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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large fluctuation in the production and price of garlic (Allium sativum L.) because it is 

grown mainly in the open field and is vulnerable to weather conditions. Accurate forecasting is 

needed to manage p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accuracy of production 

forecasting by developing a model that estimates the weight of garlic bulbs at harvest based on 

growth and meteorological data. For this study, a two-level multilevel model was used to reflect the 

hierarchical data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individual unit data that represented the above-ground 

growth conditions at the end of April and the lot unit data that represented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from the end of April to harvest time. It was determined that the weight of the garlic bulb 

increased as the growth of the sheath diameter and the plant height increased at the end of April. As 

for the meteorological factors, it was estimated that precipit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the garlic 

bulb weight, while the pre-harvest precipitation, duration of sunshine, evapotranspiration, and the 

optimal temperature day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weight.

Additional key words: Allium sativum L., fixed effect, growth observation survey, hierarchical data, 

supply-demand management

서 언

마늘(Allium sativum L.)은 주요 5대 채소 품목 중 하나로,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어 기상에 따라 생육작

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 크다. 안정된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

한 수급조절 정책을 마련하지만, 적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량과 생산량 예측이 선제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늘 생산량 예측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탐색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마늘 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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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수정보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모형으로 단수를 추정한 결과 1월 평균최고기온, 3월 누적강수량, 10월 누적강

수량, 4월 누적일조시간, 10월 누적일조시간 등이 마늘 단수에 유의한 기상요인으로 확인 되었다(Choi and Baek, 2016a). 마

늘과 양파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계열 MODIS NDVI와 기상요인을 이용하여 단수예측모형을 연구한 결과 생육단계 중 잎 

출현기(leaf emergence) 초반의 NDVI와 단수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Na et al., 2017). 또한 난지형 마늘의 적

합한 재배온도의 범위로 주간 17°C, 야간 12°C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이 크기와 모양이 균일한 인경과 인편을 가지는 상품성 

높은 마늘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Oh et al., 2019).

마늘과 유사한 작물인 양파의 경우에도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다. 일장을 조절하며 양파 구 비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An and Suh, 2013)가 있었으며, 양파 주산지의 단수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공간가중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단수를 추정

한 연구(Choi and Baek, 2016b)가 있었다. 또한, 생육기 온도 상승이 극조생 양파의 생육과 구 비대에 미치는 영향 검증(Song 

et al., 2017), 고온과 다습조건이 양파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력 규명(Lee et al., 2019), 양파 구 특성 및 유기물 함량 등에 

따른 품종 평가 및 분류(Lee et al., 2020) 등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최종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을 확인하거나, 관심있는 환경요인을 통제하는 실험을 통하

여 마늘 생육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되는 마늘의 생육환경 변동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실시한 실측조사 자료 중 지상부 생육자료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기상자료 추정치를 토대로 난지형 마늘의 최종 구중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생육 실측조사 자료 및 소기후모형의 기상 추정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생육 실측조사 자료(이하 생육자료)와 소기후모형의 기상 추정 자료(이하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생육자료는 2020년 KREI에서 실시한 생육 작황 실측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실측 조사대상 100농가 중 병해발생, 표본교

체, 측정불가 등을 제외한 난지형(남도, 대서) 마늘(Allium sativum L.)을 재배하는 25농가의 실측자료를 사용하였다. 생육 실

측조사는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구 비대시점인 4월 하순(6회차 조사)의 지상부 

생육자료(초장, 엽초경, 엽수, 엽초장)와 최종수확기의 생구무게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늘의 T/R율(지상부와 지하부 생장의 중

량비율), 엽수 및 엽초경이 수확기 약 30일 전 전후로 최대치를 나타냈다가 줄여드는 경향을 보이므로(Chungcheongbuk-do 

ARES, 2014) 구의 비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4월 하순을 마늘 구중의 결정요인 추정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KREI에서 실시한 

2020년 생육 실측조사와 관련된 조사체계 및 조사 항목, 조사주기, 조사 결과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OASIS, 2020).

기상자료는 기상청 기상데이터포털에서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최소 단위가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

어, 필지 단위로 구축된 생육자료와 연관성이 낮은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필지단

위의 일별 기상 추정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상 추정에 사용된 소기후 모형은 우리나라 전역의 필지 단위까지 기상자료를 추

정하는 모형으로 중요한 기상요소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Kim et al., 2019). 

기상요소별 상세화 기술로, 기온은 관측소별 관측값을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방법으로 공간내삽한 후 동적 해

발고도 보정, 일사효과, 도시열섬효과, 온난대 보정, 냉기류 보정을 적용한 기술이다. 강수량은 PRISM(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s Model)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일조시간은 시간별 음영기복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

사량은 관측소별 일적산일사량 관측값을 IDW 방법으로 공간내삽한 후 수평면 일사량의 지형보정치인 상대일사량지수 분포

도(PRR, Potential Relative Radiation)를 이용하여 보정한 기술이다(RDA,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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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rlic in the same lot were collected as individual units. The units have a two-level hierarchical structure that shares 
meteorological factors. One-level represents growth factors at the unit level, and Two-level represents meteorological 
factors at the lot level.

소기후 모형을 통해 산출된 필지단위의 일별 기상자료(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 일사량) 외에 선행

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여 마늘 구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가지 기상 파생변수를 생성하였다. 파생변수 종류로는 증발산량(지

면에서 대기로 증발한 수증기량과 식물의 잎 표면에서 대기로 증산된 수분량의 합), 생육도일(평균기온이 4°C 이상인 일별 [일 

평균기온-4] 값의 합), 최적기온일수(최고기온이 15－25°C인 일수), 일교차(최고기온-최저기온의 평균), 고온일수(최고기온 

30°C 이상인 일수), 강우일수(일강수량이 5mm 이상인 일수), 강우피해지수(전날 강수량과의 합이 50mm 이상이 되는 날의 

일강수량 합), 탄소동화저해일수(최고기온이 25°C 이상인 일수), 수확직전 강수량(수확일 전 이틀간의 누적 강수량)이다. 구 

비대시점인 4월 하순부터 최종 수확기까지의 기상이 마늘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자료 특성에 

따라 누적 또는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모형

구축된 자료의 특성은 생육자료가 개체단위로 축적되어 있고 기상자료는 필지단위로 축적되어 있어 생육자료와 기상자료

는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의 구조(Fig. 1)를 가지고 있다. 다중회귀분석과 같이 기존의 통계모형은 단층구조의 자료

로서 하나의 분석단위만을 고려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수준인 개체단위, 2-수준인 필지단위로 구성되어 

복수의 분석단위를 가진다. 이러한 위계적 자료를 개체 단위로 분석하게 될 경우 동일 필지 내 개체간 상관성 등의 이유로 독립

성의 가정이 위배되며,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 1종 오류(type I error)의 증가, 가설검정의 타당성 위협 등이 발생한다(Cronbach, 

1976).

반면에 필지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분석단위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므로 가설검정의 타당성 위협은 줄어든다. 하지만 표본

크기가 줄어들어 추정량의 정밀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저하되며, 필지 수준의 변수만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필지 특성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집단의 정보로 개인을 해석하면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수 있다

(Robinson, 1950). 따라서, 생육과 기상자료가 보유한 특성을 같이 고려하여 마늘의 최종 구중을 추정하기 위해 2-수준 다층모

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였다.

구중 추정모형의 변수 선택과정으로, 먼저 1-수준 요인인 생육변수만을 활용하여 구중 모형을 추정한 결과 엽수, 초장, 엽초

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다음 2-수준 요인인 기상변수 중 강수량, 강우일수, 수확직전 강수량, 일조시

간, 증발산량, 최적기온일수가 구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최종모형에 적용하였다.

1-수준 모형은(Eq. 1) 생육 자료의 개체 단위 모형으로, 최종 구중과 개체별 생육자료와의 회귀분석 모형이다. 는 농가

에 속한 개체의 최종 구중이며, 는 각 개체별 생육자료(엽수, 초장, 엽초경)이다. 는 농가의 1번째 생육 변수()가 종

속변수 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이다. 는 오차항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초장이 최종 구중에 미치는 

영향이 농가에 따라 다른 것처럼, 계수 는 필지의 특성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2-수준 모형은(Eq. 2) 필지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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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line graph showing the changes in the above-ground growth from the 1
st
 (Mid-Feb) to the 10

th
 (Early-Jun) survey 

of 25 garlic cultivation farms. Circles, triangles, squares, and pentagons refer to the growth data of plant height, leaf 
number, sheath length, and sheath diameter, respectively.

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집단간 모형이기도 하다. 는 최종 구중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기상자료를 나타내며, 은 1번째 

기상변수가 최종 구중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



 ̅･




 ̅･
 ∼   (1)




̅･


̅･


̅･



̅･


̅･


̅･



 (2) 




 
 

 










∼ 




 
 






 

1-수준 변수의 중심화 변환에서는 집단평균 중심화 
 ̅

･
변환을 사용하였는데, 중심화 변환 방법 중 집단별 회귀선의 

신뢰도가 가장 높고 1-수준 오차도 가장 작다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Kang, 2016).

통계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수 추정치와 랜덤효과(또는 무선효과) 모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효과는 절편계수()

와 수준별 변수의 계수(∼ ∼)이며 그 의미는 모집단 전체 평균()과 생육변수(또는 기상변수)가 한 단위 증가

할 때 최종 구중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랜덤효과는 개체별 효과인 와 필지별 효과인 
 가 있다. 랜덤효과는 

생육요인이나 기상요인이 최종 구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고정된 효과 이외에 필지별로 다른 효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

타내는 정도로서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수준 모형의 랜덤효과 모수인 은 의 분산을 의미하며, 2-수준 모형의 랜덤

효과 모수인 는 
 의 분산-공분산 행렬을 의미한다.

모수 추정으로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값을 기준으로 최적 모형을 선택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2는 1차부터 10차 조사까지 지상부의 생육 변화를 보여주는 꺾은선 그래프이다. 초장, 엽수, 엽초경은 6－7차 조사(4월 

하순－5월 상순)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초장의 경우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엽초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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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tatistics on the above-ground growth data at the end of April and the bulb weight at harvest time

Time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6th survey (end of April)

Plant height (cm) 84.95 11.20 34.70 109.40

Leaf number 8.97 1.27 6.00 13.00

Sheath length (cm) 32.67 6.72 11.40 52.30

Sheath diameter (mm) 20.32 3.59 9.98 30.65

Final survey (harvest time)

Bulb weight (g) 77.03 28.72 15.00 156.00

A B C

D E F

Fig. 3. Box plot of cumulative or average values of meteorological data from the end of April to harvest, (A) daily mean air 
temperature, (B) daily maximum air temperature, (C)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D) cumulative precipitation, (E) 
daylight hours, (F) cumulative amount of solar.

경우 7차 조사(5월 상순) 이전까지 점차 증가하다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은 6차 조사(4월 하순) 기준 지상부 생육자

료와 최종수확기 구중 무게의 기초통계량이다. 구비대 초기의 지상부 생육은 평균적으로 초장 84.95cm, 엽수 8.97매, 옆초장 

32.67cm, 옆초경 20.32mm 이었으며, 수확기 평균 구중은 77.03g 이었다.

또한, 실측 조사 농가 필지별 추정한 기상 자료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생육조사 측정일과 동일한 

구 비대시점인 4월 하순부터 최종 수확기까지 약 30일간으로 설정하였다. Fig. 3은 표본 대상 농가의 기상자료(최고기온, 최저

기온, 평균기온, 일조시간, 강수량, 일사량) 누적 또는 평균값의 상자그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평균기온(Avg. Temp.)은 25

농가의 약 30일간의 평균기온 분포를 보여준다. Table 2는 최종 분석모형에 선택된 기상요인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이다.

난지형 마늘의 생육자료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구중을 추정하는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으

며, 마늘의 최종 구중을 추정하는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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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statistics of meteorological data from the end of April to harvest time of 25 farms in the main garlic production 
regions

Meteorological factors
z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Precipitation 153.76 56.35 88.70 251.43

Rainy days
y

6.64 1.19 4.00 9.00

Pre-harvest precipitation
x

4.30 5.80 0.00 16.65

Daylight hours 6.44 0.18 5.92 6.61

Evapotranspiration 3.56 0.16 3.33 3.90

Optimal temperature days
w

7.76 1.94 5.00 11.00
z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y
The number of days with more than 5mm of daily precipitation.

x
Cumulative precipitation in the two days before harvest.

w
The number of days with the maximum air temperature between 15°C and 25°C.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생육요인과 기상요인이 마늘의 최종 구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효과 추정치

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1-수준 모형의 고정효과 추정치 중 마늘 최종 구중의 평균값()은 76.26g으로 추정되

었다. 엽초경의 한계효과()는 3.12로 추정되었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월 하순 마늘 엽초경이 1mm 증

가하면 최종 구중은 3.12g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엽수의 한계효과()는 1.61로 추정되었으나, p-value는 0.1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장의 한계효과()는 0.58로 추정되었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비대 초

기에 초장이 1cm 증가하면 최종 구중은 0.58g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요인으로는 강수량, 강우일수, 수확직전 강수량, 일조시간, 증발산량, 최적기온일수 총 6가지 기상변수가 최종모형에 

선택되었다. 강수량의 한계효과()는 －0.20, 강우일수의 한계효과()는 －7.22로 두 추정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구비대 초기부터 수확기 기간동안 강수량이 1mm 증가하면 최종 구중은 0.20g 감소하고, 강우일수가 하루 증

가하면 7.22g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구비대 초기 이후부터 최종 수확시점까지 약 30여일간의 강수량과 강우일수

가 증가할수록 상대습도가 높아져 구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고온과 다습 조건이 결합되면 

쪽당 무게가 감소하고 생리장해 발생 및 스펀지마늘 등 비상품과의 발생률이 증가하여 상품수량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Lee et al., 2018)와 유사하다. 수확직전 강수량의 한계효과()는 0.50으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증발

산량의 한계효과()는 76.46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수확일 전 이틀간의 강수량이 1mm 증가

하면 최종 구중은 0.50g 증가하고, 증발산량이 1단위 증가하면 76.46g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조시간의 한계효과

()는 42.04, 최적기온일수의 한계효과()는 6.73으로 두 추정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비대 초기

부터 수확기까지 일조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최종 구중은 42.04g 증가하고, 최고기온이 15°C 이상 25°C 이하인 일수가 하루 

증가하면 6.73g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마늘쪽 비대 조건은 온난장일(적온 조건은 20°C 내외)이며, 구 비대시

기인 5월의 단일은 구형성에 극히 불량하게 나타나는 반면, 자연일장과 장일은 구 비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

(RDA, 2018b)와 유사하다.

최종 마늘 구중 추정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의 성능지표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E(Mean 

absolute error),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산출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추가로 실제 마늘 구중(x축)과 

모형 추정 구중(y축)의 산점도를 Fig. 4에 나타냈다. 대부분의 개체에서 실제 구중과 추정 구중이 y = x 선에 근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두 수치간 상관계수도 0.83으로 높아, 다층모형의 추정결과는 마늘의 최종 생구 무게를 예측하는데 강건하다고 판단된다. 

구비대 초기의 생육자료와 구비대 초기부터 수확기 기간 동안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마늘의 최종 구중에 미치는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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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wo-level multi-level model analysis results that estimate the final garlic (Allium sativum L.) bulb weight using 
above-ground growth data and meteorological data

Fixed effects
z

Estimate Standard error T-statistic P-value
y

1-Level effect

Intercept () 76.26 1.73 44.16 0.000***

Sheath diameter () 3.12 0.56 5.57 0.000***

Leaf number () 1.61 1.05 1.53 0.126

Plant height () 0.58 0.13 4.38 0.000***

2-Level effect

Precipitation ()
－0.20 0.02 －7.87 0.000***

Rainy days ()
－7.22 1.56 －4.63 0.000***

Pre-harvest precipitation ( ) 0.50 0.27 1.90 0.063.

Daylight hours () 42.04 9.17 4.59 0.000***

Evapotranspiration ( ) 76.46 11.45 6.68 0.000***

Optimal temperature days () 6.73 1.07 6.26 0.000***

Random effects
x

Variance Standard deviation

1-Level effect

Residual () 266.910 16.337

2-Level effect

Intercept () 55.275 7.435

Sheath diameter () 4.787 2.188

RMSE MAE MAPE

15.84 12.2 18.69

z
The results of fixed effects such as estimates, standard errors, t-statistics, and p-values of above-ground growth factors and meteorological 

factors.
y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x
The results of random effects such as varianc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residual, intercept, and sheath diameter factors.

Fig. 4. Scatter plot comparing estimated and actual values of final garlic bulb weights. Y-axis is the estimated values from 
the multilevel model and X-axis is the actual values, and the solid line is the Y = X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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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효과를 추정하였다. 4월 하순 초장과 엽초경의 생육이 좋을수록 마늘의 최종 구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기상요인 중에서는 강수량과 강우일수는 구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확직전 강수량, 일조시간, 증발산량, 최

적기온일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층 구조의 전통적인 통계모형이 아닌 위계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다층모형으로 마늘 구중을 추정하였으며, 수확기 약 30일 이전의 지상부 생육자료를 기반으로 최종 구중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수급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는 병해충, 토양정보, 경영정보 등 기상요인이나 지상부 생육요인 외에 구중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생육 실측자료가 1개년만 수집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을 비교 

검증할 수 없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축적한 생육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추정모형을 검증하고 모형의 개선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추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실측조사에서는 생육정보 뿐만 아니라 

병해충, 토양정보, 경영정보 등 다양한 생육환경 자료를 수집하여 마늘 최종 구중 예측모형의 고도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초 록

마늘은 노지 작물로 기상에 따라 작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 크다. 안정된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구 비대 초기의 마늘 생육과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구중 추정모

형을 개발함으로써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분석은 개체단위인 4월 하순 지상부 생육자료와 필지단위인 4월 

하순에서 수확기까지 기상 추정자료로 구성된 위계적자료 특성을 반영하여 2-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4월 하

순 엽초경, 초장의 생육이 좋을수록 생구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은 강수량, 강우일수는 구중에 감소효과를, 수

확직전 강수량, 일조시간, 증발산량, 최적기온일수는 증가효과가 나타나 마늘 최종 구중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주요어 : 마늘, 고정효과, 생육실측조사, 위계적자료, 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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