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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단기소득임산물 중 재배기간이 비교적 긴 오미자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적지의 변

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RCP 4.5 및 RCP 8.5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IPCC 5차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델 중 5가지를 앙상블하여 2050년대와 2070년대의 오미자 분포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RCP 4.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재배적지의 43%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70년대에는

57%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대에 55%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70년대에 현재의 86%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취약지역 분석결과 강원도와 경

상북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들이 모두 기후변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CMIP5, RCP, 종분포모델, Maxent, 단기소득임산물

Abstract : Predicting possible distributed area of Schisandra chinensiswhich has long term cultivation
period among non-timber forest products is needed to be studied to deal with climate change.
Hence, distribution of Schisandra chinensis in the 2050s and 2070s was predicted under two scenario,
RCP 4.5 and RCP 8.5, with ensemble of 5 climate models used in IPCC AR5. According to estimation
using RCP 4.5, distribution of Schisandra chinensis in 2050s appeared to decrease 43% of current area
and appeared to decrease 57% in 2070s respectively. Moreover, According to estimation using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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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AR5)에 따르면 지구온난

화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최근 온실가

스 배출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지구 온난화는 동물과 식물의 지리적 범

위, 이주 패턴, 개체 수 등에 영향을 주며 작물 수확

량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쳐 인간과 자연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IPCC 2014).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우리나라 각 정부 부

처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약 64%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림분야의 기

후변화 적응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기상요소 변화로 인한 산림 취약성 평가의 필요성

을 역설하였으며 단기임산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

는 것은 임업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다(Relevant ministries 2010).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

주요 산림을 중심으로 식물계절현상을 분석하고 기

후변화와 관련된 미래의 생물행동변화를 예측하기도

하였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07), 기후변

화 취약식물종이나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종을 대상

으로 식물계절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1; Lee et al. 2012).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

림의 분포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으

며(Lee et al. 2011; Yun 2011), 식생의 구조 및 수직

적 분포, 환경조건과 식생구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Lee & Jung 2011). 이렇듯

우리나라 주요 수목과 자생식물에 대한 기후변화 연

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산물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미진한 편으로 기후변화가 임산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채류, 약초

류, 약용류 등으로 나뉘며 그 중 약용식물은 수실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다. 약용식

물의 경우 뿌리 순, 줄기, 열매, 진액 등을 약재로 사

용하거나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기간이 다

른 작물들에 비해 상당히 길다(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a). 이러한 생산기간이 긴

작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

점에서 적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소

득임산물 중 재배기간이 비교적 긴 약용수실에 속하

는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난 5년간 오미자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에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 전국 오미자 생산량은 약

9,600톤 정도로 생산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오미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Statistic Korea 2015). 특용작물생산

현황조사(2010~2013)에 따르면 2013년 오미자의

재배면적은 경작지(52ha)에서보다 임야(2,337ha)

에서 4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생지를 바탕

으로 한 재배적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Ministry of Agriculture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오미자 자생가능기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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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distribution of Schisandra chinensis in 2050s appeared to decrease 55% of current area and
appeared to decrease 85% in 2070s. As a final outcome, Schisandra chinensiswas estimated to extinct
in the future except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when analyzing change between current
distributed area and future distributed area. As a result, those areas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areas to climate change. Therefore,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were thought to be ideal
for growing Schisandra chinensis. The result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electing proper area of Schisandra chinensis considering climate change effect.
Keywords : CMIP5, RCP, SDM, Maxent, Non-timber forest Products



화 추정으로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판별하고, 이를 향

후 오미자 재배지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 중 약용수실에 속

하는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를 대상으로 하

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중요한 환경변수 중 하

나인 토양자료의 적용을 위해 한반도의 남한으로 설

정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오미자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1950~2000년의 관측 자료

를 현재기후로 설정하였고 2050년대(2041~2060)

와 2070년대(2061~2080)를 각각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설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였다.

2. 재배 적지의 구분

작물의 재배적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FAO에서 사

용하는 최대저해인자법, 재배인자별로 점수를 부여

하고 합계를 이용하는 방식,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

를 합산하는 방식, 다변량통계분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Hyun et al. 2010). 그러나 오미자의 재

배는 경작지에서의 재배보다 임야의 자생지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자생지를 바탕으

로 한 재배적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종 분포 모델링을

통해 산출된 출현지역을 재배적지로 구분하였다. 오

미자의 분포 예측에는 출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Maxent모형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출현

자료의 수집한계로 인하여 주로 출현자료만으로 모

델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중 Maxent는 출현자료

만을 사용하는 모델들 중 예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Elith et al. 2006; Gibson et al.

2007; Seo et al. 2008).

3. 입력변수 선정 및 자료수집

Maxent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변수로는 문헌고찰

을 통해 오미자의 분포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되는 기후와 환경적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1) 환경변수의 선정

연구대상인 오미자는 낙엽활엽성의 덩굴성 다년생

식물로 중국 및 우리나라 태백산, 지리산 등의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고 있다(Korean Forest Service

2008; 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b).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지만 고온에 약하여

주로 고온에 의한 피해가 적은 중부이북의 고랭지에

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ean Forest

Service 2012; 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b). 또한 고온의 피해가 적은 고도 500~700m

의 준산간지 서북향이나 북향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Korean Forest Service 2008; Lim

et al. 2010; 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b), 경사도는 17.6~36.4%정도의 낮은 경사도

에서 생육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et al. 2010;

Korean Forest Service 2012; 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b). 토양은 공극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지반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orean Forest Service 2008; Lim et al. 2010;

Korean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b). 이

와 같이 오미자의 자생환경 특성이 고도, 경사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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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environmental variables used for the prediction of suitable habitat
Division Variables Data type Source

Soil
Drainage Categorical

Forest soil digital map of 
Korea Forest ServiceSoil depth Continuous

Soil characteristics Categorical

Topography
Altitude Continuous

Digital Elevation Model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Slope Continuous

Aspect Continuous



사방향, 토양 등과 관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입지토양

도의 토양배수, 유효토심, 토성 자료를 추출하여 사

용하였으며, 지리적 변수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

치표고모델(DEM)로부터 고도, 경사도, 경사방향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2) 기후변수의 선정

기후자료는 WorldClim에서 30″의 해상도로

downscale하여 제공하는 BIOCLIM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다. BIOCLIM은 생물학적으로 의미있

는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온도 및 월간 강우량으로부

터 도출된 변수이다. 19개의 BIOCLIM변수는 공선성

(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Watling

et al. 2012) 상관분석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하여(Dormann et

al. 2007; Syfert et al. 2013) 등온성(BIO3), 최한월

의 최저기온(BIO6), 강수량의 계절성(BIO15), 최고

강수분기의 강수량(BIO16)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RCP 4.5와

RCP 8.5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기후모

델로는 IPCC5차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델 중 중 복

사강제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한 5개의 모델을 선정하고 2050

년대(2041~2060년 평균)와 2070년대(2061~2080

년 평균)의 기후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용된 모델의

리스트는 Table 2와 같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5개의 모델에 대한

앙상블을 수행하였다. 앙상블 방법으로는 하나의 모

델을 사용하지만 초기조건을 달리하여 조합하는

Single-Moldel Ensemble(SME), 여러 모델결과를

조합하는 모델 간 앙상블(Multi-Model Ensemble,

MME)이 있다. 이 중 모델 간 앙상블 방식에는 기후

모델의 값을 평균하는 방법, 전지구모형의 정확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합하는 Reliability

Ensemble Average방법, 모델별 중앙값(median)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기후모형별로 모형을 구

동하여 값을 종합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Byun

et al. 2002; Kim 2010;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본 연구에서는 기후모형별

로 모형을 구동하고 산출된 결과값을 평균내어 값을

종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평균값을 적용하여 도출

한 결과물은 단순 평균값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에는

한계가 있으나,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을 방지한다

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

3) 대상종의 위치자료

종속변수인 대상종의 위치는 5차 국가산림자원조

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이는 4km 간격으로 배치된 표본점에서 조

사한 식생자료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자

료를 종합하고 중복된 집락을 제외하여 총 203개소

의 위치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종분포모형 적용

선정된 기후 및 환경변수들을 입력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오미자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Maxent

를 구동하였다. 입력변수들은 DEM과 동일하게

100m 격자 크기로 통일시켜 사용하였다. Maxent는

모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10회 반복측정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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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Climate models used in this study
Model Country Institute

ACCESS1.0 Australia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and BOM (Bureau
of Meteorology, Australia)

GISS-E2-R USA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HadGEM2-CC UK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IROC5 Japan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NorESM1-M Norway Norwegian Climate Centre

(IPCC 2013)



며 모형의 정확도는 ROC(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곡선의 AUC(Area Under the ROC

Curve)값으로 측정하였다. 출현지역과 비출현지역

을 구분하기 위한 임계치(threshold)는 민감도

(sensitivity) 와 특이도(specificity)가 같아지는 지

점의 값(Equal Training Sensitivity and Specificity

logistic threshold)으로 설정하여 면적을 산출하였

다(Cantor et al. 1999; Manel et al. 2001; Cantor

et al. 1999).

III. 결과 및 고찰

1. 오미자 분포 환경

오미자의 현재 분포위치자료로부터 각 환경변수의

값을 추출하여 분포 환경을 분석하였다. 오미자는 연

평균기온 7~9℃, 연강수량 1,400~1,500mm인 곳

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적으로

는 고도 500~800m, 경사도 12~22˚인 지역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사면보다는 북사면인 곳

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2. 모형의 정확도 검증 및 변수 기여도 평가

10회 반복 측정한 오미자 잠재 서식지 모형의 정확

도(10k-fold AUC value of ROC)는 0.802로 비교

적 높게 측정되었다. 구축된 모형에 기반하여 각 변

수가 종의 분포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

는지 나타내주는 변수별 기여도는 최한월의 최저온

도(BIO6)가 25.8%로 가장 중요한 기후변수로 평가

되었으며, 강수량의 경우 최고 강수분기의 강수량

(BIO16)이 6.1%로 오미자의 분포를 예측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환경변수로는 고도

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2).

변수의 기여도를 토대로 오미자의 분포환경을 살

펴보면 오미자는 겨울철 최저온도가 -10~-13℃인

곳에 주로 분포하여 내한성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고 강수분기의 강수량의

경우 750~800mm인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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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ribution of environment variables in the estim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uitable habitat by Maxent model

Figure 1.  Environmental attributes of Schisandra chinensis in South Korea



으로 나타났으며, 고도 500~800m인 지역에서 높은

출현확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오미자가 고온에 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온도가 오미자의 재배에

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오미자의 잠재 서식지 예측결과

2013년 오미자의 재배면적은 경상북도(0.73km2),

강원도(0.53km2), 충청남도(0.47km2)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tatistic Korea 2013). 종 분포모델을

통해 분석한 오미자의 출현 가능성은 강원도 전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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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DM results of Schisandra chinensis(left) and SDM results applying threshold(right)

Table 3.  Comparison of cultivated area and potential area of Schisandra chinensis
AD* ADA**(km2) Cultivated area(km2) Simulated area(km2) Prop.***(%)
GW 16,826 0.54 7,844 46.6
GG 10,173 0.07 499 4.9
GN 10,538 0.4 752 7.1
GB 19,029 0.73 1,250 6.6
GJ 501 - 3 0.6
DG 884 - 11 1.2
DJ 539 - 2 0.4
BS 770 - 0 0
SU 605 - 0 0
SJ 465 - 0 0
US 1,061 - 7 0.7
IC 1,048 - 0 0
JN 12,309 0.38 172 1.4
JB 8,067 0.19 698 8.7
JJ 1,849 0.19 3 0.2
CN 8,214 0.47 20 0.2
CB 7,407 0.43 854 11.5
Sum 100,284 1.66 12,117 12.1

* Administrative district acronym: GW; Gangwon-do, GG; Gyeonggi-do, GN; Gyeongsangnam-do, GB; Gyeongsangbuk-do, GJ;
Gwangju, DG; Daegu, DJ; Daejeon, BS; Busan, SU; Seoul, SJ; Sejong, US; Ulsan, ,IC; Incheon, JN; Jeollanam-do, JB; Jeollabuk-do,
JJ; Jeju-do, CN; Chungcheongnam-do, CB; Chungcheongbuk-do
**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 proportion of simulated area to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소백산맥을 따라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3). 분석결

과로 나온 임계치(threshold)인 0.3502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은 강원도 (7,844km2), 경상북도(1,250km2),

충청북도(854km2)순으로 넓게 나타났으며, 행정구

역 면적대비 출현면적은 강원도(46.6%), 충청북도

(11.5%), 전라북도(8.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재배 면적과 분포 가능지역 면적간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Table 3), 이는 Maxent 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면적은 기후와 환경적인 요소만으로

재배 가능한 면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재배면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벽이나

도심지역 등의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시켜야

하며, 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현 불가능한

지역들을 제외시켜야한다. 또한 실제 재배지는 오미

자의 경제성, 수요 및 생산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

므로 기후환경적 요소만으로 추정한 Maxent의 결과

물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모델링을 통하여 분포 가능할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오미자가 잘 재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고 판단되므로 향후 오미자 재배지 고려 시 재배적지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미래 서식지 예측결과

미래 분포 예상 면적은 RCP 4.5시나리오와 8.5시

나리오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 것으로 예측되었다(Figure 4). 이러한 결과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오미자가 기온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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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Potential distributions of Schisandra chinensis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time
Current 2050s 2070s

RCP
8.5

RCP
4.5



낮은 고산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되며, RCP 8.5에 따른 2070년대에 대면적이

소멸하는 것은 고온에 약한 오미자가 높은 평균기온

으로 인해 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RCP

4.5에 따라 예측한 서식지 면적 변화는 2050년대에

43% 감소하여 6,926km2정도 일 것으로 예측되었

으며 207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정도 감소하여

5,677km2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P 8.5시

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대의 오미자 분포는 55% 감

소하여 5,407km2정도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2070년

대에는 현재의 86%까지 감소하여 1,740km2정도의

면적에서만 자생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모델별 예측결과

기후모델에 따라 예측한 2050년대와 2070년대의

오미자의 분포 예상 면적은 모델별로 상이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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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ed area of Schisandra chinensis by administrative district(km2)

AD* ADA** Current
RCP 4.5 RCP 8.5

2050s 2070s 2050s 2070s
GW 16,826 7,844 5,422 4,249 3,922 1,243
GG 10,173 499 122 71 39 9
GN 10,538 752 176 203 301 125
GB 19,029 1,250 527 501 391 167
GJ 501 3 1 2 3 3
DG 884 11 2 2 4 0
DJ 539 2 2 1 2 1
BS 770 0 1 3 3 2
SU 605 0 0 0 0 0
SJ 465 0 0 0 0 0
US 1,061 7 1 2 2 2
IC 1,048 0 0 0 0 0
JN 12,309 172 31 81 169 54
JB 8,067 698 216 203 275 28
JJ 1,849 3 10 34 23 10
CN 8,214 20 5 3 4 1
CB 7,407 854 411 322 268 95
Sum 100,284 12,117 6,926 5,677 5,407 1,741

* Administrative district acronym: GW; Gangwon-do, GG; Gyeonggi-do, GN; Gyeongsangnam-do, GB; Gyeongsangbuk-do, GJ;
Gwangju, DG; Daegu, DJ; Daejeon, BS; Busan, SU; Seoul, SJ; Sejong, US; Ulsan, ,IC; Incheon, JN; Jeollanam-do, JB; Jeollabuk-do,
JJ; Jeju-do, CN; Chungcheongnam-do, CB; Chungcheongbuk-do
** Administrative District Area

Table 5.  Comparison of predicted area between 5 models used in IPCC AR5(km2)

Models
RCP 4.5 RCP 8.5

2050s 2070s 2050s 2070s
ACCESS1.0 6,793 2,299 1,250 801
GISS-E2-R 6,175 6,640 9,447 4,513
HadGEM2-CC 5,706 5,296 5,763 996
MIROC5 10,087 9,249 7,060 6,628

NorESM1-M 7,232 6,764 7,441 1,811
Average 6,926 5,677 5,407 1,741

Bold: Maximum and minimum predicted area



났다. 전체적으로는 ACCESS1.0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면적이 도출되었으며 MIROC5 모델에

서 가장 넓은 면적이 예측되었으나 모든 결과에서 이

러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RCP 4.5에 따라 추

정한 2050년대의 오미자 면적은 HadGEM2-CC 모

델에서 5,706km2로 가장 좁게 예측되었으며 RCP

8.5에 따른 2050년대 오미자 면적은 GISS-E2-R모

델이 가장 넓게 예측되었다(Table 5).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PCC 5차 보고서에 사용된 5가지

기후모델을 앙상블하여 오미자의 분포 가능 면적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오미자는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모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타나내었

다. RCP 4.5에 따라 예측한 결과 2050년대에는 현

재의 43%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70

년대에는 절반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시나리오 또한 2050년대에는 절반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70년대에는 현재 대비 약 86%

까지 감소하여 1,740km2정도의 면적에서만 자생 가

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포지와 미래분포지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판별한 결과 강원도와 경상북

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들은 모두 기후변화 취약지역

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재배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후자료는 down-scaling 된

GCM자료로 남한의 기후를 상세하게 모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IPCC 5차 보고서에

사용된 다양한 기후모델들을 앙상블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모델에 따른 분포지 예측 양상을

비교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는

regional scale의 기후자료 사용으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수종인 오미자는 북방계식물

이나 북한지역의 서식지 정보 및 토양환경정보의 누

락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지를 남한에 한정지어 수행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분석된 환경특성이 오미자 환경특성의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임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 임산물에 대한 기후변화 모델링이

요구되어진다. 임업분야에서는 다양한 임산물의 모

델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정도를 파악해

야할 뿐만 아니라 재배 적지의 변화를 예측하여 추후

재배지 선택 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오미자 재배지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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