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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satellite images in detecting the areas
of rice production in the Barisal of Bangladesh.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the
crop produc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ice production area and production statistics with climate
data at multi-temporal time scale. This analysis found that the classification of rice fields extracted through
satellite image and made as the number of rice cultivation areas did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statistical
data. Climat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during the ripening stage has the greatest
impact on Boro’s production. It would be more make sense if you can describe the results of how precipitation
is also important for rice production in addition to temperatur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is research
could serve as a key basis for solving food security issues due to climate change.
Key Words : Bangladesh, climate data, climate change, satellite image, supervised classification, rice
production
주요어 : 방글라데시, 기후자료, 기후변화, 위성영상, 감독분류, 쌀 생산량

1. 서론

역에서 기온 상승, 온도 변동성 증가, 강수량 및 강
수 빈도의 변화, 가뭄 빈도 증가, 기상이변 증가, 해

기후변화는 빈곤과 식량불안의 요인 중 하나로

수면 상승, 경작지 및 담수염류화 등과 같은 기후

서 그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지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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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식량안보(Food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하여 밀의 생육시기

Security)에 대한 고민이 증대되고 있다(FAO,

및 토양수분을 측정하였다. Kim et al .(2014)은 우

2016).

리나라의 식량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곡물 수입국 또는 관심국가의 곡물 수확량에 대한

change)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

향으로 2030년부터 식량 생산량이 50%까지 감소하

다. 이를 위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주요 곡물인 옥수

고, 그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

수와 콩의 수확량에 대해 통계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였다(IPCC, 2014). 이에 반해 식량 수요는 인구증가

MODIS 위성자료와 PRISM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

OLS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

국외 연구의 경우 Brown et al .(2012)은 기후변

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화, 인구증가, 식습관의 변화 등을 식량 가격의 증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가의 원인으로 삼았으며,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지

작물의 재배면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난 26년 동안 세계 주요 곡물 성장철에서의 파라미

는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위성영상을

터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Tadesse et al .(2015)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단시간 광범위한 영역에

은 MODIS 영상의 NDVI자료와 강수량 데이터를

대한 주기적 조사가 가능하며, 시·공간적 변동성이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추정하고, 증발산량 모델을

큰 지역의 관찰에 용이하다(Yeom et al ., 2008). 이

이용하여 증발산량과 에티오피아의 식량작물 생

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시계

산량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Satir

열 분석은 주요 식량작물 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생

and Berberoglu(2016)는 Landsat 위성영상과 작

산량 탐지에 적합하다.

물재배지 분포지도를 토대로 MLR(Multi Linear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토지이용도, 작물구분도

Regression)과 SLR(Stepwise Linear Regression)

등의 주제도 제작은 원격탐사의 활용분야 중 활발

의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밀, 옥수수, 목화의 생산량

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위성영상을

을 추정하고 토양 염도가 생산량 감소에 어떠한 영

이용하여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탐지하는 연구는

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
피복 분류에서부터 토양수분, 강수량, 증발산량 등

국내 연구의 경우 Kim and Yeom(2012)은 기

작물의 생육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

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지현황에 대한 정보를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

바탕으로 농업생산량을 관리, 예측, 대비하는 것

하여 세계 주요 쌀 생산국가인 방글라데시 Barisal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중시기 RapidEye 영상

지역의 쌀 생산면적을 탐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 분광정보 활용가능성을 테스트하여 토지피복도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탐지하는 데에 있어서

를 작성하였다. Kim et al .(2013)은 SAR(Synthetic

위성영상의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

Aperture Radar)를 탑재한 국내 최초의 레이더

후자료와 연도별 쌀 생산량 통계자료 간의 비교 분

위성인 아리랑 5호의 농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

석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량에 어떠한 영

하기 위하여 아리랑 5호와 안테나 규격이 비슷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중시기 위성영상과 기후자료를 활용한 쌀 생산지 면적 및 생산량 분석

2. 연구자료 및 방법

107

지 Patuakhali, Barguna의 두 개 소구역을 묶어
Patuakhali 지구로 구분한다.

1) 연구지역

방글라데시의 Barisal 지역의 주요 강의 하류부는

연구지역은 방글라데시의 Barisal 지역이다. 지리

인도양 벵골만의 삼각주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 좌표는 89°51′12″E~91°02′15″E, 21°48′05″N~

방글라데시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23°07′54″N에 해당한다(Figure 1). Barisal 지역은

해수면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해당한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6~10m의 충적평야 지대가

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세계 주요 쌀 생산국들과 비

펼쳐져 있으며, 대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교하였을 때 심각한 쌀 생산량 부족이 나타나는 국

또한 방글라데시를 북-남으로 관통하는 패드마강,

가이다(Table 1). 대부분의 주요 쌀 생산국가에서 2

메가강 등의 하천 하류에 위치하여 발라스워강, 커

천만 톤 이상의 수급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

탱크훌라강, 페이라강, 갈라치파강, 테톨리아강 등

로 미루어 보아 방글라데시는 국가적으로 식량안보

의 수많은 망류하천이 남북으로 탁월하게 발달되어

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지역으

주변에 넓은 범람원을 형성하였다.

로 선정하였다.

Barisal 지역은 Barisal, Barguna, Bhola,
Jhalokati, Pirojpur, Patuakhali의 총 여섯 개

2) 연구방법 및 사용자료

의 소구역로 나뉘며 Barisal, Pirojpur, Jhalokati,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현지조사나 항공

Bhola의 네 개 소구역을 묶어 Barisal 지구, 나머

촬영에 비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고 지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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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ajor rice producers (Units: 1 million tons).
Production (A) (2012)

Consumption (B) (2009)

Difference (A-B)

China

Country

204.3

156.3

48.0

India

152.6

123.5

29.1

Indonesia

69.0

45.3

23.7

Vietnam

43.7

18.4

25.3

Thailand

37.8

13.7

24.1

Bangladesh

33.9

50.4

-16.5

Myanmar

33.0

10.0

23.0

Source: FAOSTAT, http://www.fao.org/faostat

표면의 상태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육안으로 감지

기후자료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작

하기 어려운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의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

(Campbell, 1996). 특히 농업분야에서 위성영상은

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주기적으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역

(Figure 2).

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농업분야에서의
위성영상의 활용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Landsat 위성영상은 한 씬(Scene)으로 방글라
데시 Barisal 지역 전체를 주사할 수 없다. 따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시기 위성영상 자료를

서 본 연구에서는 Barisal지역 전체를 주사하기 위

이용하여 방글라데시 Barisal 지역의 쌀 재배면적을

해 Landsat 영상 중 Path/Row가 137/44, 137/45

탐지하였으며, 통계자료와 분류결과와의 비교를 통

인 두 씬을 모자이크(Mosaic) 처리하였다. 각 시기

한 검증을 통해 쌀 재배 면적 탐지에서의 위성영상

별 모자이크 된 영상은 Barisal 지역의 행정구역 경

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쌀 생산량 자료와

계를 기준으로 마스킹(Masking) 처리 하였다. 마스

Figure 2.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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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tellite image specifications used in the study.
Satellite

Sensor

Path/Row

Date

Landsat 5

TM

137/44
137/45

1989-02-21

Landsat 5

TM

137/44
137/45

1995-03-10

Landsat 5

TM

137/44
137/45

1999-03-05

Landsat 5

TM

137/44
137/45

2006-03-08

Landsat 8

OLI

137/44
137/45

2014-02-26

Landsat 8

OLI

137/44
137/45

2017-02-18

킹 처리된 영상을 기반으로 비모수적 분류처리 기

구를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 감독분류(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Boro종은 2014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체 쌀 생산면

Classifi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쌀 재배지역을 추

적의 42%를 차지하며, 전체 쌀 생산량의 55%를 차

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시기별 쌀 재배지역

지한다. 따라서 Boro종의 판독이 용이한 2월 말에

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서 3월 초의 위성영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기후변화가 쌀의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다. 사용된 위성영상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시

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후자료, 쌀 생산

기가 각기 다른 Landsat 자료이며, 각 시기의 위성

량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상 획득 날짜 및 제원은 Table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30
년 동안의 통계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

3. 연구결과

다. 방글라데시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쌀 생산량 자
료를 구축하였으며, Barisal 지역 기상관측소의 관
측 값을 활용하여 월평균기온, 월강수량 자료를 구

1)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쌀 재배지역 추출

축하였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기온변화와 강수량

본 연구에서는 여섯 시점의 Landsat 다중영상을

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0년

활용하여 감독분류 기법인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통계자료를 15년씩 나누어 총 두 기간(1988~2002

Boro종의 재배지역을 포함한 토지피복도를 작성

년, 2003~2017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하였다. 분류 항목은 쌀 재배지역(Boro종 재배지),

다. 이 과정에서 두 시기의 통계자료 간의 유의성 검

산림지역, 수역, 기타 농경지, 도시, 습지, 미분류지

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역 총 7개이다. 전체 분류영상의 화소수는 4,042×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재배되는 벼의 세
가지 품종(Aus, Aman, Boro) 중에서 12~2월경 파
종하여 4~5월에 수확하는 Boro종을 대상으로 연

5,021 픽셀이며, 분석에 사용된 영상의 면적은 약
10,964㎢이다.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Barisal 지역 Boro종의 생

110

박현수·장동호·이승호

산면적은 1989년에 314㎢, 1995년에 391㎢, 1999

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통계자료 대비 오차율이

년에 625㎢로 분류되었으며, 2006년에는 950㎢,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

2014년 1,407㎢, 2017년 1,274㎢로 분류되었다

졌다고 판단된다.

(Table 3, Figure 3). 위성영상을 이용한 쌀 재배면
적 분류결과와 Barisal지역의 통계자료를 비교한 결

2) Barisal 지역 쌀 생산량 변화와 기후자료 분석

과는 Table 4와 같으며,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

쌀의 생산량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인다. 1989년의 경우 약 6㎢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기후환경은 쌀의 생육과 매우 밀접하

1995년에는 약 2㎢ 차이를 보였다. 1999년에는 약

여 쌀의 작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68㎢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2006, 2014, 2017년

연구에서는 Barisal 지역의 쌀 생산량 변화와 평균

의 경우 각각 18㎢, 70㎢, 28㎢의 차이가 나타났다.

기온, 강수량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온과 강수

다른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1999년과

량 등의 기후요소가 쌀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

2014년의 오차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해당년도

는지를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를 구축하는데 참고하였던 날짜와 각 년도

기후변화가 작물 재배의 공간적 범위, 면적, 생

에 Barisal 지역을 주사한 위성영상 시기간의 불일

산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치, 통계자료 구축과정에서의 오차에 기인한 것으

Barisal 지역의 쌀 생산 통계자료와 기상관측소에서

Table 3. Overall land cover and change in research area.
Year
Class

1989
Area (㎢)

Boro Area

1995
Rate (%)

Area (㎢)

1999
Rate (%)

Area (㎢)

Rate (%)

314

2.86

391

3.57

625

5.70

1,747

15.94

1,620

14.78

2,331

21.26

Water

1,411

12.87

1,204

10.98

1,322

12.06

Farmland

4,540

41.41

5,382

49.09

3,582

32.67

294

2.69

355

3.24

392

3.57

Tree

Wetland
City

56

0.51

30

0.28

36

0.33

Unclassified

2,603

23.74

1,981

18.07

2,676

24.40

Total

10,964

100.00

10,964

100.00

10,964

100.00

Year
Class

2006
Area (㎢)

Boro Area

950

2014
Rate (%)

2017

Area (㎢)

Rate (%)

Area (㎢)

Rate (%)

8.66

1,407

12.83

1,274

11.62

Tree

2,909

26.53

2,746

25.04

2,888

26.34

Water

1,338

12.21

1,489

13.58

1,365

12.45

Farmland

3,789

34.56

3,206

29.25

2,398

21.87

131

1.19

102

0.93

457

4.17

62

0.57

43

0.39

149

1.36

Unclassified

1,785

16.28

1,972

17.98

2,433

22.19

Total

10,964

100.00

10,964

100.00

10,964

100.00

Wetland
City

다중시기 위성영상과 기후자료를 활용한 쌀 생산지 면적 및 생산량 분석

(a) 1989

(b) 1995

(c) 1999

(d) 2006

(e) 2014

Figure 3. Land cover classification results.

(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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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results and statistics data.
Year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results (㎢)

Statistics data (㎢)

1989
1995
1999
2006
2014
2017

314
391
625
950
1,407
1,274

320
389
693
968
1,477
1,302

관측한 월평균기온, 월강수량 자료 간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두 시기의 생육시기별 15년간 평균값을 분석
한 결과, 평균기온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

Barisal 지역의 쌀 생산 통계자료는 방글라데시

며 강수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988~2017년에 해

수 있었다. 이를 생육기간별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

당하는 30년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후자료의 경

해 전체생육기간의 평균기온은 0.2℃ 상승하였으

우 Boro종의 파종기, 성장기, 등숙기를 고려하여 전

며, 파종기, 성장기, 등숙기는 각각 0.0℃, 0.3℃,

체생육기간에 해당하는 12월~이듬해 5월 기후자료

0.6℃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종기의 평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생육기간 중 12월~이

균기온 상승폭은 미미하였으며, 등숙기의 평균기온

듬해 2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파종기로 구분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수량의

2~3월 자료 및 4~5월 자료를 각각 성장기, 등숙기

경우 전체생육기간 67.7㎜ 감소하였으며, 파종기,

자료로 구분하였다. 기온자료의 경우 전체 생육기

성장기, 등숙기는 각각 20.8㎜, 39.5㎜, 25.6㎜ 감소

간, 파종기, 성장기, 등숙기에 해당하는 월평균기온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두 시기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강수량의 경우에는 해

간에 평균기온, 강수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

당 월강수량들을 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펴보기 위해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와 현재의 기온변화와 강수량변화에 따른 쌀

는 Table 5와 같다.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0년 통계자료를 15

평균기온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년씩 나누어 총 두 기간(1988~2002년, 2003~2017

나지 않았다. 등숙기 평균기온의 경우에만 유의수

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준 1%에서 두 시기 간 평균기온의 변화에 대해 통

Table 5.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nge by period.
Period
Year

Sowing period
Tmean (°C)

1988-2002

20.0

2003-2017
Rate of change
p-value

Prec (㎜)

Growing period
Tmean (°C)

Entire period

Prec (㎜)

Tmean (°C)

Prec (㎜)

96.7

28.6

312.5

23.9

420.6

24.2

57.2

29.2

286.9

24.1

352.9

0.3

-39.5

-25.6

0.2

-67.7

0.309

0.129

0.576

0.168

0.215

45.5

23.9

20.0

24.7

0.0

-20.8

0.879

0.130

* Significance: Significant α=0.01(Two-Sided test)

Ripening period

0.6*
0.007

Tmean (°C)

Pr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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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nge by month.
Period
Year

Dec.
Tmean (°C)

Jan.
Prec (㎜)

Feb.

Tmean (°C)

Prec (㎜)

Tmean (°C)

Prec (㎜)

7.2

18.3

4.2

21.8

34.2

1988-2002

19.8

2003-2017

19.7

4.3

18.1

4.5

22.1

15.9

Rate of change

-0.1

-2.9

-0.2

0.3

0.3

-18.3

0.517

0.429

0.372

0.930

0.364

0.135

p-value

Mar.

Period
Year

Apr.

Tmean (°C)

Prec (㎜)

1988-2002

26.0

2003-2017

26.2

Rate of change
p-value

May.

Tmean (°C)

Prec (㎜)

Tmean (°C)

62.6

28.3

95.0

28.9

217.5

41.3

28.8

73.1

29.5

213.8

0.2

-21.3

0.556

0.413

0.5*
0.055

-21.9
0.395

0.6**
0.012

Prec (㎜)

-3.7
0.939

* Significance: Significant α=0.10(Two-Sided test)
** Significance: Significant α=0.05(Two-Sided test)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두 시기 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월에도 마찬가지로

평균기온의 변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강수

p-value가 0.012로 산출되어 유의수준 5%에서 통

량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통계적 결과가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강수량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종기, 성장기의 p-value가

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통계적 결과가 나타나지

0.1에 근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한 통계적 유의

않았으나, 2월 p-value가 0.1에 근접한 것으로 미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루어 보아 약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생육시기에서 연도 별 두 시기에 대해 월별 평

Figure 4, 5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지역의 Boro

균기온, 강수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의성 검

종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생산성), 생육시기

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평

별 평균기온, 강수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균기온의 경우 12월~이듬해 3월에서는 통계적 유

연구지역에서 Boro 종의 생산량은 90년대 중반과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4월에는 p-value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0.055로 산출되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Figure 4. Boro production and yield in the Baris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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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er year according to the period of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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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00년대 후반 이후에 2012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또한 90년대 중반, 2000
년대 초중반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
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중시

전체 생육기간 평균기온의 경우 변화의 폭이 크

기 Landsat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영상 감독분류

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

를 통해 방글라데시 Barisal 지역의 쌀(Boro종) 생

였다. 파종기 평균기온의 경우 변화의 폭이 크지 않

산지역을 탐지하였으며, 위성영상 분류 결과와 통

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하강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계자료 간의 비교를 통하여 작물 생산면적을 추출

성장기 평균기온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

해 내는 데에 있어서 위성영상의 효용성을 검토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생육기의 평균온도와 유

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쌀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사한 변화폭이 나타났다. 등숙기 평균기온에서는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균기온, 강수량자료와

모든 기간 중 가장 높은 변화폭이 나타났으며, 특히

쌀 생산량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2000년대 후반 이후 29℃ 이상의 평균기온이 지속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는 경향을 분

위성영상 분류를 통한 쌀 재배지역 추출 결과

석할 수 있었다. 전체 생육기간 강수량의 경우 전반

1989년 314㎢, 1995년 391㎢, 1999년 625㎢, 2006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파종기, 성장

년 950㎢, 2014년 1,407㎢, 2017년 1,274㎢이 추출

기, 등숙기의 강수량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으로

되었으며 통계자료 대비 오차율이 10%를 넘지 않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이상의 쌀 생산자료, 기후자료 간의 분석 결과, 지

판단된다.

난 30년 동안 연구지역의 Boro종 생산량, 생산성은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연구지역에서는 전반적으

지 파악하기 위해 Barisal 지역의 쌀 생산량 통계자

로 Boro종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기온이 상승하였

료와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월평균기온, 월강수

고, 특히 등숙기 평균기온의 상승률이 다른 생육시

량자료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온변

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숙기

화와 강수량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

의 평균기온 상승이 Boro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

기 위해 30년 통계자료를 15년씩 나누어 총 두 기간

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수량의 경우 전반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기

적으로 Boro종 생육기간동안 감소하는 양상이 나

온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의 경우

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실시한 기후자료의 유의성 검증결과와 함께

두 시기의 기후자료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Boro종의 생산량과

한 결과, 등숙기 평균기온의 경우에만 유의수준 1%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는 등숙

에서 두 시기 간 평균기온의 변화에 대해 통계적으

기의 평균기온이며, 파종기와 성장기의 강수량, 전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생육기간(12월

체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기온이 Boro종의 생산성

~이듬해 5월)에 대한 기후자료를 월별로 나누어서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성 검정을 한 결과, 등숙기에 해당하는 4월과 5
월의 평균기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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