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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밭작물 생산에서의 물발자국 산정

Estimation of Water Footprint for Upland Crop Production in Korea

유승환*․이상현**․최진용***,†

Yoo, Seung-Hwan․Lee, Sang-Hyun․Choi, Jin-Yong

ABSTRACT
Water footprint is defined as the total volume of direct and indirect water used to produce a good and service by consumer or producer, 

and measured at the point of production based on virtual water concept. The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refers to the volume of the 
rainwater and the irrigation water consumed, respectively. Crop water footprin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policies at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spect. Thu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suitable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for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quantify the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and usage of upland crops during 
the period 2001-2010. To estimate the water footprint, 43 upland crop production quantity and harvested area data were collected for 
10 years and FAO Penman-Monteith equation was adopted for calculating crop water requirement. As the results, the water footprint of 
cereals, vegetables, fruits and oil crops accounted for 1,994, 165, 605, and 4,226 m3/ton, respectively. The usage of water footprint for 
crop production has been estimated at 3,499 (green water) and 216 (blue water) Mm3/yr on average showing a tendency to decrease. 
Fruits and vegetables have the largest share in the green water usage, consuming about 1,200 and 1,060 Mm3/yr which are about 65 % 
of gross us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nderstood by the agricultural water footprint as well as by the total 
water footprint from both a production and consumption perspectiv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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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상수는 단위생산량의 생산품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등)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의미한다 (Allan, 2003). 물발자

국 (water footprint)은 가상수에 무역이론인 비교우위 개념과 

물의 이력을 추가한 것으로 물이 상품을 통해 이동함을 보여줌

으로써 기존 물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 개념이다 (Hoekstra et 

al, 2011; KREI, 2012). 이에 따라 물발자국은 자연강우에 의

해 토양에 내재되는 물을 소비하는 개념인 녹색 물발자국과 관

개시설에 의해 지표수, 하천수 또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취수

하여 사용하는 청색 물발자국으로 구분된다. 또한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색 물발자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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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Hoekstra et al, 2011). 이와 같이 가상수의 개념

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국가간 농작물이 교역될 때 생산을 위해 

소비된 가상수가 동시에 수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간 농

축산물 교역을 통한 가상수 수입이 식량 및 물 부족국가의 위기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Chapagain and Hoekstra, 

2003; Oki et al., 2003; Berrittella et al., 2007; Zeitoun et al., 

2010; Mao et al., 2012; Lee, 2013).

이러한 가상수 및 물발자국 개념의 도입은 농업부문에서 실

제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물의 양을 파악하여 기존의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수요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간 수출입을 통한 물수지 산정을 통해 국가 

수자원 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

내 지역 간 물수지 분석에 적용될 경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지역 단위 용수 수요·공급 계획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REI, 2012). 이와 같은 가상수 및 물발자국의 개념은 

수자원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교역 정책을 수립할 때 작

물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자원과 작물 수입량의 관계를 보여주

는 지표로써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Lee, 2013).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사료 포함)은 27.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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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이는 높은 인구밀도에 비하여 경지면적이 작고 경제 

발전에 따라 식량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낮은 자급률

로 인하여 한국은 매년 옥수수, 대두 및 밀 등을 포함한 곡물, 

소고기 및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 등 다양한 농업생산물을 수

입하고 있다 (Yoo et al., 2009). 이는 우리나라가 물발자국 측면 

본다면 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발자국 개념 도입은 수자원과 관련된 정책과 더

불어 식량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작물 1 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상수량 (virtual water 

content)에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Hoekstra and Hung 

(2002)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Chapagain and Hoekstra (2003)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가상수량 및 가상수 사용량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고, Chapagain and Hoekstra (2004)는 위 두 연구를 종

합하여 1997-2001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공산품에 대하여 가상수량을 산정하고, 국가간 교역을 통

한 가상수 이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Yoo et al. (2009)은 우리나

라에 적합한 가상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작물통계연보와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44개의 농작물에 대한 사

용된 가상수량 및 가상수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위 연구들은 녹

색,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의 구분없이 가상수 총량에 초점을 맞

춘 결과이다. 가상수량 보다 세분화된 물발자국 개념을 수자원 

및 식량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작물 원단위 물발자

국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Mekonnen and 

Hoekstra (2011)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126개 작물에 대하여 격

자단위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바 있으며, Sibert and Doll (2010)

도 26개 작물에 대하여 격자단위의 전세계 물발자국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은 작물재배 조건인 기상 및 영농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농업생산물에 대한 

물발자국 산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Mubako and Lant 

(2013)는 미국의 48개 주별 18개 작물에 대한 물발자국을 산정

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Yoo et. al. (2014)에 의해 논벼에 

대한 물발자국 연구가 최근에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의 기상 및 영농 조건 등을 적용한 밭작물의 물발자국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하며, 향후 곡물자급률의 변화 및 작물별 물 스트

레스와 수자원 정책 부분에 물발자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밭작

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물발자국을 산정하

기 위하여 43개의 밭작물을 대상으로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및 고찰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밭작물 

생산을 위한 물발자국 사용량을 추정 및 분석하였다. 산정된 결

과를 기존의 가상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고, 식품수급표를 기

준으로 한 분류별 물발자국을 제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물발자국 개념

물발자국은 농작물의 생산과정 동안 사용된 총 물의 양에 대한 

이력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가상수의 개념을 확대시킨 것

이다. 가상수량은 단위 작물의 총 물소비량의 산정에 중점을 두

고 있다면 물발자국은 소비된 물의 총량뿐 아니라 어디서부터 

공급되었는지에 대한 이력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상수량

이 자연강우에 의한 유효우량으로부터 공급될 경우 녹색 물발자

국으로 설정하고, 관개시설에 의해 지하수 및 하천수로부터 취수

되어 공급된 경우 청색 물발자국으로 설정한다. 또한 비료 등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용수량을 회색 물발

자국으로 설정하여 총 물발자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Hoekstra 

et al, 2011). 각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unit  vloumemass mton (1)

 min  (2)

 min  (3)

  pollutantloadmaxCnat (4)

여기서, 은 작물의 총 물발자국 (mton), 은 

녹색 물발자국 (mton), 는 청색 물발자국 (mton), 
은 회색 물발자국 (mton), 은 작물필요수량 

(mha), 은 유효우량 (mha), 는 작물생산량 

(tonha), 은 관개필요수량 (mha), max는 배출기준농

도 (tonha), 는 자연 상태에서의 농도 (tonha)이다.

2. 밭작물의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 산정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밭작물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시도별로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생산량을 

바탕으로 가중평균된 물발자국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였다.

가상수 및 물발자국 산정시 작물 필요수량이 충분히 공급되

는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Yoo et al., 2009; Hoekstr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토양에 잔존하는 수분량 및 토양수분

에 의한 증산계수는 고려하지 않고, 작물의 증발산량으로 소비

되는 수량만을 물발자국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증발산량 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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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의해 공급되는 수량을 녹색 물발자국, 관개에 의해 인위적

으로 공급되는 수량을 청색 물발자국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시

설재배지에서는 모두 관개로 용수가 공급되고, 노지재배지의 경

우 모두 유효우량에서 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

편 밭작물의 회색 물발자국은 시설재배지 및 노지재배지의 비

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작물별 연구 결과가 필

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회색 물발자국 산정은 

제외하고 실제 작물이 소비하는 수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밭작물에 대한 물발자국은 실제 작물이 소비하는 작물 증발산량

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작물증발산량은 FAO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였고, 작물계수는 FAO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

용하였다. 또한 각 작물의 생육 기간, 파종 시기 및 수확 시기 

등의 영농방식에 관련된 부분은 농촌진흥청 품목별 관리 매뉴

얼 (RDA, 2013)을 참고하였다. 물발자국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작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농림수산식품 통계 자료 및 

작물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통계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작물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량작물, 채

소류, 특․약용 작물 및 과수 작물에 대하여 2001-2010년까지

의 시도별 노지 및 시설재배별 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작물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작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량작물: 맥류 (보리, 호밀, 밀), 두류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서류 (고구

마, 감자)

- 채소류: 엽채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조미채소 (고

추, 파, 양파, 생강, 마늘), 과채류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근채류 (무, 당근)

-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수

- 특용 (채유종실):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이상 총 43개 작물

나. 작물증발산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1998년에 추천한 FAO 

Penman-Monteith 공식을 이용하여 기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

였다. 이 방법은 1965년에 제안된 Penman 공식을 보완한 방법

으로 공기동역학 조건에 작물 종류에 따른 기공저항 (stomatal 

resistance)을 포함하여 수정한 방법이다. 이 공식은 다음과 같

다 (Allen et al., 1998).

      

      


  

(5)

여기서, = 기준작물증발산량 (mmday), =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kPa℃), = 순일사량 (MJmday), = 토

양 열 유속 밀도 (MJmday), = 건습계 상수 (kPa℃), 

= 2 m 높이에서 일평균기온 (℃),  = 2 m 높이에서 풍속 

(ms),  = 포화증기압(kPa),  = 실제증기압 (kPa)이다. 

68개 측후소의 평균기온, 평균풍속, 평균습도 및 일조시간을 이

용하여 기준작물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작물증발산량은 식 (6)과 같이 먼저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기

준작물증발산량을 산정하고, 작물의 생육시기별 작물계수를 곱

하여 산정하는데, 지역 또는 기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티센망 (thiessen network)을 이용하여 각 시도별 작물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  (6)

여기서, 는 작물증발산량, 는 작물계수, 는 기준작

물증발산량이다.

일반적으로 작물계수는 작물의 생장단계에 따라 변하여 초기

에는 작으나 중기에 증가했다가 말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고 바람이 있는 기후에서는 높고, 기온이 

낮거나 습윤한 기후에서는 낮다 (Allen et al., 1998). 본 연구에

서는 Allen et al. (1998)과 Chapagain and Hoekstra (2004)이 

제공하고 있는 작물계수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작물 재배 면적, 생산량 및 필요수량

본 연구에서는 농작물 생산을 위한 물발자국을 추정하기 위하

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물통계연보 (Statistics Korea, 

2011)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물 재배 면적 (ha), 총 생산량 (kg), ha 

당 작물 생산량 (ton/ha)을 조사하였다. Table 1은 2001-2010년 

동안의 작물별 재배 면적, 전체 생산량 및 단위 면적 당 수량의 

평균을 산정한 결과이다. 작물 재배 면적의 경우, 대두, 고추 및 

보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의 경우, 배추, 무, 

양파 순으로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단위 면적 당 수량의 

경우 오이, 토마토, 배추, 양파가 60 ton/ha 이상으로 높은 생

산량을 보인 반면, 들깨와 참깨는 각각 0.86 및 0.55 ton/ha으

로 단위 생산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작물 중 

시설재배가 이루어지는 작물은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배추, 시금치, 상추, 무 및 양파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11개 작물은 청색 및 녹색 물발자국이 산정되고, 나머지 

32개 작물은 녹색 물발자국만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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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statistics of crop harvested area, production, yield and crop water requirement (CWR) (2001-2010)

Crop

Area

(ha)

Pro-

duction

(ton)

Yield

(ton/ha)

CWR

(mm)

Crop

Area

(103ha)

Pro-

duction

(103ton)

Yield

(ton/ha)

CWR

(mm)

C
ereals

Barley 60,010 243,744 4.06 329.5

V
egetables

Spinach 6,515 104,989 16.12 73.3

Wheat 3,602 12,041 3.34 319.8 Lettuce 5,891 166,411 28.25 322.2

Rye 6 13 2.11 237.8 Radish 29,793 1,407,954 47.26 334.7
Soybean 81,380 130,766 1.61 538.5

Carrot 2,985 111,924 37.49 366.5
Red Bean 6,057 6,470 1.07 351.4

Hot Pepper 62,646 376,242 6.01 695.1
Mung Bean 1,757 1,859 1.06 435.4

Garlic 29,815 359,574 12.06 519.8
Pulses, n.e.s. 5,989 7,842 1.31 338.5

Spring Onion 20,214 535,189 26.48 693.5Millet 1,579 1,863 1.18 274.6

Onions 16,805 1,064,514 63.35 566.2Sorghum 1,587 2,352 1.48 395.9

Ginger 1,886 22,706 12.04 595.9Maize 16,177 74,405 4.60 488.5

Buckwheat 2,603 2,696 1.04 277.6
Fruits

Apple 28,159 419,575 14.90 755.2

Miscellaneous Cereals, 

n.e.s.
3,994 5,606 1.40 275.3 Pear 21,167 411,103 19.42 767.0

Peach 14,255 187,174 13.13 751.9
Sweet Potato 17,268 310,335 17.97 679.9

Grape 21,448 363,222 16.94 478.5
Potato 23,868 632,285 26.49 368.1

Mandarin 22,774 654,337 28.73 624.2

V
egetables

Watermelon 22,011 820,317 37.27 420.8

Persimmon 29,159 344,985 11.83 766.5Other Melons 7,161 228,085 31.85 303.0

Plum & Sloe 6,003 68,132 11.35 753.4Strawberry 7,043 205,923 29.24 288.2

Fruit Fresh, n.e.s. 19,995 120,236 6.01 767.2Cucumber 5,807 393,289 67.72 366.1

Pumpkin 9,368 311,099 33.21 436.5

O
il C

rop

Rapeseed 1,017 1,201 1.18 469.2

Tomato 5,518 356,564 64.62 190.9 Sesame Seed 34,179 18,911 0.55 293.8

Chinese Cabbage 39,446 2,508,992 63.61 283.1 Perilla Seed 27,750 23,966 0.86 388.7

Cabbage&Brassica 5,442 295,720 54.34 342.3 Ground Nut 4,028 8,784 2.18 519.3

또한 밭작물의 물발자국을 추정하기 위하여 43개 작물별 필

요수량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는 전국 평균을 나

타낸 것이다. 식량작물 중에서는 고구마가 679.9 mm로 가장 

큰 값을, 호밀이 237.8 mm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채소

류 중에서는 호박이 436.5 mm로 가장 큰 값을, 시금치가 73.3 

mm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과수류 중에서는 기타 과수를 

제외하고 배가 767.0 mm로 가장 큰 값을, 포도가 478.5 mm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용작물 중에서는 땅콩이 519.3 

mm로 가장 큰 값을, 참깨가 293.8 mm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

다. 고추, 마늘과 같은 조미채소류와 과수류의 작물필요수량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 산정

시도별 재배 면적, 생산량 및 필요수량을 바탕으로 지역별, 

작물별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생산량을 바

탕으로 가중평균된 물발자국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식량작물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녹색 물발자

국만이 산정되었으며 두류의 평균 물발자국은 약 3,288 m3/ton

으로, 맥류 (1,199 m3/ton), 기타잡곡 (2,131 m3/ton) 등과 비

교하여 단위 생산량 당 가장 많은 물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호밀은 물발자국이 1,742 m3/ton

으로 맥류에서 가장 컸으며, 녹두는 4,086 m3/ton으로 두류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모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용

작물 전체에서 타 작물들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밀

은 기타곡류에서 물발자국이 가장 컸으며 그 양은 2,683 m3/ton

이었고, 고구마는 370 m3/ton으로 서류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

모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채소류의 경우 시설재배와 노지재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과 청색 물발자국이 각각 산정되었으며, 과채류의 경우 청색 

물발자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결과를 살펴보면 

녹색물발자국의 경우, 조미채소의 평균 물발자국은 476 m3/ton으

로, 근채류 (84 m3/ton)나 엽채류 (37 m3/ton) 등과 비교하여 단

위 생산량 당 가장 많은 물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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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of upland crops in Korea

Crop
Water Footprint (m3/ton)

Crop
Water Footprint (m3/ton)

Green Blue Green Blue

C
ereals

Barley & Wheat

Barley 795.9 -

V
egetables

Leaf

vegetables

Chinese Cabbage 39.5 2.9 

Cabbage&Brassica 65.1 - Wheat 1060.2 -

Spinach 24.1 19.8 Rye 1741.5 -

Lettuce 19.7 93.1 

Pulses

Soybean 3346.7 -

Root

vegetables

Radish 60.5 8.9 
Red Bean 3166.9 -

Carrot 106.9 - 
Mung Bean 4085.6 -

Seasoning

vegetables

Hot Pepper 1133.4 - 
Pulses, n.e.s. 2553.0 -

Garlic 432.6 - 

Miscella-

neous

grain crop

Millet 1060.2 -
Spring Onion 229.8 28.5 

Sorghum 2627.1 - Onions 90.5 - 

Maize 1039.7 - Ginger 494.9 - 

Buckwheat 2683.1 -

Fruits

Apple 511.9 - 

Pear 400.3 - Miscellaneous Cereals, 

n.e.s.
2010.0 -

Peach 575.7 - 

Starch roots
Sweet potato 370.0 - Grape 280.9 - 

Potato 135.8 - Mandarin 235.4 - 

Persimmon 676.5 - 

V
egetables

Fruits

vegetables

Watermelon 18.0 93.7 

Plum & Sloe 674.6 - 
Other Melons 3.9 92.2 

Fruit Fresh, n.e.s. 1482.0 - 
Strawberry 3.9 97.7 

Oil Crops

Rapeseed 4412.8 - 
Cucumber 8.0 42.8 

Sesame Seed 5556.5 - 

Pumpkin 68.8 60.6 Perilla Seed 4550.4 - 

Tomato 0.8 27.5 Ground Nut 2383.4 - 

- n.e.s.: not elsewhere specified

물발자국의 경우, 과채류의 평균물발자국은 69 m3/ton으로 엽

채류 (39 m3/ton)나 조미채소 (29 m3/ton) 등과 비교하여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녹색 물발자국과 청색 물발자국의 합인 물

발자국은 조미채소 (482 m3/ton)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근채류 (88 m3/ton), 과채류 (86 m3/ton)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호박은 물발자국이 129 m3/ton으로 과채류에서 가장 컸으

며, 당근은 107 m3/ton으로 근채류에서 가장 많은 물을 소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추는 엽채류에서 물발자국이 가장 컸으

며 그 양은 113 m3/ton이었고, 고추는 1,133 m3/ton으로 조미

채소에서 물을 소모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소

류 전체에서 타 작물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류와 특용작물은 노지에서 주로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색 물발자국만이 산정되었고, 과수류의 평균물발자국은 605 

m3/ton이었으며, 과수류 중 기타과수의 물발자국이 1,482 m3/ton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의 물발자국이 677 

m3/ton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용작물의 평균물발자국은 4,226 

m3/ton이었으며, 특용작물 중 참깨의 물발자국이 5,557 m3/ton

으로 가장 크게 산정되었으며, 다음으로 들깨의 물발자국이 

4,550 m3/ton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깨의 경우는 단일작물 중에

서 물발자국이 가장 크게 산정된 작물로 단위 생산량 당 가장 많

은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색 및 녹색 물발자국 사용량

본 연구에서 산정된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바탕으로 밭작

물의 연도별 물발자국사용량 (이하 물사용량)을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식량작물, 채소 및 특용작물의 경우는 2001년을 기

준으로 2010까지 연도별 증가와 감소가 불규칙하게 나타나지

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과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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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for upland crop production during 2001-2010.

Fig. 1 The usage of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for upland 
crops production during 2001-2010.

자세히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경우 2005년도의 녹색 물사용

량은 1,216 Mm3/yr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도

에 823 Mm3/yr으로 가장 적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채소류의 경우 녹색과 청색 물사용량이 구분되며 2001년도에 

녹색 물사용량이 1,209 Mm3/yr, 청색 물사용량이 238 Mm3/yr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2003년도에는 녹색 

물사용량이 1,037 Mm3/yr, 청색 물사용량이 215 Mm3/yr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수류의 경우 물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도의 물사용량이 1,432 Mm3/yr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요 밭작물 중에서도 가

장 많은 물사용량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3년도에는 1,021 

Mm3/yr으로 물사용량이 가장 적게 산정되었다. 한편 특용작물

의 경우 타 밭작물에 비해 품목과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물사용량이 적게 나타났다. 2001년도의 물사용량은 307 

Mm3/yr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년도 물사용량은 182 Mm3/yr

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Fig. 2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물사용량을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식량작물의 

경우 두류가 486 Mm3/yr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이 산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맥류가 207 Mm3/yr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두류 중 대두에 의한 물사용량이 438 Mm3/yr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류 중 보리가 194 Mm3/yr으로 그 다음 

순으로 산정되었다. 채소류의 경우 426.4 Mm3/yr을 사용하는 

고추를 포함하고 있는 조미채소의 물사용량이 828 Mm3/yr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 중에서 과채류는 

녹색과 청색 물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녹색 물사용량은 41.3 

Mm3/yr, 청색 물사용량은 163.5 Mm3/yr으로 시설재배에 의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과수류의 경우 연평균 1,201 Mm3/yr의 물을 사용하고, 이 중 

감이 234 Mm3/yr으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용작물의 경우 연평균 240 Mm3/yr의 물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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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of green and blue water footprint for upland 
crop production by regions during 2001-2010.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중 들깨가 109 Mm3/yr, 참깨가 105 

Mm3/yr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Fig. 3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별 물사용량을 산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지역별 전체 물사용량을 살펴보

면, 경북과 전남이 각각 7,700 Mm3와 6,866 Mm3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였고, 강원이 각각 2,111 Mm3으로 가장 적은 

물사용량을 나타내었다. 경기, 전북, 제주, 충북, 충남 지역은 

2,640-3000 Mm3의 물사용량을 보였다. 상위 3개 지역인 경

남, 경북 및 전남 지역이 전체의 약 5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밭 재배면적 (2001-2010년 평균)은 경북과 전남이 10

만 ha 이상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기가 약 8.1만 ha,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이 6.7만 ha 내외, 경남, 제주이 약 5.8만 

ha, 전북이 약 5.4만 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물사용량

과 밭 재배면적을 비교해보면 경남, 강원 및 경기를 제외하면 대

체적으로 경향이 일치하였다. 경남과 강원은 각각 지리적 위치로 

인한 기후 영향 때문인 것으로, 경기는 물발자국이 비교적 작은 

채소류와 식량작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작물의 물사용량은 전남이 24.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고, 채소의 경우, 녹색 물사용량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24.5 %와 16.7 %, 청색 물사용량은 경남과 경북이 각각 20.9 

%와 16.8 %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었다. 과수류에서는 경북 지

역이 34.6 %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

용작물에서는 경북, 전남 및 충남 지역이 약 15 % 내외를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산정된 연구 결과를 Yoo et al. (2009)이 산정

한 44개 작물 산정 결과와 비교하고 고찰하였다. Yoo et al. 

(2009)은 Chapagain and Hoekstra (2004)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상

수량(virtual water content)을 산정하였는데, 녹색,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총량만을 비교하였다. 

Table 3은 두 연구를 비교한 결과로써, 대부분 작물에서 5% 

이내의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 및 본 연구

에서 작물필요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존 연

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5개년 평균이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개년 평균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식량작물의 호밀과 밀, 채소류의 토마토, 상추 및 

마늘, 과수류의 복숭아 및 기타과수, 특용작물의 유채와 참깨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위 작물 중 호밀과 기타과수는 이는 대상 

기간 동안의 연도별 단위면적 당 생산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밀, 토마토, 및 상추 등의 작물은 본 연구와 

Yoo et al. (2009)에서 적용된 작물의 파종시기 (봄 및 가을 

재배 여부 등) 및 생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물필요수량이 차

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

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는데, 단위면적 

당 생산량 변동이 큰 작물의 경우, 대상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물발자국은 비교적 세분화된 43개 작물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농업 관련 통계에서는 

43개 작물을 분류하여 채소류, 과실류 등과 같이 하나의 통계 

수치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큰 분류에 해당하는 값을 

제공한다면 범용적인 활용에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식품수급표 (KREI, 2012)를 기준으로 분류별 물발자국을 산정

하였다. 식품수급표는 작물별 또는 품목별 생산량, 수입량, 수출

량, 소비량 (식용, 사료, 종자 및 가공용) 및 1인당 1년당 순식

용공급량 등의 상세한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식품수급

표에서는 44개 작물을 곡류 (밀, 쌀, 보리, 옥수수, 기타), 서류 

(감자, 고구마), 두류 (대두, 팥, 기타), 종실류 (참깨, 기타), 채

소류, 과실류 같이 큰 부류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부류별 평균생산량을 바탕으로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 결과 중 백미는 Yoo et al. (2014)의 결과

를 인용한 것이다. 곡류 기타는 2,325.9 m3/ton (녹색), 두류 

기타는 2,655.2 m3/ton (녹색), 채소류는 115.6 ㎥/ton (녹색) 

및 21.2 m3/ton (청색), 과실류는 430.6 ㎥/ton (녹색) 및 0.5 

m3/ton (청색), 종실류 기타는 4543.8 ㎥/ton (녹색)로 산정되

었다. 이 결과는 식품수급표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자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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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comparison between virtual water content (VWC) and water footprint (WF) of upland crops

Crop
VWC1) WF2)

Crop
VWC1) WF2)

(m3/ton) (m3/ton)

C
ereals

Barley & Wheat

Barley 823.0 795.9 

V
egetables

Leaf

Vegetables

Chinese Cabbage 43.1 42.4 

Cabbage&Brassica 64.2 65.1 
Wheat 1071.6 1060.2 

Spinach 92.9 43.9 
Rye 2869.4 1741.5 Lettuce 108.5 112.9 

Root

Vegetables

Radish 70.0 69.4 

Pulses

Soybean 3308.5 3346.7 

Carrot 105.1 106.9 Red Bean 3069.0 3166.9 

Seasoning

Vegetables

Hot Pepper 1368.0 1133.4 Mung Bean 3889.5 4085.6 

Garlic 222.5 432.6 Pulses, n.e.s. 2503.7 2553.0 
Spring Onion 256.8 258.3 

Miscella-

neous

Grain Crop

Millet 3023.3 1060.2 
Onions 93.9 90.5 

Sorghum 2546.7 2627.1 
Ginger 481.2 494.9 

Maize 1021.8 1039.7 

Fruits

Apple 527.5 511.9 

Buckwheat 2639.6 2683.1 Pear 383.9 400.3 

Miscellaneous Cereals, 

n.e.s.
1912.6 2010.0 

Peach 519.5 575.7 

Grape 278.9 280.9 

Starch roots
Sweet potato 364.3 370.0 Mandarin 229.3 235.4 

Potato 134.8 135.8 Persimmon 640.2 676.5 

V
egetables

Fruits

Vegetables

Watermelon 109.9 111.7 Plum & Sloe 646.6 674.6 

Other Melons 103.5 96.1 Fruit Fresh, n.e.s. 1188.2 1482.0 

Strawberry 104.6 101.7 

Oil Crops

Rapeseed 3817.7 4412.8 

Cucumber 52.0 50.8 Sesame Seed 7633.4 5556.5 

Pumpkin 130.4 129.3 Perilla Seed 4941.5 4550.4 

Tomato 56.0 28.4 Ground Nut 2444.8 2383.4 

1) Yoo et al., 2009
2) this study

Table 4 Green, blue and grey water footprint for food balance 
sheet

Crops
Green Blue Grey

(m3/ton)

Cereals

wheat 1,060.2 - -

white rice1) 368.0 626.8 60.5

barley 795.9 - -

maize 1,039.7 - -

cereals, others 2,325.9 - -

Starch roots
Potato 135.8 - -

Sweet potato 370.0 - -

Pulses

Soy beans 3,346.7 - -

Red beans 3,166.9 - -

Pulses, others 2,655.2 - -

Vegetables 115.6 21.2 -

Fruits 430.6 0.5 -

Oil crops
Sesame seed 5556.5 - -

Oil crops, others 4543.8 - -

1) Yoo et al., 2014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

여 43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을 산정하

고,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및 고찰하였다. 또한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밭작물 생

산을 위한 물발자국 사용량을 추정 및 분석하였다.

먼저 물발자국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두류의 평균 물발자국

은 약 3,288 m3/ton으로 맥류 (1,570 m3/ton)나 기타잡곡 (1,993 

m3/ton) 등과 비교하여 단위 생산량 당 가장 많은 물이 소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깨 및 들깨와 같은 특용작물의 물발자국

은 각각 5,557 m3/ton, 4,550 m3/ton으로 단일작물 중에서 단

위 생산량 당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채

소류의 평균 물발자국은 약 198 m3/ton으로 나타났고, 이중에

서 고추의 물발자국이 1,133 m3/ton으로 타 작물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물발자

국 사용량의 경우, 식량작물에서 두류가 486 Mm3/yr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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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용량이 산정되었고, 채소류에서는 426.4 Mm3/yr을 사

용하는 고추를 포함하고 있는 조미채소의 물 사용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 중에서 과채류의 녹색 물사용

량은 41.3 Mm3/yr, 청색 물사용량은 163.5 Mm3/yr으로 산정

되었다. 과수류의 경우 연평균 1,201 M㎥/yr의 물을 사용하고 

특용작물의 경우 240 Mm3/yr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되

었다.

농작물의 물발자국 결과는 재배 시기 및 기간, 시설 및 노지 

재배 여부, 품종, 영농방식, 지하수 등을 통한 간이용수원 사용

여부 등에 따라서 물발자국 산정 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녹색 및 청색 물발자국 산정 시 이모작 지

역에서 밭작물 재배를 위하여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경우와 관

개전 및 시설재배가 확대되는 작물 및 지역의 경우, 청색 및 녹

색 물발자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작물별 물발자국은 농산물의 2차 가공품

이나 사료 및 축산물의 물발자국의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

며, 이는 산정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에 의한 가상

수 교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즉,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내 농산물 생산, 소비 및 수출입 등의 농업 분

야 물발자국에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우리나라 물발

자국 산정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REFERENCE

1. Allan, J. A., 2003. Virtual Water - the water, food and 

trade nexus, useful concept or misleading metaphor?. 

Water International 28(1): 4-11.

2. Allen, R. G., Pereira, L. S., Raes, D., and Smith, M. (1998). 

Crop evapotranspiration - Guidelines for computing crop 

water requirements - FAO Irrigation and drainage paper 

No. 5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Berrittella, M., A. Y. Hoekstra, K. Rehdanz, R. Roson, 

and R.S.J. Tol, 2007. The economic impact of restricted 

water suppl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Water Res. 42: 1799-1813.

4. Chapagain, A. K. and A. Y. Hoekstra, 2003. Virtual water 

flows between nations in relation to trade in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No. 13, UNESCO-IHE.

5. Chapagain, A. K. and A. Y. Hoekstra, 2004. Water 

footprints of nations,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No. 16, UNESCO-IHE.

6. Hoekstra, A. Y. and P. Q. Hung, 2002. Virtual water 

trade: A quantification of virtual water flows between 

nation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rop trade,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No. 11, UNESCO-IHE.

7. Hoekstra, A. Y., A. K. Chapagain, and M. M. Aldaya, 

2011. The water footprint assessemnt manual, Earthscan, 

London, UK.

8.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012.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virtual water to 

agriculture (in Korean).

9.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012. Food balance 

sheet (in Korean).

10. Lee, S. H. 2013. Potential vulnerabilities of crops virtual 

water trade using crops wter requirement and network 

analy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in Korean).

11. Mao, X., and Z. Yang, 2012. Ecological network analysis 

for virtual water trade system: A case study for the 

Baiyangdian Basin in Northern China. Ecological Informatics 

10: 17-24.

12. Mekonnen, M. M., and A. Y. Hoekstra, 2011. The green, 

blue and grey water footprint of crops and derived 

crop products,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15: 1577-1600.

13. Oki, T., M. Sato, A. Kawamura, M. Miyake, S. Kanae, 

and K. Musiake, 2003. Virtual water trade to Japan and 

in the world. In: Hoekstra, A.Y. (Ed.), Virtual water trade,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No. 12, UNESCO- 

IHE.

1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2013. Crop 

Management Manual, Available at: http://www.rda.go.kr/ 

board/board.do?mode=html&prgId=arg_itmmenu Query. 

Accessed 4 Feb. 2013.

15. Siebert, S. and P. Döll, 2010. Quantifying blue and green 

virtual water contents in global crop production as well 

as potential production losses without irrigation, Journal 

of Hydrology 384: 198-217.



한국의 밭작물 생산에서의 물발자국 산정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6권 제3호, 201474

16. Stanley T. Mubako, S. T., and Lant, C. L., 2013. Agricultural 

Virtual Water Trade and Water Footprint of U.S. Stat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3(2): 

385-396.

17. Statistics Korea, 2011. Crop product statistic (in Korean)

18. Yoo, S. H., J. Y. Choi, S. H. Lee, and T. G. Kim, 2014. 

Estimating water footprint of paddy rice in Korea. 

Paddy and Water Environment 12(1): 43-54.

19. Yoo, S. H., J. Y. Choi, T. Kim, J. B. Im, and C. Chun, 

2009. Estimation of Crop Virtual Water in Korea,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2(11): 911-920 

(in Korean)

20. Zeitoun, M., J.A. Allan, and Y. Mohieldeen, 2010. Virtual 

water ‘flows’ of the Nile Basin, 1998-2004: a first 

approximation and implications for water security. Global 

Environ. Change 2(20): 229-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