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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CLUE-s(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와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 및 8.5 HadGEM3-RA(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3 Regional Atmosphere)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래 농지이용 변화와 기후변화가 관개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논산시

(55,517.9ha)의 농지이용 항목으로 논, 밭, 시설재배지를 고려하고 DIROM (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을 이용해 탑정저수지 수혜구역(5,713.3ha)에 대한 관개 필요수량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WR)을 추정하였다. CLUE-s를 이용한 미래 농지이용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환경부의 2007년, 2013년, 2019년의 토지피복도 6개 항목(수역, 시가지, 논, 밭, 

산림, 시설재배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100년은 2013년에 비해 논과 밭이 5.0%, 7.6% 감소

했으며, 시설재배지는 24.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의 농지이용과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RCP 4.5 및 RCP 8.5 모두 2090s(2090~2099) IWR은 미래 기후변화만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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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해 논과 밭에서는 각각 2.1%, 1.0% 감소하고 시설재배지에서는 11.4% 증가하는 것으

로 전망되었다.

주요어 : CLUE-s, 농지이용 변화, 기후변화, 시설재배, DIROM, 필요수량

ABSTRACT

This study is to assess the future agricultural land use and climate change impacts on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using CLUE-s(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 and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4.5 and 8.5 

HadGEM3-RA(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3 Regional Atmosphere) 

scenario. For Nonsan city(55,517.9ha), the rice paddy, upland crop, and greenhouse 

cultivation were considered for agricultural land uses and DIROM(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was applied to benefited areas of Tapjeong reservoir 

(5,713.3ha) for Irrigation Water Requirement(IWR) estimation. For future land use 

change simulation, the CLUE-s used land uses of 2007, 2013, and 2019 from Ministry 

of Environment(MOE) and 6 classes(water, urban, rice paddy, upland crop, forest, and 

greenhouse cultivation). In 2100, the rice paddy and upland crop areas decreased 5.0% 

and 7.6%, and greenhouse cultivation area increased 24.7% compared to 2013. For the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 considering agricultural land use change, the RCP 4.5 and 

RCP 8.5 2090s(2090~2099) IWR decreased 2.1% and 1.0% for rice paddy and upland 

crops, and increased 11.4% for greenhouse cultivation compared to pure application of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

KEYWORDS : CLUE-s, Agricultural land use change, Climate change, Greenhouse 

cultivation, DIROM,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

비 구조의 변화로 쌀 이외의 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지 범용화 및 논 타작물 재

배사업 등의 정책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Shin 

et al., 2018). 실제 우리나라의 농업지역 면적

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

소되어 2018년의 전국 경지면적은 1,595.0× 

10
3
ha로 30년 전인 1988년 경지면적 2,138.0 

×103ha에 비해 25.4% 감소하였다(KOSIS, 

2018). 반면, 감소한 농업지역 내에서 쌀 소비량

의 감소 및 수익성 악화, 과채류 등의 타작물 수

요 증가의 원인으로 시설재배 농업면적은 2018

년에 53,274.2ha로 1988년 대비 약 135.7% 증

가하였다(MAFRA, 2019). 

토지이용 변화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수문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Chung et 

al., 2011), 이와 같은 농지면적의 변화는 물 

순환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생태계 변화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감소는 불

투수 면적을 증가시켜 강우 유출량 증가 및 유

역 시스템의 특성 변화를 야기하여 홍수 피해의 

증가, 하천 유량의 감소, 수질오염 등에 영향을 

미친다(NIER, 2014). 시설재배지의 증가 또한 

불투수면을 형성하여 강우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농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직접 유출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하

수 유출량 및 증발산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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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Kim et al., 

2009). 또한 시설농업은 주로 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을 재배하므로 청정 지하수 혹은 

지표하 유출수 사용을 위한 관정에 의존해 왔으

며, 이러한 용수 사용은 지하수 고갈 및 범용농

지 증대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Lee and Choi., 

2009; Kim et al., 2018). 따라서 농업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모의하고 사전에 파악하여 토

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물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미래 농업면적을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통계

적 기법을 이용한 방법과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Jang et al., 

2008). 통계학적 접근방법에서 Lee et al.(1998)

은 국토종합계획의 전망자료를 활용하여 용도별 

면적을 배분하는 형태로 시도한 바 있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995년에 농업부문 전반

의 전망을 위한 KREI-K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으며 통계적 모델에 따른 경

지면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매년 제공한다

(KREI, 2018). 그러나 통계적 모델은 전국단위 

경지면적 예측만 가능해 토지항목별 분포를 확

인할 수 없으며 규모가 작은 유역에서는 활용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방

법은 CA(Cellular Automata) 기법, Markov 

Chain 기법, CLUE-s 모형을 이용한 기법이 

있다. CA 기법 및 Markov Chain 모형은 현재 

토지이용의 변화된 경향을 잘 예측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변하더라도 전이 확률이 항상 

일정하여 모든 위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토지

이용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Kim and Lee., 2007; Oh et 

al., 2011; Park et al., 2013).

CLUE-s 모형은 환경변화, 토지이용정책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면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Verburg et al., 2002; 

Ryu et al., 2014). 수문학 분야에서는 Ryu et 

al.(2014)가 진위A 유역에 CLUE-s 모형을 적

용하여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별 

토지계 BOD, T-P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여 미

래 토지이용에 따른 수질 변화를 모의한 바 있

다. Lee et al.(2016)은 도시 성장 시나리오와 

CLUE-s 모형을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우리

나라의 시가지, 논, 밭 지역의 변화를 모의하였

다. Oh et al.(2011)은 CLUE-s 모형을 활용

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논 면적의 

변화를 파악한 바 있으며, Zhang et al.(2013)

은 CLUE-s와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지

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질 부하를 산정한 

바 있다. 특히, Choi et al.(2012)은 CLUE 모형

을 활용하여 논 면적의 변화를 파악하고 DIROM

(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논 면적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필요수량을 파악하였으나, 미래 농업면적 

예측이 논 혹은 전체 농업면적으로 한정적이며 

전반적으로 밭과 시설재배지를 복합적으로 고려

한 연구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 밭, 시설재배지를 

포함한 미래 농업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

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을 고려한 경우와 

기후변화 및 농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

의 필요수량을 비교하여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가 미래 관개 필요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및 자료

1. 연구수행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 농지이용 변

화 예측을 위해 CLUE-s 모형 입력자료로는 

2013년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250m 해상도

로 구축하였고, 특별토지이용정책자료로 환경부

에서 제공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2018년 KOSIS 지적

통계연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및 시설

화훼 과거 통계자료를 토대로 6개의 토지이용항

목(수역, 시가지, 논, 밭, 산림, 시설재배지)별 

회귀식을 산정하고 9개의 토지이용변화요소

(Driving factor)자료를 구축하여 6개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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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in this study

항목에 대한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다. 

CLUE-s 토지이용변화 모의 결과를 DIROM 

모형에 연계하여 논산시 탑정저수지 수혜구역의 

미래 필요수량을 미래 기후변화만을 고려한 경

우와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농지항목별(논, 밭, 시설재배)

로 모의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4.5 및 RCP 8.5 HadGEM3-RA를 활용하고 

시나리오의 2013년부터 2099년까지의 기상자

료를 DIROM 모형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농

지이용 항목 중 시설재배지는 기온, 습도, 풍속, 

일사량 등이 노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재배

지의 기상자료는 보정 후 적용하였다(그림 1). 

2.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농업면적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논, 밭, 시설재배지의 농업면적 변화의 파악

이 용이한 충청남도 논산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논산시는 논, 밭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

나 시설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

으로, 1976~2019년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 지적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의 논 면적은 1976

년 16,365.9ha에서 2019년 14,815.5ha로 

9.5% 감소하였고, 밭 면적은 7,153.7ha에서 

5,370.2ha로 24.9% 축소되었다(그림 2a). 반

면 2007년과 2013년 환경부 토지피복지도에 

따르면 시설재배지의 경우 그림 2b의 빨간색 

막대 그래프에서와 같이 2007년 52.8ha에서 

2013년에는 2,049.6ha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는 2013년 기준 전국 시설재배지 면적이 2007

년 대비 약 1.7배 증가할 때 논산시는 38.8배 

증가한 수치로 논산시의 시설재배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를 대상으로 논, 

밭 및 시설재배 면적변화 패턴을 고려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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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udy area (a) Land use and (b) Watershed environment of Topjeong reservoir

FIGURE 2. Annual change of (a) Rice paddy and Upland crop areas in Nonsan and 

(b) Greenhouse area in South Korea and Nonsan from 1976 to 2019

토지이용 변화 예측하고, 미래 기후변화 및 토

지이용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관개 필요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토지피복지도(그림 3a)를 이용하

였으며, 논산시 내 탑정저수지(그림 3b)를 연구 

대상 용수구역으로 선정하였다. 탑정저수지 주

변 하천은 탑정저수지를 지나 금강 본류에 합류

하는 논산천, 남서 방향으로 흘러 논산천에 합

류하는 노성천 및 동북쪽으로 흘러 금강 지류에 

합류하는 벌곡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b

와 같이 논산천 및 노성천을 따라 시설재배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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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토지이용 변화

CLUE 모형은 토지이용 간 동적 모델링과 토

지이용과 토지이용의 변화요소(Driving factor) 

간 경험적 정량화를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를 모

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연구지역의 스케일을 

대륙 또는 국가 정도 수준을 고려할 수 있게 설

정되었고 미 중부, 에콰도르, 중국 및 인도네시

아의 자바 등에 적용되어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

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CLUE 모형은 작은 

스케일의 지역 단위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제

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

드 Wageningen 대학에서 기존의 CLUE 모형을 

개선한 CLUE-s 모형을 개발하였다(Verburg et 

al., 2002). 

CLUE-s 모형은 비공간적 모듈과 공간적 모

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공간적 모듈은 총괄적

으로 모든 토지이용 유형에 대한 지역의 변화를 

계산하고 공간적 모듈에서 이를 격자 자료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지역 내 다른 위치로 토

지이용 유형을 할당하는 구조를 지닌다. 하지만 

CLUE-s 모형은 비공간적 모듈을 제외한 공간

적 모듈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공간적 모듈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는 사용자가 

직접 엑셀이나 SPSS와 같은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yu et al., 2014).

CLUE-s 모형 구동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지

도, 지역 특성, 특별토지이용정책, 토지이용요구, 

토지이용 변화 매개변수 입력자료가 요구된다. 

토지이용지도는 시설재배지가 포함된 2007년, 

2013년, 2019년의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250m

해상도로 재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CLUE-s

모형에 23개 중분류 토지 피복을 모두 적용할 

경우 모형이 구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7개 대

분류 항목(시가지,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을 기준으로 하되 나지를 시가지로, 

습지를 수역으로, 초지를 산림지역으로 통합하

고 농업지역은 논, 밭, 시설재배지로 구분하여 

총 6개의 항목(수역, 시가지, 논, 밭, 산림, 시설

재배지)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토지이용 

항목을 기준으로 1991~2018년의 KOSIS 지적

통계연보의 지목별 토지 현황 자료를 활용해 각 

토지이용 항목의 과거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목별 토지 현황 통계자료는 밭 면적과 

시설재배지 면적을 합산하여 제공함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의 시설채소 및 시설화훼 통계자료

를 참고하여 시설재배지 면적을 구분하였다. 가

공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6개의 항목별 회귀식

을 산정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2018년 통계연

보 자료와 면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CLUE-s 모형에 입력되는 지역 특성 자료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문학적 토양그룹, 토성, 

국도/지방도로부터의 거리, 경사향, 경사, DEM

을 활용하였다. 한편 시설원예 농업용수는 영농

기에만 대량의 물을 전 구역에 공급하는 수도작 

방식인 논벼의 용수공급과는 달리 수질과 수량

에 매우 민감하며 소량의 물을 재배 기간 중 필

요한 시기별, 공간별로 공급해야 한다(KRC, 

2018). 따라서 시설재배지 농업용수로 저수지 

및 하천의 용수를 정수하여 이용하거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양수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하천 인근에

서 시설재배용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농업용

수를 연중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시설재배지와의 관련성을 위해 하천으

로부터의 거리, 관정으로부터의 거리 및 시설재

배지로부터의 거리를 포함하여 총 9가지(수문학

적 토양그룹, 토성, 시설재배지로부터의 거리, 

국도/지방도로부터의 거리, 하천으로부터의 거

리, 지하수 관정으로부터의 거리, 경사향, 경사, 

DEM) 토지 변화요소를 채택하여 그림 4a~4i

와 같이 구축하였다. 또한, SPSS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해 각 토지이용 항목의 영향에 대한 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유의수준 p<0.05에 해당하는 유효값

만 CLUE-s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특별토지이용정책 자료는 총 65개의 법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국토의 환경

적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환경

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이용하였다(그림 4j)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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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riving factors of CLUE-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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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

은 개발제한 지역으로 설정해 토지이용 변화가 

불가능하게 제한하였고 보전가치가 비교적 낮은 

3~5등급 지역은 토지이용 변화가 가능하게 설

정하여 그림 4k와 같이 250m 해상도로 재구축

하여 활용하였다. 재구축 결과 논산시 내 국토

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 지역은 논산시 전체 

면적의 44.3%(24,512.5ha)에 해당하며, 그중 

77.4%(18,962.5ha)가 산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변화 매개변수는 토지이용 별로 변

환될 수 있는 확률을 수치화한 변환탄성 계수와 

각 토지 간 변화될 가능성을 0과 1로 구분한 

변환행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Lee et al., 2016)를 참조하여 시가지와 수역

은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0으로, 나머지 항목

은 1로 설정하였다. 변환탄성 계수의 경우 시가

지와 수역은 1로, 나머지 항목은 0.8로 적용하

였다. 

4. 미래 관개 필요수량의 산정

1) DIROM 모형

DIROM 모형은 농업용 저수지 유역의 유입량

과 수혜구역의 작물 소비수량을 산정하고 농업

용 저수지의 물 수지를 모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수립에 사용된다(Kim and 

Park, 1988). DIROM 모형은 작물의 증발산량, 

침투량 및 작물이 강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효우량을 고려하여 당일의 관개 필요수량을 

산정하게 된다. 작물별로 필요수량 추정시 논과 

밭의 특성차이를 고려하여 논벼는 습윤 지대에

서의 잠재증발산량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수정 

Panman식, 밭작물은 비교적 정확하고 일정 경

향을 나타내 적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Penman-Montieth식을 활용하여 일별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며(Cho et al., 2019), 계산

된 잠재증발산량에 작물계수를 곱하여 실제 증

발산량을 계산한다.

DIROM의 입력자료는 관측소정보, 기상자료, 

작물계수산정 매개변수, 관개 면적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산시 내 유효저수량이 26,589.3

×103㎥으로 가장 많고 유역면적 및 수혜면적이 

각각 21,880.0ha, 5,713,3ha인 탑정저수지를 

대상으로 DIROM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저수지

의 제원은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에서 제공 중인 자료를 적용하였다. 논산시에서 

가장 가까운 부여, 금산, 대전 3개의 관측소를 

대상으로 티센망을 구성한 결과 금산관측소가 

탑정저수지의 유역면적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산관측소를 탑정저수지의 지

배관측소로 설정하였다. 

DIROM 모형에 필요한 작물 증발산량 산정 매

개변수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2015-2024)

을 참고하였으며(MAFRA, 2014) 탑정저수지가 

포함된 논가용수구역에서 제시하는 논 작물계수 

산정 매개변수(송수손실율 26.0%, 삼투량 5.0 

㎜/day)와 밭 작물계수 산정 매개변수(총신속유

효수분량(Total Readily Available Moisture, 

TRAM) 43.6㎜, 관개효율 80.0%) 값을 활용

하였다. 또한, KRC(2003)의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논은 이앙재배면적만 고려하며 밭의 대표

작물로는 과수를 시설재배지 대표작물로는 딸기

를 선정하여 각 작물의 작물계수를 모형 입력자

료로 활용하였다.

관개 면적자료로는 수혜면적 내 논, 밭, 시설

재배지 면적을 활용하였다. 기후변화만을 고려

한 필요수량 산정 시에는 2013년 환경부 토지

피복지도 면적을 모형입력자료로 활용하고, 기

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한 필요수량 

산정 시에는 CLUE-s 모의 결과의 2013년부터 

2100년까지의 토지피복지도 면적을 DIROM 모

형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DIROM 모형을 이용

하여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와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필요수량을 산

정하고 비교·분석하여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

화를 고려한 필요수량 영향을 평가하였다. 

2)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활용한 DIROM 모형은 논,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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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condition Correction method

Temperature

January,
February

March, December April, November May, October June, September July, August

outdoors
+15℃

outdoors
+12℃

outdoors
+8℃

outdoors
+5℃

outdoors
+3℃

outdoors
+1℃

Wind speed 15% of outdoors

Humidity Uncorrected due to the similar difference between saturated water vapor pressure and actual water vapor pressure

Solar radiation 70% of Transmittance

TABLE 1. Meteorological data correction methods in Greenhouse cultivation (KRC, 2003) 

시설재배지의 용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6개의 기

상자료(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평균풍속, 증발접시 증발량)가 필요하다. 기상자

료는 탑정저수지의 지배관측소인 금산관측소를 

대상으로 1981~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IPCC AR5(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ifth Assessment Report)에

서는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강제력(W/㎡)

으로 4가지(2.6, 4.5, 6.0, 8.5) 대표 온실가스 

농도를 산정한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대표농도경

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를 도입하였다(NIMR, 2011). RCP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기상청에서는 미래기후예측모

형인 HadGEM3-RA모형의 지역기후모형을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인 RCP 4.5와 현재 추세

대로 온실가스의 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인 RCP 8.5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온

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 미래 필요수량을 산정하

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KRC(200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설

재배지의 기상자료는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내부에서 재배되어 기온, 습도 및 토양수분 등

이 노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 내부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의 보정이 필요하다. 

KRC(2003)에서는 일본 밭 관개 기준을 참고

하여 하우스 내외의 기상조건 차이를 분석하고 

기상청 측정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으로 변환하여 

시설 하우스 내 일사량, 기온, 풍속, 습도 등의 

기상데이터 추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시설재배지 관개 필요수량 산정을 

위해 KRC(2003)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시

설재배 기상자료를 보정한 후 활용하였다(표 1). 

결과 및 고찰

1.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회귀분석

CLUE-s 모형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회귀식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설재배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설재배지는 1970

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였으

나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고, 논과 밭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도시화의 가속으로 인해 면적

이 급감하던 2000년 이전에 비하면 훨씬 완만

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초반의 변화가 크고 점차 완만한 변화 

곡선을 나타내는 자연로그 형태의 회귀식을 산

정하여 과거 실제 농업지역 변화 추세를 잘 반

영하도록 회귀곡선식을 도출하였다. 회귀식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농경지 이외의 토지항목 또한 자

연로그 회귀곡선식으로 도출하였다.

표 2는 도출된 토지이용 항목별 회귀식과 결

정계수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를 

정리하였으며 회귀식의 예측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8년의 실측값과 예측값, 오차율 결과

를 나타내었다. 상관성 분석결과 모든 회귀식의 

R2는 실제 통계값과 0.86~0.99의 높은 상관성

을 나타냈으며, 특히 논의 결정계수가 0.99로 

가장 높고 밭 및 시설재배지 또한 R2가 각각 

0.86, 0.98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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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Logistic

regression equation
R2 Observation

(ha)
Prediction

(ha)
Measuring Efficiency 

(%)

Water [a]Y = 50.191×ln(x) + 1994.3 0.93 2,197.0 2,151.3 -2.1%

Urban Y = 750.97×ln(x) + 2870.5 0.96 5,651.5 5,347.4 -5.4%

Rice paddy Y = -617.3×ln(x) + 17853.0 0.99 15,551.1 15,721.1 1.1%

Upland crop Y = -335.8×ln(x) + 7178.6 0.86 6,305.3 6,030.9 -4.4%

Forest Y = -197.2×ln(x) + 24801.0 0.88 23,668.2 24,029.4 1.5%

Greenhouse 
Cultivation

Y = 332.89×ln(x) + 1139.2 0.98 2,144.8 2,237.8 4.3%

Total(Average) 0.93 55,517.9 55,517.9 -0.8%

[a]Y=area(ha), X=year-1990

TABLE 2. Comparison of observed versus predicted land use area in 2018 

Year

Land Use

Water Urban Rice paddy Upland crop Forest
Greenhouse 
cultivation

Total

2013 1,912.5 3,943.8 16,137.5 8,618.8 22,568.8 2,100.0 55,281.4

2020
1,912.5 
(+0.0%)

4,093.8 
(+3.8%)

16,006.3
(-0.8%)

8,525.0
(-1.1%)

22,556.3
(-0.1%)

2,187.5
(+4.2%)

55,281.4

2030
1,931.2 
(+1.0%)

4,256.3 
(+7.9%)

15,850.0
(-1.8%)

8,406.3
(-2.5%)

22,556.3
(-0.1%)

2,281.3
(+8.6%)

55,281.4

2040
1,937.5
(+1.3%)

4,393.7
(+11.4%)

15,731.3
(-2.5%)

8,306.3
(-3.6%)

22,556.3
(-0.1%)

2,356.3
(+12.2%)

55,281.4

2050
1,950.0
(+2.0%)

4,512.5
(+14.4%)

15,643.8
(-3.1%)

8,218.8
(-4.6%)

22,550.0
(-0.1%)

2,406.3
(+14.6%)

55,281.4

2060
1,962.5
(+2.6%)

4,593.8
(+16.5%)

15,562.5
(-3.6%)

8,156.3
(-5.4%)

22,543.8
(-0.1%)

2,462.5
(+17.3%)

55,281.4

2070
1,968.7
(+2.9%)

4,681.3
(+18.7%)

15,493.8
(-4.0%)

8,100.0
(-6.0%)

22,531.3
(-0.2%)

2,506.3
(+19.3%)

55,281.4

2080
1,975.0
(+3.3%)

4,756.3
(+20.6%)

15,425.0
(-4.4%)

8,056.3
(-6.5%)

22,525.0
(-0.2%)

2,543.8
(+21.1%)

55,281.4

2090
1,981.3
(+3.6%)

4,812.5
(+22.0%)

15,375.0
(-4.7%)

8,012.5
(-7.0%)

22,518.8
(-0.2%)

2,581.3
(+22.9%)

55,281.4

2100
1,987.5
(+3.9%)

4,868.8
(+23.5%)

15,325.0
(-5.0%)

7,962.5
(-7.6%)

22,518.8
(-0.2%)

2,618.8
(+24.7%)

55,281.4

TABLE 3. The future land uses from 2020 to 2100 (Unit : ha)

또한, 회귀식을 통해 2018년 토지이용별 면적

을 산정하고, 실제 통계자료와의 일치도를 확인

한 결과 수역(2.1%), 시가지(5.4%), 논(1.1%), 

밭(4.4%), 산림(1.5%), 시설재배지(4.3%)의 오

차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미래 토지이용별 회

귀식이 시가지를 제외한 토지이용 면적 예측에

서 5.0% 이내의 낮은 오차율을 보이므로, 회귀

식이 토지이용 면적 변화를 적절히 예측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2. 미래 토지이용 변화분석

통계자료 기반의 회귀식을 토대로 2100년까

지의 각 토지이용 항목별 변화면적을 산정하여 

CLUE-s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표 3은 미래 토

지이용 변화 예측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2013년 

토지피복지도를 기준으로 항목별 토지이용 변화 

회귀식을 적용하여 미래 토지이용 면적을 예측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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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d area of land use of (a) Rice paddy, (b) Upland crop, (c) 

Greenhouse cultivation from 2013 to 2100

CLUE-s 모의 결과 2100년에는 2013년 대비 

수역, 시가지가 각각 75.0ha(3.9%), 

925.0ha(23.5%) 증가하고, 산림은 

50.0ha(0.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가

지의 회귀식 기울기가 가장 크므로 시가지의 토

지이용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변화 제

한구역으로 설정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

급 중 77.4% (18,962.5ha)가 산림지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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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므로 산림면적의 면적 변화율이 작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지역에서 

논과 밭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 

2013년보다 812.5ha(5.0%), 656.3ha(7.6%) 

감소하였으며, 시설재배지의 면적은 2013년부

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대비 

518.8ha(24.7%)가 증가하였다.

그림 5는 미래 농업지역의 면적변화를 공간 

분포한 것으로 기준연도인 2013년과 예측된 

2050년 및 2100년의 논, 밭 및 시설재배지를 

각각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와 그림 

5b는 각각 논밭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서 빨간색은 2013년 대비 감소된 면적을 나타

낸 것이다. 자연로그 형태의 회귀식을 이용하였

으므로 논, 밭, 시설재배지 모두 면적 증감속도

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논, 밭의 감소는 논산시 전체에서 발생하였으

며, 밭의 경우 벌곡천 부근에서 두드러지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논산시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벌곡천 부근의 전체 농업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모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농업진흥지역을 법제적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

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농지법」 제

28조 제1항(개정 2013. 3. 23.))으로서, 2019

년 논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벌곡천 주변의 벌

곡면(6,969.6ha)의 농업진흥지역은 논산시 읍

면동별 평균 농업진흥지역 면적인 25.9%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인 2.6%(182.9ha)이다.

시설재배지 면적의 경우 그림 5c와 같이 주

로 시설재배 용수공급이 용이한 하천 주변에서 

국지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탑정저수

지 유역 방향에서 유입되어 서쪽으로 흘러 탑정

저수지를 지나 금강 본류에 합류하는 논산천 및 

남서 방향으로 흘러 논산천으로 합류하는 노성

천 물길을 따라 그림 5c의 빨간색 원 부분과 같

이 노성천과 탑정저수지 유역면적 내 논산천 주

변에서 시설재배지 면적 확대가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재배지와 하

천으로부터의 거리 간의 상관성 분석결과가 반

영된 토지이용변화가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토지항목별 관개 필요수량 산정 및 변화 

패턴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개 필요수량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DIROM 모형을 통해 2013년 토지피복

지도로 산정한 농업면적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만

을 고려한 경우의 필요수량을 모의하고자 하였

다. 표 4는 기상자료를 Baseline과 Observation

으로 구분하고 HadGEM3-RA의 Historical 

(1981~2005) 및 RCP 4.5, RCP 8.5 시나리

오의 연대별(2010s~2090s) 강수량과 기온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HadGEM3-RA 기후변화 시

나리오의 2090s 미래 강수량은 RCP 4.5, RCP 

8.5에서 Historical에 비해 각각 140.7㎜(10.5%)

감소, 268.7㎜(20.1%) 증가하고 미래 기온은 

3.2℃, 6.1℃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설재배지 기온은 월별 온도자료 보정결과에 

따라 보정 전 기온보다 7.3℃ 증가하였다. 

2013년 논산시 탑정저수지 수혜구역 면적을 

전 기간에 고정하고 Historical (1981~2005)

과 미래 RCP 4.5 및 8.5 

HadGEM3-RA(2013~ 2099)의 기상자료를 

DIROM 모형에 입력하여 논, 밭, 시설재배지에

서의 10년 빈도의 연대별 필요수량 모의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또한 연대별 최대 필요수량

과 강수, 기온 간 관련성을 위해 최대필요수량 

발생 연도를 도시하여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

다.

미래 논, 밭, 시설재배지의 10년 빈도 관개 

필요수량은 Historical 대비 2090s의 RCP 4.5

에서 각각 5.8%(2,740.5×10
3㎥/yr), 85.7% 

(1,110.7×103㎥/yr), 51.2%(181.3×103㎥/yr) 

증가하고, RCP 8.5에서 각각 최대 –2.7% 

(-1,279.8×103㎥/yr), 39.5%(511.7×103㎥/yr), 

82.5%(292.1×10
3
㎥/yr) 증감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10년 빈도 필요수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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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Precipitation (mm/yr) Temperature (℃)

Calibrated temperature for 
Greenhouse Cultivation (℃)

RCP 4.5 RCP 8.5 RCP 4.5 RCP 8.5 RCP 4.5 RCP 8.5

Obs.

Baseline (1981~2005) 1,300.5 11.5 18.8

Observation 
(2013-2018)

1,125.9 12.8 20.1

Sce.

Historical (1981~2005) 1,334.2 12.1 19.4

2010s (2013-2018)
1,408.6
(+5.6%)

1,080.6 
(-19.0%)

13.1 (+1.0℃) 12.6 (+0.5℃) 20.4 19.9

2020s (2020-2029)
1,511.7 

(+13.3%)
1,340.7
(+0.5%)

13.6 (+1.5℃) 13.6 (+1.5℃) 20.9 20.9

2030s (2030-2039)
1,508.1 

(+13.0%)
1,535.0 

(+15.1%)
13.7 (+1.6℃) 13.9 (+1.8℃) 21.0 21.2

2040s (2040-2049)
1,287.7
(-3.5%)

1,457.5
(+9.2%)

14.2 (+2.1℃) 14.5 (+2.4℃) 21.5 21.8

2050s (2050-2059)
1,274.0
(-4.5%)

1,426.4
(+6.9%)

14.3 (+2.2℃) 15.2 (+3.1℃) 21.6 22.5

2060s (2060-2069)
1,379.0
(+3.4%)

1,448.7
(+8.6%)

14.6 (+2.5℃) 15.9 (+3.8℃) 21.9 23.2

2070s (2070-2079)
1,297.3
(-2.8%)

1,324.1
(-0.8%)

15.0 (+2.9℃) 16.8 (+4.7℃) 22.3 24.1

2080s (2080-2089)
1,581.1 

(+18.5%)
1,557.3 

(+16.7%)
15.1 (+3.0℃) 17.4 (+5.3℃) 22.4 24.7

2090s (2090-2099)
1,193.5 

(-10.5%)
1,602.9 

(+20.1%)
15.3 (+3.2℃) 18.2 (+6.1℃) 22.6 25.5

Obs.: Observation, Sce.: climate change scenarios (RCP4.5/ RCP8.5 HadGEM3-RA)

TABLE 4.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change of RCP 4.5, RCP 8.5 HadGEM3-RA

FIGURE 6.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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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Rice paddy
(103㎥/yr)

Upland crop
(103㎥/yr)

Greenhouse cultivation
(103㎥/yr)

RCP 4.5 RCP 8.5 RCP 4.5 RCP 8.5 RCP 4.5 RCP 8.5

Sce.

Historical
(1981-2005)

47,538.1 1,820.4 547.5

2010s
(2013-2018)

41,452.7 
(-12.8%)

43,895.5 
(-7.7%)

1,200.9
(-7.3%)

841.0
(-35.1%)

338.5
(-4.4%)

0.0
(-100.0%)

2020s 
(2020-2029)

35,808.5 
(-24.7%)

49,089.6 
(+3.3%)

761.7
(-41.2%)

1,489.2 
(+14.9%)

222.1
(-37.3%)

158.9
(-55.1%)

2030s 
(2030-2039)

55,153.4 
(+16.0%)

41,117.6 
(-13.5%)

2,872.7 
(+121.7%)

1,240.5
(-4.3%)

600.4
(+69.6%)

481.3
(+35.9%)

2040s 
(2040-2049)

44,092.0 
(-7.2%)

52,501.7 
(+10.4%)

1,152.3 
(-11.1%)

2,289.9 
(+76.7%)

385.2
(+8.8%)

767.5
(+116.8%)

2050s 
(2050-2059)

42,565.4 
(-10.5%)

41,968.2 
(-11.7%)

1,345.6
(+3.8%)

1,203.0
(-7.2%)

173.1
(-51.1%)

174.7
(-50.6%)

2060s 
(2060-2069)

40,888.1 
(-14.0%)

45,751.6 
(-3.8%)

961.9
(-25.8%)

1,083.1 
(-16.4%)

342.2
(-3.3%)

508.7
(+43.7%)

2070s 
(2070-2079)

53,286.8 
(+12.1%)

49,150.2 
(+3.4%)

2,698.6 
(+108.3%)

2,052.0 
(+58.4%)

536.5
(+51.6%)

572.8
(+61.8%)

2080s 
(2080-2089)

41,227.8 
(-13.3%)

49,145.0 
(+3.4%)

1,273.8
(-1.7%)

1,961.6 
(+51.4%)

818.1
(+131.1%)

255.4
(-27.9%)

2090s 
(2090-2099)

50,278.7 
(+5.8%)

46,258.4 
(-2.7%)

2,406.5 
(+85.7%)

1,807.5 
(+39.5%)

535.3
(+51.2%)

646.1
(+82.5%)

TABLE 5. The futur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Agricultural area

가가 발생한 연대는 RCP 4.5에서 논, 밭, 시설

재배지 모두 2030s, 2070s, 2090s에서 나타

났으며 특히 2030s에서는 Historical에 비해 

32.4%인 432.5㎜의 적은 강수가 발생하여 논, 

밭, 시설재배지 모두 최대 필요수량 증가를 나

타냈다. 반면 RCP 8.5에서는 2040s에서 10년 

빈도 필요수량이 증가했으며, 이후 2070s~ 

2090s까지 증가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강수량

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기온 

증가에 따른 증발산량 증가의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며, RCP 8.5의 경우 평균기온과 연강수량의 

평균 및 분산이 커 변화율 폭이 큼에 따라 10년 

빈도의 필요수량이 더욱 극대화 된 것으로 보인

다(Yoo et al, 2012; Nam et al., 2014).

4.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개 필요수량 

산정 및 변화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

개 필요수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

터 2100년까지 탑정저수지의 수혜구역도 내에

서의 논, 밭 및 시설재배 면적에 대해 CLUE-s 

모의 결과를 추출하였으며, 연대별 농업면적을 

적용하여 면적변화에 따른 필요수량 변화를 산

정하였다.

먼저 수혜구역 내 논 면적은 2013년 3,362.5ha

에서 2100년 3,293.8ha로 68.7ha(2.0%) 감소

하였으며, 밭 면적은 593.8ha에서 587.5ha로 

6.3ha(1.1%) 감소하였다. 시설재배지 면적은 

2100년에 606.3ha로 2013년 대비 62.5ha 

(11.5%) 증가하였다. 수혜구역 내 10년 단위 

농지이용 변화 양상을 파악한 결과 수혜구역 내 

논밭전환이 발생하고, 논, 밭의 일부가 시설재배

지 및 시가지로 변화되었으며, 수혜구역도 내의 

전체 농업 면적이 12.5ha(0.3%) 감소하였다. 

또한, 밭 면적의 감소보다 논 면적의 감소가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시설재배지 면적은 논과 밭

의 변화율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토지

이용별 회귀곡선식을 구성시 도시화로 인한 농

경지 면적 감소 및 논농사보다 상대적으로 고소

득인 밭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을 선호하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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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추세를 반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CLUE-s 모형이 농업추세를 적절히 반

영하여 미래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

단된다.

수혜구역도의 토지이용 변화 자료 및 RCP 

4.5와 RCP 8.5 HadGEM3-RA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탑정저수지 내 논, 밭 및 시설재배지

의 관개 필요수량 산정 결과를 2013년부터 

2100년까지 10년 빈도의 관개 필요수량을 연

대별로 나누어 그림 7과 같이 도시하였다. 논, 

밭 및 시설재배지별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개용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만을 고려한 경우(CC)와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CC+LU)로 

나누어 표시하였으며, CC 및 CC+LU에서의 단

위용수량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

(CC+LU) 미래 논, 밭, 시설재배지의 10년 빈도 

관개 필요수량은 Historical 대비 2090s의 RCP 

4.5에서 각각 3.6%(1,708.9×103㎥/yr), 83.8%

(1,086.4×103㎥/yr), 68.4%(242.3×103㎥/yr)

증가하고, RCP 8.5에서 각각 최대 –4.7% 

(-2,228.9×10
3㎥/yr), 38.1%(493.4×103㎥/yr), 

103.3%(365.7×103㎥/yr) 증감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CC)와 같

은 입력자료에서 논산시 수혜구역도 농지이용변

화만 추가로 고려할 때(CC+LU)의 논과 밭의 

관개 필요수량은 농지이용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090s RCP 4.5에서 각각 2.1% 

(1,031.6×103
㎥/yr), 1.0%(24.3×10

3
㎥/yr) 

감소하고, 시설재배지의 필요수량은 11.4% 

(61.0×10
3
㎥/yr) 증가하여 비율적으로 시설재

배지의 용수량 변화가 컸다. 또한, 논, 밭, 시설

재배를 모두 합한 전체 농지의 경우 농지이용변

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최대 1.9% 

(1,025.8×103㎥/yr) 감소하였다.

2090s RCP 8.5 관개 필요수량의 경우 기후

변화만 고려하는 경우 대비 논과 밭에서 2.1% 

(949.1×103㎥/yr), 1.0%(18.3×103㎥/yr) 감

소하고, 시설재배지에서 11.4%(73.6×103㎥/yr) 

증가하며 비율적으로 시설재배지의 용수량 변화

가 컸고 논, 밭, 시설재배를 모두 합한 전체 농

지의 경우 최대 1.8%(893.7×103㎥/yr) 감소

하였다.

한편 단위용수량은 논에서 2090년까지 –2.1%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의 감

소량이 0.9%로 가장 컸다. 밭에서는 2030s~ 

2040s에서 1.0% 증가한 반면 2050s에서는 다

시 감소하며, 이후 2090s에서 –1.0% 감소하였

다. 시설재배지에서는 2040s까지 10.3%로 가

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으며 2080s까지 유지된 

후 2090s에 11.4%로 증가하여 토지이용 변화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변화 고려에 따른 관개 

필요수량의 변화는 수혜구역 내 농지이용의 변

화 때문으로, 수혜구역 내 논, 밭 면적의 감소로 

인해 논, 밭의 관개 필요수량이 감소하고, 시설

재배지 면적 증가로 인해 시설재배지의 관개 필

요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이

용 변화 고려 시 전체 농업지역에서의 관개 필

요수량이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에 

비해 감소한 것은 수혜구역 내 논과 밭의 감소

로 인한 용수감소량이 시설재배지 증가로 인한 

용수증가량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논 필요수량 모의 시 요

구되는 삼투량, 수로손실 및 밭과 시설재배지 

필요수량 모의 시 필요한 TRAM 값을 고정으

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다른 매개변수 변화 고려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논산시를 대상으로 

미래 농지이용 변화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

려한 관개 필요수량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HadGEM3-RA RCP 4.5 및 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와 CLUE-s 모형으로 모의한 2013

년~2100년 탑정저수지 수혜구역 농지이용 면

적변화자료를 DIROM 모형에 적용하여 미래 관

개 필요수량 변화를 예측하였다. 

CLUE-s 모형 입력자료 구축을 위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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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future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f (a) Rice paddy (b) Upland crop, and (c) 

Greenhouse cultivation in RCP 4.5 HadGEM3-RA and (d) Rice paddy (e) Upland crop, and (f) 

Greenhouse cultivation in RCP 8.5 HadGEM3-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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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환경부 토지피복자료를 6개(수역, 시가지, 

논, 밭, 산림 시설재배지)의 토지이용 항목으로 

재분류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재분류한 KOSIS

와 농림축산부의 과거 토지이용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로그 회귀곡선식으로 토지이용

요구자료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토지이용

정책자료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적

용하였으며,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 변화가 불가능

하게 설정하였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미래 농지

이용 변화 모의 결과, 2100년에는 2013년에 

비해 논과 밭은 5.0%, 7.6% 감소하였으며 시

설재배지는 24.7% 증가하였다.

또한, 2100년 수혜구역 내 논, 밭 면적은 

2013년 대비 각각 2.0%, 1.1% 감소하고, 시설

재배지는 1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DIROM 모형에 수혜구역도의 토지이용 변화 자

료 및 RCP 4.5와 RCP 8.5 HadGEM3-RA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탑정저수지 내 논, 밭 및 

시설재배지의 관개 필요수량을 산정하였으며 미

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개용수의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지이용은 고정한 상

태에서 미래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CC), 기

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

(CC+LU)로 나누어 관개 필요수량을 모의하였

다. 

미래 기후변화만 고려 시(CC)의 필요수량을 

모의한 결과 10년 빈도 미래 논, 밭, 시설재배

지의 관개 필요수량은 Historical 대비 2090s

의 RCP 4.5에서 각각 5.8%, 85.7%, 51.2% 

증가하였으며, 2090s RCP 8.5에서 2.7%, 

39.5%, 8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

후변화와 수혜구역 내 토지이용 변화를 모두 고

려 시(CC+LU) Historical 대비 2090s RCP 

4.5에서 미래 논, 밭, 시설재배지의 관개 필요수

량은 각각 3.6%, 83.8%, 68.4% 증가하고, 

2090s RCP 8.5에서 –4.7%, 38.1%, 103.3% 

증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90s RCP 4.5 및 RCP 8.5 모두 관

개 필요수량은 기후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보다 

논과 밭에서 각각 2.1%, 1.0% 감소하며, 시설

재배지에서 11.4% 증가하여 비율적으로 시설재

배지의 용수량 변화가 크며, 논, 밭, 시설재배를 

모두 합한 전체 농지의 경우 RCP 4.5, RCP 

8.5에서 각각 1.9%, 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혜구역 내 논과 밭의 감소로 인한 용수감소량

이 시설재배지 증가로 인한 용수증가량보다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면적 변화를 중심으로 

CLUE-s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논, 밭 및 시설

재배지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

른 관개 필요수량을 분석하여 농업면적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사용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설

재배지의 실제 관개 필요수량은 하천 양수, 지

하수 관정 등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하수 이용량 등으로 가공하

여 시설재배지 면적 증가에 따른 하천 수량 및 

수질 영향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설

재배지 관련 정책 실현 시 의사결정 근거 자료

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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