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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강수 패턴 또한 

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작물과 작부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과 관개수량의 변화와 동시에 작물의 

생리 현상이 변하여 작부 시기, 작물 생육 기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농업용수 수요량을 변화시킬 것이므로, 장기간 수자원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작부시기와 생산량, 

농업용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얽혀있는 기상조건과 작부시기, 생산량, 농업

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최적 작부

시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논벼의 생산량을 예측하며, 소비수량과 

관개필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는 논벼의 작부시기와 기상조건이 상이한 

중북부 지역의 춘천과 수원, 남부 지역의 대구와 광주를 선정하였으

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로는  RCP 4.5, 8.5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기

준년도 (1980-2009년), 2020s (2010-2039년), 2050s 

(2040-2069년), 2080s (2070-2099년)로 구성하였다. 논벼의 

작부시기는 적산온도 방법을 이용하여 년도별 최적 이앙일과 최적 

출수일을 산정하였으며,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Rice 모델을 이

용하여 논벼의 생산량을 모의하고, 이에 따른 소비수량 및 관개필요

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최적 이앙일은 미래시기로 갈수록 지속

적으로 늦춰졌으며,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 이앙일이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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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나리오보다 급격하게 늦춰졌다. 또한 논벼 생산량과 생육 기

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고온장

해와 작물 호흡량 증가로 인한 광합성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판

단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이산화탄소의 

비료효과로 논벼 생산량이 증가하는 긍정적 영향도 존재하나,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RCP 4.5 시

나리오의 경우, 생육기간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우량이 증가

하여 소비수량과 관개필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생육기간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관개필요량은 증

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관개필요량은 유효우량, 소비수량, 생육 

기간 등의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증감이 결정된다. 따

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조건, 작부 시기, 강수 패턴, 소비수량 

등의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시기의 식량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부 시기 조

정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수요량과 수자원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기후변화, 작부시기 조정, 논벼 생산량, 필요수량  

학  번 : 2016-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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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간의 활동은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증가시켜 대기 조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또한 지구의 복사 평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온도, 강

수량 등의 순환 및 기상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 (Saseendran et 

al., 2000). 이처럼 기후변화는 수문학적 물 순환, 가용 수자원, 홍

수 및 가뭄 등의 재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Evans, 1996).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강수 패턴이 변

화하고 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기후 의존적 산업으로서, 

기상 조건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산량이 증가하여 관개수량이 증

가하지만, 동시에 작물의 생리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작물 생육 기간

을 단축시켜 관개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모순되는 현상은 미

래 시기의 농업용수 수요량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장기간 수자원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변화를 정량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Shahid, 2011).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작물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농업용수의 부족과 기상 조건의 

시공간적, 빈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 시기의 식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시기의 작물 생산량 변화를 통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산정하는 것은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Barry and Ca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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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기의 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

과 다양한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과거부터 진행되었다.  

기존의 작물 생산량을 모의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

물 호흡량이 증가하고, 단위 물 소비 당 생산성 감소와 장해형 냉해 

등으로 미래시기의 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

였다 (Karim et al., 1996; Saseen dran et al., 2000; Jalota et 

al., 2012).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멀칭을 통해 작물 잔류 수분을 

사용하고, 가림막 설치를 통해 온도를 낮추거나 가뭄 또는 고온에 

잘 견디는 품종의 개발 등이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온도 상승의 부

정적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Jalota et al. (2012)에 따

르면, 그 중에서도 작물의 생육 단계를 작물의 최적 온도와 맞추기 

위하여 작부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의 

조건 속에서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환경 친화

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농업용수가 필수적이므로, 기후변화와 작

물 생산량과 함께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시기의 증발산량, 관

개수량 등을 예측하였고, 작물의 생산량에 따른 소비수량과 농업용

수사용량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의 최적 작

부시기를 따르지 않고, 현재의 작부시기를 미래 시기에도 유지한다

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혹은 작물의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고 농

업용수의 사용량만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시

기의 최적의 작부시기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생산량과 소비수량, 관

개수량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서로 간의 영향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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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조건, 작부시기, 논벼의 생산량, 그리고 농업수자원의 요소 간

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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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논벼의 작부시기와 생산량, 농

업용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

한 작부시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 기상요소의 변화에 따른 

논벼 생산량, 혹은 관개수량을 각각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데에 초점

을 두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로 얽혀있는 기상조건

과 작부시기, 생산량, 농업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최적 작부시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논벼의 생산

량을 예측하며, 소비수량과 관개수량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 목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 시기의 기상 조건에 대

하여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최적 논벼 이앙일과 출수일 등의 

작부시기를 산정하고자 한다.  

(2) 앞서 산정한 최적 작부시기를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 

Rice 모델에 적용하여, 대상 지역의 미래시기 논벼 생산량과 생육 

기간 변화를 모의하고자 한다. 

(3) 논벼 생산량과 생육 기간 변화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 기간의 강수량 및 소비수량, 관개수량 변화를 분석하고, 단위 

물 소비량 당 생산량을 추정하여 최적 작부시기의 적용에 따른 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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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기후변화와 농업용수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작물의 생육과 식량 안보 등 많

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온 상승, 강수량의 규모, 빈

도 및 패턴의 변화는 수문순환과 유출량 변화 등 수자원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산

량이 증가하며, 강수량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강수 패턴과 증발산량

의 변화가 예상되어 전체 물 사용량의 47 %를 차지하는 농업용수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홍수, 가뭄 등의 재해 증가로 인

하여 관개기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

어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홍은미, 

2009).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며, 기후 의존적 산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며 강수

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작물의 증발산량, 생육 기간, 작물 계수, 품

종 및 영농 방식, 수확량 등에 영향을 미친다 (최진용, 2012). 기후

변화가 관개용수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

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산량이 증가하

여 관개용수가 증가하지만, 강수량이 증가하면 관개용수는 감소하

고, 계절별 강우 편차 및 강우 강도의 변화는 유효우량의 감소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유승환, 2012). 

홍은미 등 (2009)은 LARS-WG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 논벼의 10년 빈도 증발산량 변화를 예측하였으며, 201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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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100년까지 30년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 1.56 %, 5.99 

% 및 10.68 %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윤동균 등 (2011)은 기

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예측하기 위해 GCM 중 

ECHO-G와 MICROC3.2를 선정하여 상세화한 기상자료를 기반으

로 물수지를 분석한 결과, 미래시기에 잠재증발산량과 필요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정상옥 (2009)은 한 개의 GCM 모

형 (HadCM3)과 SRES A2, B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낙동강 권

역의 논 관개용수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논 관개용수 요구

량이 기준년도에 비해 3.7 % (A2 2050s), 7.0 % (B2 2050s), 

10.2 % (A2 2080s) 및 1.4 % (B2 2080s)  감소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며, FAO-AquaCrop을 이용해 기후변화가 논벼 증발산량 및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였다 (정상옥, 2010). 또한 RCP 시

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값을 수집하여 서해안 평야지대 6개

소에 대해 미래 논벼 소비수량을 추정한 결과, 미래시기로 갈수록 

소비수량은 증가하며, RCP 4.5 시나리오보다 RCP 8.5 시나리오에

서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상옥, 2012). 유승환 등 

(2012)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작물증발산량, 유효우량을 

산정하고, 논용수 수요량 및 단위용수량의 미래 변화를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단일 GCM만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Lee et al. (2017)은 23개의 

GCM, 36개의 기후변화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시기에 대한 소비수

량, 논용수량 등을 산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모델인 전지구순환모

델의 불확실성을 기후변화적 측면, 논에서의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태석 등 (2012)은 SRES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작물생육모형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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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의 소비수량 및 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논벼의 

소비수량은 미래시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기후

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수량과 생산량, 두 요소 간의 관

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작물 생산

을 위해 사용된 수자원을 가상수의 개념에 도입하여 미래시기의 농

업용수 수요량을 분석하였다. 녹색 가상수 사용량을 유효우량, 청색 

가상수 사용량을 관개수량으로 하여, 녹색 가상수의 효율과 이로 인

해 청색 가상수가 절약되는 양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미래시기로 

갈수록 유효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개수량을 절약할 수 있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Lee et al., 2016). 오부영 등 (2017)은 

AquaCrop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논벼의 물발자국은 기준년도에 비해 2020

년대, 2050년대 모두 증가하며, 2080년대에는 2050년대 대비 다

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Tao et al. (2003)은 중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기

후변화에 따른 미래 시기의 농업용수와 작물 생산량 변화를 예측한 

결과, 중국의 남쪽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시기의 농업용수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북쪽 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De 

Silva et al. (2007)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주식인 논벼의 72 %가 

농업용수가 부족한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용수

의 부족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A2, B2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강수량은 17 % (A2), 9 % (B2) 감소하며, 우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잠재증발산량은 3.5 % 

(A2), 3 % (B2) 증가할 것이며, 논 관개수량은 23 % (A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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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기의 기후변화 영향은 전반

적인 스리랑카 지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Tubiello et al. (2000)과 Droogers (2004)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시기의 농업용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기후변화 모델과 기후

변화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개수량을 산정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Doll (2002)은 두 가지의 기후변화 자료

(ECHAM4, HadCM3)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평균 관개수량 변화를 

국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관개시설이 설

치된 3분의 2 이상의 지역에서 관개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Shahid et al. (2011)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20년까지 450만 톤의 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건기에 재배되는 Boro 쌀 생산에 따른 농업용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Boro 쌀의 작부시기, 토양수분, 증발산량, 

유효우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시기의 Boro 벼 생산을 위한 관

개수량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생육 기간 및 관개 기간이 

각각 140일에서 130일, 121일에서 112일로 단축되었으며, 관개수

량은 기준년도 1,057 mm에서 2100년 1,044 mm로 감소하여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별 관개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lgaali et al. (2007)은 콜로라도에 위치한 Arkansas 강 유

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관개수량 변화를 지역 단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미래시기로 갈수록 관개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riguez Diaz et al. (2007)은 스페인의 

Guadalquivir 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량의 변화

를 연구한 결과, 2050년까지 관개기의 관개수량이 약 15-20 %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Yano et al. (2007)은 SRES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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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터키 지중해안의 밀과 옥수수의 작물 생육 변

화와 관개수량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시기 밀과 옥수

수의 작물 증발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지중해안의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밀의 관개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Fischer et al. (2007)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

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A2r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및 관개수량의 변화를 세계적, 지역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래 시기의 농업용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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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및 작부시기 영향

기후변화가 작물과 작부시기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기온이 상

승하면 증발산량이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요인이 되는 한편, 생육기

간이 단축되고 임실율이 감소하며, 호흡량이 증가하는 등 생산량 감

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문기 등, 2000).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은 호흡량을 증가시켜 탄수화물 축적이 

저하되고, 일찍 노화가 일어나며, 등숙기간이 단축되어 수량 감소 

및 품질 악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파종 및 이앙일 등 작부시기를 조

정하는 것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이충근 등, 2011). 

정유란 등 (2006)은 1971-2000년 평년기후도에서 모의된 출수

기를 기준출수기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논벼의 출

수기 및 생리적 성숙기와 등숙기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출수기

는 2100년까지 최대 20일까지 단축될 수 있으며, 성숙기는 최대 

한 달까지도 빨라질 수 있어, 출수기에 비해 단축되는 정도가 심하

다고 분석하였다. 박홍규 등 (2008)은 기상여건의 변동에 따른 30

년 평년기상 ('71~'00)값을 적용하여 지역 및 기후대별 벼 최적출

수기와 이에 따른 기상생산력과 기후등숙량을 추정하고, 전국 60개 

지역에 대한 출수기 및 수량성을 분석하였다. 심교문 등 (2010)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 조건에서 벼 생육 및 수량 변화를 예측

하기 위하여 CERES-Rice 생육 모델을 적용하여 모의하였다. 그러

나 현재의 품종과 재배조건 등을 그대로 고수하였을 때를 가정하였

고, 그 결과 출수생태형이 다른 세 품종 모두 발육 속도가 빨라지면

서 생육 기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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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충근 등 (2011)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시기 조정이 벼 품종의 

생태형별 생육기간과 생육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ORYZA 2000 모

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적 파종기는 벼 생태형에 관

계없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출수기가 늦어지고, 생육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로 파종기를 3/14~7/18일까

지 9일 간격으로 작물모형을 이용해 출수기를 추정하고, 출수기를 

기준으로 적산온도를 통해 지역별 최적파종기를 설정하였다. 최적파

종기는 기후변화에 따라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후변화에 따

른 벼 생산성 변화에 대한 관련 요인의 기여도 분석 결과, 기후변

화, 작부시기, 이산화탄소 비료 효과, 벼 생태형 순으로, 작부시기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근 등, 2012). 

Jalota et al. (2012)는 인도의 Punjab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가 벼와 밀의 작부체계와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앙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기존의 이앙일을 기준으로 7일, 15일, 21일 

늦췄을 때 작물의 생산량을 모의하였으며, 미래 시기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 또한 반영하였다. 그 결과, 

이앙일을 7일 늦췄을 때 생산량이 가장 적게 감소하였고, 이산화탄

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경감되긴 하나, 평균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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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물 생육 모델과 생산량 예측 

작물 생육 모델은 농업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

육단계, 생산량을 모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작물 생육 모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벼 생산량 추정, 농업용수 및 비료량 산정 등의 변화를 모

의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널리 이용되고 있다 (N. 

Vaghefi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작물 생육 모델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격탐사, 지리

정보시스템 등 공간정보기술과 결합함으로써 농업기후지대 구분, 재

배적지 판정 등에 실용화되고 있다 (정유란 등, 2006).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물리학적인 영향은 작물별, 품종별로 상이하

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 생육 

및 생산성을 예측하기 위해 비생물학적 환경반응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하여 정량화하는 작물 생육 모델이 사용되는 것이다 (김준환 

등, 2012). 잠재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의 차이를 정량화하고, 작

물 관리 방법 등을 평가하며, 환경 조건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수확기 이전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다른 기상 및 

환경조건을 적용하거나 시비 혹은 관개 조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농업 정책 분석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Fischer et al., 2002; Hammer et al., 2000; Hansen, 2002; 

Timsina and Humphreys, 2006). 

작물 생육 모델의 강점은 기상 조건의 변동성으로 인한 작물 생산

성의 편차를 계량화할 수 있고,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에 따른 장기

간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물 생육 모델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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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가 작물 생산성과 농업용수 수요량 및 물 생산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정량화하고 이에 따른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Timsina and Humphreys, 

2006). 

De Silva et al. (2007)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

면 논벼와 같은 C3 작물의 광합성을 촉진하여 생산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IPCC, 1995). Karim et al. (1996)에 따

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의 해로운 영향은 상쇄되는 영향보

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온도가 상승하고 일사량이 줄어들어 장

해형 냉해를 유발하고 생산량을 저해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Matthews et al. (1997)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벼 

작물모델인 ORYZA1과 SIMRIW를 이용하여 아시아의 쌀 생산량을 

모의하였으며,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쌀 생산

량은 증가한 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쌀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Timsina and Humphreys (2006)은 작물생육모델인 CERES- 

Rice 모델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모델을 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시기의 논벼 모의 생산량은 온도가 상승하고 생

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벼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산화

탄소 농도 증가가 비료효과로 작용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

는 지역도 나타났다. Han (2007)과 Shim et al. (2008)은 

CERES-Rice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래 시기의 벼 생산량을 

모의하여, 미래에는 우리나라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

다. Yao et al. (2007)은 중국의 주요 벼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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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모델인 RCM 중 B2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 Rice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미래의 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 벼를 생산하는 대부

분의 지역에서 B2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벼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쳐, 벼 생산량이 감소하고, 벼 생산량의 편차 또한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Saseendran et al. (2000)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모델과 

작물 생육 모델을 이용하여 인도 대륙의 Kerala 주의 미래 시기의 

벼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CERES-Rice 모델이 이산화탄소와 

온도 변화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온은 1.5 ℃ 상승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는 460 ppm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벼 생육 기간은 

6 % 감소하였으며, 벼 생산량은 약 12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민감도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료효과

로 작용하여 벼 생산량과 물 이용 효율은 증가하였으며, 온도가 1 

℃ 증가함에 따라 벼 생산량은 약 6 %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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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의 대상 지역은 논벼의 작부시기, 생육 단계에 따른 

작물계수, 관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중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논벼 작부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작물계수와 

관개 일정 등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조건들이 다른 중북부 지역에서 

두 지점, 남부 지역에서 두 지점을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선

정된 네 지역은 중북부 및 남부의 기후적 특성에 따라 논벼 재배를 

위한 작부시기 및 관개 일정 등을 적용하였다. 대상 지역은 최돈향 

등 (1994)에 의해 제시된 농업기후지대 구분에 따라 각 농업기후

지대를 대표할 수 있으며, 기상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중북부 지역에서는 춘천과 수원, 남부 지역에서는 대구와 광

주를 선정하였다. 춘천은 중북부 내륙지대에 속하며, 수원은 중서부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논 비율이 높은 곳에 해당한다. 대구는 영남분

지지대로 내륙에 위치하며, 광주는 호남내륙지대로 논 비율이 높고 

해안과 근접한 지역이다. 선정된 대상 지역의 특성은 다음 Table 

3.1과 같다. 

station name station number latitude longitude altitude

Chuncheon 101 37.54 127.44 77.70

Suwon 119 37.16 126.59 34.10

Daegu 143 35.53 128.37 64.10

Gwangju 156 35.10 126.53 72.40

Table 3.1 Ge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study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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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미래 기상자료

3.2.1 RCP 시나리오

IPCC 5차 보고서에서 새롭게 채택된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대표 

농도 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시나

리오는 기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SRES 시나리오에 비해 인위적 

강제력에 온실가스와 에어러졸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강제력이 추

가된 시나리오이다 (백희정 등, 2011).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복

사강제력, 즉 온실가스 등으로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으로서 단위는 W/m2로, 지상에 도달되는 태

양복사가 약 238 W/m2이므로 RCP 8.5/6.0/4.5/2.6의 복사강제력

은 입사 태양복사량의 약 3.6 %, 2.5 %, 1.9 %, 1.1 %에 해당된

다 (CCIC, 2018).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오 중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 하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인 RCP 4.5 시나리오

와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배출되는 경우인 RCP 8.5 시

나리오를 본 연구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RCP 4.5 시

나리오는 2100년까지 복사강제력이 약 4.5 W/m2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그대로 유지하여 안정화되는 저농도 시나리오이며, RCP 8.5 

시나리오는 2100년에 복사강제력이 8.5 W/m2를 초과하는 고농도 

시나리오이다 (백희정, 2011). 감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계속 유입될 경

우 현재 400 ppm 미만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100년에 이

르러 940 ppm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구 평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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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은 4.8 ℃ 상승하고 강수량은 6 % 증가하며 해수면 높이는 90 

cm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NIMR, 2011). 

Description Radiative forcing
Concentration*

( -eq. ppm)
Pathway
shape

SRE
S-eq.

RCP8.5 >8.5 in 2100 940 rising A2

RCP6.0
~6 at stabilization

after 2100
670

stabilization

without
overshoot

A1B

RCP4.5
~4.5 at

stabilization

after 2100
540

stabilization

without
overshoot

B1

RCP2.6
peak at ~3 before

2100 then decline
420

peak and
decline

-

* from CCIC(2018); eq. means equivalent

Table 3.2 Types of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Moss et al., 2010) 

Fig. 3.1 Radiative forcing of the RCP scenarios 

(Mos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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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구 대상 지역의 미래 기상자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지역의 미래 기상자료로 HadGEM3-RA 

(Autospheric Regional climate model of Hadley Center Global 

Environment Model version 3)를 바탕으로 한 기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로서, 영국 기상청 Hadly 기후센터의 기후변화 예측모델인 

HadGEM2-AO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기후모형 (RCM, Regional Climate Model)과 통계적 상

세화 기법 (MK-PRISM, Modified Korean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and Independent Slopes Model)으로 상세화한 

1km 해상도의 격자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김맹기 등, 2012; 

2013). 

연구 대상 지역인 춘천과 수원, 대구, 광주의 측후소별 기후자료

를 바탕으로 1980-2099년 기간의 기상자료를 30년 단위로 구분

하였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를 기준년도 (Baseline)로 설정하

였으며, 2010년부터 209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2020년

대 (2010-2039년), 2050년대 (2040-2069년), 2080년대 

(2070 –2099년)로 구분하여 기상자료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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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논벼의 작부시기 산정 

논벼의 생육은 이앙기, 출수기, 수확기라는 생육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생육 단계는 일 최저, 최고기온과 일 평균기온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므로 기온이 변화하면 논벼의 작부시기도 달라진다. 

특히 논벼의 생산량은 출수 시기 및 출수 후의 온도 등에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시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벼의 작부시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래 기

상자료로부터 이앙기, 출수기, 수확기 등에 관한 항목들을 분석하였

고, 분석항목은 다음 Table 3.3과 같다. 

일반적으로 논벼의 생육 최저온도는 8-10 ℃이고, 생육 최적온도

는 25-32 ℃이며, 35 ℃ 이상에서는 생육이 저조해지고, 고온장해

로 인하여 생산량이 저하된다. 벼의 생육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는 척도로서 적산온도 (accumulated temperature)를 중요

시하는데, 이는 벼 생육기간 중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준온도 이

상인 날의 평균기온의 합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

르다 (채제천, 2010).

적산온도 방법을 이용한 논벼의 작부시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Fig. 3.2와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2010). 먼저 일 평균기온 15 ℃

를 기준으로 이앙기 조한일과 수확기 만한일을 구분하고 이로부터 

논벼의 재배가능기간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벼의 생육과 생산량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출수기이며, 안전출수기는 등숙기

간 40일 동안의 안전여뭄온도 22.5 ℃가 되는 시점으로 선정하였

다. 특히, 출수 후 등숙 기간의 온도는 논벼의 수량과 품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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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충근 등, 2011). 따라서 안전출수기

로부터 적산온도를 산정하여 품종별 적정 이앙일과 수확일을 구분

하여 생육기간 및 작부시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앙일을 구분하

기 위한 기준 적산온도는 품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벼의 품종은 올늦음성에 의해 극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

종, 만생종 등으로 구분되며 조생품종은 기본영양생장성이 짧고 감

광성이 약하며 감온성이 강한 반면, 만생품종은 기본영향생장이 짧

으나 감광성이 강하며 감온성이 약하다 (채제천 등, 2010). 이에 

각 품종별로 영양생장기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적정 이앙일 역시 

다르게 산정된다. 극조생종의 경우 이앙일부터 안전출수일까지 

1500 ℃의 적산온도를 필요로 하며, 만생종의 경우 2200 ℃의 적

산온도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만생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앙일로부터 안전출수일까지의 적산온도가 2100 ℃가 되는 시

점을 이앙일로 설정하였다. 수확기의 경우는 품종에 따른 차이 없이 

적산온도가 1100 ℃가 되는 일을 적정 수확일로 구분하였다 (박순

직 등, 2008). 

Fig. 3.2 Cropping season of paddy rice by accumulated 

temperature method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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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ethod

Culti

vation

period

First day of

transplanting
First day of daily mean temperature 15 ℃

Last day of

harvesting
Last day of daily mean temperature 15 ℃

Grow

ing

period

Trans

planting

date

Extremely

early

maturing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1,500 ℃ from

transplanting to heading date

Early

maturing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1,700 ℃ from

transplanting to heading date

Middle

maturing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1,900 ℃ from

transplanting to heading date

Middle

-late

maturing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2,100 ℃ from

transplanting to heading date

Late

maturing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2,200 ℃ from

transplanting to heading date

Heading

date

Period of average temperature of 40 days

after heading 22.5 ℃

Harvest

date

Day of the accumulative temperature after

heading 1100 ℃

Table 3.3 Parameters of cropping season by accumulated 
temperature method (Par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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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물 생육 모델

작물 생육 모델은 대기-작물-토양 생태계의 종합적인 모의를 통

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작물 생육 

모의는 작물 종류와 작물주기의 토양-작물시스템 반응에 따라 이루

어지며, 시스템 상부 경계는 표준기후변수 (복사량, 최고 및 최저기

온, 강수량, 증발산과 바람 및 습도)에 의한 대기이고, 하부 경계는 

토양과 하층토양의 인터페이스 등이 해당된다 (Brisson, 2003). 

작물 생육 모델에서 작물의 정량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지상부 바

이오매스, 질소함량, 엽면적지수, 수확된 작물의 바이오매스 및 수량

으로 평가된다. 작물에서 식물생장과 관련된 기관 (잎, 나뭇가지 및 

새싹)은 그들의 바이오매스와 연관이 있으며, 작물에 영향을 주는 

토양의 구성요소로는 각 층의 수분함량, 무기물, 질소 함량 및 유기

질소 함량 등이 있다 (Brisson, 2003). 

또한, 작물의 생장은 식물 탄소 축적에 따른다 (de Wit, 1978). 

태양복사열은 작물의 잎에 의해 흡수되고, 동화작용을 하여 지상부 

바이오매스로 변환되는데, 이 때 토양의 질소 및 탄소량에 따라 작

물의 바이오매스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작물 생육 모델에는 태양-

지상부 환경요소 (일사량, 온도, 강수량)-지하부 질소함량 및 탄소

량, 수분함량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송용호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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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CERES-Rice 모델

작물 생육 모델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그 중 CERES (Crop 

Environment Resource Synthesis) 모델은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

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

다 (Rosenzweig and Iglesia, 1994; Saseendran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RES 모델은 ICASA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Agricultural System Applications)에서 제작한 

생육모델링 패키지 프로그램인 DSSAT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otechnology Transfer)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벼를 대상으로 하는 작물 생육 모델은 매우 다양하

나, CERES-Rice 모델은 아시아 지역에 적용성이 높고, 다양한 연

구에 의해 평가 및 적용되어져 왔다. 또한 생산량을 예측 및 분석하

고, 농작물 관리 전략을 평가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작물 적용성 평

가, 병충해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을 파악하는 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Timsina and Humphreys, 

2006). CERES-Rice 모델은 기상, 토양, 품종특성 모수 및 재배관

련정보를 이용하여 벼의 발육과 수확을 예측하는 모델로, 크게 벼의 

발육단계를 예측하는 생물계절 부문 모델 (phenology sub- 

model), 벼의 건물 생산 및 식물체 각 기관으로의 분배를 모의하는 

성장 부문 모델, 질소와 수분 공급을 다루는 질소-수분의 동태적 

부문 모델 등으로 나누어진다 (Fig. 3.4). 

CERES-Rice 모델은 벼에 대한 생리학적 분석과 기후 변수에 따

른 벼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한다. 본 모델에서는, 일사 사용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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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E, radiation use efficiency), 엽면적지수 (LAI, leaf area 

index), 흡광계수 (κ, extintion coefficient), 광합성유효방사 

(PAR,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를 기반으로 순광합성

량 (net photosynthesis)이 산정된다. 모델에서는 14℃에서 32℃

의 온도 범위를 광합성에 적정한 온도로 적용하며, 이 범위를 벗어

나게 되면 벼의 생육과 벼 생산량이 감소한다. 광합성과 증발산량은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공 저항의 증가 등에 반응하여 작용하며, 모델

의 입력자료로는 토양, 작물, 일별 기상자료와 작물의 유전적 특성 

등이 있다. 토양 자료로는 토양 종류, 알베도, 유기물 함량, 토성, 토

양 구조, 토양용적밀도 등이 있으며, 작물 자료는 파종일, 파종 깊

이, 재식 밀도, 관개, 비료 등, 일별 기상자료로는 일사량,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강수량 등을 포함한다 (Yao et al., 2007).

Fig. 3.3 Overview of the components and modular structure of 

DSSAT-CSM (Jone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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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diagram of rice growth simulation model 

(CERES-Rice) (Christopher, 2013) 

CERES-Rice 모델에서 구현되는 작물의 생육 단계는 (1) 파종 

및 이앙기, (2) 발아 (germination), (3) 출아 (emergence), (4) 

유생기 (juvenile phase), (5) 유수분화기 (panicle initiation), 

(6) 출수기 (heading), (7) 등숙기 (grain filling, maturity)로 이

루어진다. 각 생육단계별 기간은 작물의 유전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열-시간 혹은 적산온도를 이용한 성장도일과 광주기 개념을 사용하

여 산정된다. 또한 CERES-Rice 모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

도 증가로 인한 증발산량의 변화와 광합성의 증가를 구현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반응은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Saseendra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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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CERES-Rice 모델 입력 자료

CERES-Rice 모델의 입력 자료는 기상, 토양, 작물 및 영농자료

를 포함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실험 파일을 입

력한다. 각 입력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자료 

CERES-Rice 모델의 기상자료는 일별 최고기온 (℃), 최저기온 

(℃), 강수량 (mm), 일사량 (MJ/m2·day) 등을 포함하며 본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1980년부터 2099년까지의 일별 

기상자료를 각 년도별 기상자료 파일 ( .WTH)로 생성하여 사용하

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ppm)를 기상자료 파일 내에 입력하여 

조정할 수 있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에 따라 10년 

단위의 이산화탄소 농도 값을 다음 Table 3.4와 같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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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2 concentration (ppm)

RCP 4.5 Scenario RCP 8.5 Scenario

1985s 369 369

1995s 369 369

2005s 379 379

2015s 400 403

2025s 423 432

2035s 448 469

2045s 474 515

2055s 498 572

2065s 517 640

2075s 528 718

2085s 532 801

2095s 536 890

Table 3.4 CO2 concentration of the RCP scenarios

나. 토양자료 

본 연구의 토양자료는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에서 제공하는 토양통, 토층별 입경분포 및 

수분 관련 특성, 토성, 토양 화학성 등을 포함하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대상 지역별 토양자료 파일 

(SOIL. SOL)을 생성하였으며, 각 대상 지역별 토양정보는 다음 

Table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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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rainage
rate

(%/day)

Runoff
curve
no.

Layer
depth

(cm)

Lower
limit

(cm3/
cm3)

Upper
limit,
drained
(cm3/
cm3)

Upper
limit,
saturated
(cm3/
cm3)

Root
growth
factor
(0-1)

Sat.
hydraulic
conductiv
ity
(cm/h)

Bulk
density
(g/cm3)

Clay
(%)

Silt
(%)

pH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
kg)

Base
saturati
on
(cmol/
kg)

Chun
cheon

0.40 73.0

20 0.112 0.293 0.526 0.819 0.68 1.16 17.3 65.4 6.0 18.2 75.5

33 0.117 0.295 0.524 0.589 0.68 1.17 18.8 62.9 6.0 19.4 66.6

72 0.116 0.298 0.486 0.35 0.68 1.29 18.4 67.3 5.5 16.3 65.7

105 0.089 0.216 0.437 0.170 2.59 1.43 9.5 35.8 5.7 14.1 60.1

160 0.089 0.220 0.45 0.071 2.59 1.39 9.3 38.3 6.1 13.3 66.2

Su

won
0.60 73.0

21 0.110 0.217 0.446 0.811 2.59 1.38 15.4 24.0 4.5 12.9 11.9

60 0.120 0.220 0.383 0.445 2.59 1.58 17.6 19.3 4.9 9.7 17.0

86 0.115 0.215 0.379 0.232 2.59 1.59 16.4 19.4 5.1 7.9 21.0

102 0.122 0.223 0.380 0.153 2.59 1.59 18.2 19.2 5.2 8.6 19.8

160 0.139 0.249 0.393 0.073 0.43 1.55 22.7 23.8 5.1 9.7 15.7

Dae

gu
0.85 73.0

12 0.121 0.301 0.516 1.000 0.68 1.19 20.0 65.1 5.2 24.4 16.0

32 0.119 0.299 0.490 0.644 0.68 1.28 19.4 65.1 5.5 26.8 33.1

44 0.118 0.300 0.48 0.468 0.68 1.31 19.1 66.3 6.1 20.1 40.0

Gwang

ju
0.60 73.0

14 0.154 0.297 0.497 1.000 0.23 1.23 27.1 39.3 4.4 19.6 36.2

26 0.192 0.323 0.453 0.67 0.23 1.37 34.5 29.6 4.5 16.0 29.5

38 0.185 0.309 0.433 0.527 0.23 1.43 33.1 26.8 4.5 16.2 20.2

56 0.169 0.284 0.418 0.391 0.43 1.47 29.7 23.2 4.7 13.5 34.9

160 0.156 0.263 0.396 0.115 0.43 1.54 26.5 20.9 4.5 13.6 33.0

Table 3.5 Soi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tations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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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물 및 영농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벼의 품종 중 재배면적이 102.6 (천 ha)

이며, 누적비율 12.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만생

종인 추청벼를 대상으로 하였다. 논벼의 품종은 기상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대상 지역 중 중북부 지역은 조생종, 중생종 재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시기 

변화와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기 위함으로, 품종에 따른 수량성 및 

특성 차이를 배제하고자 한 품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연

구를 진행하였다. 중만생종은 고온조건에서도 긴 일장조건 덕분에 

유수분화가 지연되어 출수가 늦어지나, 일단 유수가 형성되면 그 다

음부터는 모두 온도의 영향만을 받게 된다 (김영호 등, 2002). 추

청벼는 도정특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단점으로는 병해충저

항성이 약하여 이로 인한 수량성 저하를 들 수 있다 (박광호, 

2014; 국립식량과학원, 2012). 추청벼는 평균적으로 453 kg/10a 

정도의 수량성을 가진다. 

작물 생육 모델을 대상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실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생장 및 발육과 관련한 유전적 특성을 모델

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CERES-Rice 모델의 경우 발육관련 4

개, 생장 및 수량 관련 4개로 이루어진 품종별 유전적 모수 

(genetic coefficients)를 사용한다. 추청벼의 품종모수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의 12개 시험포장에서 3년간 (1999 

–2001년) 수행한 작황시험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Table 

3.6)를 이용하였다 (심교문 등, 2010). 심교문 등 (2010)은 생육 

및 수량자료 (파종기, 이앙기, 출수기, 등숙기, 수량, 영화수, 이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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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이용하여 DSSAT 패키지의 품종 유전모수 추정 프로그램

(GenCalc)에 의해 품종별 유전모수를 추정하였다. 

CERES-Rice 모델의 품종모수는 각각의 단계에 도달하는데 필요

한 Thermal time (9 ℃ 기준 누적 생장도일)을 P1부터 P5까지의 

모수로 나타낸다. P1은 발아 (출현) 후 기본영양생장기간으로, 일장

에 무관하며 일정기간을 경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생육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P2는 유수분화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며, 감광성을 표현

한다. P3은 유수분화 이후 출수까지의 기간이며, P4는 출수 이후 

광합성산물에 따라 영화의 수, 곡립의 폭과 길이 등이 결정되는 시

기까지를 말한다. P5는 등숙기간으로서 400에서 600도일 정도의 

비교적 균일한 값을 갖는다. 벼의 수량생산잠재력 (yield potential)

을 표현하기 위해 모델에서는 주간 건물중당 최대립수를 G1, 한 개

의 영화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의 양분, 즉 최대립중을 G2, 최고분

얼기의 곁가지 수를 대조품종 IR64와 비교한 상대분얼능력을 G3로 

나타내고 있다. 벼 재배지역이 열대부터 냉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으로 다양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 G4는 온도반응성을 나타낸다 (김

영호 등, 2002). 또한 육묘일수와 재식거리는 각각 30일, 30×15 

cm로 하여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Genetic

coefficients
P1 P2O P2R P5 G1 G2 G3 G4

Value 390.0 12.0 20 520 55 0.025 0.61 1.00

Table 3.6 Genetic coefficients of CHUCHUNG cultivar in 

CERES-Rice model (Sh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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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업용수 산정

논벼의 소비수량은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수량으로 증발산량과 작

물생체수량의 합으로 산정하나, 작물생체수량은 거의 무시할 수 있

는 수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증발산량과 같게 취급한다 (정하우 등, 

2007). 

논벼의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상자료의 유무와 지형적 및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FAO Penman- 

Monteith 방법, Priestley-Taylor 방법, Hargreaves 방법, 

Blaney-Criddle 방법, Jensen-Haise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DSSAT 모델에서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Priestley-Taylor 방법, FAO Penman-Monteith 방법, 수정 

Penman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대표

적인 방법이자 FAO에서 추천된 FAO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3.1)

여기서 =기준작물 증발산량 (mm/day), = 2m 높이에서의 

일 평균기온 (℃), =지상 2m 높이에서 풍속 (m/sec), =순방

사 (), =토양열 유동밀도 (), =포화증기

압 (kPa), =실제증기압 (kPa),    =대기의 포화증기압 부족

량 (kPa), ∆=포화 증기압과 온도곡선의 기울기 (℃), =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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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수 (℃)이다. FAO Penman-Monteith 공식은 1965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방법으로 Penman 공식의 공기동역학 조건에 작물

형에 따른 기공저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방법이다. 기공저항은 엽온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기동역학항에 온도에 의한 식이 

추가되어 있다.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온도, 습도, 복사

량 및 풍속에 관한 일별, 일주일 단위 혹은 1개월 단위의 가상자료

가 필요하다 (Allen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DSSAT 모델에서는 기준작물 증발산량과 실

제 증발산량 산정이 SPAM (Soil-Plant-Atmosphere Module) 

내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FAO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작물 증발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실제 증발산량을 산정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작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나, DSSAT 

모델 내의 SPAM에서는 기준작물 증발산량을 토양 증발량과 작물 

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exp∙              (3.2)

 ×exp∙ ×      (3.3)

여기서 =기준작물 증발산량 (mm/day), =토양 잠재 증

발량 (mm/day),  =작물 잠재 증산량 (mm/day), =흡광 계

수, =엽면적지수 (Leaf area index)이며, 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상대적인 증산량의 비율로, 1에 가까우며, 기공저항에 

미치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을 고려하는 인자이다. 

위의 식을 통해 기준작물 증발산량을 토양 증발량과 작물 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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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눈 후, 토양 증발량은 멀칭과 담수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산

정하며,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여 토양 잠재 증발량 이상일 경우를 1

단계, 토양 수분이 감소해가는 경우를 2단계로 하여 각 단계에서의 

증발량을 고려하여 실제 토양 증발량을 산정한다. 또한 실제 작물 

증산량은 수분 스트레스를 산정하고 뿌리에서의 물 흡수율 인자를 

고려하여 시간과 작물의 특성 값에 따라 동적으로 보정을 하게 된

다. 

다음으로, 논에서의 필요수량은 감수심을 의미하여 감수심은 소비

수량과 침투량을 합하여 산정되며, 이에 유효우량을 고려하고 관개 

방법에 따라 관개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 표준영농방법을 기준

으로 일별담수심추적법을 적용하였고, 논의 물꼬 높이는 60 mm로 

설정하였다. 담수심추적법은 감수심 (논벼의 작물소비수량과 침투

량)을 이용하여 논에서의 일별 물수지에 기반하여 담수심을 모의한

다. 식 (3.4)를 이용하여 논 물수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별 

필요수량 및 담수심을 모의한다. 물수지 식 (3.4)과 식 (3.5)를 이

용하여 t일의 담수심 는 식 (3.6)과 같이 산정한다. 관개가 없

는 날 (비급수일)은 관개량 ()을 0으로 산정하여 담수심을 계

산하고, 일별 물수지식으로부터 논의 필요수량 ()은 가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때 발생하며 유효우량 ()을 고려하

여 식 (3.7)-(3.8)와 같이 산정한다. 논 증발산량 ( )는 FAO 

Penman-Monteith 식 (Allen et al., 1998)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물꼬높이 (H)는 60mm로 가정하였으며, 6월 하순의 중간낙

수 기간에는 담수심을 0으로 설정하였다. 유효우량 ()은 강우

량에서 포장에 직접 저류되는 양으로서, 포장의 물꼬높이 (H)와 강

우 전 담수심 조건에 따라 식 (3.9)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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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

(2) ∆                                   (3.5)

(3)           (3.6) 

(4)        

                              (3.7)

(5)                                 (3.8)

(6)       

             if  ≤     

             if  ≻                (3.9)

여기서, 은 t일의 관개량 (mm/day), 는 t일의 강우량 

(mm/day),  는 t일의 작물증발산량 (mm), 는 t일의 강

하침투량 (mm), 는 지표유출량 (mm/day), ∆는 t일의 

담수심과 (t-1)일의 담수심의 차이이다. 담수심 추적식을 통하여 

최대담수심 이하로 떨어지면 관개를 시작하고, 강우가 발생할 경우

에는 강우량을 유효우량으로 먼저 계산한 후에 관개여부를 결정하

도록 한다. 이와 같이 관개수량은 일별담수심 및 증발산량의 변화, 

유효우량의 공급 가능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총 작물 생육 기간 

동안의 관개수량을 합산하여 각 연도별 관개수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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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미래 기상자료 특성

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980년부터 2099년

까지의 기상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준년도인 1990년대와 

미래 시기인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다음 Table 4.1과 Fig 4.1-4.4와 같으며 각 대상 지역의 

월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강수량의 분포는 Fig 4.5-4.8에 나타

내었다.  

중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의 경우, 기준년도의 연평균기온은 

11.1 ℃이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080년대 13.7 ℃에 

달하여 미래시기로 갈수록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80년대 16.3 ℃로 약 5.3 ℃가 상승하여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보다 큰 기온 상승을 보였다. 기준년도의 

연강수량은 1,325 mm이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080년

대 1,817 mm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RCP 8.5 시나리오에서

는 2050년대까지 증가하다 2080년대에 1,704 mm로 감소하여 

RCP 4.5 시나리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원의 경우, 춘천과 마찬가지로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모두 연평균기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강수

량의 경우에도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050년대에서 2080년대로의 연강수량 증가 

폭이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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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대구의 경우, 기준년도의 연평균

기온은 14.1 ℃로, 중북부 지역보다 약 2-3 ℃ 높게 나타났다.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모두 연평균기온이 증

가하였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2080년대의 연평균기온은 

19.4 ℃에 달하여 대상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준년도의 연

강수량은 1,066 mm이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미래시기

로 갈수록 증가하여 1,449 mm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준년도 및 미래시기의 연강수량이 현저히 적은 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모

든 미래시기의 연강수량이 적었으며, 춘천과 마찬가지로 2050년대

까지 증가하다 2080년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대구와 마찬가지로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연평균기

온이 상승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 더 큰 폭의 기온 상승을 보

였다. 기준년도의 연강수량은 1,391 mm이었으며, RCP 4.5 시나리

오에서는 2,067 mm,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1,948 mm까지 상

승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연강수량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대상 지역의 월별 최고 기온 및 최저 기온의 변화와 강수량의 분

포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 모두 RCP 4.5 시나리오보다 RCP 

8.5 시나리오에서 시기별 최고 및 최저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월별 최고 기온은 논벼의 생육 기간 중 5월부터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다. 8월의 최고 기온은 2080년대에 RCP 4.5 시나리오에서 약 

33-35 ℃, RCP 8.5 시나리오에서 약 35-38 ℃까지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준년도의 강수량은 7-8월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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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기준년도보다 월별 강수량도 전체적

으로 증가하나, 7-8월에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

하여 월별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강수량이 많은 7-8

월과 이외의 월별 강수량의 편차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7-8월은 수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2020년대 

이후로는 감소하거나 증가가 적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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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Annual average
temperature (℃)

Annual
precipitation
(mm/year)

C
e
n
t
r
a
l

Chun
cheon

(101)

Baseline 1990s 11.1 1,325

RCP 4.5

2020s 12.2 1,645

2050s 13.1 1,765

2080s 13.7 1,817

RCP 8.5

2020s 12.3 1,633

2050s 14.2 1,800

2080s 16.3 1,704

Su

won

(119)

Baseline 1990s 12.0 1,302

RCP 4.5

2020s 13.1 1,601

2050s 14.1 1,679

2080s 14.7 1,889

RCP 8.5

2020s 13.3 1,601

2050s 15.1 1,779

2080s 17.3 1,823

S
o
u
t
h
e
r
n

Dae

gu

(143)

Baseline 1990s 14.1 1,066

RCP 4.5

2020s 15.3 1,305

2050s 16.2 1,365

2080s 16.8 1,449

RCP 8.5

2020s 15.5 1,232

2050s 17.3 1,324

2080s 19.4 1,303

Gwan
gju

(156)

Baseline 1990s 13.8 1,391

RCP 4.5

2020s 14.9 1,818

2050s 15.9 1,898

2080s 16.5 2,067

RCP 8.5

2020s 15.2 1,748

2050s 16.8 1,941

2080s 19.0 1,948

Table 4.1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f the 

study stations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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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Chuncheon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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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won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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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Daegu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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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Month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Ch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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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Month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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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Month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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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Month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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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후변화에 따른 작부시기 변화

본 연구에서의 대상 작물인 논벼의 생육은 이앙기, 출수기, 수확

기 등의 작부시기에 따라 진행된다. 논벼의 작부시기 중 수량과 품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등숙기는 출수 후 40일간의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출수가 결정되고, 출수기를 시점으로 이앙기까지의 적산온

도에 따라 각 품종별 이앙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현재의 작부시기를 유지할 경우 등숙기

의 고온으로 수량 및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만생종인 추청벼를 대상으로 각 대상 지

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최적 작부시기를 산출하였다. 먼저, 

출수 후 40일간의 일평균기온이 22.5 ℃ (안전여뭄적온)가 되는 날

을 최적 출수일로 설정하고, 중만생종인 추청벼의 특성에 따라, 이

앙일로부터 최적 출수기까지의 적산온도가 2,100 ℃가 되는 날을 

최적 이앙일로 설정하였다. RCP 4.5 시나리오와 RCPC 8.5 시나리

오에 따른 각 년도별 최적 이앙일의 변화는 다음 Table 4.2와 같으

며, 각 10년 단위의 최적 이앙일 변화 추세를 Fig 4.9, Fig 4.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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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Year Chuncheon
(101)

Suwon
(119)

Daegu
(143)

Gwangju
(156)

RCP
4.5

1990s 5/5 5/18 5/30 5/30

2020s 5/17 5/26 6/6 6/4

2050s 6/8 6/9 6/17 6/17

2080s 6/17 6/17 6/24 6/23

Slope 4.9 3.7 3.1 3.1

RCP
8.5

1990s 5/5 5/18 5/30 5/30

2020s 5/24 6/12 6/24 6/25

2050s 6/17 7/3 7/12 7/14

2080s 6/30 7/21 7/28 7/30

Slope 6.3 6.7 6.1 6.3

Table 4.2 Changes of optimum transplanting date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scenarios  

(Chuncheon) y = 4.9311x + 43581

(Suwon) y = 3.7738x + 43593
(Daegu) y = 3.1409x + 43607
(Gwangju) y = 3.1129x + 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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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Optimum transplanting date for the RCP 4.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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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y = 6.3294x + 43579
(Suwon) y = 6.7843x + 43594
(Daegu) y = 6.1549x + 43608

(Gwangju) y = 6.3892x + 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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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Optimum transplanting date for the RCP 8.5 scenario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최적 이앙일을 모의한 결과, RCP 4.5 시

나리오의 경우, 중북부 지역 중 춘천의 최적 이앙일은 기준년도 5월 

5일에서 2020년도 5월 17일, 2050년대 6월 8일, 2080년대에는 

6월 17일로 약 43일 정도 늦춰졌으며, 수원은 5월 18일에서 2080

년대에는 6월 17일로 약 31일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춘천 지역은 중북부 지역 중에서도 산간 지방에 위치하여 수원 지

역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기온이 다소 낮고 기준년도의 최적 이앙일

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춘

천 지역의 작부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

단된다. 남부 지역 중 대구의 최적 이앙일은 기준년도 5월 30일에

서 2020년대 6월 6일, 2050년대 6월 17일, 2080년대에는 6월 

24일로 약 25일 정도 늦춰졌으며, 광주도 비슷한 양상으로 5월 30



- 48 -

일에서 6월 23일까지 약 24일 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춘천의 최적 이앙일은 기준년도에 5월 

5일에서 2080년대에는 6월 30일까지 약 55일 정도 늦춰졌으며, 

수원은 5월 18일에서 2080년대에는 7월 21일까지 약 60일 가량 

늦춰졌다. 남부지역인 대구와 광주는 기준년도에 5월 30일에서 

2080년대에는 7월 말인 28-30일까지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춘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에 따

라 최적 이앙일이 약 30일 가량 늦춰지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는 대상 지역 모두 약 55-60일 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중북부 지역과 남부지역의 최적 이앙일

은 약 7-10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

공하는 지역별 최적 작부체계의 양상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RCP 8.5 시나리오에서 최적 

이앙일이 늦춰지는 속도가 약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이 다르

고, RCP 8.5 시나리오에서 온도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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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생산량 변화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중북부 지역인 춘천과 

수원, 남부지역인 대구와 광주의 미래 시기의 논벼 생산량 및 생육

기간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작부시기의 

변화를 반영하여, CERES-Rice 모델에 본 연구에서 산정한 최적 

이앙일과 최적 출수일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논벼의 생산량과 생

육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3.1 논벼의 생육기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Rice 모델은 논벼

의 생육기간을 이앙일 (Planting date)로부터 수확일 (Harvest 

date)까지의 일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앙일을 시작으로 하여 출수

기, 등숙기를 거쳐 수확일에 이르기까지의 논벼 생육기간은 온도와 

일장 등의 기후 조건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시기의 논벼 생육기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다음 

Table 4.3, Table 4.4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상지역 별 최

적 이앙일, 최적 출수일, 수확일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이에 따른 

이앙일로부터 출수일까지의 기간, 출수일부터 등숙기를 거쳐 수확일

까지의 기간, 전체 생육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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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riod

Optimum
transplanting

date
(month/day)

Optimum
heading date
(month/day)

Harvest
date

(month/day)

Before heading
(transplanting
-heading )

After heading
(heading-
harvest)

Total
growing
period

Chun
cheon
(101)

1990s 5/5 8/6 9/18 92 43 135

2020s 5/17 8/8 9/19 81 42 123

2050s 6/8 8/18 10/1 70 44 113

2080s 6/17 8/23 10/6 66 44 110

Suwon
(119)

1990s 5/18 8/13 9/25 86 43 129

2020s 5/26 8/12 9/21 77 41 117

2050s 6/9 8/17 9/26 69 39 108

2080s 6/17 8/21 9/29 65 39 103

Daegu
(143)

1990s 5/30 8/15 9/23 76 41 117

2020s 6/6 8/15 9/24 69 40 109

2050s 6/17 8/21 9/29 64 39 103

2080s 6/24 8/25 10/3 61 39 100

Gwang
ju (156)

1990s 5/30 8/16 9/25 77 41 118

2020s 6/4 8/15 9/24 71 40 110

2050s 6/17 8/22 9/29 65 39 104

2080s 6/23 8/25 10/2 62 38 100

Table 4.3 Cropping season and growing degree day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4.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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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eriod

Optimum
transplanting

date
(month/day)

Optimum
heading date
(month/day)

Harvest
date

(month/day)

Before heading
(transplanting
-heading )

After heading
(heading-
harvest)

Total
growing
period

Chun
cheon
(101)

1990s 5/5 8/6 9/18 92 43 135

2020s 5/24 8/10 9/21 77 42 119

2050s 6/17 8/22 10/2 65 41 106

2080s 6/30 8/29 10/7 59 38 97

Suwon
(119)

1990s 5/18 8/13 9/25 86 43 129

2020s 6/12 8/24 10/9 71 46 117

2050s 7/3 9/5 10/24 62 50 112

2080s 7/21 9/17 11/4 57 48 105

Daegu
(143)

1990s 5/30 8/15 9/23 76 41 117

2020s 6/24 8/29 10/13 65 45 110

2050s 7/12 9/11 10/28 59 48 107

2080s 7/28 9/24 11/10 57 48 105

Gwang
ju (156)

1990s 5/30 8/16 9/25 77 41 118

2020s 6/25 8/31 10/16 66 46 112

2050s 7/14 9/13 10/30 59 49 108

2080s 7/30 9/26 11/11 56 47 103

Table 4.4 Cropping season and growing degree day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8.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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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중 춘천의 경우, 중북부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하

여 같은 중북부 지역인 수원보다 기준년도의 최적 이앙일, 최적 출

수일, 수확일이 약 일주일가량 빨랐으며, 기준년도의 생육기간은 

135일로 다른 대상 지역에 비해 1-2주 정도 길게 산정되었다. 춘

천의 미래 시기의 논벼 생육기간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2020년

대 123일, 2050년대 113일, 2080년대 110일로 약 25일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수 이전 시기인 이앙일부터 출수일까지의 

기간이 92일에서 66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앙일부터 출수일까지

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보다 적은 기간에 중만생종인 논벼의 적

산온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생육기간

은 2080년대 97일로 감소하여 RCP 4.5 시나리오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수원의 기준년도 생육기간은 5월 18일에 이앙을 하여 8월 중순에 

출수기를 거쳐 129일로 산정되었다. 남부 지역인 대구와 광주의 재

배 시기와 비교하여 1-2주 빨리 이앙하여, 총 생육 기간 또한 1-2

주 정도 길게 나타났다. 미래 시기의 논벼 생육 기간은 RCP 4.5 시

나리오에서 2020년대 117일, 1050년대 108일, 2080년대 103일

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출수 이후의 기간보다 출수 이전의 기간

에서 생육기간의 감소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생육기간은 2080년대 105일로, RCP 4.5 시나리오에 비해 출

수 이전 기간은 보다 더 감소하였으나, 출수 이후 기간이 10일 정

도 증가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앙 및 출수가 늦춰져 수

확일이 11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수확까지의 적산온도에 도달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부 지역에 속하는 대구와 광주의 경우에는 기준년도에 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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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앙을 시작하여, 8월 중순에 출수기를 거쳐 총 생육기간은 약 

120일 정도로 추정되었다. 중북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생육기간

은 약 1-2주 정도 짧게 나타났으며, 춘천을 제외한 세 지역의 수확

일은 9월 말로 산정되었다. 미래 시기의 논벼 생육 기간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2020년대 109-110일, 2050년대 103-104일, 

2080년대 100일까지 감소되었으며, 출수 이전 기간은 76-77일에

서 61-62일로 10일 정도 감소하고, 출수 이후 기간은 큰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최적 이

앙일이 기준년도에 비해 약 60일 늦춰져 최적 출수일과 수확일 또

한 40일 정도 늦춰졌다. 출수 이전 기간은 RCP 4.5 시나리오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출수 이후 기간의 경우 수원 지역과 마

찬가지로 1주일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수확일까지의 적산온도에 도

달하기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의 기온이 다소 낮아, 출수 후부

터 수확까지의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미래 시기의 2080년

대 총 생육기간은 103- 105일 정도로 약 2주 감소한 결과를 보였

다.

중만생종인 논벼의 생육 기간은 미래시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중북부 지역은 약 25일 정

도, 남부 지역은 17일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에, RCP 8.5 시나리오

에서는 춘천을 제외한 세 지역에서 RCP 4.5 시나리오보다 생육 기

간이 덜 단축되었으며, 이는 출수 이전인 최적 이앙일부터 최적 출

수일까지의 기간은 더 짧아졌으나, 출수 이후부터 수확일까지의 기

간이 적산온도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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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논벼의 생산량

가. CERES-Rice 모델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 CERES-Rice 모델을 이용하여 논벼의 생산량을 모

의하기에 앞서 모의 결과가 기존의 논벼 생산량 통계의 유의한 범

위에 해당하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논벼 생산량 자료 중 대상 지역인 춘천, 수원, 대구, 광주의 생산량

이 모두 존재하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네 지역의 년도별 평균 논벼 생산량을 CERES-Rice 모델을 이용

하여 모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 Table 4.5와 같다.

Statistics rice yield*

(ton/ha)
Simulated rice yield*

(ton/ha)
RMSE R2

5.47 5.72 0.76 0.46

*Average rice yield during the entire periods

Table 4.5 Comparison between statistics data and simulated data 

그 결과, 통계자료의 평균 논벼 생산량은 약 5.47 ton/ha이며, 모

의치는 약 5.72 ton/ha로 산정되었다. 또한 R2 값은 0.46으로 낮은 

값을 보였고, RMSE는 0.7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

인으로는 첫째, 논벼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는 품종모수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검정된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작황시험 결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만생종 

추청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청벼의 작황시험으로 

도출된 품종모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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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품종모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다른 논문에서의 논벼 생산량

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교문 등 (2010)은 중만생종 

추청벼의 품종모수를 이용하여 기준년도의 논벼 생산량을 도별로 

모의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다음 Table 4.6과 같다.

CERES-Rice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한 논벼 생산량 결과는 통계

자료와 15-21 %의 차이를 보인 반면, 동일한 품종모수를 이용한 

다른 논문의 결과와는 춘천을 제외하고는 2-6 %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한 가지의 품종에 대하여 모의한 본 연구 결과는 여러 

품종에 대한 평균 논벼 생산량 결과인 통계자료보다 비교적 큰 값

을 가지며, 앞서 검정결과인 R2, RMSE 결과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다. 

 

Region
Difference

(simulated*-reference data**)
Difference

(simulated*-statistic data)

Chuncheon 14.0% 20.8%

Suwon 6.4% 18.5%

Daegu -5.6% 18.4%

Gwangju 1.9% 14.7%
*Rice yield results of CERES-Rice model simulation data
**Rice yield results of other reference paper using the same cultivar
(Shim et al., 2010)

Table 4.6 Comparison of rice yield results with reference data 

and statistics data 

둘째로는, 모델이 태풍이나 병충해 등의 재해를 반영할 수 없으

며, 물 관리 및 재배관리, 품종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 비교

대상 자료인 통계자료는 실험조건을 통제하는 측정 자료가 아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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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배기간의 상황에 따라 관개 및 비료, 

재배관리 등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상조건과 작부시기 변화

로 인한 생산량과 소비수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개 

조건과 재배관리 조건, 품종 등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따라 논벼 생산량의 편차가 크고, 통계자료와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

로 사료된다. 

나. 미래 논벼 생산량 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

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종 중 

추청벼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 지역의 논벼 생산량은 앞서 산정한 

최적 이앙일과 최적 출수일을 반영하여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 

-Rice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4.7, 

Fig 4.11-4.14에 나타내었다. 

기준년도의 논벼 생산량은 5,000-6,000 kg/ha로, 네 대상 지역

의 평균적인 논벼 생산량은 5,747 kg/ha로 모의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대 5,247 kg/ha, 2050년대 4,929 kg/ha, 

2080년대 4,932 kg/ha로 각각 8.7 %, 14.2 %, 15.9 % 감소하였

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80년대 4,569 kg/ha로 약 20 

% 감소하여 RCP 4.5 시나리오보다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북부 지역 중 춘천의 논벼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6,181 kg/ha이

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대에는 기준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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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050년대에는 13.6 % 감소하였고, 2080년대 5,270 

kg/ha까지 감소하여 약 14.7 %의 감소를 보였다. RCP 8.5 시나리

오에서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2-6 % 정도 더 감소하여 

2080년대 논벼 생산량은 4,905 kg/ha로 20.6 %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원의 경우, 기준년도의 논벼 생산량은 6,087 kg/ha 이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

대 5,190 kg/ha로 약 14.7 %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RCP 8.5 시나

리오의 경우, 2080년대 논벼 생산량이 4,471 kg/ha로 급격하게 감

소하여 대상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기준년도 생산량 대

비 26 %, 1,500 kg/ha의 감소를 보였다. 

남부 지역 중 대구의 논벼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5,101 kg/ha로, 

다른 대상 지역에 비하여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대에는 기준년도 대비 10.2%, 2050년대에

는 19.2 % 감소하였고, 2080년대 4,052 kg/ha까지 감소하여 약 

20.6 %가 감소해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지역의 논벼 생

산량 결과 중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RCP 8.5 시나리

오에서는 기준년도에서 2020년대까지 논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

소하나, 2050년대에 약 0.4 % 정도 증가하였고, 2080년대에 기준

년도 대비 19.4 %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대상 지역에서

는 일반적으로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나리오에 비하여 

논벼 생산량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구 지역에

서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논벼 생산량의 감소가 더 적게 모

의되었다. 

광주의 경우, 기준년도의 논벼 생산량은 5,618 kg/ha 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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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논벼 생산량은 2020년대에 6.7 %, 

2050년대에 12.5 % 감소하였고, 2080년대 4,815 kg/ha로, 약 

14.3 % 감소하였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RCP 4.5 시나리오

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2080년대 논벼 생산량은 

4,785 kg/ha로 14.8 %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광주 지역은 

두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4.5, 8.5 시나리오에서 논벼 생산량

의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내어 대상 지역 중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시기 논벼 생산량의 감소량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대

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춘천과 수원, 광주 순으로 각각 20.6 

%, 14.7 %, 14.3 %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RCP 8.5 시나리오

에 따른 논벼 생산량은 수원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춘천, 대구, 

광주 순으로 각각 26.6 %, 20.6 %, 19.4 %, 14.8 %가 감소하였

다. 또한 대상 지역의 평균 논벼 생산량에 비하여 대구 지역은 비교

적 생산량이 적게 모의되었는데, 이는 대구 지역의 평균 기온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높고, 강수량이 비교적 적어 논벼 생산량 중 고온장

해로 인한 손실 및 수분 스트레스가 커 논벼 생산량 감소가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약 8-20 %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의 생산량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다. 

먼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논벼의 생육 기간은 단축되고, 광합

성으로 인한 바이오매스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논벼 생산량과 직결되는 요

소로, 온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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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출수기에 높은 온도가 작용하면 고온장해를 입어 알맹이의 크기

가 줄고 등숙 과정에서 큰 손상을 주어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S.A. Saseendran et al., 2000; 이충근 등, 

2011; 채제천, 2010). 또한 농작물의 생산량은 광합성량에서 호흡

량을 공제한 순생산량에 의해 결정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

은 작물의 호흡량을 증가시켜 탄수화물 축적이 저하되고 생산량 감

소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충근 등, 2011; S.A. Saseendran 

et al., 2000). 

반면에, 이산화탄소 또한 작물 생육과 광합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

소이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 생장률이 증가한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작물에 있는 기공이 열리는 현상을 감소시

켜 단위 잎 면적 당 증산량은 감소하고 광합성량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S.A. Saseendran et al., 2000).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비료효과로 작용하여 

논벼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논의 수자원 이용 효율 또한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논벼 생산량 측면에서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며, 온도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

여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을 산정한 결과, 미래시기로 갈수록 대상 

지역의 논벼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Saseendran et al. 

(2000)이 수행한 온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논벼 생산량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온도가 1 ℃, 3 ℃, 5 ℃ 상승함에 따라 벼 

생산량은 약 12.5 %, 25 %, 40 % 가량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모

의하였다.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 ppm에서 600 ppm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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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증가함에 따라 벼 생산량은 약 6 %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산화

탄소 농도가 400 ppm에서 900 ppm까지 증가함에 따라 벼 생산량

은 약 10-12 %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또한 이충근 등 

(2012)에 따르면, 온도 상승에 따른 논벼 수량은 선형적으로 감소

하며, 온도가 1 ℃ 상승할 때마다 벼 수량은 생태형 및 기후지대에 

따라 6.7 - 10.6 %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벼 생산성은 로그 함수 곡선 형태로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농

도 380 ppm을 기준으로 이후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생

산성 향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Saseendran et al.,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본 연구에서는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RCP 4.5 시나리오

에서는 약 2.6 ℃,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약 5.3 ℃ 온도가 상

승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369 ppm

에서 536 ppm,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369 ppm에서 890 ppm

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논벼 생산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비료효과보다 클 것

으로 예상되며, 각 대상 지역별 토양 및 기상 특성에 따라 논벼 생

산량이 약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8.7-15.9 %, RCP 8.5 시나

리오에서는 11.3-20.5 % 감소하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고 이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

량을 분석하는 이전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및 강수량, 이

산화탄소 농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앙일, 출수일, 수

확일 등의 작부시기를 그대로 고수하였을 때를 가정하였다 (심교문 

등, 2010; 정상옥, 2010; 이태석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

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감안해 미래시기의 최적 이앙일, 최적 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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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반영하여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인한 고온 장해, 호흡 손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논벼의 생산량은 바이오매스 축적 비율과 

생육 기간의 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평균 기온이 상승해 생육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

라 논벼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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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Rice Yield (kg/ha)
Percentage
change (%)

C
e
n
t
r
a
l

Chun
cheon

(101)

Baseline 1990s 6,181 -

RCP 4.5

2020s 5,595 -9.5

2050s 5,343 -13.6

2080s 5,270 -14.7

RCP 8.5

2020s 5,463 -11.6

2050s 5,223 -15.5

2080s 4,905 -20.6

Su

won

(119)

Baseline 1990s 6,087 -

RCP 4.5

2020s 5,568 -8.5

2050s 5,335 -12.3

2080s 5,190 -14.7

RCP 8.5

2020s 5,586 -8.2

2050s 5,073 -16.7

2080s 4,471 -26.6

S
o
u
t
h
e
r
n

Dae

gu

(143)

Baseline 1990s 5,101 -

RCP 4.5

2020s 4,578 -10.2

2050s 4,121 -19.2

2080s 4,052 -20.6

RCP 8.5

2020s 4,258 -16.5

2050s 4,274 -16.2

2080s 4,113 -19.4

Gwan
gju

(156)

Baseline 1990s 5,618 -

RCP 4.5

2020s 5,244 -6.7

2050s 4,916 -12.5

2080s 4,815 -14.3

RCP 8.5

2020s 5,081 -9.6

2050s 4,922 -12.4

2080s 4,785 -14.8

Table 4.7 Paddy rice yield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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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Paddy rice yield and growing period of central region  

for the RCP 4.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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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Paddy rice yield and growing period of southern region  

for the RCP 4.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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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Paddy rice yield and growing period of central region  

for the RCP 8.5 scenario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90s 2020s 2050s 2080s

G
ro

w
in

g 
pe

ri
od

 (
da

y)

R
ic

e 
yi

el
d 

(k
g/

ha
)

Rice yield(Daegu) (kg/ha)

Rice yield(Gwangju) (kg/ha)

Growing period(Daegu) (day)

Growing period(Gwangju) (day)

Fig 4.14 Paddy rice yield and growing period of southern region  

for the RCP 8.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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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부시기에 따른 논벼 생산량 비교 

기후변화로 인한 논벼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

부시기를 조정하여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합한 작부시기를 산

출하였고, 이에 따른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였다. 이러한 작부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 감소를 경감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작부시기를 고

정하였을 때의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였다. 중북부 지역인 춘천과 수

원은 각각 5/10일, 5/20일에 이앙을 시작하였고, 남부 지역인 대구

와 광주는 5/30일을 이앙일로 설정하여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을 

모의하였고, 작부시기를 조정하여 모의한 논벼 생산량 결과와 비교

하였다. 결과는 다음 Table 4.8과 같다.    

먼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작부시기를 조정하였을 때의 논

벼 생산량이 기존의 작부시기를 고정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춘천에

서 7~8 %, 수원에서 9~13 %, 대구에서 5~7 %, 광주에서 6~9 

% 정도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의 

작부시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 감소를 약 

5~13 % 가량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편

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논벼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춘천에서는 –1 

~9 %, 수원에서는 –7~5 %, 대구에서는 1~26 %, 광주에서는 

3~13 % 정도 경감시켰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작부시

기를 조정하는 것이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 감소를 약 -7~26 % 

가량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중북

부 지역인 춘천과 수원은 작부시기를 조정하였을 때 2050년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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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경감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후 2080년대

에는 작부시기를 고정하였을 때의 논벼 생산량이 보다 크게 산정되

었다. 이는 최적 작부시기를 온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작부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었으며, 온도 이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부 지역인 대구와 광주

는 작부시기를 조정하였을 때 2080년대 논벼 생산량 감소를 각각 

26 %, 13 % 가량 경감시켜 중북부 지역에 비하여 작부시기를 조

정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작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약 8 %, RCP 8.5 시나

리오에 따라서는 지역별 편차가 커 6-13 %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작

부시기를 고수하는 것과 비교하여 논벼 생산량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대상 지역의 기상 조건과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라 일부 지역과 시기에서는 생산량 감소 경감 효과가 미

비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 작부시기는 적산온도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온도 이외의 강수량, 일장 등 작물 생

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작부시기 산정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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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Rice Yield (kg/ha)
Differ
enceadjusted

cropping
season

fixed
cropping
season

C
e
n
t
r
a
l

Chun
cheon

(101)

Baseline 1990s 6,181 6,138 1%

RCP 4.5

2020s 5,595 5,189 8%

2050s 5,343 4,958 8%

2080s 5,270 4,906 7%

RCP 8.5

2020s 5,463 4,997 9%

2050s 5,223 4,858 8%

2080s 4,905 4,969 -1%

Su

won

(119)

Baseline 1990s 6,087 6,048 1%

RCP 4.5

2020s 5,568 5,106 9%

2050s 5,335 4,734 13%

2080s 5,190 4,750 9%

RCP 8.5

2020s 5,586 5,334 5%

2050s 5,073 4,923 3%

2080s 4,471 4,789 -7%

S
o
u
t
h
e
r
n

Dae

gu

(143)

Baseline 1990s 5,101 5,154 -1%

RCP 4.5

2020s 4,578 4,263 7%

2050s 4,121 3,905 6%

2080s 4,052 3,862 5%

RCP 8.5

2020s 4,258 4,223 1%

2050s 4,274 3,908 9%

2080s 4,113 3,255 26%

Gwan
gju

(156)

Baseline 1990s 5,618 5,660 -1%

RCP 4.5

2020s 5,244 4,793 9%

2050s 4,916 4,593 7%

2080s 4,815 4,561 6%

RCP 8.5

2020s 5,081 4,918 3%

2050s 4,922 4,814 2%

2080s 4,785 4,231 13%

Table 4.8 Comparison of paddy rice yield between adjusted 

cropping season and fixed cropping season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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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후변화에 따른 필요수량 변화 

미래시기의 논벼의 필요수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작부시기 변화, 논벼 생산량 변화를 모의하였다. 기

상 조건의 변화로 최적 작부시기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논벼 생산

량이 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최적 이앙일, 출수일을 적용하여 작부

시기를 조정하였을 때, 농업용수 사용 측면에서 미래시기의 변화를 

모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래시기의 논벼 생육기간 동안의 강수

량 및 소비수량, 관개수량을 모의하고, 논벼 생산량에 따른 단위 용

수량 개념인 물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4.1 논벼의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에 

대하여 최적 작부시기를 적용한 논벼 생산량에 따른 생육기간 동안

의 강수량 및 소비수량, 관개수량을 산정하였다. 기준년도 및 미래

시기의 논벼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 변화는 다음 Table 4.9-4.10, 

Fig 4.15-4.22과 같다.

기준년도의 생육 기간 동안의 강수량은 700 mm-1,000 mm 정

도이며,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대구 지역에서 생육 기간의 강수량 

또한 가장 적다. 네 대상 지역의 생육 기간 동안의 강수량은 평균적

으로 900 mm이며, 연평균 강수량의 평균인 1,271 mm의 약 71 

%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연강수량 중 70 % 가량이 논벼의 생육 

기간인 4월부터 10월 정도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 지역

의 기준년도 소비수량은 평균적으로 503 mm이며, 관개수량은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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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로 산정되었다. 소비수량은 일반적으로 증발산량과 같게 취급하

므로, 기상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관개기간 총 증발산량

은 100일 기준 440-550 mm 정도로 1일 평균량은 4-5 mm, 최

대량은 8.5 mm이므로, 대상 지역의 평균적인 소비수량 결과는 타

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북부 지역 중 춘천 지역의 기준년도 생육 기간 강수량은 1,027 

mm, 소비수량은 551 mm, 관개수량은 504 mm로 산정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80년대 1,239 mm에 달하여 기준년도 대비 약 20.6% 가량 

증가하였다.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

대 각각 433 mm, 330 mm로 21.5 %, 38.2 % 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하여 유효우량 또한 증가하였

고, 생육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총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이 감소하

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

간 강수량은 2050년대에 1,240 mm까지 증가하나, 이후로 감소하

여 2080년대 927 mm로 산정되어 약 9.8 %의 감소를 보였다. 소

비수량 및 관개수량은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150 mm, 220 

mm가 감소하여 27.6 %, 44.5 %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RCP 4.5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

가와 생육 기간의 감소가 원인이나, 2080년대에는 강수량이 감소함

에도 불구하고 관개수량이 감소한 것은 생육 기간의 단축에 따른 

소비수량의 감소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원 지역의 기준년도 생육 기간 강수량은 933 mm, 소비수량은 

525 mm, 관개수량은 543 mm로 산정되었다. 춘천 지역과 비교하

여 생육 기간 강수량이 보다 적어 관개수량이 더 크게 산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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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증가 추

세에 따라 2050년대에 비하여 208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281 mm에 달하였고 약 37.3 %의 증가를 보였다.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대 각각 421 mm, 330 

mm로 19.8 %, 39.2 % 가량 감소하였다. 소비수량에 비하여 관개

수량이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관개수량을 결정하는 요인

인 증발산량과 유효우량의 관계에서 생육 기간 강수량 증가에 따른 

유효우량의 증가와 생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산량의 감소가 모

두 관개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생

육 기간 강수량은 RCP 4.5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2020년대까지 일

부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대 679 mm로 기준년

도 대비 약 27.2 %가 감소하였다. 소비수량은 생육 기간의 단축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대 403 mm로 약 23.2 % 감소하

였다. 반면, 관개수량은 2050년대까지 기준년도 대비 약 30% 감소

하나, 2080년대에는 유효우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영향이 소비수

량 감소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하여 관개수량은 일부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 

남부 지역 중 대구 지역의 기준년도 생육 기간 강수량은 733 

mm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 200-300 mm 정도 적은 편이며, 

소비수량은 452 mm, 관개수량은 698 mm로 산정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다

른 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적어 2080년대 875 mm로 약 19.4 %가 

증가하였다. 소비수량은 2080년대까지 약 12.2 %가 감소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감소폭이 적은 

편이다. 이는 생육 기간의 단축에 따라 소비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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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여 소비수량이 

일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육 기간이 단

축되고 유효우량이 일부 증가하여 관개수량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100-200 mm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RCP 4.5 시나리오

와 반대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80년대 456 mm로 약 

37.8 %가 감소하였다. 소비수량은 RCP 4.5 시나리오와 마찬가지

로 감소하나, RCP 4.5 시나리오보다 평균 기온이 더 상승하여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관개수량의 경우, 2020년대까지는 생

육 기간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관개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로는 유효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개수량은 증가하

여 2080년대에는 551 mm로 산정되었다. 

광주 지역의 기준년도 생육 기간 강수량은 909 mm, 소비수량은 

428 mm, 관개수량은 504 mm로 산정되었다. RCP 4.5 시나리오

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수원 지역의 양

상과 비슷하였고, 2080년대 1,215 mm로 기준년도 대비 약 33.8 

%가 증가하였다. 소비수량과 관개수량의 감소 추세 또한 수원 지역

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관개수량이 소비수량보다 급감하는 이유

는 생육 기간 강수량 증가에 따른 유효우량 증가, 생육 기간 단축으

로 인한 증발산량 감소로 인하여 관개수량이 배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 지역의 소비수량은 2080년대 415 mm로 기준년도 

대비 14 % 감소하며, 관개수량은 2080년대 321 mm로 36.3 %의 

감소를 보였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생육 기간 강수량은 

2020년대까지 약 3.6 % 증가하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대 620 mm까지 감소하는데, 이는 RCP 4.5 시나리오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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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약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소비수량은 생육 기간의 단축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0년대 399 mm로 약 17.6 % 감소

하였다. 반면, 관개수량은 2020년대까지 기준년도 대비 약 26.7 % 

감소하나, 2050년대에는 유효우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영향이 소

비수량 감소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하여 관개수량이 증가하며, 2080

년대에는 400 mm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RCP 시나리오 중 4.5, 8.5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생육 기간 강

수량의 패턴에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RCP 4.5 시나리오에

서는 생육 기간 강수량이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나,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춘천 지역은 2050년대까지 증

가하다가 이후로 급감하고, 수원 및 광주 지역은 2020년대까지 일

부 증가하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대구 지역은 기준년도부

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총강수량과 비

교해보면, 기준년도의 경우, 대상 지역의 연강수량 평균은 1,271 

mm, 생육 기간 강수량 평균은 900 mm로 연 강수량의 약 70 %를 

차지하였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연강수량 평균은 약 

1,806 mm로 기준년도에 비하여 약 500 mm 이상 증가하였으나, 

생육 기간 강수량은 1,152 mm로 연강수량의 약 64 %에 달하였

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연강수량 평균은 1,684 mm로 RCP 

4.5 시나리오보다 적었으며, 생육 기간 강수량은 670 mm로 연 강

수량의 약 40 %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지역의 경

우에는 연강수량 대비 생육 기간 강수량의 비율이 각각 35 %, 32 

%로, 절대량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연강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생

육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로써 미래 시기의 강수 패턴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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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연강수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강수 패턴의 변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 

RCP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수량은 네 대상 지역에 대해서 미래시

기로 갈수록 감소하였으며, RCP 4.5 시나리오보다 RCP 8.5 시나

리오에서 소비수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CP 8.5 시나리

오에서 평균 기온이 RCP 4.5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소비

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비수량 감소의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생육 기간의 강수량과 소비수량에 의해 결정되는 관개

수량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관개수량은 소비수량과 침투량을 합한 감수심에서 유효

우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수량 

및 유효우량의 변화량에 따라 관개수량의 증감이 결정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2020년대까지는 두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네 대상 지

역에 대하여 관개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생육 

기간이 가장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도부터는 RCP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추세를 보이는데,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에는 생육 기간의 단축으로 관개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이전 

기간에 비하여 감소 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래시기

로 갈수록 소비수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유효우량 증가 시 기울기가 

이전 기간에 비하여 작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RCP 8.5 시나

리오의 경우, 춘천 지역을 제외한 세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관개수

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생육 기간이 단축됨에도 불

구하고, 유효우량이 202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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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수량, 강수 패턴 등이 작물의 작부시기 및 생육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총 소비수량과 관개수량이 결정되므로 기후변화

에 따른 기상 조건의 변화와 작물의 작부 시기와 생산량,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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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Precipitation
(mm)

Percentage
change
(%)

Consumptive
water use
(mm)

Percentage
change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mm)

Percentage
change

(%)

C
e
n
t
r
a
l

Chun
cheon

(101)

Baseline 1990s 1,027 - 551 - 504 -

RCP 4.5

2020s 1,184 15.3 504 -8.6 406 -19.5

2050s 1,231 19.8 459 -16.7 349 -30.8

2080s 1,239 20.6 433 -21.5 330 -34.5

RCP 8.5

2020s 1,122 9.2 490 -11.1 385 -23.6

2050s 1,240 20.8 432 -21.6 312 -38.2

2080s 927 -9.8 399 -27.6 280 -44.5

Su

won

(119)

Baseline 1990s 933 - 525 - 543 -

RCP 4.5

2020s 1,127 20.8 476 -9.3 413 -23.9

2050s 1,132 21.4 445 -15.3 358 -34.0

2080s 1,281 37.3 421 -19.8 330 -39.2

RCP 8.5

2020s 1,066 14.3 457 -12.9 396 -27.1

2050s 1,017 9.0 425 -19.0 361 -33.5

2080s 679 -27.2 403 -23.2 365 -32.7

Table 4.9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period, consumptive water us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central region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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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Precipitation
(mm)

Percentage
change
(%)

Consumptive
water use
(mm)

Percentage
change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mm)

Percentage
change

(%)

S
o
u
t
h
e
r
n

Dae

gu

(143)

Baseline 1990s 733 - 452 - 698 -

RCP 4.5

2020s 841 14.7 423 -6.4 515 -26.3

2050s 859 17.2 411 -9.0 480 -31.3

2080s 875 19.4 397 -12.2 454 -35.0

RCP 8.5

2020s 689 -6.1 419 -7.2 522 -25.3

2050s 593 -19.1 402 -11.0 519 -25.7

2080s 456 -37.8 377 -16.7 551 -21.0

Gwa
ngju

(156)

Baseline 1990s 908 - 484 - 504 -

RCP 4.5

2020s 1,145 26.1 451 -6.9 376 -25.4

2050s 1,156 27.3 428 -11.6 345 -31.6

2080s 1,215 33.8 415 -14.2 321 -36.3

RCP 8.5

2020s 941 3.6 443 -8.5 369 -26.7

2050s 754 -17.0 424 -12.3 374 -25.8

2080s 620 -31.8 399 -17.6 400 -20.7

Table 4.10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period, consumptive water us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southern region by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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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4.5 scenario in Ch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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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4.5 scenario in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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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4.5 scenario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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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4.5 scenario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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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8.5 scenario in Ch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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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8.5 scenario in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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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8.5 scenario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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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or the RCP 8.5 scenario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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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물 생산성 (Water productivity)

기후변화에 따른 최적 작부시기를 적용하여 논벼 생산량과 소비수

량 및 관개수량을 산정하였으며, 논벼 생산량과 농업용수 사용량을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물 생산성 (Water produ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물 생산성은 농업용수 사용량인 관개수량을 1 

mm 공급하였을 때의 논벼 생산량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농

업용수 사용 효율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물생산성 관개수량 

논벼생산량 
       (4.1)

이를 통하여 기존의 작부시기를 미래시기에도 적용하지 않고, 기

상 조건 변화에 따른 최적 작부시기를 적용한 것이 생산량과 농업

용수 사용 효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따라

서 앞서 산정한 각 연도별 논벼 생산량을 관개수량으로 나누어 산

정하며, 결과는 다음 Table 4.11, Fig 4.23-4.24과 같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관개수량 당 논벼 생산량 값은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수원 

지역에서 관개수량 당 논벼 생산량이 2080년대까지 약 40.3 % 증

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이어 광주, 춘천, 대구 순으로 각각 

34.5 %, 30.2 %, 22.1 %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농업용

수를 공급하더라도 작물 생산성이 높아지며, 농업용수 사용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적의 작부시

기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벼 생산량은 미래시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는데, 농업용수량과 연결하여 물 생산성 값을 보면, 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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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갈수록 생산성은 증가하여 수자원과 농업용수 사용 측면에서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개수량 당 논벼 생산량의 값은 비슷하나,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

에 비하여 관개수량 당 논벼 생산량이 0.5배 수준으로, 농업용수 사

용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춘천 지역을 제외한 대상 지역에

서 2020년대까지는 관개수량 당 논벼 생산량 값은 증가하나, 이후

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수원과 광주 지역의 물 생산성은 

2020년대에 기준년도 대비 각각 25.9 %, 23.5 %가 증가하였고, 

대구 지역은 2050년대에 기준년도 대비 12.8 %가 증가하여 미래

시기 중 가장 생산성이 높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여 

2080년대까지 수원, 대구, 광주 지역에서 각각 13.5 %, 8.5 %, 13 

% 가량 감소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작부시기를 조정하였음에도 

논벼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물 생산성, 농업용수 사용 효율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기

후변화가 진행된다면, 기온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고온장해 및 호흡

량 증가로 인한 논벼 생산량 저하를 가져오며, 생육 기간 강수량이 

감소하여 유효우량 감소에 따른 물 생산성이 저하되어 기후변화 대

응책으로서의 작부시기 조정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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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Scenario Period
Paddy rice yiel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kg/mm)

Percentage
change (%)

C
e
n
t
r
a
l

Chun
cheon

(101)

Baseline 1990s 12.3 -

RCP 4.5

2020s 13.8 12.5

2050s 15.3 25.0

2080s 16.0 30.2

RCP 8.5

2020s 14.2 15.7

2050s 16.8 36.7

2080s 17.5 43.1

Su

won

(119)

Baseline 1990s 11.2 -

RCP 4.5

2020s 13.5 20.3

2050s 14.9 32.9

2080s 15.7 40.3

RCP 8.5

2020s 14.1 25.9

2050s 14.1 25.4

2080s 12.2 9.2

S
o
u
t
h
e
r
n

Dae

gu

(143)

Baseline 1990s 7.3 -

RCP 4.5

2020s 8.9 21.7

2050s 8.6 17.5

2080s 8.9 22.1

RCP 8.5

2020s 8.2 11.7

2050s 8.2 12.8

2080s 7.5 2.1

Gwan
gju

(156)

Baseline 1990s 11.1 -

RCP 4.5

2020s 13.9 25.1

2050s 14.3 28.0

2080s 15.0 34.5

RCP 8.5

2020s 13.8 23.5

2050s 13.2 18.0

2080s 12.0 7.4

Table 4.11 Water productivity (Paddy rice yiel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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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Water productivity (Paddy rice yield/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4.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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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Water productivity (Paddy rice yield/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study stations for the RCP 8.5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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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논벼의 작부시기와 생산량, 

농업수자원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

나리오인 RCP 4.5 시나리오와 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기상

조건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상 지역별 최적 작부시기를 추

정하였다. 앞서 산정한 최적 이앙일과 출수일을 적용하여 작물 생육 

모델인 CERES-Rice 모델을 이용한 미래 논벼의 생산량과 생육 

기간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논벼의 생육 기간 동안의 강수량과 

소비수량, 관개수량을 모의하여 미래 시기의 농업용수 수요량 변화

를 분석하고, 단위 용수량 당 논벼 생산량의 개념인 물 생산성 측면

에서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상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결

과, 평균 기온은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약 2.6-2.7℃,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약 5.2-5.3℃ 상승하였다. 연강수량은 대상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며,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약 380-670 mm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나 이후

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약 230-550 mm가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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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산온도를 기준으로 중만생종 추청벼

의 최적 이앙일과 출수일을 산정하였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춘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적 이앙일이 약 30일 가량 늦춰지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약 55-60일 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RCP 8.5 시나리오에서 

최적 이앙일이 늦춰지는 속도가 약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앞서 산정한 최적 작부시기를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대상 지

역의 논벼 생육 기간과 생산량을 모의하였다. 논벼의 생육 기간은 

미래시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중북부 지역은 약 25일 정도, 남부 지역은 17일 정도 감소하

였다. 반면에,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춘천을 제외한 세 지역에서 

RCP 4.5 시나리오보다 생육 기간이 덜 단축되었으며, 이는 출수 이

전인 최적 이앙일부터 최적 출수일까지의 기간은 더 짧아졌으나, 출

수 이후부터 수확일까지의 기간이 적산온도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4. 미래시기 논벼 생산량의 감소량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춘천과 수원, 광주 순으로 각각 

20.6 %, 14.7 %, 14.3 %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RCP 8.5 시나

리오에 따른 논벼 생산량은 수원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춘천, 대

구, 광주 순으로 각각 26.6 %, 20.6 %, 19.4 %, 14.8 %가 감소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시기의 논벼 생산량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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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약 8-20 %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 상

승으로 인한 호흡량의 증가와 생육 기간 단축으로 인한 바이오매스 

감소, 고온장해와 임실율 감소의 영향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

한 비료효과보다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감안해 기후변화 대응책

으로 제시되는 최적 작부시기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 비

교하여 생산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약 3.5-7.1 %,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약 15.3-20.2 %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작부시기 고정 시나리오와 비교하

였을 경우에는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약 8 %, RCP 8.5 시나리

오에서는 6-13 %를 경감시킨 것으로 보인다. 

5. 미래시기 생육 기간 동안의 강수량 패턴은 RCP 4.5, 8.5 시나

리오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생육 기간 강

수량이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혹은 2050년대에서 급감하는 추세

를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연 강수량의 약 70 %를 차지하는 생육 기

간 강수량은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64 %, RCP 8.5 시나리오

에 따라 40 %까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강수량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육 기간의 강수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강수 패턴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RCP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수량은 네 대상 지역에 대해서 미래

시기로 갈수록 감소하였으며, RCP 4.5 시나리오보다 RCP 8.5 시

나리오에서 소비수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CP 8.5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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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서 평균 기온이 RCP 4.5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소

비수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비수량 감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7. 최종적으로 생육 기간의 강수량과 소비수량에 의해 결정되는 

관개수량은 기준년도부터 2020년대까지는 두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네 대상 지역에 대하여 관개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생육 기간이 가장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단축으

로 관개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이전 기간에 비하여 감소 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반면,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관

개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생육 기간이 단축됨

에도 불구하고, 유효우량이 202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

향이 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8.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작물 생

산량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요인이 작물 모델에서 어떠한 

방법과 정도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강수량, 강수 패턴 등이 작

물의 작부시기 및 생육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총 소비수

량과 관개수량의 증감이 결정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조건의 

변화와 작물의 작부시기와 생산량,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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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품종에 따른 수량성 및 특성 차이를 배제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 기후변화와 논벼 작부시기, 생산량, 관개수량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으므로, 하나의 품종인 중만생종 추청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논벼의 품종은 각 대상 지역의 기상 조건과 재배 기

술, 토양 및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역 별 적합한 품종 간의 비교 또한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병충해의 피해, 홍수나 가뭄 등의 극한 

기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논벼에 필요한 물을 모두 공

급해준다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모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비량과 시기 등의 시비조

건, 영농방법, 저수지의 공급능력을 고려한 관개량에 따른 논벼의 

생산성과 필요수량을 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하

나의 전지구순환모델인 HadCM3에 기반한 두 개의 기후변화 시나

리오 RCP 4.5, RCP 8.5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단일 GCM을 이

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연구를 할 경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므로, 이후의 연구는 다른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모의 결과에 대

한 민감도 분석과 다른 GCM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제시한 작부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대상 지역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으므

로, 온도 이외에도 강수량, 일장 등의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여

러 인자를 고려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미래 시기 논벼 생산량과 소비수량, 관개

수량 등을 모의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작물 생육 모델

의 불확실성과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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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논벼의 생산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작부 

시기, 논벼의 생산량과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을 연계하여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미래 시기의 논벼 생

산량과 소비수량 및 관개수량의 변화를 모의하는 것은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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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Rice Yield and Crop Water 

Requirement Considering of Cropping 

Season by Climate Change

Yoon, Pureun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IPCC climate change report,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ould be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which impacts on paddy rice cultivation in terms of water

use and rice production. It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addy rice cultivation including crop growth season change,

changes in crop factors and crop varieties and farming methods

which are highly dependable on weather condition. Previous

studies have estimated the agricultural water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but most of them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ropping season and the farming method. In

this study, paddy rice yield change is estimated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s on paddy rice cropping season to identify

the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food security of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the cropping seas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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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to estimate the paddy

rice yield and agricultural water requirement in the future using

the crop growth model. In this study, 4 study areas were

selected in central, southern region and constructed the future

weather data using RCP 4.5, 8.5 scenarios and simulated the

yields of future paddy rice using the CERES-Rice crop growth

simulation model to estimate the agricultural water of the paddy

rice. As input data for CERES-Rice model operation, weather,

soil, crop data, cultivar and experiment data were used.

As a result, optimum transplanting date would be delayed in

2100 and optimum transplanting date by RCP 8.5 scenario would

be delayed rapidly compared to RCP 4.5. Also, paddy rice yield

and growing period would be decreased. It seems that due to

temperature increases, high temperature injury and crop

respiration increase effects are critical. Consumptive water use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would be decreased by RCP 4.5

scenario due to the effective rainfall increase. However, in the

case of RCP 8.5 scenario, as the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period would be decrease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would be

increased in some regions.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s

affected by many factors such as effective rainfall, consumptive

water use and growing period. Thus, comprehensive analysis is

necessary, considering weather condition, cropping season,

precipitation pattern and consumptive water use. This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paddy water management and cr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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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adjustment for food security and apply in establishing

long-term policies for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Keywords: climate change; cropping season adjustment; paddy

rice yield; agricultural wa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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