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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과채인 시설 토마토의 주산지 형성 원인을 구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농업총조사 개 연도의 시군구 단위 수확면적 값을 종속변수로하여 통합최소자승법으로 수확면적에 영향3

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시설재배의 특성상 기상변수와 수확면적 사이에는 통. ,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시군구의 평균적인 시설.

토마토 수확면적은 감소하는 경향 작형에 따라 겨울작형인 남부지역일 경우 수확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

시군구 단위의 고유 특성이 수확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적인 고유 특성에는 정책적.

요인과 유통망 등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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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 Mean(Std.dev.)
Area(independent)Greenhouse tomato cultivation area 17.814(41.009)

Wether

Mintemp
Yearly average minimum

temperature for the previous year
8.628(1.895)

Mintemp2 Squares of Mintemp 78.024(32.462)

Maxtemp
Yearly average maximum

temperature for the previous year
18.589(1.213)

Maxtemp2 Squares of Maxtemp 347.015(44.278)

Maxwind
Yearly maximum wind speed

for the previous year
4.953(1.010)

Sun
Yearly total sunshine hours

for the previous year
2,235.004(167.665)

D.pattern

Upper

(base)
if  is Upper region, then=1,

otherwise=0
0.380(0.486)

Middle
if  is middle region,

then=1, otherwise=0
0.332(0.471)

Lower
if  is lower region, then=1,

otherwise=0
0.288(0.453)

D.year

D.2005

(base)

if t=2005, then=1

otherwise=0
0.333(0.472)

D.2010
if t=2010, then=1

otherwise=0
0.333(0.472)

D.2015
if t=2015, then=1

otherwise=0
0.333(0.472)

D.sigungu
Dummy for each ,

Seoul jongno-gu is base
0.004(0.063)

Note : obs=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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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5718

시군구 지역별 연도별 기온 커널밀도 추정         

Year Mintemp mean (Std. Dev.)Maxtemp mean (Std. Dev.)
2004 8.648 (1.974) 18.766 (1.243)
2009 8.532 (1.937) 18.368 (1.343)
2014 8.703 (1.771) 18.632 (0.998)

Year Mean Std. Dev. Min Max
2005 18.908 40.854 0 322
2010 17.346 43.723 0 365
2015 17.188 38.420 0 338

Variable Coef. Std. Err. p-value

Wether

Mintemp 2.834 4.458 0.525
Mintemp2 -0.192 0.249 0.442
Maxtemp -6.152 9.324 0.510
Maxtemp2 0.205 0.256 0.424
Maxwind -0.701 0.814 0.389

Sun 0.002 0.003 0.380

D.pattern Middle 4.814 7.371 0.514
Lower 31.161*** 11.238 0.006

D.year
D.2010 -0.831 0.874 0.343
D.2015 -1.726** 0.821 0.036

Intercept 34.391 75.926 0.651
Note : 1) *p<0.1, **p<0.05, ***p<0.01

2) Results of D.sigungu are left out

3) Adj R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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