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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모형의 개발과 적용

본 연구에서는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모형에 의해 생성된 중·
단기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를 밭 지역 토양 물수지의 기상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격자 기반 토양수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기상자료 적용 방식인 지
배관측소 자료 적용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토양수분 모의에 대한 WRF 기상자료의 
적용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토양수분 모형은 한 지점에 대하여 토층을 4개
로 구분하고 각 토층의 토양수분을 일별로 모의하며 모형의 모의 성능은 2010년 
5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측된 토양수분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통계치를 기준으로 최상위 토층과 최하위 토층의 모의 성
능이 중간 토층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토층에서의 토양수분 모의 
성능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WRF 기상자료의 토양수분 모의에 대한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8월 
29일부터 10월 8일 간의 경기도 광릉 지역을 도메인 중심으로 모의된 WRF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토양수분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이천 기상
대 자료를 적용했을 때의 토양수분 모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적용성을 분석하였
다. 실측 토양수분에 대한 모의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WRF 기상자료를 
적용한 경우 토양수분 실측 지점의 토양수분 값을 보다 우수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RF 기상자료의 토양수분 모형에 대한 적용성의 근거가 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모의된 토양수분 값을 van Genuchten 방정식을 활용하여 토양수분장력
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된 토양수분장력 값을 기준으로 관개 및 작물 수분 스트레
스에 대한 정보를 시범 생산하였다. 토양수분, 토양수분장력, 필요수량 및 작물 수
분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시계열 및 분포도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각 
격자 지점에 대한 각 수문인자의 시계열 정보와 대상 지역에 대한 일별 분포 상태
를 확인하였다. 기존 방식에 비해 WRF 기상자료를 적용한 결과 각 수문인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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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공간적 기상차이를 반영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지역에 따른 필요수량의 양적 
파악과 작물 수분 스트레스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관개 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토양수분, 토양수분장력, 관개 및 작물가뭄, WRF 모형 
학  번 : 2014 – 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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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연중 평균기온 증가, 강수량 증가

와 계절별 강우 편차 및 강우 강도 등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농업

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관개기간 중 농업용수 수급의 안정성을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승환 외, 2012). 또한 계절별 강우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농업가뭄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농업가뭄

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경지 관개

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지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밭의 경우 관개 시설의 미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임의적인 관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하수 관정에 의한 관개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밭작물 재배 시 토양수분은 작물의 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Shani and Dudley, 2001). 이는 작물이 토

양과 뿌리 간의 수분장력 차이에 의해 물을 흡수하는 원리에 기인하므

로 작물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한성을 고려한 토양수분 조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토양수분 값이라도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른 토양수분장력 값을 가지므로 토양수분 값을 통해 작물의 생

육상태를 파악하거나 관개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Thompson et al. (2007)에 따르면 작물의 뿌리분포의 불확정성으로 인

해 관개계획 수립 시 토양수분 값 기준보다 토양수분장력 값을 기준으

로 관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따라서 토양수분 값을 토양수분장력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양수분장력 값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평가하고 관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갖는 용이성으로 인해 토양수분장력 기반 관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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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Phene et al., 1973; Phene et al.,

1989; Kukal et al., 2005; Nzokou et al., 2010; Létourneau et al., 2015).

현재까지 밭 지역의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상자료는 티센망 법에 의해 결정된 지배 관측소의 기상자료로써 대상

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적 기상차이

를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소규모로 분산된 밭 지역에 대하여 지배 관

측소의 기상자료를 적용할 경우 실제 기상과 적용된 기상자료 간의 차

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토양수분장력을 이용하여 관

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실시간 측정을 통한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

정이다.

한편 기상모델의 발달과 함께 고해상도의 기상자료가 생산되고 있으

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기상 모델에 따라 예측

자료의 해상도와 최대 예측기간이 결정되며 격자형으로 생산된 기상 예

보자료는 대상지역 내의 기상 차이를 고려한 미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김용상 외, 2002; 홍기옥 외, 2007; 송지애 외, 2015). 또한 지리정보시

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토성도 및 토지이용도 등의 자료를 격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자 단위 토양 물수지 분석이 가능하여졌

다. 따라서 고해상도 기상 예측자료를 격자 단위 토양 물수지 분석에

활용한다면 기상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물수지 분석과 중·단기 관개

계획 수립 및 가뭄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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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지

역적 기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토양수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관개 계획 및 작물 가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에 대한 세

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해상도 기상모델로써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활용하며 격자형 기상모의자료를 밭 토양 물수지

분석에 적용한다.

(2)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 및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토지피복도, 토지

이용도와의 연계적 활용이 가능한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별 토양수분 모의를 실시한다.

(3) 토양수분 모의 결과를 토양수분 장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물 및

토성에 따른 밭 관개계획 및 작물별 가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밭

관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RF 모델과 토양수분 모델을 연계함으로써

토양수분장력 기반 관개계획을 수립하고 작물 수분스트레스 정보 제공

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밭작물 재배 시 관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물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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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고해상도 기상모델

현재까지 기상 모의는 수치예보모델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 수치예

보는 전자계산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명과 더불어 수치해석이 가능해짐으

로써 발달하였다. Charney (1948)는 다루고자 하는 대기현상의 복잡성에

따라 지배방정식을 단순화하는 기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준지균 모델

(Quasi-geostrophic model)을 개발하였으며 Ellioson (1953)은 대기중충

기압골의 이동과 발달과정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처음으로 수치예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수치예보모델은 컴퓨터의 속도와 메모리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상세한 물리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경압모델로 발전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수치예보를 기상업무에 도입한

이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왔다. 수

치예보모델의 격자 단위 기상자료 생산과 검증에 관한 연구로는 Daly et

al. (1994)의 경우 PRISM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후인자들의 영향을

고려하는 고해상도 격자형 기후자료 산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각

기후인자에 대한 가중치 조절 등을 통해 격자형 자료의 산출 수준을 개

선시키고 있다 (Daly et al., 2003; Daly, 2006). 국내 연구로는 신만용 외

(1999)는 격자 단위 기후자료 추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김용상 외 (2002)는 초기자료 개선을 위해 객관분석 기법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또한 홍기옥 외 (2007)는 한반도의 GIS 정보와 지상관측 기온

자료를 PRISM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고해상도 기온자료를 산출하였으며

김맹기 외 (2013)는 MK-PRISM 모델을 활용하여 남한 1km 해상도의

격자형 일 기상자료를 생산하고 모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수치모델에 의해 생산된 기상자료가 수문학적 분석에 활용된 사례로서

Abatzoglou (2011)은 PRISM 모델에서 생성된 4km 단위 격자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생태 모델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Peter et al. (20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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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Noah 모델을 이용하여 프랑스 남부 지역의 토양수분모의를 실시

하고 이를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모델의 토양수분 모의 성능을 평가한

바 있다. 또한 Rasmussen et al (2014)은 미국 콜로라도 지역의 WRF 기

상자료를 이용하여 수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콜로라도 지역

의 상류부 물수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백종진

외 (2012)이 WRF-ARW(Advanced Research WRF) 모형을 이용한 공간

분포형 강우 자료를 수문 모형인 HEC-HMS와 연계 활용함으로써 유출

모의를 시행한 바 있으며 홍민기 외 (2015)은 WRF 기상자료를 활용하

여 밭 지역 토양 물수지를 실시함으로써 기상에 따른 토양수분과 필요수

량의 지역적 분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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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형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발달과 함께 격자 형태의 토지피복 및 토지이

용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양 물수지를 격자 단위로 실시하

는 분포형 토양 물수지 모델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Belmans

et al. (1983)은 1차원 토양수분이동 모형인 SWATRE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물재배 지역의 토양 내 수분이동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원거리 측정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원거리 측정 자료와 연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양수분 모형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Camillo et al.

(1983)에 의해 토양 지표에 대한 원거리 측정 자료를 기반하여 토양수분

을 모의하는 모형의 개발이 이뤄진 바 있다. Alley (1984)는 월별 증발산

량, 토양수분 함량 및 지하수 함양량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지역

을 대상으로 실측치를 확보하고 검증한 바 있다. 또한 격자 단위 토양

물수지를 통해 산정된 토양수분 정보를 기반하여 유출량 산정을 실시한

연구로 대표적인 SHE 모델 (Abbott et al., 1986)과 TOPMODEL

(Beven et al., 1984)을 들 수 있다. Abbott et al. (1986)은 지형, 토성 및

토지피복의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고 매개변수 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

SHE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Beven et al. (1984)은 수치 표고자료, 토양

및 식생자료 등을 입력 자료로 하여 유역의 토양수분 및 증발산량의 공

간적 분포를 격자 단위로 모의할 수 있는 TOPMODEL을 개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대식 (1995)은 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임의의 격자

에서 물수지 계산이 가능한 유출입 계산자를 개발함으로써 지표배수량

산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최진용 (1996)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추출

된 유역의 기상인자와 일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격자단위 토양 물수지 산

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유출을 모의할 수 있는 격자형 장기유출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김성준과 채효석 (1999)는 격자 물수지 기법을 이용하

여 일단위 토양수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분포형 토양수분추적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평교 유역에 대한 토양수분 분포도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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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양수분 모형의 적용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형이 발달함에 따라 타 응용분야로의 적용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Reed et al. (1997)은 5km 단위의 강우량

자료와 500m 단위의 수치 표고자료(DEM)을 이용하여 미국 텍사스 지

역의 연간 유출량과 증발량의 분포도를 작성한 바 있으며 Vorosmarty

et al. (1998)은 미국 전역에 대하여 격자 단위 토양 물수지를 실시함으

로써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11개의 식들의 증발산량 모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Todini (1996)은 토양수분 모형인 ARNO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에

따른 유역 유출량을 모의한 바 있으며 다양한 유역에 대해 적용함으로

써 유역 형상 인자에 따른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한바 있다. 또한 Arnell

(1999)은 유렵 전반에 걸쳐 24개 대표 유역에 대한 격자 자료를 추출하

고 토양 물수지 방식에 근거하여 일별 유출량을 산정 및 검정함으로써

거시적 토양 물수지 모델의 이점과 한계를 제시한 바 있으며 David et

al. (2003)은 강우에 따른 유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수분 모형을 적용

하여 토양수분함량을 기준으로 지역 유출량 모의 및 홍수 예측을 시도한

바 있다. Croke and Jakeman (2004)는 산림에서의 토양수분 모형을 개

발하고 토양수분 부족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역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역 유출량

산정을 위해 토양수분 모형을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치수 측면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로는 김성준과 채효석 (2000)에 의해 격자기반 토양수분추

적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분석 및 추정이 실시된 바 있

으며 안중기 외 (2006)은 제주도 북부지역에 대하여 물수지 분석법에

근거한 모형을 통해 지하수 함양량 및 지하수위 상승량에 대한 모의 능

력을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김수진 (2014)은 지리정보시스템 연계형 격

자기반 토양물수지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토양수분 추정을 실시하고 밭

가뭄의 경향 및 심도를 정의할 수 있는 농업가뭄지수를 제시한바 있으며

홍민기 외 (2015)는 격자기반 토양물수지 모형을 개발하고 고해상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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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상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적 기상차이를 고려한 밭 토양수분 및

필요수량 산정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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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3.1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

3.1.1 WRF 기상모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형은 최근 미국 국립 대

기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개발된 기

후 모의 및 예측 모델로써 기후에 관한 연구와 기상 예측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개발되었다. WRF 모형은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부터 크게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상도의 기상자료를

모의·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상모의는 관측 자료를 활용한 자료 동

화(data assimilation) 기법을 통해 이뤄진다.

WRF 모형은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중규모 모형으로 수평격자는 Arakawa-C 격자체계,

연직격자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mass-based terrain 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 수치 계는 기존의 MM5 모형과 달리 3차 시간

적분법(Runge-Kuuta split-explicit)을 사용하며 이류 항에 대해서는 6

차 중심 차분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플럭스 형태의 진단방정식을 사용

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칼라량을 보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2014).

WRF 모형을 통한 기상 수치모의를 위해 지형도와 토지피복도가 입

력 자료로 활용된다. 지형도의 경우 WRF 모형의 전처리 도구인

WPS(WRF Pre-Processing System)의 GEOGRID 과정을 통해 생성되

며 토지피복도의 경우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토지피

복도나 우리나라의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 등 분석하고자하는 대상지

역의 지표면 물리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이

상신, 2013). 이와 같은 지형도와 토지피복도 자료는 흡수도(Albedo),

반사도(Emissivity), 거칠기 길이(Roughness), 최대 수분량(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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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및 열적 관성(Thermal inertia) 등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고정된 수치를 가진 자료이며 기상모의 시 기온, 강수, 엽면적지수

(LAI), 일사량, 토양수분보유량 등과 같은 수문기상인자에 영향을 끼침

으로써 기상모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WRF 모형의 시스템 구성은 Fig. 3.1과 같다. WRF 모형은 대기모의

를 위한 연산을 담당하는 솔버(Solver)와 솔버의 물리학적 연산을 돕는

물리학 패키지(Physics package), 관측된 기상자료에 대한 사전 처리

후 자료 동화(Data assimilation)에 의해 생성된 모의치를 보정하는 디

지털 필터(Digital filter)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의 WRF 모형은

ARW(Advanced Research WRF)와 NMM(Non-hydrostatic Mesoscale

Model)의 두가지 솔버 형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솔버는 WRF 모형

안에서 상호 독립·보완적으로 운용된다 (Skamarock et al, 2008).

Fig. 3.1 WRF 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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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WRF 기상자료의 제공

본 연구에서 사용한 WRF 기상자료는 국가농림기상센터(National

Center for Agro Meteorology)에서 농림 지원용으로 구축한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시스템(Land-Atmosphere Modeling Package, LAMP)을 통

해 생성되었다. LAMP는 WRF 모형에 초고해상도 지형 및 토지피복

모형인 Noah-MP 모형을 적용하여 구축한 고해상도 수치모델링시스템

으로써 다중둥지격자체계 및 1차원 모델을 활용한 에너지와 물질의 입

체적 수치모의와 예측을 수행한다(이승재 외, 2016). Noah-MP 지면모

형은 토양과 식생을 결합하여 하나로 취급하는 기존의 Noah 모형과는

달리 토양과 식생을 분리하여 처리하며 복사전달 방안, 기공저항 방안

및 단기 동적 식생 방안 등이 추가된 버전이다 (Niu et al, 2011).

LAMP는 국내 농림지의 소규모 복잡성과 비 균질성을 반영하고 다양

한 농림 분야 응용 모델과 연계되도록 전후처리 과정이 개발 중에 있다

(홍민기 외, 2015). 또한 대기의 수치모의에 있어 바닥 조건인 지형자료

는 운동학적 강제력이 있으므로 지형자료가 정확하고 세밀할수록 정확

한 모의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상 영역의 해상도와 입력 자료로 활

용되는 지형자료의 해상도가 일치할수록 대기모의가 잘 이뤄지는 것으

로 평가된다 (Skamarock et al. 2008). 모의를 위해 경기도 광릉 지역을

초점으로 맞춘 6중 둥지 격자 체계로 도메인을 구성하였으며 도메인 1

부터 도메인 3까지는 WRF 모형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미국 지

질조사국(USGS)의 30초 해상도의 지형고도 및 토지피복 자료, 도메인

4부터 도메인 6까지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환경부에서 남한 지역에 대해

각기 개발한 1/3초 고해상도 수치지형고도 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적

용하였다 (송지애 외, 2015). Fig. 3.2는 도메인 구성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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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omain configuration of WRF model (Lee et al.,

2014)

수평 격자 간격은 바깥쪽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부 둥지격자까지

각각 21,870m(D01), 7,290m(D02), 2,430m(D03), 810m(D04), 270m(D05),

90m(D06)이며 연직 층수는 38층으로 지표면에서부터 50hPa인 고도까

지 이른다 (이승재 외, 2014). 기상자료의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넓은 지

역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해상도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WRF 모형은 다양한 기상인자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며 본 연구

에서의 각 기상인자는 1시간 간격으로 모의되었다. 토양 물수지 모의하

는데 필요한 기상인자 중 WRF 모형에서 제공하는 기상인자는 풍속,

기온, 상대습도 및 강우량의 4가지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순복사량의

경우 WRF 모형에서 제공되는 기상인자인 반사율(albedo), 지표 방출율

(Emissivity), 지구 입사단파, 하향장파복사량 및 지면온도의 값을 활용

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 13 -

  ×  × ××
 (3.1)

는 지구 입사 단파량, 는 지표 반사율, 는 지표 방출율, 는

하향 장파복사량, 는 지면온도, 는 볼츠만 상수

(×  )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국가농림기상센터로부

터 제공받은 WRF 기상자료는 2015년 8월 29일부터 2015년 10월 8일의

총 41일간 자료이며 1시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물수지 분석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 단위 자료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를 위해 토양수분 모형 입력 자료의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일 단

위 자료로의 전환은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단위 자료의

일 단위 전환 프로토콜(Protocol)을 활용하였다. Fig. 3.3은 수평 격자

간격이 810m(D04)인 WRF 기상자료를 일 단위 자료로 전환하여 지리

정보시스템(GIS)으로 도시한 결과이며 2015년 8월 29일에 해당하는 자

료이다. 경기도 여주시 청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각각 26.1 ,

27의 지역을 모의하였다. WRF 모형에 의한 기상자료는 지형 및 식

생 등 다양한 기상요인에 의해 지역적 기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존의 지배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지배면적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것에 비해 고해상도 기상자료의 활용 이점으로 판단된다.

(a) Accumulated precipitation in a day
()

(b) Mean relative humidity in a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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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ccumulated net radiation in a day
()

(d)  Mean Wind speed in a day 
( )

(e) The lowest temperature in a day (℃ ) (e) Mean temperature in a day (℃ )

(e) The highest temperature in a day

(℃ )

Fig. 3.3 Meteorological data from WRF model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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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WRF 기상자료의 모의성능 평가

WRF 모형은 일기예보 등 기상예측을 위해 기상청과 기상관련기관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WRF 모형의 기상

모의성능이 평가된 바 있다 (유승협과 권지혜, 2010; 백종진 외, 2012;

이승재 외, 2014; 송지애 외, 2015; 서범근 외, 2015; Done et al., 2004;

Rasmussen et al., 2014). 특별히 송지애 외 (2015)의 경우 본 연구의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청미천 부근 농경지를 대

상으로 WRF 모형의 단·중기 국지규모의 수치모의 성능을 평가한 바

있다. WRF 모형에 Noah-MP 지면 모형을 적용하고 동적 식생

(Dynamic vegetation)을 가동하여 기온, 풍속, 강수량 등의 기상인자를

청미천 농경지에 대하여 모의하였고 이를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0

일까지 실시한 특별 기상관측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WRF 모형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기온 모의는 2014년 9월 10일 하루만에

최저 온도가 약 8℃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도 포착하는 등 관측 기온을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단파 복사의 경우 관측

에 비해 주간시간대에 과대 모의되는 점이 발견되는 등 풍속 및 순복사

량 모의에 있어 일정부분의 오차를 보이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

어 이승재 외 (2016)은 WRF 모형의 모의 성능을 우리나라 전체에 대

해 평가하기 위해 기상청 지상기상관측 76개의 자료와 방재기상관측

129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온, 풍속, 상대습도 및 강수량의 기상인자에

대하여 성능을 평가한 바 있다. WRF 모형의 5가지 수평격자 크기

(90m, 270m, 810m, 2,430m, 7,290m)에 대한 모의 성능을 비교·평가하였

으며 분석 결과 기온은 다른 기상 인자에 비해 상관도가 뚜렷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평격자 크기를 810m로 하였을 때 bias와

RMSE가 각각 –0.9℃ , 2.3℃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풍속의 경우 평

가된 모든 기상인자 중 모든 해상도에 대하여 상관계수가 0.54 이하의

값을 갖는 등 가장 낮은 상관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풍

속 역시 수평격자 크기 810m인 경우에 대하여 가장 작은 bia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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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MSE(2.03)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의 역

시 수평격자 크기 810m인 경우 가장 작은 bias(-1.39%)와

RMSE(14.18%) 값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강수량에 대한

모형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POD(Probability of Detection)과

ETS(Equitable Threat Score)의 두가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24시간

누적 강수량에 대한 5개의 문턱값(0.5, 5, 10, 15, 20mm)을 적용함으로

써 각 누적 강수량의 크기에 대한 모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POD 값은

0.38∼0.71의 값을 가졌으며 강수량의 누적값이 커질수록 POD 값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TS 값은 0.2∼0.39의 값을 가지며 POD 값에

비해 경향이 일관되진 않지만 대체로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02 d03 d04 d05 d06

Temperature

 0.95 0.95 0.95 0.96 0.96

bias

(℃ )
-0.93 -0.48 -0.33 0.95 1.06

RMSE

(℃ )
2.51 2.52 2.30 2.64 2.70

Wind

speed

 0.53 0.50 0.46 0.27 0.22

bias

( )
1.80 1.67 1.19 2.30 2.70

RMSE

( )
2.69 2.53 2.03 2.84 3.29

Relative 

humidity

 0.75 0.72 0.76

bias

(%)
10.44 6.09 -1.39

RMSE

(%)
18.14 16.97 14.18

Table 3.1 Statistics of performance of WRF model on simulating

temperature, wind speed and relative humidity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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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tatistics of performance of WRF model on simulating

precipitation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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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밭 토양수분 물수지

3.2.1 물수지 방정식

본 연구의 밭 토양 물수지는 작물 근군역(root zone)의 깊이를 4등분

하여 동일한 두께 갖는 4개의 토층으로 나누어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

다. 4개의 토층 중 상위 토층부터 토층 1, 2, 3, 4로 칭할 때 토층 1의

물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3.2)

여기서, 는 일의 강우량, 는 일의 관개량, 는 일의 모

관력에 의한 수분 상승량, 는 일의 횡방향 수분 유입량,  는 

일의 증발(산)량,    는 일의 토층 1에서 토층 2로의 침투량,

은 일의 지표 유출량, 는 일의 횡방향 유출량이다. 본 연구의

경우 모관력에 의한 수분 상승량과 횡방향 수분 유입·출량은 양은 다른

수문인자에 비해 적은 양으로 일별 물수지 변화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

므로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고 무관개임을 고려하였으므로 토층 1에 해

당하는 물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3.3)

토층 2,3,4의 경우 각각 윗 토층에서 과잉되어 하위 토층으로 유출되

는 양을 해당 토층의 수분 유입량으로 가지며 과잉되는 양은 유입량에

서 해당 토층의 토양수분 미흡량 (soil moisture depletion)을 제외한 양

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 토층의 물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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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층 2)

∆             

∆      ≤ 

(3.4)

           (토층 3)

∆               

∆        ≤ 

(3.5)

           (토층 4)

∆               

∆        ≤ 

(3.6)

여기서     는 토층 에서 토층  로의 침투량을 의미하

고  는 일의 토층 에서의 토양수분 미흡량,  는 일의 토층

에서의 증발산량, ∆ 는 일의 토층 에서의 토양수분 변화량을

말한다. 토층 1로 유입되는 유효우량은 해당일의 강우량과 같으며 작물

의 실제 증발산량을 모의하기 위해 작물의 잠재 증발산량 (

potential evapotranspiration)을 산정하고 작물계수 (, crop

coefficient)와 수분 스트레스 계수 ( , water stress coefficient)를 곱

해줌으로써 작물 근군역 내 작물 증발산량 ()을 일별로 산정하

였다 (FAO, 2004).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Penman-Monteith

식을 이용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  
∆   


    (3.7)

  ∙∙ (3.8)

작물 계수()는 작물에 따른 생육 시기별 실제 증발산량의 잠재 증

발산량에 대한 비율이며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초기 작물계수

( ), 중기 작물계수 ( ), 말기 작물계수 ( )의 3가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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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다. 이때 실제 작물계수()는 전 토층에 대한 일별 유

효수분량을 고려하여 재산정되며 다음과 같다.

 log 

log 
(3.9)

  ∙ (3.10)

모의기간 중 작물 재배기간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증산량을 제외한

증발량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층 및 토양 내부에서의 증발량을

산정하였다. 비 작물재배기의 증발량은 증발계수( , soil evaporation

coefficient), 증발 감소계수( , soil evaporation reduction coefficient)

및 최대 작물계수(max)를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산정하였다.

  ∙max  (3.11)

 


(3.12)

max   ∙    ∙ min  ∙ 

 (3.13)

여기서 는 표층이 건조하여 증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군

역 토양수분이 충분할 때의 작물계수, 는 전증발가능수분량,

는 용이 증발가능수분량이다. 또한, 수분 스트레스 계수는 근군역

내의 토양수분 함량이 일정 범위보다 낮아질 경우 증산에 필요한 충분

한 양의 수분 공급이 저해됨으로 인해 작물의 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

을 반영한다. 작물마다 정해지는 전유효수분량 ()와 용이토양수분

량 ()의 값에 따라 토양수분 함량에 따른 해당 작물의 수분 스트

레스 계수가 정해진다 (FA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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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

 × (3.15)

 


i f     (3.16)

여기서 F.C는 토성에 따라 결정되는 포장 용수량 (field capacity),

W.P는 영구 위조점 (wilting point), 은 작물의 최대 뿌리 깊이()이

다. 용이토양수분량은 전유효수분량에 작물의 토양수분감소율 (soil

water depletion fraction for no stress) 을 곱해줌으로써 산정 가능하

다 (FAO, 2004). 지표 유출량은 강우량 중에서 토양 속으로 침투한 우

량을 제외하고 지표와 토양층을 통해 경지를 벗어나는 유출량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SCS CN (Soil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한 지표 유출량 산정은 다음 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 일때    


  (3.17)

여기서, 는 강우량에 의한 지표 유출량(), 는 총 강우량(),

는 최대 저류량(), 은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로 토지피

복도와 수문학적 토양군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이 때 최대 저류량

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값은 해당 토양의 토성에 따른 수문학군 분류

와 작물 재배 및 식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되며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제공하는 SCS 분류방법에 따

른 유출곡선 지수를 이용하였다. 유출곡선 지수는 선행 강우량에 따라

AMCⅠ-Ⅲ 조건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유출곡선

지수의 값을 반영하여 지표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윤용남, 2007). 또한

지하 배수량은 유효토층 하부에서 토양수분 중 중력수가 아래로 이동되

는 양을 의미하며 토층 4의 토양수분함량이 포장용수량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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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수량 이상의 토양수분은 모두 지하 배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Nam et al,. 2014).

3.2.2 소비수량 산정

밭 토양에서의 소비수량은 표층 토양에서의 자연 증발량과 작물 생육

으로 발생하는 증산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3.2.1절에서 물수지 분석이 4

개 토층 각각 이뤄지는 것과 같이 소비수량의 산정도 개별 토층별로 이

뤄진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 뿌리 성장에 따른 토양수분소비패턴

(SMEP, Soil Moisture Extraction Pattern)을 고려하였으며 Fig. 3.5와

같다.

Fig. 3.5 Soil moisture extraction pattern of 4 layers about

cro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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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g and Grimes (1986)은 48가지 밭작물에 대하여 각 작물의 생육

일자 및 최대 뿌리깊이를 정규화하여 도시하였을 경우 뿌리 성장을 단

일 사인함수(single sine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밝혔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각 작물의 뿌리 성장을 고려하

였다. 뿌리 성장 함수는 다음과 같다.

   ∙ sin   (3.18)

여기서 는 상대 뿌리깊이 (relative rooting depth)로써 최대 뿌리

깊이에 대한 현재 뿌리 깊이의 비를 의미하며 은 상대시간으로 전

생육일수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앙 후 경과일수의 비를 말한다.

3.2.3 필요수량 산정

밭 물수지 분석에서 필요수량은 작물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개해야하는 수량으로써 관개 방식 및 관개

계획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층에서 토양수분이 용이토양

수분량 이하로 감소할 경우 토양수분 부족량(soil moisture depletion

under RAW)을 누계함으로써 산정하였다. 즉 필요수량은 모의 기간 중

4개의 토층에서 발생한 토양수분 부족량의 합계로 정의하였으며

 를 번째 토층에서 시간에 발생한 토양수분 부족량이라고 정

의할 때 필요수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된다.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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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형

3.3.1 WRF 기상자료 전처리 모듈

WRF 모형에 의해 생산된 기상자료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WRF 기상자료를 토양수분

모형의 입력자료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WRF 기상자료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제공되었으며 이

에 토양수분 분석의 시간단위인 1일 단위로 전환하였다. 물수지 분석에

필요한 기온(최대, 최소, 평균), 풍속, 상대습도, 순복사량 및 강수량의

총 7가지 기상인자에 대하여 1일 단위 전환을 위해 현재 기상청(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에서 기상정보의 1일 단위 제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최고 및 최저기온의 경우

WRF 기상자료의 1시간 단위 최고 및 최저기온 자료 중 해당일의 최대

값과 최저값으로 산정하였으며 평균기온의 경우 해당일의 WRF 기상자

료의 산술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풍속의 경우 WRF 모형에서는 수평

방향(U10)과 수직방향(V10)의 풍속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벡

터화하여 1시간단위 최종풍속을 구한 뒤 1일 단위 자료로 전환하였다.

1일 단위 전환은 기온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일의 1시간 단위 풍속자

료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상대습도의 경우도 WRF 모형에서 제

공하는 1일 단위 상대습도 값의 산술 평균으로 1일 단위 평균 상대습도

값을 산정하였으며 순복사량의 경우 식 (3.1)을 이용하여 시간단위 순

복사량 값을 구한 후 단위를 에서 ∙으로 전환한

뒤 1시간 단위 자료의 산술 평균값을 통해 1일 단위 평균 순복사량을

산출하였다. 강수량 자료의 경우 WRF 모형에서는 모의를 실시한 기간

에 대하여 시간 단위 누적값을 제공함으로 1시간 단위 누적 후 1일 단

위 차분을 통해 1일 단위 강수량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기상청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WRF 기상자료를 토양수분 모형의 입력자료 형태

인 1일 단위 시계열 자료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전환된 시계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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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토양수분 모의를 실시하였다.

Fig 3.6 Pre-process of soil moisture model about WRF

meteorological data

3.3.2 입력자료 구성

기상자료 이외에 격자기반 토양수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대

상지역의 공간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토양도, 토지이용도 및 작물분포

도 자료와 격자에 대한 작물, 토성에 대한 정보가 결정됨으로써 이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속성 정보로 구분된다. 토양도의 경우 국립 농업과

학원(NAI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에서 제공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였으며 토지피복도의 경우 환경부(ME, Ministry

of Environment)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도(1:25,000)를 이용하였

다. 토양도에 의해 격자별 토성 정보가 결정됨에 따라 포장 용수량

(field capacity, ), 영구 위조점(wilting point, ) 및 토양수

분장력 곡선(soil water retention curve)을 결정하기 위한 매개변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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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속성 정보로써 연계되어 활용된다. 또한 중분류 토지피복도 분류

기준에 따라 밭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추출하여 모의를 실시

하였다.

작물 정보는 밭작물 42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며 격

자별로 작물이 결정됨에 따라 작물의 생육기간, 근군역 깊이, 작물계수,

임계토양수분장력(critical pressure head value)의 속성정보들이 연계되

어 활용된다. 밭작물의 정보는 FAO Irrigation and Drainage Paper

No.56 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토양수분장력 산정과 관련한 정보는

Taylor and Ashcroft (1972)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기존 토양수분장력

기반 관개계획 수립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종합하였다.

3.3.3 토양수분 모형의 구동

토양수분 모형에 의한 토양수분 모의는 3.2절에서 기술한 방식에 의

해 이뤄진다. 각 격자에 해당하는 토성과 작물에 관한 정보가 결정됨에

따라 물수지 분석은 격자마다 진행되며 격자 간 수분이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3.2.1절의 물수지 방정식을 구성하는 증발(산)량, 유효우량, 침투

량(infiltration by layers) 및 침루량(deep percolation), 지표·하 유출량

의 수문인자들이 일단위로 모의되어 토층별 값으로 산정된다. 토층별로

산정된 토양수분 정보를 통해 층별 토양수분 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3.4.1절을 따른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토성 및 작물

의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한 토양수분 및 토양수분 장력의 토층별 값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수량을 산정하고 관개 계

획 및 작물 가뭄분석에 필요한 수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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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rocess of soil moisture simulation using soil moisture

model and WR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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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밭 관개계획 및 작물 수분스트레스

3.4.1 토양수분 값을 이용한 토양수분장력 모의

토양수분의 산정은 앞서 언급한 물수지 방정식에 의해 산정된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밭 관개계획 수

립에 있어 토양수분함량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토양수분장력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뿌리 분포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것임이

알려져 있다 (Thompso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정보를 기반으로 토양수분장력 값을 모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van

Genuchten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van Genuchten (1980)은 실험을 통하

여 토양수분함량과 토양수분장력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3.20)

여기서 는 실제수분함량(), 는 포화수분함량(), 는

잔존수분함량()을 의미하며 와 은 흙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변하는 상수로써 토성에 따라 방정식을 보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이다.

은  의 값으로 계산된다 (van Genuchten, 1980).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토

양분류 기준에 따라 밭 지역을 사토(sand), 양사토(loamy sand), 사질양

토(sandy loam), 양토(loam), 미사질 양토(silty loam), 미사질토(silt),

미사질 식양토(silty clay loam), 식질 양토(clay loam), 점토(clay)의 9

개의 토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식 (3.20) 결정에 필요한 토양의 물리적

성질 및 매개변수를 조사하였다. Saxton and Rawls (2006)에 의해 표

준상태의 각 토성에 대한 포장용수량 및 영구 위조점이 조사된 바 있으

며 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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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type Wilting point(%) Field capacity(%)

Sand 5 10

Loamy sand 5 12

Sandy loam 8 18

Loam 14 28

Silty loam 11 31

Silt 6 30

Silty clay loam 22 38

Clay loam 22 36

Clay 30 42

Table 3.2 Soil hydraul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oil type.

(Saxton and Rawls, 2006)

van Genuchten 방정식 수립을 위해 토성에 따른 수리적 특성계수 값

을 산정해야 한다. van Genuchten 방정식의 수리적 특성계수 산정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Ghanbarian-alavijeh et al. (2010)는

van Genuchten 방정식의 수리적 특성계수는 같은 토성 내에서도 공극

률 및 입도분포 등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므로 하나의

표준값이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 와 의 수리적 특성계수를 보정해야

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토성별

수리적 특성계수 범위 안에서 Table 3.2의 포장 용수량 및 영구 위조점

값을 만족하는 값으로 와 의 값을 보정하였으며 포화수분함량과 잔

존수분함량의 값은 미국 농무성(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제공한 UNSODA(unsaturated soil hydraulic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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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type


()



()



( )



(-)

Sand 0.370 0.058 0.060 3.190

Loamy sand 0.074 0.390 0.410 2.560

Sandy loam 0.370 0.067 0.580 1.500

Loam 0.460 0.083 0.230 1.310

Silty loam 0.430 0.061 0.026 1.410

Silt 0.123 0.480 0.045 1.200

Silty clay loam 0.550 0.098 0.050 1.300

Clay loam 0.540 0.110 0.075 1.225

Clay 0.510 0.102 0.100 1.150

Table 3.3 Calibrated soil hydraulic parameters for the analytical

function of van Genuchten

Table 3.3의 수리적 특성계수를 기반으로 수립된 van Genuchten 방

정식을 통해 토성별 토양수분장력 곡선(soil water retention curve)을

작성하였다. Fig. 3.8의 토양수분장력 곡선은 포장용수량과 영구위조점

에서의 토양수분장력 값의 범위인 –10kPa에서–1500kPa 까지의 범위

에서 모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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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SWRC (b) Sandy loam SWRC

(c) Loam SWRC (d) Silt loam SWRC

(e) Silt clay loam SWRC (f) Clay SWRC

Fig. 3.8 Soil water retention curves(SWRC) for each soi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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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토양수분장력 값에 따른 작물뿌리의 수분흡수 변화

작물의 수분흡수는 토양과 작물 뿌리간의 수분 포텐셜(water

potential) 차이에 의해 이뤄지며 토양수분이 과다할 경우 토양 내 통기

성이 저하됨으로써, 부족할 경우 토양과 작물 뿌리간의 수분 포텐셜 차

이가 작아짐으로써 작물의 수분흡수가 저하된다 (Skaggs et al., 2006).

이에 토양의 수분함량 정도에 따른 수분흡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Feddes et al. (1978)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하였다.

     (3.21)

여기서  는 단위 시간에 대한 뿌리의 수분흡수량 (m3/m3/hour)

을,  는 다양한 밭작물에 대하여 정규화된 뿌리밀도 분포를 의미하

며 는 토양수분장력에 대한 수분흡수율 함수로서 무차원

(non-dimension)으로 표시된다. 또한 는 잠재 수분흡수량으로서

(m3/m3/hour) 토양수분조건이 식물뿌리의 수분흡수에 최적상태인 경

우 최대가능 수분흡수량(potential root water uptake)을 나타낸다.

Fig. 3.9 Dimensionless sink term variable  as a function of the soil

moisture potential  (Feddes et a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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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혐기수분장력점으로서 과습으로 인해 토양 통기성이 저해되어

식물뿌리의 생장과 수분흡수에 결함을 주는 상태로 토성에 따라–

10kPa ∼ -33kPa의 값을 갖는다.  ～ 은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

양수분장력 구간이며  ～ 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 증산활동이 저해

되는 구간이다. 는 영구 위조점으로 식물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개 –1500kPa의 값으로 정의된다. 는 토양수분장력 값에 대한

함수로써 작물의 증산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이며 무차원의 값으로

써 Fig 3.9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or    

(3.22)

식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임계토양수분장력(critical

pressure head value) 의 값은 작물의 내한성에 따라 다르고 당일의

증발 요구량(evaporative demand)에 따라 변하는데 이는 증발 요구량이

클수록 더 높은 토양수분함량에서부터 증산률의 감소가 이뤄지는 점에

기인한다 (Moene and van Dam, 2014). 증발 요구량은 당일의 기상상

태에 의존하며 잠재 증발산량(potential evapotranspiration)을 기준으로

한다. 잠재 증발산량이 5 이상일 경우 임계토양수분장력은

 , 5 ∼ 1 사이의 값일 경우 당일의 잠재 증발산

량에 선형비례 증분값, 1 이하일 경우 의 값을 갖는다. 현

재까지 다수의 밭작물에 대한 임계토양수분장력이 조사되었으며 결과는

표 3.4과 같다 (Taylor and Ashcroft, 1972; Bower et al., 1975; Hedge,

1988; Wesseling, 1991; Smajstrla and Locascio, 1996; Hanson et al.,

2000; Wang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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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



()
Crop



()



()

Potato -320 -600 Lemon -400 -400

Sugar beet -320 -600 Orange -200 -1000

Wheat -500 -900 Avocado -500 -500

Corn -325 -600 Strawberries -200 -300

Sweet corn -500 -1000 Cantaloupe -350 -450

Cabbage -600 -700 Tomato -800 -1500

Canning peas -300 -500 Banana -300 -1500

Celery -200 -300 Melon -350 -400

Grass -300 -1000 Grape

Lettuce -400 -600 early growth -400 -500

Tobacco -300 -800
during 

maturity
-1000 -1000

Sugar cane -150 -500 Onions

Beans -750 -2000 early growth -450 -550

Turfgrass -240 -360 bulbing time -550 -650

Carrot -550 -650 Brocoli

Cauliflower -600 -700 early growth -450 -550

Pepper -450 -650 after budding -600 -700

Table 3.4 Critical pressure head value  of the sink term function

for various crops (Taylor and Ashcroft, 1972; Hedge, 1988;

Wesseling, 1991; Hanso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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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토양수분장력 기반 관개계획 및 작물 수분스트레스

분석

관개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턱값 방식(Threshold

method)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일별로 모의된 토양수분장력 값이

Table 3.4의 각 작물에 대한 임계토양수분장력 값에 도달하였을 경우

해당 일을 관개 시점으로 간주하였고 관개수량의 경우 관개 시점을 기

준으로 향후 작물이 물 부족으로 인한 수분스트레스를 겪는 기간에 대

해 발생하는 잠재적 필요수량의 총합으로 산정하였다. 기존의 관개 방

식은 토양 내 수분이 생장저해 수분점까지 저하되었을 경우 포장용수량

까지 관개하는 방식으로 간주하였으며 각 기상자료를 적용하였을 때 산

정되는 필요수량 값을 통해 WRF 기상자료를 활용할 경우 필요수량 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작물에 관한 가뭄정보는 해당 시점에서 작물이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

해 겪고 있는 증산활동의 저해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증산활동

의 저해정도는 3.4.2절의 식 (3.22)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토양수분장력

값에 대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원활한 증산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0에 가까울수록 토양수분 부

족으로 인해 증산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격자기반 토양수분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대상 지역에 대한 격

자 단위 공간해석이 가능하다. 관개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각 격자별 관

개 필요여부, 권장 관개일시 및 관개수량 정보가 제공되며 가뭄정보로

는 각 격자에 대하여 과습, 적정, 부족의 3가지 단계로 수분상황을 제시

하고 과습 및 부족인 경우 으로써 증산활동 저해율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정보는 ASCII 형태로 생산되며 GIS를 이용하여 격자 파일(raster

file)로 변환한 뒤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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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 및 적용

4.1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

4.1.1 AWS 기상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양수분모형의 토양수분 모의능력 검증을 위해

모의결과와 실측자료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검정에 사용된 실측자료

는 2010년 5월 18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 총 142일간 경기도 수원

시에 위치한 칠보산 밤나무 재배지에서 측정되었다. FDR(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방식의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깊이의

4개 토층(20cm, 40cm, 60cm, 80cm)에서의 토양수분함량 자료이다. 토

양수분 모의를 위해 필요한 기상자료는 토양수분 관측이 실시된 장소에

설치된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모형의 모의 간격에 맞춰 일단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Fig. 4.1은 실측치와 모의결과와의 비교 결과이며 두 자료간의 경향

및 값의 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의성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평균

제곱근 편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 편의(bias)의 3가지 통

계치를 활용하였다. 결정계수는 0과 1사이에 분포하며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모의결과가 실측자료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 제곱

근 편차는 표준 오차의 개념으로써 실측치와 모의치간에 발생하는 오차

들의 평균값이다. 편의는 모형에 의한 추정값과 실측치 간의 차이를 측

정하며 값이 0이면 모의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는 것으로(unbiased) 판단

되고 0 이외의 값을 갖게 되면 모의 결과가 실측에 비해 오차를 갖는

것으로(biased) 판단된다. Table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층 1의 경우

 의 값은 0.544, RMSE는 5.668mm, bias는 0.975mm이며 토층 2는

  0.415, RMSE 4.467, bias 0.964이고 토층 3은   0.331, RMSE

6.108mm, bias 3.507mm, 토층 4는   0.539, RMSE 4.166mm,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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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mm으로 나타났다.  의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토층 1에서 모

의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후로 토층 4, 토층 2 그리고 토층 3의 순이며

RMSE 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토층 4에서 가장 작고 토층 2, 토층 1

그리고 토층 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bias의 경우 토층 4, 토층 2,

토층 1 그리고 토층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토양수분의 증감

이 빈번한 토층 1에서의 경향성을 잘 모의함으로써 토층 1에서의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토층 2, 3의 경우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수분 재분배 현상이 실측 자료에 나타남으로써 결정계수가 낮아

진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의 경우 상위 토층의 수분함량이 포장 용수랑

에 이르지 않으면 하위 토층으로 수분이 재분배되지 않지만 실제 현상

에서는 상위 토층이 포장 용수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량 하위 토층

으로 수분 재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측자료 상에서 토양수분이 증가

하는 시점에 대해 모의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토층 4에서

의 RMSE와 bias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토양수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분포 간격이 작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적 지표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

려했을 때 토층 4에서의 모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토층 3에서의 모의

성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토양수분 모형의 결정계수

가 단일 토층에 대하여 0.4 ∼ 0.6 사이의 값을 갖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토양수분 모형의 토양수분 모의 능력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Soil layer   RMSE(mm) bias(mm)

1 0.544 5.668 0.975

2 0.415 4.467 0.964

3 0.331 6.108 3.507

4 0.539 4.166 -0.019

Table 4.1 Statistics of performance of soil moisture model on

simulating soil moistu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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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omparisons between simulation results and observed data

about soil moisture contents in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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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WRF 기상자료를 이용한 토양수분 모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29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WRF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1일간 모의된 토양수분 시

계열 자료와 동기간에 걸쳐 측정된 토양수분 실측치를 비교하였으며

, RMSE , bias의 3가지 통계치를 통해 토양수분 모의의 유효성 및

WRF 기상자료의 토양수분 모델과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의 지배 관측소의 기상 자료를 물수지에 적용하던 방식에 비해 고해상

도 기상자료 적용의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수분 실측이 이뤄진 지

점을 지배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천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물수지를 실시한 결과와 WRF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물수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토양수분 실측이 이뤄진 장소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뇌곡1리에 위

치한 복숭아 과수재배지이다. FDR 센서 1대를 이용하였으며 3개의 토

층깊이(10cm, 40cm, 70cm)에 대하여 실측되었다. Fig. 4.2은 실측치와

WRF 자료를 이용한 모의치 간의 비교 결과이며 3개의 토층에 대한 토

양수분 분포의 시계열적 특성을 보여준다. 토층 1의 경우 토층 2,3에 비

해 토양수분의 증감 현상이 뚜렷하였으며 이는 심층 토양에 비해 표층

토양의 경우 증발에 의한 토양수분 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강우 시 강우

침투 및 수분 재분배에 의한 효과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토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 2와 3의 경우 2015년 10월 1일에 비교적

큰 강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수분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

한 현상은 토양수분 모델의 경우에도 양호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상위 토층에서의 토양수분 미흡량이 포장되기 전까지 하

위 토층으로 수분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모델의 기본 가정이 실

제 현장에서도 유효한 가정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기상대 자

료를 적용한 경우와 WRF 자료를 적용한 경우의 물수지 분석 결과는

, RMSE , bias의 3가지 통계치를 활용하여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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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토층 및 기상자료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2와 같다.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경우 이천 기상대 기상자료를 활용한 경우에 비해 3

가지 통계치에서 모두 모의 성능이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경우 토층 1에서 0.784에서 0.797로, 토층 2에서 0.922에서 0.984로,

토층 3에서 0.980에서 0.981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으며 RMSE의 경우

토층 1에서 12.844mm에서 9.562mm로, 토층 2에서 6.727mm에서

2.405mm로, 토층 3에서 14.968mm에서 2.310mm로 하위 토층으로 갈수

록 RMSE 값의 감소의 크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ias의 경우

토층 1에서 4.024mm에서 2.230mm로, 토층 2에서 1.104mm에서

0.141mm로, 토층 3에서 5.464mm에서 0.130mm로 RMSE 값의 경향과

비슷하게 하위 토층에서 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WRF 기상자료

를 적용한 경우 기상대 자료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잠재증발산량이 크

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WRF 기상자료를 적용한 경우 토층별 토양수

분 감소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토양수분

실측 지점에서의 토양수분 감소 양상을 기존 방식에 비해 우수하게 포

착하였다. 즉, WRF 기상자료를 적용함으로써 토양수분 변화의 경향을

더욱 우수하게 모의하며 오차 발생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다 실측치에

근사한 값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WRF 기상자료의 기간이 8 - 10월에 걸친 총 41일에 불과한

점은 기상자료의 다양한 계절성 및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며 이에 WRF 기상자료의 토양수분 모델에 대한 적용성을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RF 모델 자체의 모의 성

능에 대한 한계점 역시 토양수분 모의 결과를 오차를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되며 특히 토양수분 변화에 가장 주요한 기상 요인인 강우량의 모의

가 실제에 비해 과대·소 모의되는 점과 강우 시점 파악의 오류는 오차

발생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토양수분의 감소 인자인 작

물의 소비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른 뿌리

분포 및 물 흡수량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양수분 측정 지점을 확충하여 다수의 지점에 대한 토양수분 모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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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Soil layer

WRF meteorological data
Icheon meteorological

station data

 
RMSE

(mm)

bias

(mm)
 

RMSE

(mm)

bias

(mm)

1 0.797 9.562 2.230 0.784 12.844 4.024

2 0.984 2.405 0.141 0.922 6.727 1.104

3 0.981 2.310 0.130 0.980 14.968 5.464

Table 4.2 Statistics of performance of soil moisture model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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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mparisons between simulation results and observed data

about soil moisture contents in time serie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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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양수분 모형의 적용

4.2.1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 모의

토양수분 모의는 시계열 자료와 공간 분포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ig. 4.3은 대상지역 내의 양토 지역에 고추가 심긴 격자에

대한 토양수분 시계열 모의 결과이다. 각 토층별 일단위 토양수분 모의

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으며 깊은 토층일수록 강우에 의한 토양수분 상

승이 적게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토양수분 분포도 역시 각 토층마다 제

공되며 다음 Fig. 4.4는 각 기상자료 적용에 따라 토층 1에서의 토양수

분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2015년 9월 7일, 17일, 27일

및 10월 6일의 10일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며 Fig. 4.5는 동시간의 각

토층별 토양수분의 분포 양상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 4.3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contents about 4 soil layers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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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 15.09.17

15.09.27 15.10.06

(a) Soil moisture distributions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15.09.07 15.09.17

15.09.27 15.10.06

(b) Soil moisture distributions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Fig 4.4 Soil moisture distribution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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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layer 1 Soil layer 2

Soil layer 3 Soil layer 4

(a) Soil moisture distributions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15.09.17)

Soil layer 1 Soil layer 2

Soil layer 3 Soil layer 4

(b) Soil moisture distributions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Fig 4.5 Soil moisture distributions of by soil layer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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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b)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하였을 경우 토성과 작물의 조합만을 고려하여 토양수

분 분포가 산정된 결과 지역적 토성과 작물의 종류가 같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토양수분 모의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반면 Fig.

4.3(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WRF 기상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적

기상차이 및 기상현상을 반영한 토양수분 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이는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강수 및 기온과 풍속 등의 기상인자의 지

역적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통계적 분석 결과와

더불어 소규모 분산된 밭 지역에 대한 기상자료의 적용성이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Fig. 4.4는 모의일자 2015년 9월 17일에 대한 토층별

토양수분 함량 정보를 제공하며 Fig. 4.4(a)는 국지적으로 발생한 강우

등에 의해 지역적 토양수분 분포의 차이를 보인 반면 기상청 자료를 적

용한 경우 토층별 토양수분 분포 역시 토성과 작물에 의해서만 분포형

태가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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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장력 및 필요수

량 모의

4.3.1절에서 제시한 토양수분 모의결과를 van Genuchten 방정식을 통

해 토양수분장력으로 전환하였으며 토양수분장력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

수량을 산정하였다. 토양수분장력 모의 결과 작물과 토성 조합에 따른

수분 스트레스 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당일의 증발 요구량

에 따른 임계토양수분장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토양수분장력 모의를 실

시하였다. Fig. 4.5는 고추가 양토에 심긴 조건에 대하여 WRF 자료를

적용한 결과 토양수분 모의와 그에 따른 토양수분장력 모의 결과를 나

타낸다. 포장용수량 상태에서 모의가 진행되었으며 양토의 포장용수량

상태에서의 토양수분장력 값인 pF 2.54에서부터 모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으며 각 토층에서의 토양수분이 감소함에 따라 토양수분장력의 상승

하였다. 토양수분과 토양수분장력 그래프의 연계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개 시점 및 필요수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4.5의 임계토양

수분장력 그래프는 일별로 잠재 증발산량의 산정값에 따라 조정된 값으

로 표현되었다. Fig. 4.5(b)의 각 토층의 시계열 그래프가 임계토양수분

장력 그래프와 만나는 시점과 종점의 정보를 통해 관개 시점 및 작물

수분 스트레스 구간을 해석할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대하여 Fig.

4.5(a)에서의 각 토층별 생장저해수분점 이하의 토양수분 미흡량을 더

함으로써 필요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Fig. 4.6, 4.7, 4.8, 4.9, 4.10, 4.11

은 대상지역의 토성과 작물의 각 조합에 따른 WRF 기상자료와 기상대

자료를 각각 적용하여 토양수분장력을 모의한 결과이다. WRF 기상자

료 활용의 경우 대개 가뭄이 진행될수록 토층 2에서의 pF 값이 토층 1

에서 보다 높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상대 자료를 적용

하는 경우에 비해 작물 소비수량이 크게 산정되는 점과 강우에 의한 토

층 1에서의 장력 감소 현상이 빈번한 점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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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content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Fig 4.6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contents and soil moisture

tension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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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andy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andy loam)

Fig 4.7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and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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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Fig 4.8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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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ilty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ilty loam)

Fig 4.9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ilt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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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andy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andy loam)

Fig 4.10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and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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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loam)

Fig 4.11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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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ilty loam)

(b)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ilty loam)

Fig 4.12 Comparison between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crop : cabbage, soil texture : silty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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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 11의 각 그래프는 토층별 관개 시점과 관개 시 필요수량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토양수분장력의 공간 분포도 작성을 통

해 모의 지역 내의 지역별·토층별 토양수분장력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작물 및 토성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지역단위에 대한 관개 의

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3.1절의 토양수분 분포도 작성과 마찬가지로 토양수분장력 모

의 시 고해상도 기상자료 적용을 통해 토양수분장력의 지역적 분포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토양수분장력이 토양수분의 함수인 만큼 토양

수분장력 분포는 토양수분 분포와 반비례적 상관적인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4.12(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우가 적게 발생한

대상지역의 북동지역에 대하여 모의 기간의 걸쳐 토양수분장력이 크게

모의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우 편차에 따른 지역별 토양수분장

력 차이를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Fig. 4.12(b)의 경우 토양수분 분

포도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토성과 작물 조합에 따라 토양수분장력 분포

양상이 결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기상차이에 대한

반영 없이 Silty loam 지역에 대해 일관적으로 토양수분장력이 높게 모

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모의기간 내 발생한 필요수

량 산정 결과에 역시 반영되었으며 Fig. 4.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필

요수량은 강우가 적게 내린 동쪽 지역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해

서쪽 지역은 충분한 강우로 인해 관개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한편 기상청 기상자료를 활용한 경우 대상 지역 내 토성과

작물 조합에 의해 일괄적으로 필요수량이 모의됨으로써 실제로 강우가

충분히 발생하여 관개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수량이 산

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관개 실시 여부에 가장 직접적인 기상 인자

인 강수 및 토양수분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기온, 습도, 풍속 및 일조량

의 기상인자들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관개가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고 필요수량 산정을 통해 필요한 수자원의

양을 파악함으로써 밭 관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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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 15.09.17

15.09.27 15.10.06

(a)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15.09.07 15.09.17

15.09.27 15.10.06

(b)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Fig 4.13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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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layer 1 Soil layer 2

Soil layer 3 Soil layer 4

(a)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15.09.17)

Soil layer 1 Soil layer 2

Soil layer 3 Soil layer 4

(b)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15.09.17)

Fig 4.14 Soil moisture tension distributions of by soil layer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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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rrigation requirement distribut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duration : 15.08.29 – 15.10.08)

(b) Irrigation requirement distribution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duration : 15.08.29 – 15.10.08)

Fig 4.15 Irrigation requirement distributions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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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작물 수분스트레스 모의

작물 가뭄을 해석하기 위해 3.4.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eddes 모

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에 의해  값이 시계열 및 공간 분포도 형

식으로 모의된다. 시계열 형태로 모의된 의 경우 시간에 따라 토양

수분 상태에 의해 장력이 변함으로써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모의되고

작물의 증산율이 저해되는 정도 및 구간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Fig. 4.15는 WRF 기상자료 적용을 통한 사질양토 지역에 심긴 고추의

가뭄 상태를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사례의 경우 토층 1에서

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토층 2에서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

지, 토층 3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작물 가뭄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뭄의 정도는 토층 2에서 가장 심했음을 또한 알 수 있

다. 의 값은 토층 1에서 최대 0.73까지 감소되었고 토층 2에서는

0.57, 토층 3에서는 0.89까지 감소되어 시기는 다르지만 각 토층별 최대

27%, 43%, 11%의 작물 증산율 감소를 겪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15

년 10월 1일에 발생한 강우는 모든 토층에 대한 작물 가뭄을 해소하였

음을  값의 변화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Fig. 4.15는 모의기간 중

가장 큰 가뭄이 발생한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의 작

물 가뭄의 진행 형태를 분포도 형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작물 가뭄의

진행은 1일 단위로 관측하기에 힘든 면이 있으며 이러한 가뭄 특성은

Fig. 4.16(a), (b)에 걸쳐 나타난다. Fig. 4.16(a)는 강수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 중 가뭄 면적이 서

서히 증가하는 점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가뭄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의 작물 증산율 감소 역시 전날에 비해 심화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WRF 기상자료를 적용한 경우 작물 가뭄이 발생한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기상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

며 이러한 점은 기존 기상대 자료를 적용했을 경우 4.16(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우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작물 가뭄 발생

지역으로 분류하는 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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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series of soil moisture tension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crop : pepper, soil texture : sandy loam)

soil layer 1 soil layer 2

soil layer 3 soil layer 4

Fig 4.16 Estimation of  value in time series according to each

soi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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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8 15.09.29

15.09.30 15.10.01

(a) Distributions of  value applied WRF meteorological data

15.09.28 15.09.29

15.09.30 15.10.01

(b) Distributions of  value applied Icheon meteorological data

Fig 4.17 Distributions of  value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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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WRF 모형에 의한 고해상도 기상모의자료를 토양 물

수지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기상자료 적용 방식에 비한 토양 물

수지 분석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한 지점에 대하여 4개의 토층별 모

의가 가능한 토양수분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각 토층의 토양수분 모의값

의 검증을 위해 토층별 토양수분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모의치와 실측치 간의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본 토양수분 모형을 통한 토양수분 모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격자 형태로 주어지는 WRF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토양수분 모형을 격자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개별 격자마

다 해당하는 WRF 기상자료를 입력 기상자료로 활용하여 격자 단위 토

양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WRF 기상자료는 토양수분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료 형식을 공간 분포형 자료에서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는 자료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시간 단위 자료의 일 단위 자료로의 전환을 위해

기상청의 자료 전환 프로토콜을 활용하였다.

WRF 기상자료는 경기도 광릉 지역을 도메인 중심으로 2015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모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토양

수분, 토양수분장력, 필요수량의 등의 관개정보 및 작물 증산 저하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들은 분포도와 시계열 형태로 각각

WRF 기상자료 적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티센망법에 의한 기

상자료 적용 결과와 비교되었다.

WRF 기상자료를 활용한 토양수분 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서 실측된 토양수분 실측치와의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천 기

상대의 자료를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모의 성능이 향상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WRF 모델의 강우 미포착, 기상인자 과대·소 모의

등의 편의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점과 토성 대푯값 적용의 한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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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모의결과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모

형 자체의 모의 성능 개선 및 현장 상황의 물성치 조사 등의 방식을 통

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토양수

분 값을 토양수분장력 값으로 전환하여 토양수분장력 기반의 관개 및

작물 가뭄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천 기상대 자료를 적용한 경우 토성과 작물 조합이 일치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WRF 기상자료를 적용

한 경우 토성 및 작물 조합과 지역적 기상차이를 고려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적 강우 편차에 따라 모의 기간 중 강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양수분장력이 크게 상승하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필요수량의 경

우 관개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

한 점을 확인하였다. 작물 증산율에 관한 지표인  값도 기상차이에

따른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뭄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지역별 작물 가뭄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양수분장력 및  값의 격자별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여 관

개 시점 및 작물 가뭄 진행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공간 및 시계열 자료가 WRF 모형을 통한 기상예측자료로 형태

로 주어질 경우 향우 관개계획 수립 및 작물 가뭄 예측에 대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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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Moisture Simulation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using Simulated High-resolution

Meteorological Data

Hong, Min Ki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Department of Rural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and applicability of WRF

meteorological data on the soil moisture model comparing with

conventional water balance analysis method. A grid-based soil

moisture model was developed and configured to be linked with

WRF meteorological data. This model adopted the method separating

soil layer into 4 layers to simulate daily soil moisture content of

each soil layer.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soil moisture model, the compar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between simulation results and measured

data and statistics of   , RMSE , bia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e performances in the highest and lowest soil layer have

better simulating power than second and third soil layer but of all

soil layers were validated to be used in field scale soil moisture

contents. for evaluation of effect and applicability of WRF

meteorological data on soil moisture model, the WRF dat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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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29/8/2015 – 8/10/2015 were used.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 of application WRF meteorological data and Icheon

meteorological data showed that the WRF meteorological data are

applicable for its superior performance of soil moisture simulation to

its of Icheon meteorological data. and the simulated soil moisture

contents were converted into soil moisture tension, mainly composed

of matric potential, by using van Genuchten equation.

Based on the value of soil moisture tension,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and crop water stress were calculated. The soil moisture

model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soil moisture, soil moisture

tension,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and crop water stress in type

of time series and distribution map.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

distribution maps of applied each sort of meteorological data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considering the regional

meteorological differences on soil moisture simulation.

As a result, this high-resolution analysis of hydrological

component can inform the regional necessity of irrigation, the

amount that should be prepared for sustaining suitable cropping and

the process of agricultural drought. On top of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high-resolution meteorological data in near future could be

generated in real-time. By using this real-time data, high-resolution

forecasted information about irrigation and crop drought can be

produced and used in setting up the irrigation plan and coping with

the agricultural drought.

Keywords : Soil moisture, Soil moisture tension,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Crop water stress, WRF meteo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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