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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형 마늘의 농업수리학적 재배적지 분류

Water Balance-based Farmland Suitability for Southern-type Garlic Cultivation

김용완*․홍석영**․김이현**․장민원***,†

Kim, Yong Wan․Hong, Suk Young․Kim, Yi Hyun․Jang, Min Won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farmland suitability analysis for southern-type garlic cultivation considering soil and temperature as well as 

water deficit conditions. The spatial extent was limited within the area derived by Kim et al. (2012) using just soil and temperature 
constraints. Daily soil moisture was simulated using a one-layer soil water balance model at a 100×100 m grid unit, and then annual 
water deficit was calculated from 2000 to 2010. The farmland suitability was classified as four steps: best suitable, suitable, possible, 
and low productive. As a result, total area of best suitable or suitable farmland was about 375,900 ha, and Gimje-si and Haenam-gun 
were appeared as the largest favorable area for southern-type garlic cultivation. The best suitable or suitable area at Haenam-gun, 
Goheung-gun, Shinan-gun, Namhae-gun, and Muan-gun, major production regions of southern-type garlic, were extracted as 20,187 ha, 
13,018 ha, 4,715 ha, 1,319 ha, and 349 ha,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adoption of sprinkler irrigation 
systems might be critical in cultivating the southern-type garlic at some regions having poor wa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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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마늘은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널리 재배되는 대표적

인 월동 작물인데 고추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조미

채소로 2011년 전국적으로 재배된 면적이 24,035 ha이고, 총 

생산량은 295,002 ton에 달한다 (FAO, 2009). 마늘의 종류는 

크게 남해안 및 제주도 등 기온이 높은 지역, 즉 신안, 무안, 해

남, 고흥, 남해 등 국내 마늘 재배면적의 80 %를 차지하는 난지

형 마늘과 의성, 단양 등 비교적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을 중심으

로 재배되는 한지형마늘로 나뉜다 (Ha et al., 2003; Shin et al., 

2004; Nam et al., 2008). 난지형 마늘의 생육적온은 18 ℃
∼20 ℃이며 25 ℃ 이상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뿌리는 1 ℃
내외에서도 성장을 하므로 겨울철 토양수분공급이 필요하다. 그

리고 밭토양 보다는 논토양에서 품질 좋은 마늘이 생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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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NATC, 2011). 한편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1970

대에는 남해안지대에서 주로 재배되어왔던 난지형 마늘이 2003

년에는 충청 지역과 동해안 지역까지 점차적으로 북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Heo et al, 2006; Kim et al, 2008).

기후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주산지에서 작물 생육에 장애가 일

어날 수 있으며 기온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의 증가는 작물 부

족수량의 증가로 이어져 수확량과 품질을 낮추고 관리노동력과 

자원 투입은 증가시키는 등 농가생산성과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작물재배 적지분석이 

필요하며 작물생리에 맞춰 적절한 제한요인들을 설정하고 경계

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국내 작물 적지분석에는 주로 기후와 지형요인들이 이용

되었다. Gwak et al. (2008)은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열대과수작

물에 대한 적지분석을 위해 기후와 경사도를 이용하였고, Jang 

and Park (2008)은 기온조건만으로 참다래의 재배적지를 분석

하였다. Kim et al. (2011)은 해발고도, 향, 경사 등 지형요인

을 고려하여 오미자에 대한 재배적지를 평가하였고, Lee et al. 

(2007)은 지형과 토양, 기후 등으로 토사유실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도 토양, 기후, 지형, 토지이용 등

이 작물 적지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Tran, 2006; Perera et al, 

1993). 특히 Ghaffari et al. (2000)은 영국 캔트지역의 감자 재

배적지분석을 위해서 강우량, 기온, 경사, 고도 등 기후와 지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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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뿐만 아니라 포장용수량과 토양수분부족량을 계산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해외에서와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농업수리 측면에서의 적지

분석에 대한 시도가 미비하고, 특히 난지형 마늘에 대해서는 Kim 

et al. (2012)이 기존 농촌진흥청의 토양요인에 의한 적지지도에 

기온요인을 같이 고려한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농업용수 이용 측

면에서의 접근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작물생육에 있어서 절대적 

인자인 물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토양과 기온조건과 더불어 

작물에 대한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적지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지형 마늘 재배적지 분류를 위

하여 기존의 수행하였던 Kim et al. (2012)의 토양과 기온요인

만의 재배적지 기준에 더하여 토양수분 물수지 평가를 통한 농

업수리학적 조건을 고려하는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 평가 방법

을 제안하고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재배적지 분

포를 분석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배적지 조건

본 연구에서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 조건은 크게 토양, 기온, 

농업수리 등 세 가지이며, 토양조건은 농촌진흥청 흙토람 서비스 

(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따랐고 기온요인은 

Kim et al. (2012)이 기존 난지형 마늘 재배 주산지로부터 추

출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정밀토양도에서 지형, 배

수등급, 토성,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등의 토양요인으로부터 

토양상별로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기타지역으로 마

늘의 재배적지를 나누었다. 남해, 무안, 해남 등 난지형 마늘 재

배 주산지에서 발아기엔 15 ℃∼17 ℃, 구비대기는 17 ℃∼
19 ℃의 온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겨울철엔 －5 ℃ 이하에

서 동해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업수리적 재

배적지는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높은 

작물증발산량으로 생체량을 키울 수 있으며 부족수량은 적게 발

생하는 지역이다.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소비수량이 커지면 작물

이 생장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족수량이 큰 것

은 작물이 요구하는 수분이 자연상태에서 제때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장과 수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관개를 비롯하여 작물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을 야

기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토양수분의 모의를 통

하여 일별 소비수량과 부족수량 등을 산정한 후 평균 부족수량

이 적은 지역을 농업수리학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여 

적지를 분류하였다. 적지의 분류는 지역별 평균 부족수량을 기

Table 1 Water deficit criteria for garlic suitability classi-
fication

Best suitable Suitable Possible Low productive

＜(m－σ) (m－σ)∼m m∼(m＋σ) (m＋σ)＞

준으로 최적지 (Best Suitable, BS), 적지 (Suitable, S), 가능지 

(Possible, P), 저위생산지 (Low Productive, LP)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Table 1). 여기서 m은 시군별 연평균부족수량에 대한 

평균값이고 σ는 시군별 연평균부족수량에 대한 표준편차이다.

2. 토양 물수지 모델의 구성

농업수리적 적지를 판단하기 위해 격자단위의 물수지분석을 통

하여 토양수분의 모의를 실시하였다 (Fig. 1). 이를 통해 난지형 

마늘 재배에 소요되는 소비수량과 부족수량 등을 일단위로 추정

하였다. 토양 내에서의 일정 기간의 물의 유입 및 유출량을 나타

내는 물수지 방정식은 포장의 지형적 조건이나 토양인자, 작물 

등에 의해 좌우되며 밭에서의 물수지식은 Eq. 1과 같다. 밭작물

의 소비수량은 증발산량만 고려되며 유효우량도 담수심을 고려

하지 않고 토양내의 유효수분만 고려한다.

AMt＝AMt－1＋PRt＋IRt＋GWt

     －ETat－DPt－SPt－LRt－SRt (1)

여기서, AMt : 시간 t에서의 토양 유효수분, AMt－1 : 시간 (t－
1)에서의 토양 유효수분, PR : 강우량, IR : 관개량, GW : 모관

력에 의한 수분상승량, ETa : 실제 작물증발산량, DP : 삼투량, 

SP : 침윤량, LR : 제염용수량, SR : 지표면 유출량을 나타낸다.

Eq. 1에서 수분상승량과 제염용수량을 무시하고 지하배수량과 

침루량, 그리고 지표유출량을 토양경계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출

량 (RO)으로 일원화하고 관개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면 Eq. 2와 같이 단순화된다.

AMt＝AMt－1＋PRt＋ETat－ROt (2)

한편 유효우량 (Effective Rainfall, ER)은 토양 속으로 침투

한 강우량 중에서 토양수분 함양과 작물 수분소비에 기여한 양

으로 전일의 토양 유효수분 (AMt-1)과 대상 토양의 생장유효수분 

(Readily Available Moisture, RAM), 그리고 실제 작물증발산

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유출량 발생여부에 따라 Eq. 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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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op coefficients (Kc) of garlic (RRI, 2005)

Month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10-day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Kc 0.17 0.17 0.17 0.39 0.83 0.96 1.07 1.06 0.78 0.45 0.45 0.45 0.38 0.38 0.38 0.41 0.41 0.41 0.60 0.60 0.60 0.84 0.84 0.84 0.85 0.85 0.85

Fig. 1 Processes for the suitability analysis of southern-type garlic depending on temperature, soil, and water balance 
conditions

RO≧0, ERt＝PRt－ROt＝RAM－AMt－1＋ETat
RO＜0, ERt＝PRt (3)

RAM은 전 용이 유효수분 (Total Available Moisture, TAM)

의 50 % 수준으로 하였고 위 물수지식으로 계산된 AMt가 음수

로 계산될 경우 그 절대값을 부족수량 (Water Deficit, WD)으로 

정의하였다. TAM은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의 토양통별 포장

용수량 (1/3기압 수분장력, %)과 영구위조점 (15기압 수분장력, 

%)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강우량이 매우 적은 경

우는 실제로 토양수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1일 강우

량 5 mm를 최대 무효우량으로 한정하였다.

작물증발산량은 FAO Modified Penman법으로 구한 기준증

발산량 (reference evapotranspiration)에 Table 2와 같이 농

어촌연구원에서 제주도 지역에서 조사한 마늘의 순별 작물계수

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작물의 부족수량 (WD, water deficit)은 작물이 뿌리로부터 토

양 중의 수분을 흡수하므로 토양수분이 위조점 밑으로 내려가면 

물리적인 수분흡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산한 토양

수분이 토양의 위조점보다 작은 경우로 간주하였다. 부족수량은 

곧 작물에 관개할 필요가 있는 필요수량이며 부족수량이 적을수

록 작물의 필요수량이 줄고 그만큼 관개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

러나 작물의 성장 목표에 따라 부족수량 발생 시점, 즉 토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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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최저유지수준은 위조점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

라 부족수량은 더 크게 계산될 수 있다 (Bae, 1998).

3. 자료의 수집과 전처리

난지형 마늘에 대한 작물증발산량 산출과 토양 물수지 분석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기상관측소들 중 1980년부

터 운영되어온 57개소 기상관측소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0

년까지의 일평균기온, 일조량, 상대습도, 일강수량 등을 수집하

였다. 그리고 Kim et al. (2012)가 수행한 난지형 마늘의 격자형 

재배적지지도 (100 m 공간해상도)를 사용하였는데 환경부 중분

류토지피복지도로부터 논과 밭만 고려하였다. 공간내삽과 시군별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기상관측소 위치도와 시군행정경계도를 사

용하였다. 토양 물수지 모델에는 농촌진흥청 1:25,000 정밀토양

도가 사용되었으며, 토양 물수지 모델에 사용된 토양 특성자료는 

농촌진흥청의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토양통별 포장용수량 (1/3기

압 수분장력, %)과 영구위조점 (15기압 수분장력, %) 자료를 처

리하여 토양상별 생장유효수분점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근작물

인 마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군역 깊이를 30 cm로 각 토양별 

생장유효수분을 격자지도로 작성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토양수분 변화

Kim et al. (2012)가 작성한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에 한하

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난지형 마늘의 재배기간인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강수량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

리하면 Fig. 2와 같다. 2007년과 2009년 겨울의 폭설로 인한 호

남지역의 높은 강수량을 보여준다. 기존 재배적지에서 일부 동해

안 지역과 경북, 경남,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의 주요 시군별 10

년 평균 강수량은 남해안의 거제시와 남해군 그리고 완도군이 

각각 888.1 mm/yr, 865.9 mm/yr, 778.8 mm/yr로 나타났고 동

해안에선 강릉시 885.6 mm/yr, 동해시와 삼척시가 각각 843.8 

mm/yr, 801.8 mm/yr로 나타났다. 호남지역에선 겨울철 강설의 

증가로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을 비롯한 내륙에선 강수량이 낮

았다. 

일단위 토양수분을 모의한 결과, 최근 10년간 일평균 토양유

효수분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3). 

평균 토양유효수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작물이 가용할 수 있

는 수분에 여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물수지 측면에서 작물재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장흥군이 16.4 mm로 

Table 3 Top 10 for mean available soil moisture from 2001 
to 2010 by si-guns (unit: mm)

Si/Gun Available soil moisture 

Jangheung-gun 16.4

Jeongeup-si 15.6

Buyeo-gun 15.6

Buan-gun 15.1

Gangjin-gun 13.9

Wando-gun 13.7

Haenam-gun 13.6

Jindo-gun 13.0

Goheung-gun 12.9

Hwasun-gun 12.7

가장 컸으며 그 뒤로 정읍시와 부여군이 각각 15.6 mm, 15.5 

mm 그리고 부안군 15.1 mm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지형 

마늘의 주생산지인 신안군과 무안군의 일평균 토양유효수분량은 

각각 7.5 mm, 6.5 mm로 낮게 모의되었다.

2. 소비수량 산정

작물증발산량으로 계산되는 연평균 소비수량은 기온이 높은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 Fig. 2에서 보

듯이 기온에 크게 좌우되는 소비수량은 연도별 공간분포에 큰 

변화가 없이 경남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고 호남과 내

륙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비수량이 크고 물 공급만 

충분하다면 높은 생체량과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다. 난지형 마

늘의 가장 큰 주산지 중의 하나인 남해군이 평균 353.8 mm/yr

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329.5 mm/yr, 부산광역시가 327.7 

mm/yr로 나타났다. 소비수량이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해안가 지

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해양성 기후와 지형적 요인에 의한 낮

Table 4 Top 10 for mean annual consumptive water use by 
si-guns (2001∼2010, mm/yr)

Si-Guns Consumptive water use 

Namhae-gun 353.8

Tongyeong-si 329.5

Busan 327.7

Yeosu-si 325.5

Goseong-gun 324.4

Geoje-si 324.2

Sacheon-si 324.1

Ulsan 323.9

Gijang-gun 322.5

Jinhae-si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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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온과 강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군의 소비수량이 

307.7 mm/yr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신안군, 무안군, 고흥군이 

각각 309.2 mm/yr, 309.9 mm/yr, 311.4 mm/yr 순이었다. 경

남의 남해와 통영에 비하여 전남의 해남과 신안의 소비수량이 

최대 45 mm 이상 낮았다. 기상학적으로나 작물생리적 관점에서 

경남 해안지역이 전남 해안지역보다 난지형 마늘 재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부족수량 산정

대상연도별 부족수량 모의 결과를 그리면 Fig. 3과 같다. 전반

적으로 신안군과 무안군 지역 그리고 대구, 포항시 등을 중심으

로 부족수량이 크게 나타났다. 10년 평균을 보면 담양군이 28.0 

Fig. 4 Mean annual water deficit (2001∼2010)

Table 5 The 10 lowest si-guns for mean annual water 
deficit (2001∼2010, mm/yr)

Si-Guns Water deficit

Damyang-gun 28.0

Gimje-si 33.3

Boryeong-si 34.8

Masan-si 35.3

Gwangju 35.5

Jangheung-gun 36.3

Jinhae-si 41.5

Jinju-si 43.7

Buan-gun 44.1

Geoje-si 44.1

mm/yr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김제시가 33.3 mm/yr, 보령시 

34.8 mm/yr, 마산시 35.3 mm/yr 등의 순이었다 (Table 5). 난

지형 마늘 주산지 중에는 무안군과 신안군의 부족수량이 각각 

83.2 mm/yr, 73.3 mm/yr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 해남과 

남해군에서 각각 52.2 mm/yr, 61.8 mm/yr로 산정되었다. 주산

지에서 부족수량이 크게 나온 것은 소비수량이 큰 반면 유효우

량은 적기 때문으로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리시설

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재배적지 분류

가. 농업수리학적 재배적지 분류

Fig. 4의 연평균 부족수량으로부터 Table 1에서 정의한 조건

에 따라 농업수리학적 재배적지를 분류하면 Fig. 5와 같다. 작

물재배에 적합한 농업수리학적 조건을 가진 지역은 주로 호남지

역과 남해안지역으로 분포하는데 전국적으로 최적지와 적지가 

Fig. 5 Suitability for southern-type garlic cultivation based 
on irrigation requirements

Table 6 Suitability of southern-type garlic with respect to 
irrigation requirement (unit: ha)

Si-Gun Best suitable Suitable Possible Low productive

Gimje-si 16,407 10,734 1,219 4,648

Haenam-gun 14,597 7,377 10,197 4,695

Jeongeup-si 11,092 7,927 3,052 5,852

Gochang-gun 8,351 9,121 3,996 6,996

Buan-gun 12,174 3,277 634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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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00 ha로 분류되어 기온과 토양요인만을 고려했던 Kim et 

al. (2012)의 627,362 ha에 비해 약 60 % 수준이다. 지역적 분

포를 보면 난지형 마늘은 지금의 남쪽 해안가 주산지보다는 김

제, 정읍, 부안 등 전북 곡창지대가 보다 양호한 재배조건을 갖

춘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6은 농업수리학적 최적지 혹은 적지

의 면적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김제시가 27,141 ha 

(12.2 %)로 가장 넓은 적지를 갖고 있고 다음 해남군 21,974 ha 

(9.9 %), 정읍시 19,018 ha (8.6 %), 고창군 17,472 ha (7.9 %)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온과 토양요인만의 재배적지지도와 농업수리학적 요인의 재

배적지지도를 중첩한 결과 기온과 토양요인만을 고려했을 경우

의 최적지 혹은 적지 분류 지역 중 농업수리학적으로도 최적지 

혹은 적지로 평가된 면적은 292,280 ha로 나머지 56.5 %는 농

업수리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로 보면 군산시 84.6 % (8,785 ha), 김제시 80.3 % (25,595 

ha), 익산시 77.0 % (8,401 ha), 서천군 73.6 % (4,271 ha), 부

안군 72.6 % (13,622 ha)의 순으로 토양과 기온요인 재배적지 

면적 대비 양호한 재배여건을 보여주었다. 최적지로 분류된 결과

만 고려하면 기온과 토양요인만으로 352,590 ha 면적이었지만 

본 연구의 농업수리학적 고려에서는 222,386 ha에 그쳤다. 한

편 통계상 국내 마늘 재배면적은 약 28,278 ha (2011년 기준)

에 불과하므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으

로 사료된다 (KOSIS, 2012).

나. 난지형 마늘 주산지에서의 재배적지

난지형 마늘 주산지의 경우 토양, 기온, 농업수리 요인을 모

두 만족하는 최적지와 적지의 면적은 해남군 20,187 ha, 고흥군 

13,018 ha, 신안군 4,715 ha, 남해군 1,319 ha, 그리고 무안군 

349 ha 순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Table 7). 재배면적 조사 자료

Table 7 Unfavorable area with respect to irrigation require-
ment in major production regions (unit: ha)

Si-Gun

Best suitable or suitable area considering soil & 

temperature constraints

Total

With respect to irrigation requirement

Best suitable or 

suitable

Possible or low 

productive

Muan-gun 17,608 349 17,259 

Haenam-gun 35,058 20,187 14,871 

Shinan-gun 18,257 4,715 13,542 

Goheung-gun 22,398 13,018 9,381 

Hampyeong-gun 10,826 3,923 6,904 

Namhae-gun 7,464 1,319 6,144 

Changnyeong-gun 6,874 770 6,104 

Photo 1 A sprinkler irrigation system for garlic cultivation 
in Muan-gun

를 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신안군이 3,098 ha를 재배하였고 

고흥군이 2,645 ha, 그리고 해남군은 1,954 ha이었다. 적지분

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농업수리학적 관점에서 해남군과 고흥군

에선 난지형 마늘 재배를 위한 적지가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DATC, 2007). 한편 남해군은 실제 재배면적이 1,874 ha

로서 재배적지로 분류된 1,319 ha보다 약 1.4배 상회한 반면 무

안군은 1,604 ha로 재배적지 349 ha의 약 4.6 배에 달하는 면

적에서 재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양과 기온요인만

을 본다면 무안군의 최적지 혹은 적지 면적이 17,608 ha에 달

하지만 이 중 농업수리학적 최적지 혹은 적지 조건을 같이 만족

하는 면적은 2.0 %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Table 7은 주요 주산지별로 재배적지 요인별 최적지 혹은 적

지 면적과 농업수리학적 부적합 (Possible or Low productive) 

면적을 정리한 것인데 무안군,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그리고 

함평군과 같은 전남지역에서 경남지역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였

다. 또 생산성에 있어서도 무안군은 2006년 기준 단위면적당 생

산량이 10.2 ton/ha로 남해군의 ha당 약 12.2 ton보다 낮았는

데 토양이나 기온 요인과 함께 취약한 물수지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Photo 1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안군, 신안

군, 해남군 등에선 마늘 재배에 스프링클러 등 관수로 관개시스

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소비수량이 적어도 부족수량이 크게 

나오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서 상대적으로 소비수량이 크지만 부족수량은 적은 대부분 경남 

지역에서의 마늘 관개와 대조를 이룬다.

IV. 결 론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이러한 기후변

화는 인간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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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에서도 식물의 생육과 농산물의 생산에 양과 질적으로 변

화를 일으키는 등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작물

들의 재배지가 변화하고 또한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산량과 용수

수요량의 증가는 작물의 부족수량의 증가로 이어져 작물생산에 

추가비용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작물의 재배지의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

적인 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작물의 재배적지 분석을 통한 재

배지의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지형 마늘의 

재배적지분석을 위하여 생육단계별 기온조건과 농촌진흥청의 토

양조건 재배적지지도를 바탕으로 과거 10년간의 작물의 소비수

량과 부족수량을 격자단위의 일토양수분 모델로 모의함으로써 

농업수리학적 조건에서의 재배적지를 분류하였다. 작물재배에 적

합한 농업수리학적 조건을 가진 지역은 주로 호남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였다. 최적지와 적지의 면적이 가장 크게 분류된 

지역은 김제시와 해남군이 각각 33,438 ha, 28,304 ha로 나타

났고, 난지형 마늘 주산지인 무안군과 남해군에서의 최적지 혹

은 적지 면적의 합은 각각 349 ha, 1,319 ha이었다. 실제 재배

면적 기록과 비교하여 무안군은 분석치의 4.6배, 반면 남해군은 

1.4배로 나타났는데 농업수리학적으로 불리한 무안군에서 실제 

재배면적이 넓은 것은 스프링클러 관개시스템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서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물 재배지의 선택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배적지

를 판단하고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조건일 때 재배지로 선정하

게 된다. 본 연구는 기온과 토양요인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재배

적지 분석에 농업수리조건을 고려함으로써 난지형 마늘의 재배

적지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

나 작물의 재배적지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 가지 적지 조건

을 계량하고 포괄하여 시의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므로 향후 자

연조건을 비롯하여 작물생리적 특성, 영농편의성, 그리고 시장경

제성 등 여러 가지 차원의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통합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PJ008546 

012012, PJ00774504201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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