated for each maturity group.  The model using the 

representative genetic coefficients simulated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ultivars within each maturity group with fairly good 

accuracy. Using the validated model, yields for the grids of 10km 

x 10km in Illinois state were simulated over 12 years from 2,000 

to 2,011 with hindcast weather data (10km x 10 km) under 48 

treatment conditions including the combinations of eight maturity 

groups, three seeding dates and two irrigation regimes. The 

yearly state yields that were estimated by averaging all the grid 

yields simulated under non-irrigated and fully-Irrigated 

conditions showed a big difference from the observed yields and 

did not explain the annual trend of yield increase due to the 

improved cultivation technologies. Using the grain yield data of 

102 counties in Illinois observed and estimated from the 

simulated grid yield under 48 treatment condition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build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county yield. 29 variables 

(treatments), including a year variable that was added to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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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ly yield trend, stayed in the model through the forward 

selection at the entry and stay probability levels of p=0.05, and 

this model explained the yearly and county yield variation fairly 

well with a determination coefficients of R2 = 0.537 (n=1,224). 

Yearly state average grain yields calculated by weighting the 

model-estimated yearly mean county yield by the cultivation area 

of each county showed very close correspondence to the yearly 

observed state mean yields. Furthermore, this model could 

forecast the substantial yield decrease of Illinois in 2012 in 

which data were not used for model construction and the lowest 

yield was recorded since 2000.  

Keywords: Maize, Model, Yield, CERES_Maize, Crop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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