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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hanges in crop water requirement of paddy and upland according to future climate and land use changes scenarios. 

Changes in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re factors that lower the stability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predicting 

the changes in crop water requirement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can prevent the waste of limited water resources. Meanwhile,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 consumption structure, the area of paddy and upland has been changing,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uture land 

use changes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water use plan. Climate change scenarios were derived from the four GCMs of the CMIP6, and climate data 

were extracted under two future scenarios, namely SSP1-2.6 and SSP5-8.5. Future land use changes were predicted using the FLUS (Future Land Use 

Simulation) model. Crop water requirement in paddy was calculated as the sum of evapotranspiration and infiltration based on the water balance in 

a paddy field, and crop water requirement in upland was estimated as the evapotranspiration value by applying Penman-Monteith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crop water requirement for both paddy and upland increased as w e go to the far future, and the degree of increase and variability by time 

showed different results for each GCM.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techniques considering future watershed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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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구 담수호는 하구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인공적으로 조성

된 저수지로, 배수갑문을 통해 적정수위를 유지하면서 담수

호의 용수를 유역에 필요한 이수 목적의 수자원으로 재활용

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이 될 수 있다 (Hwang, 

2020; Yoon and Ham, 2000; Park and Park, 2018). 한편, 담수

호는 지리적 특성상 유역의 최하류에 위치하므로, 유역의 통

합적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이수뿐만 아니라 홍수와 수질

오염관리 및 제염 촉진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방안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해안지역의 도시화와 

토지이용계획 및 수질 관리 방안 등의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담수호 유역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탄력적 수자원 

관리 기법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wang, 2020; Lee 

et al., 2001).

기후변화는 유역의 수문 순환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기후변화가 유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Choi et al., 2018).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 및 강수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는 관개기 동안 농업

용수 수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

원 고갈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Hong et al., 2015).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

하여 적절한 작물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작물의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 용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Yoon et al. (20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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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GCMs를 선정하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증발산량 및 소비수량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미래로 갈수록 잠재증발산량 및 소비수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Yoo et al. (2012)은 기상청

에서 제공하는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관개

지구별 순용수량 및 단위용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증발산량 및 

단위용수량은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순용수

량은 평균적으로 2055s까지는 감소하다가 2085s에는 약 3.2% 증

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Choi et al. (2018)은 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9종의 GCMs에 

대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구축하고, APEX-Paddy 모델을 사

용하여 논벼 증발산량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기후

변화에 따라 미래에는 증발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SRES 및 RCP 시

나리오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2021년 

발간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활용되는 신시나리오 체계

인 공통사회경제경로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에 기반하여 미래 필요수량을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에서는 미래 농업용수량 산정에 

있어 주로 기후변화의 영향만 고려되었으며, 기타 토지이용

계획 등의 농업환경변화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외에 농업 수문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토지이용변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도

시화에 따른 농지 면적의 감소, 농업지역의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타작물 재배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논밭 면적이 

변화해왔으며, 이는 논밭 용수수요량의 변화로 이어졌다 

(Yoo et al., 2019). 따라서 적절한 농업용수 활용계획의 수립

에 있어 미래 농지면적의 변화를 고려한 필요수량 예측이 필

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위해 주로 

Markov chain기법, CA (Cellular Automata) 방법,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CA 방법, 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 (CLUE-s) 모형을 이용

한 방법 등이 활용되어 왔다 (Batty et al., 1997; Li and Yeh, 

2002; Verburg et al., 2002). 하지만 Markov chain 기법은 시간

이 변화하더라도 전이 확률은 항상 일정한 것을 가정하므로 

실제 토지이용변화와 상이하며, CA 기법은 단일 토지피복유

형에 대해서만 변화 모의가 가능하고, ANN-CA방법 및 

CLUE-S 모형은 각 토지피복유형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

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순하게 확률 모의를 한다는 한계가 있

다 (Kim and Lee, 2007; Liu et al., 2017).

FLUS (Future Land Use Simulation) 모형은 탑다운 (Top- 

down)방식의 토지이용변화 예측모델과 바텀업 (Bottom-up) 

방식의 CA 모델을 결합하여 다양한 토지피복유형간 상호작

용 및 경쟁 메커니즘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모형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높은 모의 정확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Liu et al., 2017; Lin et al., 2020). Liu et al. (2017)에 따르면 

FLUS 모형은 기존에 개발된 CLUE-s, Markov Chain 기법, 

Logistic-CA 과 같은 다양한 토지이용변화 모의 모형에 비해 

보다 우수한 모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FLUS 모형은 전지구적 규모에서의 복잡한 토지이용 변화 모

의가 가능하므로 최근 다수의 국외 연구들에서 활용되어오고 

있으나, 해당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미래 토지이용변

화를 예측하고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한 국내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Li et al., 2017; Lin et al., 2020; Gui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담수호 유역을 대상으로 CMIP6에

서 제공하는 4개 GCMs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1-2.6 

및 SSP5-8.5)를 구축하고, FLUS 모형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논과 밭을 포함한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여, 기후변화

와 농지면적변화가 미래 논밭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FLUS 모델을 통한 미래 토지이용변화 예측

을 위해 입력자료로 과거 토지이용도, 토양도, Digital Elevation 

Model (DEM), 향 (Aspect), 경사, 도시로부터의 거리, 하천으

로부터의 거리 및 인구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ANN 모델 기

반의 확률지도 생성 과정과 CA 기반의 공간변화 모의 과정을 

통해 미래기간 (2040, 2065, 2090)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였

다. 또한, 미래기간의 필요수량 산정을 위한 기후변화 자료로 

4개의 CMIP6 기후모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두 가지 SSP 

시나리오 (SSP1-2.6 및 SSP5-8.5)에 대한 일별 강수량, 평균기

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및 일사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논벼의 생육시기를 고려한 논 필요수량 산정을 위해 논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Penman-Monteith 방법을 통해 산

정된 증발산량과 침투량의 합으로 미래기간별, 기후변화 시

나리오별 논 필요수량을 산정하였다. 밭 필요수량은 Penman- 

Monteith 방법에 의해 산정된 잠재증발산량에 대상지역의 작

물 종류별 관개면적 비를 고려한 시기별 작물계수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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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였다. 본 방법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래 토지이용변

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논밭 필요수량의 변화를 예

측하고 시나리오별, 시기별 산정결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

다. Fig. 1은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1984년 농지개발사업에 따른 서산A지

구 간척사업에 의해 완공된 충청남도 서산시의 간월호(천수

만) 유역으로, 총 유역면적은 약 49,240 ha이다. 간월호로 유입

되는 하천은 기포천, 도당천, 둔당천, 소정천, 야당천, 와룡천 

및 청지천 등 총 7개의 하천이 있다. 담수호는 유역 하구에 

방조제 건설을 통해 형성된 인위적인 폐쇄성 수환경으로, 담

수호의 용수를 이수 목적의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경우 경제

적이며 효율적인 수자원이 될 수 있다 (Yoon and Ham, 2000; 

Hwang, 2020). 특히 간월호 및 부남호를 포함한 부남방조제 

중권역은 전체 용수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약 90%를 차지하

여 대상지역의 담수화된 수자원은 농업용수로써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용수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간월호 유역은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지

역으로, 논 면적은 1990년 약 22,084 ha에서 2015년 약 18,782 

ha로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1990년 5,635 ha에서 2015년 

약 7,388 ha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논은 전체 

면적의 약 38.1%, 밭은 약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임야 27.6%, 시가지 7.0%, 초지 3.9%, 수면 7.2%, 기타 1.2%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월호 지역의 향후 유역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역 필요수량 변화 예측을 위해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간월호 유역의 과거 

1990년 및 2015년의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였다. Fig. 2는 간월

호 유역의 위치 및 토지이용 현황 (2015년)을 나타내고 있다.

3. 미래 토지이용 변화

가. FLUS 모형

향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논밭 필요수량 변화 예측을 위

해 CA 기반의 FLUS 모델을 이용하여 간월호 유역의 미래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수행하였다.

FLUS 모형의 구동은 인공신경망 (ANN)을 통해 Probability 

of Occurrence (PoO) 지도를 생성하는 과정과 CA 기반의 공간 

변화 모의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인공신경망은 과

거 토지피복지도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연 생태학적인 영향과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며, 인공신경망을 통

해 도출된 PoO 지도는 토지피복 종류별 공간적 분포 변화를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 (Liang et al., 2018). CA 기반의 공간변

화 모의과정에서는 자체 적응 관성 계수 (Self-adaptive inertia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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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를 통해 각 토지피복 종류별 총 변화 확률을 조

정하며, 이러한 자체 적응 관성 및 경쟁 메커니즘 (The self- 

adaptive inertia and competition mechanism)은 각 토지피복 유

형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토지피복 변화의 불확실성 및 무

작위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Chen et 

al., 2014; Liu et al., 2017).

FLUS 모형은 CA 기반의 공간변화 모의를 위해 미래기간

의 각 토지피복 항목별 수요량 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산확률과정 (Discrete-time stochastic process)에 기초하여 

과거기간의 토지피복도로부터 미래기간의 토지수요량을 예

측할 수 있는 Markov chain 모형을 통해 과거 두 기간 (1990, 

2015)의 토지피복도로부터 각 토지피복 유형간 상태전이확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을 도출하고, 모의하고자 하는 미

래기간의 토지피복 유형별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나. 입력자료 구축

인공신경망 기반의 PoO 지도 생성을 위해 간월호 유역의 

1990년 및 2015년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였으며, 논과 밭을 구

분하여 토지이용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각 토지이용도를 시가

지, 논, 밭, 산림, 초지, 나지, 수역의 7개의 토지피복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토양도, DEM, 향, 경사, 도시로부터의 거

리,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및 인구의 총 일곱가지 항목을 토지

이용변화요소 (Driving factor)로 설정하였다. 모형 구동을 위

해 사용된 입력자료 및 자료들의 출처는 Table 1과 같다.

한편, Markov 모형을 사용하여 과거 두 기간 (1990년, 2015

년)의 토지이용도를 기반으로 각 토지피복유형간 전이확률행렬 

(Probability transition matrix)을 도출하였으며, 산정된 2040년, 

2065년, 2090년의 토지피복유형별 수요량은 Table 2와 같다. 

도출된 연도별 토지피복 수요량은 FLUS 모형의 공간변화 모

의과정에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4.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IPCC의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서 제시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SSP 시나리오를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모델의 종류 및 생산기관은 

Table 3과 같다.

SSP 시나리오는 복사강제력 강도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완화 및 적응 노력에 따라 총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

되며,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의 표준 경로는 SSP1-2.6, 

Fig. 2 Location and landuse map of lake Ganwol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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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2-4.5, SSP3-7.0, SSP5-8.5의 4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SSP1-2.6 시나리오

와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SSP5-8.5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기후모델을 통해 산출된 기후변화자료의 공간적 상세화를 

위해 APCC (Cho, 2013)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

라 기상관측소 지점별 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편의보정을 

위해 비모수적 분위 사상법을 활용하였다.

5. 논밭 필요수량 산정

Chung et al. (2006)에 따르면 논에서의 필요수량은 감수심

과 같으며, 증발산량과 지하수 유동량 (침투량)의 합으로 산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Ju et al. (2006)에서 제시된 필요수량 산

Climate model Institution

CanESM5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ing and 

Analysis

CNRM-CM6-1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GFDL-ESM4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UKESM1-0-LL Met Office Hadley Centre

Table 3 List of used GCMs and institutions

Year Built-up Paddy Upland Forest Grassland Barren Water

1990
21,673

(3.96%)

245,379

(44.85%)

62,607

(11.44%)

155,915

(28.50%)

19,166

(3.50%)

3,109

(0.58%)

39,251

(7.17%)

2015
38,413

(7.02%)

208,687

(33.14%)

82,094

(15.01%)

151,067

(27.61%)

21,286

(3.89%)

6,302

(1.16%)

39,251

(7.17%)

2040
41,666

(7.62%)

205,744

(37.61%)

82,004

(14.99%)

149,547

(27.33%)

21,930

(4.01%)

6,958

(1.27%)

39,251

(7.17%)

2065
42,267

(7.73%)

205,809

(37.62%)

82,054

(15.00%)

148,585

(27.16%)

22,062

(4.03%)

7,073

(1.29%)

39,251

(7.17%)

2090
42,414

(7.75%)

206,169

(37.68%)

82,140

(15.01%)

147,962

(27.05%)

22,077

(4.04%)

7,088

(1.30%)

39,251

(7.17%)

*Each pixel size is 30 m × 30 m

Table 2 Land demand pixel changes calculated by the Markov model

Data Description Data sources

Land use 1990 Land use in 1990 at 30 m spatial resolution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http://www.wamis.go.kr/)

Land use 2015 Land use in 2015 at 30 m spatial resolution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https://egis.me.go.kr/)

Soil map Detailed soil map in 2007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KSIS).

(http://soil.rda.go.kr/)

DEM Digital elevation model with 30 m spatial resoluti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http://map.ngii.go.kr/)

Aspect
Direction of the maximum rate of change in 

the z-value from each cell
Calculated from DEM data

Slope Rate of maximum change in z-value from each cell Calculated from DEM data

Distance from 

urban

Distance from urban calculated by Euclidean 

distance tool in ArcGIS
Calculated from land use 2015 data

Distance from 

rivers

Distance from rivers calculated by Euclidean 

distance tool in ArcG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http://www.wamis.go.kr/)

Population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Myeo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https://kosis.kr/)

Table 1 List of data used in future land use simulation (F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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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식에 따라 논벼의 생육시기를 논물가두기, 묘대기, 이앙

기, 본답기 및 중간낙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식 (1)의 논 물수

지 식을 기반으로 논 필요수량을 산정하였다. 시기별 최소담

수심 및 물꼬높이는 Song et al. (2019)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

였으며, Table 4와 같다.









 








 


  (1)

여기서, PD는 담수심, RAIN은 강우량 (mm), IWR은 관개

량 (mm), DR은 포장 배수량 (mm), ET는 실제증발산량 (mm), 

그리고 INF는 침투량 (mm)이다.

증발산량 산정을 위해 국내에서는 수정 Penman 방법 및 

Penman-Monteith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정 

Penman 방법은 증발산량이 과다산정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벼를 포함한 모든 작물들의 증발산량 산정시 건조 

및 습윤 기후에서 비교적 정확하고 일정한 경향을 갖는 

Penman-Montheith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llen 

etl al., 1989; Allen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O 

Penman-Monteith 식으로부터 산정된 기준잠재증발산량에 

Yoo et al. (2006)에서 제시된 시기별 논벼 작물계수 (Table 

4)를 곱하여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실제증발산량 산정 

식은 식 (2) 및 식 (3)과 같다.






･


 (2)

여기서, 

는 실제증발산량 (mm), 


는 작물계수, 



는 기준잠재증발산량 (mm)이다.





∆



∆















 (3)

여기서, ∆는 포화수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kPa/℃) 

은 

순복사량 (MJ/m2/d), 는 건습계 상수 (kPa), 

는 지상 2 m 

높이에서의 평균풍속 (m/s), 

는 포화수증기압 (kPa), 


는 실

제증기압 (kPa)을 나타낸다.

논에서의 침투는 횡침투와 강하침투로 구성된다. 횡침투는 

논두렁을 통하여 침투하는 논두렁 침투와 수직으로 침투한 

후 인접 배수로로 다시 유출되는 양을 합한 것으로, 하류에서 

반복 이용되는 침투량이다 (Chung et al., 2006). 한편, 강하침

투는 논토양의 심층을 통하여 수직으로 침투하는 양이며, 심

층 침투량이라고도 한다. 논에서의 감수심 산정에 있어 지하

수 유동량은 지구 내 배수로나 하천 등으로 유출되지 않는 

심층침투량과 같으므로, 침투량 산정에 있어 횡침투량은 고

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토양 특성을 고려한 일 

침투량을 상수로 입력받아 모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논 침투량은 토양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

로 1.0∼8.8 mm/day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Im, 2000; Song et al., 2013). 일 침투량값은 정확한 실측 데이

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값을 활

용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지와 인접하여 유사토양

특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는 Kim et al. (2011)에 의해 제시된 

토양 삼투량 값을 적용하였다. 

밭에서의 필요수량은 유효토층 내에서 소비되는 수분량과 

같으며, 지하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 증발산량과 같은 값을 갖

는다 (Chung et al., 2006). 밭작물의 필요수량 산정을 위해 

Penman-Monteith 식을 통해 산정한 잠재증발산량에 대상지역 

내 작물의 관개면적 비를 고려한 일별 작물계수를 곱하여 증

발산량을 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필요수량 변화 분석이 주 연구 목적이므로, 밭 증발산량 

산정에 있어 토양수분에 따른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Ⅲ. 결과 및 고찰

1. 미래 토지이용변화 예측

7가지 토지피복 유형에 대한 PoO 지도 생성을 위해 과거 

토지이용도와 토지이용변화요소들 (Driving factors)이 인공신

Parameter
Days after transplanting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PDmin (mm) 40.0 40.0 20.0 2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PDmax (mm) 74.0 57.3 34.6 72.9 67.2 57.7 63.4 67.2 66.1 66.1 66.1 66.1

Kc 0.78 0.97 1.07 1.16 1.28 1.45 1.50 1.58 1.46 1.45 1.25 1.01

Minimum ponding depth, PDmin; maximum ponding depth, PDmax; crop coefficient, Kc 

Table 4 Ponding depth and crop coefficient changes during the irrigation periods (Song et al., 2019; Yoo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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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 보정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

화요소 개수에 해당하는 7개의 입력층과 12개의 은닉층, 7개

의 출력층으로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FLUS 모형의 구동은 모

형 보정과 시나리오 모의의 두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본 연

구에서는 모형 모의 성능의 검증을 위해 1990년 토지이용도

로부터 2015년의 토지이용도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을 기반으로 2015년 토지이용도로부터 미래기간인 2040

년, 2065년, 2090년의 토지이용 예측을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

의 검증을 위한 지표로는 Cohen’s Kappa 계수와 더불어 공간

변화 모의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우수하다고 알

려진 Figure of Merit (FoM) 지수를 사용하였다 (Pontius, 2008; 

Pontius and Millones, 2011).

가. 과거기간 모의 결과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에 따라 PoO 지도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CA 기반의 공간변화 모의 과정을 통해 1990년 

토지이용도로부터 2015년 토지이용 예측을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모의된 토지이용도와 실제 토지이용도에 대한 오차행렬 

(Confusion matrix)을 산정하였으며, Kappa 계수와 Overall 

accuracy는 각각 0.44와 0.5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일치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oM 지수를 통한 모의 결과

의 검증도 수행하였으며, FoM 지수의 산정 식은 식 (4)와 같다.





  (4)

여기서, A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변화가 나

타난 오차지역, B는 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변화

가 나타난 지역, C는 잘못된 범주로 변화하는 것으로 예측된 

오차지역, D는 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오차지역을 의미한다.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의 FoM 지수는 

일반적으로 10∼30%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FoM 값이 14.72%로 산정되었다 (Liu et al., 2017). 산정된 FoM 

값은 FLUS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값과 유사

하거나 높은 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의 예측 

능력이 비교적 신뢰할만하며, 토지이용변화요소 및 변수들이 

적절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Kriegler et al., 2014; Li et 

al., 2017; Li et al., 2020; Liang et al., 2018).

나. 시나리오 모의 결과

미래기간의 토지이용변화 예측 모의에 있어 토지피복유형

별 수요량 결정을 위해 Markov chain 모형을 사용하여 미래 

토지이용 수요량을 산정하였으며, 다중 CA 모델을 통해 2015년 

토지이용도로부터 2040, 2065, 2090년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Fig. 3 및 Table 6과 같다. 전체 토지피복유형 

중 시가지, 논, 산림의 면적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밭, 

초지, 나지 및 수역의 면적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지 면적은 미래로 갈수록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산림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

은 1990년 전체의 약 44.8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40년 약 

37.61%로 감소한 뒤 2065년 및 2090년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밭, 초지, 나지 및 수역의 면적은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밭

은 현재에 비해 미래에 0.01∼0.02% 증가 또는 감소하고, 초지

와 나지는 미래기간 동안 약 0.12∼0.14% 증가하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2. 미래 기상자료 구축

과거 및 미래의 논밭 필요수량 산정을 위해 대상지역의 지

Land use types
Actual land use

Built-up Paddy Upland Forest Grassland Barren Water Total

Built-up 387 991 368 109 92 10 0 1,957

Paddy 659 6,762 1,911 651 341 90 0 10,414

Upland 448 1,825 915 692 160 42 0 4,082

Forest 236 469 581 5,944 357 112 0 7,699

Grassland 72 303 232 245 70 10 0 932

Barren 57 135 37 16 50 24 0 319

Water 0 0 0 0 0 0 1,952 1,952

Total 1,859 10,485 4,044 7,657 1,070 288 1,952 27,355

Kappa coefficient = 0.44, Overall accuracy = 0.59

Table 5 Confusion matrix of the predicted versus the actual land us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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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측소인 서산 기상관측소의 과거 기상자료와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과거 자료로 기상청의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 강수량, 평균 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일조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간을 2030s (2021∼2040), 2050s (2041 

∼2060), 2070s (2061∼2080), 2090s (2081∼2100)로 구분하였

으며, GCM별 기후변화 자료로부터 일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

습도, 평균퐁속 및 일사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7 및 Fig. 

4는 과거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의 연강수량과 

연평균기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GCM에 따라 변화 폭 

및 경향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SSP1-2.6 시

나리오에서는 강수량과 기온 모두 2030s에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이후에는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GCM에서는 2070s

에 비해 2090s에 더 낮은 강수량과 기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미래로 갈수록 강수량과 기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평균기온은 2070s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CM별 비교 결과, CanESM5에서는 강수량과 기온 모두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FDL-ESM4는 강수량과 기

온 모두 가장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KESM1 

–0-LL은 강수량의 증가폭은 낮은 편이나, 기온 증가는 가장 컸

고, 2090s에는 기온이 16.00℃ (SSP1-2.6)/21.61℃ (SSP5-8.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미래 논밭 필요수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2001∼2100년의 연간 영농기 논밭 필요수량 

변화 분석을 위해 앞서 구축한 간월호 유역의 미래 논밭 면적 

예측 결과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상자료를 적용

Land use 

types

1990

(km2/%)

2015

(km2/%)

2040

(km2/%)

2065

(km2/%)

2090

(km2/%)

Change (km2/%) 

2015-2040 2015-2065 2015-2090

Built-up
19.51

(3.96%)

34.57

(7.02%)

37.50

(7.62%)

38.04

(7.73%)

38.17

(7.75%)

2.93

(0.59%)

3.47

(0.70%)

3.60

(0.73%)

Paddy
220.84

(44.85%)

187.82

(38.14%)

185.17

(37.61%)

185.23

(37.62%)

185.55

(37.68%)

-2.65

(-0.54%)

-2.59

(-0.53%)

-2.27

(-0.46%)

Upland
56.35

(11.44%)

73.88

(15.01%)

73.80

(14.99%)

73.85

(15.00%)

73.93

(15.01%)

-0.08

(-0.02%)

-0.04

(-0.01%)

0.04

(0.01%)

Forest
140.32

(28.50%)

135.96

(27.61%)

134.59

(27.33%)

133.73

(27.16%)

133.18

(27.05%)

-1.37

(-0.28%)

-2.23

(-0.45%)

-2.78

(-0.56%)

Grassland
17.25

(3.50%)

19.16

(3.89%)

19.74

(4.01%)

19.86

(4.03%)

19.87

(4.04%)

0.58

(0.12%)

0.70

(0.14%)

0.71

(0.14%)

Barren
2.80

(0.57%)

5.67

(1.15%)

6.26

(1.27%)

6.36

(1.29%)

6.37

(1.29%)

0.59

(0.12%)

0.69

(0.14%)

0.69

(0.14%)

Water
35.33

(7.17%)

35.33

(7.17%)

35.33

(7.17%)

35.33

(7.17%)

35.33

(7.17%)
- - -

Table 6 Area and percent change for each land use type during the years 1990, 2015, 2040, 2065, 2090

Fig. 3 Actual and simulated land use maps from 1990 to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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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GCMs
Precipitation (mm) Temperature (℃ )

SSP1-2.6 SSP5-8.5 SSP1-2.6 SSP5-8.5

Historical (2001∼2020) 1238.91 12.19

2030s

(2021∼2040)

CanESM5 1443.37 1627.76 14.12 14.40

CNRM-CM6-1 1532.85 1572.01 13.70 13.60

GFDL-ESM4 1448.38 1443.77 13.55 13.39

UKESM1-0-LL 1452.00 1431.26 14.60 14.35

Mean 1469.15 1518.70 14.00 13.94

2050s

(2041∼2060)

CanESM5 1691.47 1683.66 14.86 16.70

CNRM-CM6-1 1684.78 1659.82 14.12 15.12

GFDL-ESM4 1361.19 1360.38 14.00 14.54

UKESM1-0-LL 1529.66 1491.55 15.30 16.77

Mean 1566.78 1548.85 14.57 15.78

2070s

(2061∼2080)

CanESM5 1722.03 1935.48 15.02 18.84

CNRM-CM6-1 1642.52 1704.19 14.40 17.13

GFDL-ESM4 1419.51 1639.75 14.53 15.55

UKESM1-0-LL 1400.70 1490.64 15.76 19.00

Mean 1546.19 1692.52 14.93 17.63

2090s

(2081∼2100)

CanESM5 1779.15 2297.55 15.08 21.45

CNRM-CM6-1 1642.15 1900.62 14.29 19.32

GFDL-ESM4 1560.79 1624.18 14.03 16.86

UKESM1-0-LL 1402.58 1716.01 16.00 21.61

Mean 1596.17 1884.59 14.85 19.81

Table 7 Projected annual precipitation and annual mean temperature for 2030s. 2050s, 2070s, and 2090s under two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scenarios.

Fig. 4 Changes of annual precipitation and annual mean temperature under SSP1-2.6 and SSP5-8.5 scenarios from other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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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때, 2001∼2014년은 1990년, 2015∼2039년은 2015년, 

2040∼2064년은 2040년, 2065∼2089년은 2065년, 2090∼2100

년은 2090년의 논밭 면적을 적용하여 연간 총 필요수량 (m3/ 

yr)을 산정하였다. Table 8은 GCM별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논과 밭의 연평균 필요수량 (m3/yr) 변화를 시기별 (Historical, 

2030s, 2050s, 2070s, 2090s)로 분석한 결과이며, Fig. 5는 GCMs

의 시나리오별 연평균 논밭 필요수량 (mm)을 시계열로 도시

한 결과이다.

SSP1-2.6 시나리오에서 기후모델들의 평균 논 필요수량은 

2030s에 225.69×106 m3/yr에서 2070s에 229.28×106 m3/yr까지 

증가하였다가 2090s에는 228.61×106 m3/yr로 소폭 감소하였

으나,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2030s 223.07×106 m3/yr로부

터 2090s 240.66×106 m3/yr까지 먼 미래로 갈수록 필요수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SSP1-2.6 시나리오의 경우 2090s에는 기후변화 영

향의 완화로 인해 증발산량의 증가 폭이 작아지거나 일부 

GCM의 경우 증발산량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필요수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가정하는 SSP5-8.5 시나리오의 경우 

지속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필요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밭 필요수량은 SSP1-2.6 시나리오와 SSP5-8.5 시나리

오 모두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s 

대비 2090s의 필요수량은 SSP1-2.6에서 약 7.0% (1.86×106 

m3/yr), SSP5-8.5에서는 약 19.4% (5.06×106 m3/yr) 증가하여 

SSP5-8.5 시나리오에서의 밭 필요수량 증가 폭이 훨씬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Table 8에서 과거 및 미래기간의 논밭 필요수량을 분

석한 결과, 논 필요수량의 경우 미래기간에 비해 과거기간의 

필요수량 (평균 251.78×106 m3/yr)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밭 필요수량은 미래기간에 비해 과거 필요수량 (평균 21.11× 

106 m3/yr)이 작게 산정되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015년에 

논 면적은 크게 감소하고 밭 면적은 증가하였기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필요수량 값이 크게 변화한 결과이며, 미래기간에

Period GCMs

Crop water requirement (106m3/yr)

Paddy Upland

SSP1-2.6 SSP5-8.5 SSP1-2.6 SSP5-8.5

Historical (2001∼2020) 251.78 21.11

2030s

(2021∼2040)

CanESM5 222.52 224.99 26.51 25.97

CNRM-CM6-1 222.55 219.5 26.10 25.78

GFDL-ESM4 227.03 222.4 25.60 25.35

UKESM1-0-LL 230.67 225.39 27.98 27.02

Mean 225.69 223.07 26.55 26.03

2050s

(2041∼2060)

CanESM5 223.24 226.01 27.15 28.52

CNRM-CM6-1 225.43 225.37 27.04 27.08

GFDL-ESM4 227.13 222.63 27.56 27.03

UKESM1-0-LL 231.66 237.67 29.03 29.24

Mean 226.87 227.92 27.70 27.97

2070s

(2061∼2080)

CanESM5 224.12 236.62 27.74 29.61

CNRM-CM6-1 227.3 231.57 27.16 28.38

GFDL-ESM4 228.27 230.64 28.35 27.87

UKESM1-0-LL 237.41 238.38 29.86 31.48

Mean 229.28 234.30 28.28 29.34

2090s

(2081∼2100)

CanESM5 222.69 244.46 27.52 31.47

CNRM-CM6-1 226.98 236.91 27.59 29.97

GFDL-ESM4 231.57 235.17 27.91 29.34

UKESM1-0-LL 233.19 246.11 30.60 33.59

Mean 228.61 240.66 28.41 31.09

Table 8 Changes in crop water requirement of paddy and upland for historical, 2030s, 2050s, 2070s, and 2090s under two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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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jected changes in crop water requirement of paddy and upland under SSP1-2.6 

and SSP5-8.5 scenarios

Fig. 6 Boxplots showing changes in total crop water requirement by climate change model under 

SSP1-2.6 and SSP5-8.5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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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과 밭의 면적 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아 필요수량이 완만

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와 같이 단위면적당 

연평균 필요수량의 변화를 시계열로 도시한 결과, 논과 밭 모

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래로 갈수록 단위면적당 필요수량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SP1-2.6 시나리오에 비해 

SSP5-8.5에서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6은 논과 밭 필요수량의 합인 총 필요수량을 GCM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box plot으로 도시한 결과이

다. SSP1-2.6에서는 GFDL-ESM4를 제외한 모든 기후모델에

서 2070s까지 필요수량이 증가하다가 2090s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90s 필요수량은 231×106
∼286×106 m3/yr 

범위의 값을 보여 2030s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9%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SSP5-8.5에서는 모든 기후모델에서 2090s

로 갈수록 필요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90s 

필요수량은 236×106
∼321×106 m3/yr 범위의 값을 보여 2030s

에 비해 약 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CM별 총 

필요수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미래 시기동안 SSP1-2.6시나리

오에서는 CanESM5가 가장 작고 UKESM1-0-LL가 가장 큰 

필요수량 값을 보였으며, SSP5-8.5에서는 GFDL-ESM4가 가장 

작고 UKESM1-0-LL이 가장 큰 필요수량 값을 보였다.

토지이용변화가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 (CC)와 기후와 토지이

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 (CC&LU)로 구분하여 필요수량

을 산정하였다. Fig. 7은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의 논밭 필요

수량과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논밭 

필요수량 비교 결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막대그래프로 도시 

한 그림이며, 4개 기후모델의 평균 필요수량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 기후변

화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논 필요수량은 평균 1.1% 낮게 산정

되고, 밭 필요수량은 평균 0.1% 낮게 산정되어 밭에 비해 논 

면적의 변화가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

한, 시기별 필요수량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논밭 면적 감소

가 필요수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는 

2050s으로,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논과 밭의 필요수

량이 각각 1.4%, 0.1% 작게 산정되었다.

한편,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2030s 

대비 2090s 필요수량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논과 밭이 각

각 1.3%,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SP5-8.5 시나리오

에서는 7.9%, 19.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기후

변화만 고려한 경우에는 SSP1-2.6 시나리오에서 논과 밭이 각

각 2.5%, 7.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SSP5-8.5 시나리

오에서는 각각 9.2%, 19.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기후변

Fig. 7 Projected changes in crop water requirement of paddy and upland under (a) SSP1-2.6 and (b) SSP5-8.5 

scenarios (affected by climate change, CC; affected by both climate and land use change, C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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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만 고려한 경우가 토지이용변화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 비

해 논 필요수량이 크게 산정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담수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간월호 

유역을 대상으로 미래 농지면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논밭 

필요수량 변화 예측을 위해, FLUS 모형을 통해 모의된 미래

기간 토지이용변화 모의 결과와 4종의 CMIP6 기후모델에 의

한 SSP1-2.6 및 SSP1-8.5 기후변화 자료를 적용하여 2001∼

2100년의 연간 논밭 필요수량을 산정하였다. 이때, 논 필요수

량은 논 물수지 분석에 기반하여 증발산량과 침투량의 합으

로 산정하였으며, 밭 필요수량은 Penman-Monteith 방법에 의

한 기준잠재증발산량에 작물 종류별 관개면적비를 고려한 시

기별 작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7개의 토지이용항목 (시가지, 논, 밭, 산림, 초지, 나지, 수역)

에 대한 미래 토지이용변화 모의 결과, 시가지, 논, 산림의 면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논 면적은 2015년 대비 2040년 

약 0.54% 감소하였다가 2065년 및 2090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2090년 논 면적은 전체의 약 37.6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

으며, 밭은 2015년에 비해 미래기간에 0.01∼0.02%의 작은 폭

으로 변화하여 2090년 밭 면적은 전체의 약 15.01%를 차지하

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2001∼2100년 동안 연간 영농기 논 필요수량을 산정한 결

과,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2030s 대비 2070s 논 필요수량이 

약 1.6% (3.59×106 m3/yr) 증가하였다가 2090년에는 소폭 (0.67 

×106 m3/yr) 감소하였으며,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2030s에

서 2090s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s 대비 2090s 논 

필요수량은 약 7.9% (17.59×106 m3/yr)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따

라 먼 미래에는 증발산량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필요수량 또한 

감소했으며,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지속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먼 미래에도 증발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한편, 밭 필요수량은 SSP1-2.6 및 SSP5-8.5 시나리오 모두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30s 대비 2090s 

증가폭은 SSP1-2.6 (약 7.0%)에 비해 SSP5-8.5 (약 19.4%)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미래 토지이용변화가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와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필요수량을 산정한 

결과,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토지이용변화까지 고려

한 경우 논과 밭 필요수량은 각각 약 1.1%, 0.1% 작게 산정되

어, 밭에 비해 논 면적의 변화가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s 대비 2090s 논밭 

필요수량 변화량을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와 기후변화와 토

지이용변화를 모두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기

후변화만 고려한 경우의 논 필요수량 증가량이 토지이용변화

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 비해 더 크게 산정되었으며, 밭 필요수

량 증가량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기후 및 농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효

율적인 농업용수 활용 계획 수립과 미래 유역 환경변화를 고

려한 지속가능한 탄력적 수자원 관리 기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논과 

밭의 면적변화에 따른 필요수량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향후 

시설재배지 및 기타 영농환경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농

업 용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GCM 및 

시나리오에 대하여 필요수량을 산정하여, 여러 시나리오에 기

반한 미래 농어촌용수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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