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0367-6315 (Print) / ISSN 2288-2162 (Online)

Korean J. Soil Sci. Fert. 46(6), 434-444 (2013)

http://dx.doi.org/10.7745/KJSSF.2013.46.6.434

Risk Assessment of Drought for Regional Upland Soil According to 
RCP8.5 Scenario Using Soil Moisture Evaluation Model (AFKE 0.5)

Myung-Chul Seo*, Hyeon-Suk Cho, Ki-Yeong Seong, Min-Tae Kim, Tae-Seon Park, 
Hang-Won Kang, and Kook-Sik Shin

Crop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NICS), 
RDA, 125 Suinro Gwonseon-gu, Suwon, Gyeonggido, 441-857, Korea 

(Received: November 4 2013, Accepted: November 13 2013)

In order to evaluate drought risk at upland acc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 (RCP8.5), we have carried out 
the simulation using agricultural water balance estimation model, called AFKAE0.5, at 66 weather station 
sites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Total Drought Risk Index between the first month (f) and last month 
(l) (TDRI(f/l)) and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f/l)) were defined as the index for 
analyzing pattern and strength of drought simulated by the model. Based on distribution maps of MCDRI 
(1/12), drought strength was predicted to be most severe in 2084 for all regions. Some regions showed severe 
risk of drought meaning over 20 days of MCDRI (1/12) in the other years, while MCDRI (1/12) in other 
regions did not reach 5 days. Even though maximum value of TDRI (1/12) in 2090 was greater than in 2050, 
more severe drought risk in 2050 than in 2090 was predicted based on MCDRI (4/6). It implies that drought 
risk should be assessed for each crop with its own grow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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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ribution map of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between April and June (MCDRI(4/6))1 for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based on the RCP8.5 climate scenario.
1MCDRI(4/6) means maximum continuous days with matric potential of -90 kPa or lower between April (4th month) and June (6t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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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후변화는 어느덧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농업분야

에서도 매년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IPCC에서는 RCP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전 지구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135Km
2
 해상도로 발표한 이후 우리나

라는 1km
2
의 해상력을 갖는 2011년부터 2010년까지의 남

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였고 래스터 형식의 일

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등 세부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CCIC, 2012). 발표

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RCP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

반 연평균 기온이 16.7℃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은 현재 기후에서 제주도 남단 연평균 기온에 해당된

다. 또한, 강수량도 동일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보다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동일한 기간 전지

구 평균 증가폭의 약 3.0배에 달한다 (KMA, 2013). 일반적

으로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화 되는 지역이 확대되어 가지

만 미래에도 위도가 낮은 아열대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몬순기후가 유

지될 것이다. 동일한 기후대에서 온도 및 강수량의 증가는 

연중 가뭄, 습해, 고온해 등에 극한기상 발생요인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미래 온난화와 함께 강수량 증가는 농업분야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물의 생육 및 생산 측면

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작물에 부정적인 요인들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 기후

전망으로 전체적인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여

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한발 및 습해의 위험성

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및 미래기후에서의 가

뭄심도-영향면적-지속기간 곡선의 비교를 한 결과 미래 

기후모델인 CGCM3.1-T63과 CSIRO-MK3.0에 따른 미

래 기후에서 모두 미래 가뭄이 현재보다 더 극심해 질 것

으로 예측한 바 있다 (Kim S. D. et al. 2011). 

현재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파머가뭄지수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 표준강우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등 다양한 가

뭄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국내외에서 발생하

는 가뭄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Moon J. w. and 

Lee D. R. 2012, Kim G. S. and Lee J. W. 2011, and Ryu. 

J. H. et al. 2002). 표준강우지수의 경우 기온과 관련된 변

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증발산 등

의 물수지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강수 증발산량지수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의 진보된 개념을 도입

하여 미래 가뭄발생의 변화를 평가한 바 있다 (Kim B. S. 

et al. 2013). 그 결과 미래로 갈수록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

으나 건조 지속기간의 증가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증발산의 

증가로 인해 가뭄의 심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우와 같은 단순 기상요인뿐 아니라 토양의 증발산량이

나 물수지를 고려하여 가뭄을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토양수

분지수 (Soil Moisture Index, SMI)는 충분한 강우에 의해 

나타나는 가뭄상태에서 습윤상태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뭄을 평가하는 연구들은 실제 농경지의 토

양특성이나 작물의 생육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상

요인과 잠재증발산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양

의 경우 식양토와 사양토의 토양수분보유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토양수분함량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양이 존

재하더라도 작물이 이용하는 수분의 양은 토양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농업적인 관점에서는 작물의 생육을 고려한 

한발 또는 가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으로 담수상태

를 유지하는 벼와는 달리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경우 수

분상태를 잘 유지하였을 때와 한발 등 수분스트레스가 지

속될 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질소 등의 시비

의 영향보다도 더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발 등을 고려

할 때에는 전체적인 강수량에 대한 가뭄지수도 필요하지만 

실제 작물이 자라고 있는 농경지의 토양, 작물생육 등을 

고려한 한발 위험성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Seo et al. (2012)은 기상, 토양, 영농관리 등의 자료를 이

용하여 쉽게 토양의 수분변동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 (AFKAE0.5)

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토성 또는 토양통에 따른 토양수

분함량과 메트릭 포텐셜을 변환시켜주는 모델이 내장되어 

있고 실증발산량을 추정하기 위한 주요 작물의 시기별 작

물계수를 반영하고 있어 토양의 수분함량의 변화를 일단위

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추

정모델 (AFKAE0.5)를 이용하여 최근에 발표된 한반도 및 

남한상세 RCP 시나리오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하여 미래 

우리나라 밭 토양의 한발의 강도 및 지역별 변이를 평가하

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적응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RCP8.5 기상자료 및 응용기상자료 수집 및 분석   2011

년부터 2099년까지 해상도가 1km x 1km인 남한상세 RCP8.5 

기후변화 신시나리오를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ESR 

ASCII GRID 파일 형식으로 일별평균기온 (Tavg), 일별

최고기온 (Tmax), 일별최저기온 (Tmin), 일별강수량(Prcp)

의 기상자료를 제공받았다 (CCIC, 2012).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기상

청에서 운용하는 기상대 및 관측소 66지점에 대해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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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dure extracting weather data of 66 region based on RCP8.5 climate scenario with ArcGIS program provided from 
KMA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상세 시나리오 자료에서 중첩

되는 기상자료를 추출 및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본 

래스터 형식의 기상데이터에서 66개 지점의 X, Y좌표에 대해 

자료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처리 프로그램인 ArcGIS9.3

을 이용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기능 중 모델제작 툴을 이

용하여 기상 요인별 1년 단위의 일별자료를 추출하여 분류하

였다. ArcGIS9.3에서 만든 모델을 이용한 자료는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dbf 형식으로 저

장하였으며 일별 자료값은 rastervalue 필드값을 가지고 있

다. 추출된 자료는 일별로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

수량이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수분 추정모델 (AFKAE0.5)

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개 지역별 1년 단위의 4개 

요인이 한 개의 파일로 구성되도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토양수분 추정모델 (AFKAE0.5)에 입력되는 기상

자료로는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이외에도 

평균습도, 평균풍속 및 일조시간 또는 일사량의 자료가 필요

하다. 다른 기상 요소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2km 

해상도에서 추출된 RCP8.5 시나리오의 전국 시군별 평균

습도, 일사량 등의 응용기상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토양수

분 추정모델 기상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토양수분 추정모델 (AFKAE0.5) 시뮬레이션  토양수

분 추정모델을 이용한 토양수분 시뮬레이션은 1년 단위로 

수행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기상청 66개 지점에 대한 2020, 

2050, 2090년과 건기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2046

년과 한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84년 등 RCP8.5 시

나리오의 5개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입력변수로는 먼저 기상요소들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자

료를 편집하여 입력하였으며 재배작물은 옥수수를 재배하

는 것으로 설정하여 재배시기는 4월 하순부터 7월말까지

로 설정하였으며 한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밭 토양특성 입력변수로는 토양내 물의 이동속도가 빠른 

사양토 계열의 지곡통을 입력하였으며 이 토양통의 토성은 

모래, 미사, 점토가 각각 53.6, 27.8, 18.6%로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NIAST, 2000). 토양수분 추정모

델의 시뮬레이션은 66개 지역 5년 자료로 총 330번을 구

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이용하여 토양수분

의 변동 및 한발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다.

미래 지역별 한발 위험성 평가   토양은 토성에 따라 포

화수분함량이나 건조수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의 중

량수분함량이나 용적수분함량으로 농경지 한발을 직접적으

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다양한 토양에서 작물이 수분스

트레스를 받는 한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트릭 포텐

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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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imulated precipitation at 66 weather stations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xtracted from RCP8.5 
climate South Korean scenario (Unit : mm).

2020 2046 2050 2084 2090

Precipitation
Average 1852.5 2591.5 1769.2 1747.6 1652.9 

Maximum 2607.1 3748.6 2860.1 2,336.2 2731.6 
Minimum 1456.7 1828.5 1233.5 1036.6 881.8 

양수분 추정모델 (AFKAE0.5)은 토양통이나 토성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에 대한 메트릭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기 때

문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연도별, 지역별 일 메트릭 포텐셜의 결과값을 재분

류하여 한발 위험성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한발위험성은 토양수분 추정모델

의 시뮬레이션 결과 얻어진 일별 토양수분 포텐셜을 기준

으로 일 평균 토양수분 포텐셜이 -90 kPa 이하로 5일 이

상 지속되는 기간을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한발위험성 지수 (Drought Risk 

Index, DRI)로 정의하여 단위는 일 (Days)로 하여 한발 위

험성 지표로 분석을 하였다. 일단 한발이 지속되는 시기 중

간 1일이나 2일이 -90 kPa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80kPa 

이상일 경우도 한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포함하였

다. Oh et al. (2996)는 토양수분 변화에 따른 한발평가 기

준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한발 개시시점을 100 kPa, 초기 

위조점을 500 kPa로 설정한 바 있다. AFKAE0.5 모델은 

100 kPa 까지는 토양수분 포텐셜이 적선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한발 개시점에 대한 표현은 가능하지만 지수적으로 변

하는 초기위조점 등은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한발위험성 지수를 근거로 하여 계절별 한발위험성 발

생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토양에서 한발위험성이 발

생한 총 일수 (Total Drought Risk Index in a Year, 

TDRI (1/12))를 정의하여 연도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한

발위험성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수로 연간 한발위험성 

지수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최대 일수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 (1/12))를 한발위험성 최대 

지속일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리나라 밭토양에서

는 토양의 보수력이 낮기 때문에 무강우 일수가 15일정도

만 계속되어도 유효수분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물의 생육

이 어렵기 때문에 MCDRI의 값이 15가 넘으면 작물이 피

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Jung et al., 1981). 정의

한 TDRI (1/12)와 MCDRI (1/12)에서 괄호에 사용되는 숫

자는 해당되는 시작 월과 종료 월로 정의하여 분석기간을 

명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어진 연도별 지역별 한

발 위험성 지표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

해 한발위험성 패턴을 평가하기 위하여 ArcGIS9.3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2020, 2046, 2050, 2084, 2090년도에 

대한 66개 지점 좌표에 속성자료를 입력한 후 남한 전자지

도를 기반으로 Kriging 방법을 이용하여 공간적인 변이 

분포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RCP8.5 남한상세 신시나리오에서 추출한 66개 지역의 

강수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20, 2046, 2050, 2084, 

2090년의 연 평균 강수량과 최대, 최소 강수량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연 평균 강수량은 현재보다 증

가된 양상을 나타냈으며 조사된 5개년 가운데 2046년의 강수량

이 평균 2,591.5mm로 가장 많았으며 2090년이 1,652.9mm로 

가장 적었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편

차가 2020년의 1150mm에서 2046년에는 1,920mm로 매

우 컸는데 미래 기후는 현재 기후보다 강수량이 증가하면

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66개 지역 가운데 수원, 광주, 

밀양 등 3지역에 대해서 연간 강우양상을 비교한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강우량이 가장 많은 2046년에는 

여름철에 강우사상 및 일 강우량이 매우 높게 집중되어 있

으며 2090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들은 강우강도 측면에서

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강우의 집중현상을 나타나고 있

다. 연중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봄, 가을에도 강우는 상대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봄철 기온

의 증가는 증발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강수량이 적거

나 연속해서 강우 발생이 없을 경우 토양의 건조 속도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나 강우빈도는 많지 않은 지역에 따라 미래에도 한발에 의

한 작물 생산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RCP8.5 시나리오에서 실제 한발 위험성을 비롯한 작물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양수분함량의 변화를 평가하

기 위해 AFKAE0.5 모델에 시나리오 기상자료를 입력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66개 지역에 

대한 한발위험성 지수 (DRI) 발생 일수와 관련한 기초 통

계량은 Table 2와 같았다. 토양수분 포텐셜이 연중 -90 kPa 

이하로 5일 이상 연속되는 일수의 연간 총일 수 (TDRI (1/12))

에 대한 66개 지역 평균값을 보면 2084년이 64.1일로 5개

년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46년이 21.8일로 가장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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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nnual patterns of precipitation at Suwon, Kwangju, and Miryang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according to 
RCP8.5 climate scenario.

타났다. 그 밖에 2020, 2050, 2090년의 TDRI (1/12)는 30.3, 

41.5, 30.0일을 각각 기록하였다. 한발의 위험성은 -90 kPa 

이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작물의 피해도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된 66개 지역 가운데 연중 -90 kPa 

이하의 토양수분 포텐셜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최대 지속일

수 (MCDRI (1/12))는 TDRI (1/12)가 가장 높았던 2084

년에는 인천지역이 71일로 가장 오랫동안 한발위험성이 지

속되었으며 다음으로는 2046년의 경우 울산지역이 40일, 

2090년은 강화지역이 33일, 2050년은 통영지역이 31일, 

2020년은 인천지역이 28일 순으로 연중 MCDRI (1/12)를 

기록하였다. 지역간 MCDRI (1/12)의 편차도 2084년의 경

우 29.9일로 한발에 의한 작물 피해 위험성이 지역별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 한발위험성 지속일수인 MCDRI 

(1/12)가 가장 작았던 2020년의 경우도 지역간 편차가 15.4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한발에 따른 작물의 피해

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

시하고 있다. 특히, MCDRI (1/12)가 2주 이상 지속될 경

우 밭토양에 관개를 하지 않으면 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

의 수분상태가 한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건조상태가 되

는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하고 있다. 어느 해에는 

겨울에도 발생하여 이듬해 봄철의 저수용량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작물재배가 주로 봄에서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농업분야의 관점에서는 관심이 덜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토양수분 예측모형 (AFKAE0.5)

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조건으로 옥수수를 적용하였기 때

문에 옥수수 재배에 따른 한발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설명하

고 있지만 한발위험성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는 Table 2에

서의 TDRI (1/12)나 MCDRI (1/12)의 수치는 봄에 파종

하는 하계 밭작물과 등숙기인 동계작물에 대한 토양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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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drought risk index (DRI)1 at 66 weather stations during a year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2020 2046 2050 2084 2090
Average of TDRI(1/12)2 30.3 21.8 41.5 64.1 30.0 

Maximum of MCDRI(1/12)3 28.0 40.0 31.0 71.0 33.0
Standard Deviation of MCDRI(1/12) 15.4 19.4 16.9 29.9 20.9 

1: Number of days with matric potential lower than -90 kPa for continuous 5 days or longer; though one or two days with 
matric potential between -80 and -90 kPa were included during the period, the continuity of drought risk was accepted and 
the days were also counted.

2: Total DRI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3: Maximum Continuous DRI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Table 3. Summary of drought risk index (DRI)1 at 66 weather stations between April and June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2020 2046 2050 2084 2090
Average of TDRI(4/6)2 25.2 3.3 24.3 30.2 18.6

Maximum of MCDRI(4/6)3 28.0. 13.0 27.0 37.0 31.0
Standard Deviation of MCDRI(4/6) 5.0 4.0 7.6 6.9 5.9

1: Number of days with matric potential lower than -90 kPa for continuous 5 days or longer; though one or two days with 
matric potential between -80 and -90 kPa were included during the period, the continuity of drought risk was accepted and 
the days were also counted.

2: Total DRI between April and June
3: Maximum Continuous DRI between April and June

에 따른 피해예측에도 유사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월에서 6월에 발생하는 봄 가뭄은 작물의 파종과 초기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작물의 

고사와 후기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Table 2에서 제시된 TDRI (1.12)나 MCDRI (1/12)의 통

계 결과는 작물의 생육시기별로 토양수분에 따른 생육피해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작물의 파종기 및 초기생

육기인 4월부터 6월의 한발위험성 지표들을 Table 3과 같

이 분석하였다. 4월부터 6월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발위험성 

지표에서 조사시기의 한발위험성 (DRI) 발생 총 일수를 TDRI 

(4/6), 조사시기의 한발위험성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최대 

일수를 MCDRI (4/6)로 정의하여 해석하였다. 66개 지역에 

대한 TDRI (4/6)의 평균 일수는 2084년 30.2일로 TDRI 

(1/12)에서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2020년 25.2일, 2050

년 24.3일, 2090년 18.6일, 2046년 3.3일 순으로 각각 나

타났다. 연중 한발위험성의 지역별 평균일수 (TDRI1/12))와 비

교하였을 때 2046년의 경우 TDRI (4/6)의 수치가 현저하

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046년 봄은 전국적

으로 한발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가을이나 겨울 한발이 어

느 정도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5개 연도별 TDRI (4/6)

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봄철 한발위험도 연중 한발위험성

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작물 생육시

기에서 한발에 민감한 봄철에도 2046년을 제외하고는 한

발피해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봄철 한발위험성이 지속

되는 최대일수 MCDRI (4/6)은 2084년 강화지역으로 37일

로 한달 이상 토양의 수분이 건조상태가 지속되어 작물재

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90

년, 2020년은 인천지역으로 각각 31일, 28일을 기록하였

으며 2050년은 강릉, 이천,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27

일을 기록하여 넓은 범위에서 고르게 한발이 발생하는 양

상을 나타내었고 봄 한발위험성이 적은 2046년에도 강원

도 인제 지역이 13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작

물에 크게 피해를 줄 정도의 한발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

다. 2046년의 경우 조사된 66개 지역에서 봄철 한발위험

성 일수 TDRI (4/6)이 0일인 지역도 많이 나타났다. 

66개 지역, 5개년에 대해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토양수분 추정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한발위험성 지

수 (DRI)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분

포양상을 파악하고자 공간변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중 한발위험성이 발생한 총 일수인 TDRI (1/12)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연도별로 Fig. 3에 나타내었다. 5개년에 대

한 전체적인 분포양상을 보았을 때 연도별로 보여지는 TDRI 

(1/12)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경기서부와 경남 동남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발위험성 

연중 총 일수가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2084년에는 인천을 중

심으로 한발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남

을 비롯한 경북지역도 한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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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tribution maps of total drought risk index (TDRI(1/12))1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according to RCP8.5 climate scenario.
1: Total drought risk index (TDRI(1/12)) means sum of DRI(Drought Risk Index)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DRI means 

number of days with matric potential lower than -90 kPa for continuous 5 days or longer; though one or two days with 
matric potential between -80 and -90 kPa were included during the period, the continuity of drought risk was accepted and 
the days were also counted.

른 지역도 조사된 다른 연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국가 

전체적으로 한발위험성에 노출되는 시기로 전망되었다. 

2020년 TDRI (1/12)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약 50일 정

도로 지역간 한발위험성 발생일수의 지역간 차이가 매우 

컸고 가장 TDRI (1/12)가 가장 큰 지역은 앞서 Table 2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 수원 등 경기 

중서부 지역이었고 다음으로는 울산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와 

경북 지역이 40일 내외로 크게 나타났다. 2046년은 Table 

2에서와 같이 TDRI (1/12)의 평균이 21.8일로 5개년 가운

데 가장 낮았으나 분포도에서 보면 최대 TDRI (1/12)는 경

상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54일 내외로 높았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TDRI (1/12)가 5일 내외로 나타나 

한발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2050년은 TDRI 

(1/12)의 값이 2046년과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서 55일 내

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강원도 지역은 2046년과는 달리 

TDRI (1/12)가 27일 내외로 나타나고 서해안 지역도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90년의 경우 TDRI (1/12) 

값의 분포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한발위험성이 전혀 나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TDRI (1/12) 값이 5일 이하인 지

역부터 경기 인천지역에는 100일이 넘을 정도로 연간 한발

위험성에 대한 편차가 조사된 5개년 가운데 가장 큰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미래의 기후변화가 한반도

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농경지의 작물 피해 위험도 매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정밀 기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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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distribution map of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1/12))1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according to RCP8.5 climate scenario.
1: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1/12)) means maximum days with continuous DRI(Drought Risk Index)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DRI means number of days with matric potential lower than -90 kPa for continuous 5 days or longer;
though one or two days with matric potential between -80 and -90 kPa were included during the period, the continuity of drought
risk was accepted and the days were also counted.

한발위험성의 강도와 연관이 있는 지표인 한발위험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지속일수인 MCDRI (1/12)의 값

이 클수록 만일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조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작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Fig. 4는 66개지역, 5개년에 대한 

MCDRI (1/12)의 분포도이다. 2020년에서 MCDRI (1/12)

의 분포는 7일에서 27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 강

화 등 경기 서부지역 일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경

북 영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0일 내외로 높았고 충북

지역, 강원 남부지역, 경남 서부지역 등은 10일 내외로 한

발에 의한 작물피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46

년의 MCDRI (1/12)는 4일에서 35일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포항, 울산, 영천 등 경남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

로 한발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외 지역은 10일 

내외로 한발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중부 내륙지

역은 한발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2050

년은 남한의 중북부 지역이 전체적으로 20일 내외로 나타

났으며 남부지역은 15일 내외로 한발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TDRI (1/12)가 다른 연도들보다 높았

던 2084년의 MCDRI (1/12)의 분포는 인천지역이 50일 가

량으로 매우 심각한 한발위험성이 예측되었고 강원도, 경

상도, 충북 지역 대부분이 15일에서 30일 정도의 한발위험

성이 봄에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전북지역을 중

심으로 전남과 충남 일부 지역은 MCDRI (1/12)가 11일에서 

15일 사이로 나타나 한발에 따른 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90년의 MCDRI (1/12)의 분포는 2084

년과 일부 유사한 경향으로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MCDRI 

(1/12)가 28일 내외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각선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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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어 경북, 경

남지역은 한발위험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일반적으로 작물이 토양한발에 의해 회복되지 못하

고 위조점에 이르는 토양수분 포텐셜은 지수적으로 감소하

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정이 어렵다. 토양의 건조상태가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토양수분 추정모델 (AFKAE0.5)

에서는 토양수분 포텐셜의 산출이 토성별 토양수분 함량과 

연계되어 기계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작물이 위조점에 이

를 정도의 건조기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토양수분 포텐셜

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토양수분 포텐셜의 지수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작물 

생육의 피해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모델에

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건조상태가 어느 기간을 유지하고 

있을 때 토양의 건조속도는 모델의 수치로는 표현하기 어

렵지만 한발로 인해 작물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양이 건조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작물에게 후기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작부체계는 보리, 밀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하

고 대부분이 봄에 파종을 하여 늦여름이나 가을에 수확을 

하는 하계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벼를 제외한 콩, 옥수

수 등의 밭작물은 일반적으로 4월에서 6월사이에 파종하

는 작물이나 품종이 가장 많다. 4월에서 6월까지의 우리나

라의 일반적인 기후는 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한발

이 심해질 경우 작물의 파종이나. 작물의 저항성이 약한 유

묘기 초기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수확

기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한발위험성 지수를 이용하여 4월에서 6월

까지의 한발위험성 발생 최대 지속일수인 MCDRI (4/6)의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는 Fig. 5와 같았다. 연도별로 살펴보

면 2020년에는 경기지역 대부분이 한발위험성 최대 지속

일수가 2주가 넘어가고 있어 작물의 생육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시기에 관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

며 경북 남부지역도 한발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

다. MCDRI (1/12) 분포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값의 차

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20년은 가을 가뭄보다는 봄에 발

생하는 한발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46년

은 전남 목포지역이 일주일 정도의 한발위험성 최대 지속

일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중부와 남부의 대부분의 

지역은 봄 한발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중

부지역도 2주 이상의 한발 최대 지속일수가 나타나지 않아 

하계 밭작물 재배시 한발의 염려는 없는 해라고 할 수 있

다. Fig. 4의 MCDRI (1/12)와 비교하면 분포양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MCDRI (1/12)는 경북 중동부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MCDRI (4/6)의 분포도는 강

원 북부지역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

으로 미루어 볼 때 2046년의 경우 봄철 한발의 영향은 거

의 없으나 가을철 한발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발생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50년 남부지역은 크

게 한발의 염려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충북, 강원 남부, 

동부 지역, 경기 남부지역이 20일 이상의 한발위험성이 지

속되고 다른 중부지방도 2주 이상의 한발위험성이 지속되

는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이나 2046년보다 봄철 한발에 

의한 작물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연도로 전망된다. MCDRI 

(1/12)의 분포도와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분포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두 지표의 수치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2050년은 가을 한발은 적고 봄철 한발이 높은 연도로 추

정할 수 있다. 2084년의 경우 MCDRI (1/12)와 MCDRI (4/6)

과 유사한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3에서 보여지

는 연중 한발위험성 총 일수 TDRI (1/12)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 반하여 봄 한발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MCDRI (1/12)의 분포수치의 최대

값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과 전

북지역에서는 한발위험성의 지속일수가 1주 내외로 작물피

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봄에도 경남 서부지역, 

전북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주 이상의 한

발위험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발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

로 평가되었다. 2050년 MCDRI (4/6)과 비교하여 보면 전

체적인 분포와 한발위험성 강도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봄

철에는 2050년이 더 많은 한발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2084년은 봄철 한발도 많이 

나타나지만 가을철 수확기 등의 한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90년은 

경기지역, 충남 북부지역에서 2주 이상 MCDRI (4/6)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MCDRI (1/12) 분포도와 매우 유사한 양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값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2090

년은 봄 한발이 연중 가장 큰 계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시된 5개년 가운데 2084년이 연중 한발위험성이 분포

나 강도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봄철 

한발위험성의 경우는 2050년과 비슷하지만 전국적인 분포

는 2050년이 더 광범위하게 한발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2046년은 한발위험성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 남동

부에서는 가을철 한발위험성이 높게 발생하였다. 연중 한

발위험성의 강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 중서부 지

역이 미래에 가장 한발위험성에 높게 노출될 것으로 예측

되며 다음으로는 울산, 포항, 영천 등 경북 동남부 지역이 

높게 노출되고 다음으로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충북 지

역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밭토양의 한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토양의 기

본 설정을 사양토인 지곡통으로 하였기 때문에 식양토와 

같이 토양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투수속도가 다른 토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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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stribution map of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4/6))1 in 2020, 2046, 2050, 2084, and 2090 
estimated by AFKAE0.5 according to RCP8.5 climate scenario.
1: Maximum Continuous Drought Risk Index (MCDRI(4/6)) means maximum days with continuous DRI(Drought Risk Index) 

between April and June. DRI means number of days with matric potential lower than -90 kPa for continuous 5 days or longer;
though one or two days with matric potential between -80 and -90 kPa were included during the period, the continuity of drought
risk was accepted and the days were also counted. 

는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배작물도 옥수수가 아

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밭토양 농경지에서 한발의 경

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래 기후는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하면

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아열대로 바꿀 것이라는 여러 자료

들이 나오고 있지만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물수지 

및 토양수분변동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기후의 패

턴은 여전히 미래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서 미래 농업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을 수립할 

경우 단순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따른 적응뿐 아니라 작

물의 생육을 고려한 한발, 습해 등에 따른 피해를 더 정밀

하게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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