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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고랭지배추 생산에 미치는 영향
- 강원도를 사례로 이승호*·허인혜**

Impact of Climate on Yield of Highland Chinese Cabbage in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Seungho Lee* · Inhye Heo**
요약 : 본 연구는 1991~2016년의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자료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고랭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를 추출하고 미래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
산량 변화율을 전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단
위면적당 생산량은 2000년대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
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와 결구기의 기온 및 일조 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고, 삼수동은
정식기와 결구기의 강수량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준고랭지인 임계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
식기의 최저기온과 생육기부터 결구기간까지의 일조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이며, 방림면은 결구기의 최저기
온 및 강수일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완전고랭지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은 RCP4.5
와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준고랭지인 임계면은 RCP4.5보다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더 증가하는 반면 방림면은 RCP8.5보다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더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어 :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생육시기, 기후요소, 완전고랭지, 준고랭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climate elements affecting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by growth period and estimate the change rate of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using production
data and cultivation area of Highland chinese cabbage and climate data for 1993-2016.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cultivation area of Highland chinese cabbage in Gangwon has been consistently decreasing, but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has decreasing in 2010s.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of alpine hav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emperature and sunshine hours during growing and heading in Daegwallyeong-myeon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recipitation during planting and heading period in Samsudong.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of subalpine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minimum
temperature during planting and sunshine hours during growing and heading period in Imgye-myeon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minimum temperature and number of days with precipitation during heading period in Bangnim-myeon.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are estimated to have a steadily decreasing
rate of change with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RCP4.5 and RCP8.5 in alpine.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is estimated to be more increasing with RCP8.5 than RCP4.5 in Imgye-myeon, but more increasing with RCP4.5 than RCP8.5 in Bangnim-myeon.
Key Words :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growth period, climate element, alpine, subal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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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허인혜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극한기후의 잦은 발생으로 생산

1. 서론

량 변동 폭이 증가하며 시장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고랭지배추
기후조건은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

재배면적은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 변동에 취

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기온, 강수, 일조시

약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

간 등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물의 생육

로 감소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최근

양상, 형태 분화, 생리적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고랭지배추 대란이 발생한 2016년은 시기별 수확시

친다(Hosoi and Tamagata, 1973; Moe and Gut-

기가 다른 준고랭지와 완전고랭지에서 재배하는 배

tormsen, 1985; Mazurczyk et al ., 2003; Rosen

추의 총생산량이 평년대비 24% 이상 감소하여 고랭

et al ., 2005; Lopez and Dejong, 2007; 이승호 등,

지배추 도매가격이 139.4% 이상 급등하였다(농림수

2008; 허인혜 등, 2008; Weiguo et al ., 2012; 오순자

산식품부 원예산업과, 2016). 이는 2016년 대관령기

등, 2014; 손인창 등, 2015; 허인혜·이승호, 2017).

상관측지점의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이상

오늘날 기후변화는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직·간

높고, 7월과 8월의 연속적인 폭염에 의해 배추 적정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따라

생육기온을 초과하는 날이 60일 이상 출현하여 출하

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다(Theuril-

예정인 배추밭의 30~40%가 바이러스에 의한 무름

lat and Guisan, 2001; 허인혜 등, 2006; Baldocchi

병 피해를 입으며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and Wong, 2008; Luedeling et al ., 2009; 김선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0;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2015; 김흥주·이승호,

2016.08.02.).
최근 10여 년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절반 가까

2017).
호냉성 작물인 배추는 주요 부식채소로 한국인의

이 감소하여 생산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확

식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배추는 생산량 변동

대되었다. 중부지역의 강원도에 비하여 기온이 높은

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작물로 10% 정도의 생산량

남부지역의 고랭지 농업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변동으로 가격의 3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이중웅,

배추의 상품성이 악화되고 시장 경쟁력이 감소하여

1996). 전통적인 식문화로 여름철에도 김치원료인 배

고랭지배추 재배의 감소가 뚜렷해지며, 강원지역의

추의 수급이 여름철 식품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랭지배추 재배가 집중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

크다. 여름철에 재배되는 고랭지배추는 태백산지를

원, 2014). 이로 인해 국내 고랭지배추에 관한 연구는

중심으로 여름철 선선한 기후를 이용한 산지지역 주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고랭지배

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고온기인 여름철은 평난지

추의 생장모의 실험, 재배생리와 재배지역 변화에 관

에서 배추 재배가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황선웅 등, 2003; 신평

은 고랭지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다(고령지농업시험

균 등,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안재훈 등,

장, 2000). 고랭지배추 재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영

2014; 김기덕 등, 2015; 오순자 등, 2016; Lee et al .,

동고속도로의 개발과 여름철 선선한 기후를 이용하

2016). 생육모의실험을 통하여 고랭지배추 생산량을

여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태백시 매

예측하기 위해 안재훈 등(2014)은 대관령 부근에 시

봉산과 귀네미, 정선군 질운산 및 민둥산 등의 600m

험포장을 설치하여 1997~1998년까지 2년에 걸쳐 수

이상의 고지대인 완전고랭지에서 시작하였으나 단기

행한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기온으로부터 엽면적 추

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작물로 각광을 받고 병충해에

정식을 도출하였고, 김기덕 등(2015)은 2012~2014

강한 품종이 개발되면서 준고랭지인 해발고도 400m

년에 강원도 농가 25개 밭을 선정하여 배추 생육을

지대에 이르기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조사하고 구가 형성된 후 구고, 구폭 등을 조사하여

최근 기온상승으로 고랭지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가

생육도일을 포함한 구중추정 회귀모형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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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및 방법

고랭지배추의 총 생산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안재
훈 등(2014)의 연구가 고랭지배추의 동적인 생장모
의보다는 재배적지, 적기 판정 등의 자료생산에 이
용가능하다면 김기덕 등(2015)의 연구 결과는 고랭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 이용한 고랭지배추 생

지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한 재배현장의 생산량 예측

산 관련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91~2016년

에 이용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의 시도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와

고랭지배추의 재배지역을 예측하기 위해 안재훈 등

1993~2016년의 강원도 평창군, 태백시, 정선군의 읍

(2008)은 기온을 변수로 하여 7~8월(결구기)의 평균

면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이다1). 기

기온 21.5℃와 6월 평균기온 13℃를 각각 고온한계지

후자료는 분석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소(대관령,

와 저온한계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현재보다 평균기

태백)와 AWS(임계, 평창2))에서 제공하는 기온, 강수,

온이 2℃ 상승할 경우 한국의 고랭지배추 안정 재배

일조시간 등의 일자료를 월별, 순별, 생육시기별로 재

지역이 강원도의 3개 읍면으로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

생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주간과 야간의 고랭지배추

였다.

생육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평균기온, 일최고

또한 여름철을 이용하여 평난지보다 기온이 낮은

기온, 일최저기온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랭지배추 생

고랭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특성 때문에 병해충

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 바이러스에 의한 병리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

선행 실험(안재훈 등, 2008; 안재훈 등, 2014; 김기

제 처리효과 등이 연구되었다(Jeon et al ., 2005; Yun

덕 등, 2015)의 기온 변수인 유효적산온도, 생육도일

et al ., 2005; 이승호·김선영, 2008). 이승호·김선영

과 최대연속건조일수, 최대연속강우일수, 호우일수3)

(2008)은 1993~2005년간 9월 상순의 최고기온 및

(30mm, 50mm, 80mm) 등도 분석하였다.

강수일수의 영향으로 고랭지배추의 바이러스 병과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지역은

무름병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임을 밝혔으며,

강원도 고랭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한국

황선웅 등(2003)은 재배시기를 한여름으로 동일하게

고랭지배추 생산량의 85.6%를 차지하며 고랭지배추

할 경우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고온으로 인한 생

재배면적도 90.1%로 매우 집중되어 한국 고랭지배추

리장해 발생이 뚜렷하므로 고랭지배추 재배시기를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다.

조절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랭지는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로 구분하고 있으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이 준고랭지와 완전고

나 고도한계의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준고랭

랭지로 구분되고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각 재배지별

지는 평난지와 완전고랭지의 중간적 기후를 갖는 지

로 기후변화의 민감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로 평난지와 농작물 재배형태가 다르므로 준고랭

선행 연구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생산과

지도 고랭지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를 사

재배 생리에 대한 단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

례로 고랭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행정

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을 완

규정에 따라 해발고도 400~600m 지대를 준고랭지,

전고랭지와 준고랭지로 구분하여 고랭지배추 작형에

해발고도 600m 이상을 완전고랭지로 구분하였다(고

따라서 준고랭지 1기작 재배지역, 완전고랭지 재배지

령지농업시험장, 2000).

역, 준고랭지 2기작 재배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강원도 고랭지배추는 시기별 재배지역과 출하시기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요소

가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형을 기준

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

으로 고랭지 1~3단계에 해당하는 준고랭지 1기작형

산량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과 고랭지 4~9단계에 해당하는 완전고랭지형, 준고
랭지 2기작형으로 구분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고
려한 후 각 작형의 주요 재배지역을 선정하였다. 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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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랭지배추 작형별 주요 지역 및 출하시기
cropping pattern

subalpine 1

alpine 1

alpine 2

subalpine 2

major region

Jeongseon (Imgye),
Samcheok (Hajang)

Gangneung (Daegiri),
Taebaek (Maebongsan),
Pyeongshang
(Daegwallyeong, Jinbu)

Gangneung (Anbandaegi),
Taebaek (Gwinemi),
Pyeongshang
(Daegwallyeong, Jinbu)

Pyeongshang
(Bangnim, Daehwa)
Hoengseong
(Dunnae)

altitude

400~600m

800m over

800m over

400~600m

planting

the first and middle
part of May

the middle and last
part of June

the last part of June
~the first part of July

the first and middle
part of August

harvesting

July

August

the last part of August~the
last part of September

October

cultivation area

975ha

1,136ha

1,500ha

849ha

* 고령지농업시험장(2000)과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2016)의 자료를 저자 편집함.

랭지 1기작형의 주 재배지역은 해발고도 400~600m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관련 있는 기후 외적인 영

에 해당하는 정선군 임계면을 사례로 하였고, 완전고

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

랭지형으로는 해발고도 800m이상인 태백시 삼수동

산량 원 자료에서 전년 자료를 차분하여 탈경향 단위

과 평창군 대관령면을 선정하였으며 준고랭지 2기작

면적당 생산량 자료를 추출하고 다양한 기후요소도

형은 해발고도 400~600m에 해당하는 평창군 방림

같은 방법으로 1차 차분하여 새롭게 탈경향 기후요소

면을 선정하였다(그림 1).

자료를 생산하여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결구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파악하였다.

4)

형배추 이다. 결구형배추의 생육적온은 15~20℃이

읍면별 고랭지배추의 생산 관련 자료는 1993년

지만 결구적온이 15~18℃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

부터 2016년까지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는 호냉성 채소이다. 배추의 생육시기는 파종기(배추

과 기후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 가능

씨를 묘상(苗床)에 뿌려서 싹이 나오는 기간), 정식기

한 자료 수는 24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

5)

(노지에 배추 모종을 심는 기간), 결구기 (배추 속이

가 적고 자료의 정규분포가 불확실할 경우 두 변수

둥글게 차는 기간), 수확기로 구분한다. 생육초기에

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때 보완할 수 있는 통계방법

는 고온에 잘 견디는 편이지만 결구기에는 기온이 높

은 Bootstrap 방법이다. Bootstrap 방법은 주어진 자

을 경우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위면적당 생산량

료로부터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재추출로 복수의 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식이후 저온에 의해 꽃

료를 작성하여 각 분석결과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오

눈이 분화하여 고온이 지속되어 추대 및 개화가 촉진

차분산을 구하는 것으로 자료 정규성에 관계없이 특

될 수 있으므로 결구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생육기 기

정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할 수 있다(허

후조건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배

명회, 2014).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 방법을 이용

추의 생육시기를 파종기, 정식기, 생육기, 결구기, 수

한 Kendall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사례지역별 고랭지

확기로 구분하여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의 관계를 가시

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화하기 위하여 box plot으로 표현하였다(Tao et al .,

농업 생산성은 농업 생산 기술 진보에 의해 지속적

2013; Yu et al ., 2014).

인 생산력 증가를 기본으로 매년 변동하므로 고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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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 및 기상관측지점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다. 여름철에는 강원과 남부지역 일부의 고랭지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에 기초

고랭지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전남지역

한 지역기후모델 HadGEM3-RA(해상도 12.5km)

을 중심으로 월동배추가 재배된다.

를 기반으로 MK-PRISM모델에 적용하여 고해상도

한국의 배추산업은 수입물량의 증가, 김치냉장고

(1km×1km)의 격자자료를 추출한 후 읍·면·동 행

의 출현,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

정구역별 면단위로 재생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하여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며(한국원예발달사 편찬

용한 온실가스 시나리오는 RCP4.5와 RCP8.5로 각각

위원회, 2013), 1970년대 70,000.0ha를 차지하던 배

저감 노력이 실현되어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추 재배면적이 1990년대 40,591.0ha로 49.0% 감소

540ppm에 도달하는 것과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하였고 2010년대 26,137.0ha로 1970년대에 비하여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여

62.7% 급감하였다(그림 2a). 특히 여름철에 재배하는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도달하는

고랭지배추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고랭지에서

것으로 전망한 자료이다.

재배하고 있으나 한국의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특
성과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아 다른 작형에 비하여 생
산이 어려우므로 김치냉장고의 출현과 공장 김치의
출현 및 수입 김치의 증가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더

3. 국내 고랭지배추 생산 현황

크다(김기덕 등, 2015).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1990
년대 9,302.7ha가 2000년대 7,173.0ha로 22.9% 감
배추는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제 2의 주식이라고 할

소하였고 2010년대에는 4,985.8ha로 전년 대에 비하

수 있을 만큼 생산과 소비가 높은 채소 작물이다. 배

여 30.5%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추는 생육조건에 따라 계절별 주산지가 구분되어 봄

증가하고 있다(그림 2a).

철과 가을철에는 호남, 충청, 경기 지역에서 재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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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배추와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a)과 단위면적당 생산량(b)(1991〜2016년)

비료의 등장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65.0t/

하여 16.8%, 18.9% 감소하였다. 남부지역은 1990년

ha, 2000년대 65.5t/ha, 2010년대 78.2t/ha으로 단위

대(2553.5ha)에 비하여 2000년대(1626.0ha) 36.3%

면적당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감소하고 2010년대(497.0ha)에는 전년 대에 비하여

는 1990년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1% 증

69.3% 감소하며 1990년대의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가하였지만 2010년대에는 전년 대에 비하여 변화폭

이 현재 80.5%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8.9%로 증가율이 더욱 커졌다. 반면에 고랭지배

시대별 고랭지배추의 생산량은 강원도의 경우 전년

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 35.3t/ha이었던

대에 비하여 각각 11.8%, 28.0% 감소한 것에 비하여

것이 2000년대 37.8t/ha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남부지역의 고랭지

대 들어서 34.0t/ha으로 감소하였다. 즉 1990년대에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에 비하여 각각 27.6%, 68.8%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0년대에 7.0% 증가

로 크게 감소하였다.

하였다가 다시 2010년대 들어서 10% 감소함으로써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국의 단위면

최근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정성을

적당 생산량 수치와 같이 강원도의 경우 1990년대

보여준다(그림 2b).

(35.6t/ha)에 비하여 2000년대(37.5t/ha)는 5.2% 증

표 2는 전국 고랭지배추의 생산 현황과 북부 고랭

가하다가 2010년대(33.3t/ha)들어 전년 대에 비하여

지지역(강원도) 및 남부 고랭지지역(전북, 전남, 경북,

11.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고랭지배추

경남)의 생산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것이다. 전국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에 비하여 각각 15.1%,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0.7%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남부지역의 고랭

하고 있다. 전국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이 1990년대

지배추 재배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불안정했던

에 비하여 2000년대 22.9% 감소하였고 2010년대에

남부 준고랭지 재배지가 사과, 포도 등 과실류를 중심

는 2000년대에 비하여 30.5% 감소한 것과 같이 전국

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남부지역의 고랭지배추 재

고랭지배추의 생산량도 각각 16.8%에서 37.7%로 감

배지역은 안정적인 기후조건 등이 보장된 곳을 중심

소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으로 고랭지배추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

고랭지배추의 주 재배지역인 강원도와 남부고랭지

할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이와 같이 고랭지배추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후

1990년대에 6653.5ha였던 것이 2000년대, 2010년대

변동 등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불안정해지며

각각 5533.2ha, 4488.8ha로 감소하여 전년 대에 비

생산이 불리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고랭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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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원도고랭지와 남부고랭지의 시대별 고랭지배추 생산현황(1991〜2016년)
times

1990S

region
production (t)
All

2000S

328,326.2

273,262.2

170,391.3

9,302.7

7,173.0

4,985.8

35.3

37.8

34.0

237,138.2

209,071.5

63,627.7

6,653.5

5,533.2

4,488.8

35.6

37.5

33.3

production (t)

87,937.9

63,627.7

19,860.7

cultivation area (ha)

2,553.5

1,626.0

497.0

34.5

39.7

40.0

cultivation area (ha)
yield (t/ha)
production (t)

Gangwon

cultivation area (ha)
yield (t/ha)

Southern
region

2010S

yield (t/ha)

추 생산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도는 해발고도가 높은

도와 생육도일, 최대연속건조일수, 최대연속강우일

완전고랭지의 경우 남부지역과 강원도 준고랭지와

수, 호우일수(30mm, 50mm, 80mm) 등 다양한 분석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이 전무하므로 큰 면적 변

을 시행하였으나 본 논문에는 지역별 고랭지배추 단

동 없이 현지 주민에 의해 고랭지배추 생산은 지속될

위면적당 생산량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것으로 판단된다.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완전고랭지 지역

4.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완전고랭지의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은 전체 고랭지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의 관계

배추 재배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표 1 참조).
특히 태백시 삼수동은 해발고도 평균 1,160m에 위치

강원도 고랭지배추는 600m이상인 완전고랭지와

한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와 996m에 위치한 귀

400~600m에 해당하는 준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

네미마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강원도 완전고랭지는 평창군

으로 한 해의 전국 고랭지배추 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의 대관령면과 태백시의 삼수동이며 준고랭지는 정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평창군 대관령면과 태백시 삼

선군의 임계면과 평창군의 방림면으로 해발고도와

수동의 고랭지배추는 횡계 일부지역과 상하사미 지

재배시기가 다양하여 기후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지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5월 하순~6월 상순까지 파종

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4개 지역

을 하고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노지에 모종을 정식

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지역별 기후요

한다.
파종 후 30일내 내부 속잎이 서게 되면 노지에 배

소와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고랭지배추 생육시기는 파종기, 정식기, 생육기, 결

추 모종을 정식하고 외부엽 18매 정도가 충실해지면

구기, 수확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

결구를 시작하므로 7월 중순~8월 상순이 완전고랭

기별 고랭지배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

지 지역의 결구기이다. 결구과정은 영양 상태가 좋으

소인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 일조시간 등을 중

면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이 체내에서 생성되어 잎의

심으로 생육시기별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뒤쪽으로 이동하여 세포를 신장시키며 잎의 뒤쪽의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효적산온

세포가 크게 발육하여 잎이 서게 되고 결구상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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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령지농업시험장, 2000). 수확기는 8월 상순부터

영향을 미쳐 평균기온(Tmean7F) 및 최고기온(Tmax7F)과

시작하여 수요량이 많은 추석 3주전까지이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뚜렷한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1차 차
분 자료와 생육시기별 기후요소 1차 차분 자료의 상

음의 관계를 갖으며 기온이 높을수록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관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

결구기의 적정온도는 15.0~18.0℃로, 기온이 높지

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6월 중순~7월 상순)

않을 때 결구가 촉진된다. 대관령면 고랭지배추의 단

의 평균기온(Tmean)과 최고기온(Tmax), 최저기온(Tmin)

위면적당 생산량과 결구기의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고랭지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 대관령

배추의 생육기(정식 후 결구기 전)에는 생육 초기의

의 분석기간 동안의 결구기 평균기온은 20.3℃이고,

저온에 의해 꽃눈 분화가 발생할 수 있고 생육 후기

최고기온은 24.0℃로 해에 따라 결구기 적정온도 이

의 고온에 의해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및 개화가 촉

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온 상승에 따라 고랭지배

진되어 생식 성장이 이루어져 엽수 증가를 위한 영양

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안재훈 등(2008)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배추 꽃눈 분화는 12.0℃ 이

은 7월과 8월의 평균기온이 21.5℃ 이상일 때부터 고

하 저온에 7일 이상 경과하면 발생한다. 대관령면 고

랭지배추 생산량이 정체되어 23℃부터 감소한다는

랭지배추의 생육 초기인 6월 중·하순의 평균기온은

실험을 통하여 결구기의 발육영점온도를 선정하였

16.7℃이고 최저기온은 12.5℃이다. 고랭지배추 품

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결

종은 꽃눈 분화를 위한 저온요구성이 커서 상당한 저

구기와 이른 수확기를 포함한 7월과 8월의 평균기온

온이 아니면 꽃눈이 분화하지 않으므로 생육 초기의

이 결구기 발육영점온도인 21.5℃ 이상인 경우(Tavg78_

기온과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DTT

양의 관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기온과의 상관

에 생육 후기인 대관령면의 7월 상순 기온은 추대에

관계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므로 대관령면

growing
heading

correlation coefficient

0.5

0.0

-0.5

-1.0

*

*

Tmean Tmax

*

Tmin

*

**

*

**

Tmean7F Tmax7F Tmean Tmax

*

*

SS Tavg78-DTT

그림 3. 대관령면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2016년). 상자
밖의 위아래 평행선과 상자의 위아래 경계선은 아래부터 각각 자료의 1%, 25%, 75%, 99%를 의미함. 상자안의 선과 검은 점은
각각 자료의 중앙값과 평균임. * α=0.05, ** 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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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고랭지배추 생산에 미치는 영향

배추는 약광에서 잘 성장하는 작물로 특히 결구기

생산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기후요소

이후에는 약광 하에서 외엽수가 줄고 속이 충분히 여

를 표현한 것이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의 단위면

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저온에 의해 꽃대가

적당 생산량이 기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생기는 평난지 배추와 달리 고랭지배추는 일조시간

에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강수

이 길고,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에 의해 꽃눈이 생기

현상과의 관계가 특징적이다.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기도 한다(http://www.seminis.co.kr/resources/

인 정식기의 강수량(Prec)과 30mm와 50mm 각 이

CHCabbageFT). 결구에 필요한 속잎과 겉잎은 각각

상 일수(RN_30, RN_50)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25매씩 50매 이상이 필요하지만 50매 이하에서 꽃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며, 결구기의 강수

눈이 생기면 잎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배추

일수(RN)와도 음의 관계이며 결구기의 최대연속건조

가 속이 차지 않고 꽃대가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

일수(CDD)와는 양의 관계이다.

량이 감소(http://www. seminis.co.kr/resources/

삼수동의 고랭지배추는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

CHCabbageFT)하므로 일조시간(SS)과는 통계적으

지와 귀네미 마을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주 재배

로 유의한 음의관계를 보인다. 이는 고령지농업시험

지역의 해발고도가 평균 1,000m 이상으로 고온에 대

장(2000)에서 고랭지배추를 6월 10일경 파종하여 7

한 스트레스가 대관령면에 비하여 감소하므로 기온

월 중순부터 수확 시까지 75% 차광망을 이용하였을

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차광하지 않은 경우에 비

정식기는 어린 모종이 노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

하여 67% 이상 증가하였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는 시기로 정식 후 날씨가 가물면 모종이 시들고 강수

따라서 결구기의 일조시간이 감소할수록 결구가 촉

량이 많을 경우 정식기가 지연되거나 토양 수분 포화

진되어 대관령면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증가한다.

에서는 강수가 부족할 경우 대부분 인위적으로 관개

그림 4는 태백시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1.0

하여 대관령면과 삼수동 모두 정식기의 물 부족을 극

planting
heading

correlation coefficient

0.5

0.0

-0.5

-1.0

*

**

*

*

*

Prec

RN_30

RN_50

RN

CDD

그림 4. 삼수동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2016년). 상자
밖의 위아래 평행선과 상자의 위아래 경계선은 아래부터 각각 자료의 1%, 25%, 75%, 99%를 의미함. 상자안의 선과 검은 점은
각각 자료의 중앙값과 평균임. * α=0.05, ** 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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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원도 완전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지리적 특성
Samsu-dong

Daegwallyeong-myeon

Maebongsan

Gwinemi

cultivation area (ha)

304.4

110

80

altitude (m)

720~853

1,047~1,271

927~1,078

slope (°)

5.9

15.2

18.0

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돌밭으로 이루어

랭지 1기작형과 추석을 지나 주로 10월에 수확하는

진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은 강수량이 많을 경우 정식

준고랭지 2기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가 지연되거나 급경사로 어린 모종이 유실될 가능

준고랭지 1기작형의 사례 재배지역인 정선군 임계

성이 커지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의 요인이 된

면은 4월 상순에 파종하여 5월 상·중순에 노지에 정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하고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결구기를 지나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평균 경사도

7월 상순과 중순에 고랭지배추를 수확한다. 그림 5(a)

가 5.9°인 것에 반하여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는 임계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

의 경사도는 15.2°, 귀네미 마을의 경사도는 18.0°이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면 고랭지배추

다(표 3). 또한 매봉산 재배지역은 동쪽사면에 위치하

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정식기의 최저기온(Tmin),

여 강수현상이 더 발달하므로 정식기와 생산량에 영

생육기의 일조시간(SS), 결구기의 일조시간(SS) 간에

향을 미치는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뚜렷한 음의 상관

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준고랭지

관계를 보이며 결구기의 최대연속건조일수와는 양

1기작형의 정식기는 5월 상·중순으로 이 시기의 임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고랭지배

계면 평균 최저기온이 8℃임을 고려할 때 꽃눈 분화

추 재배지역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뿌리혹병은

가 이루어져 꽃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최저

다습하고 기온 20~24℃에서 쉽게 발병하므로(한국

기온이 높을수록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원예발달사편찬위원회, 2013) 결구기 이후 영양 생장

것으로 판단된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00m이상의 완전고랭지

생육기와 결구기에 해당하는 5월부터 7월 상순까

지역이지만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이 위치한 삼수동

지는 동풍기류의 유입으로 구름 및 강수현상의 빈도

은 기온의 영향이 뚜렷한 대관령면과는 달리 해발고

가 잦고 장마기간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임계면의

도의 차이와 경사도, 사면의 위치 등의 지리적 특성에

생육기와 결구기는 정식기와 같이 기온이 높지 않은

따라서 강수현상의 영향이 뚜렷하다.

기간으로 분석기간의 기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정
온도에 해당되어 임계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

2) 준고랭지 지역

온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자료 미제시). 한여름
에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완전고랭지 지역에서는

임계면과 방림면은 각각 여름배추의 시작을 알리

일사량이 배추의 광보상점 15,000~20,000lux, 광포

는 준고랭지 1기작형과 여름배추 마지막을 차지하는

화점 40,000~50,000lux를 초과한 100,000lux 이상

준고랭지 2기작형의 대표적인 재배지역이다. 해발고

으로 약광에서 잘 자라는 배추의 생리 특성상 일조시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

간이 감소할수록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역은 완전고랭지에 비하여 기온이 높기 때문에 한여

반하여 준고랭지인 임계면에서는 잦은 강수현상으로

름 재배가 불가능하다. 준고랭지 배추재배는 한여름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 생육지연 및 단위면적당 생

전후 기간을 이용하여 7월 상·중순에 수확하는 준고

산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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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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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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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b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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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ing
Tmin

0.0

heading
SS

-1.0

SS

그림 5. 임계면(a)과 방림면(b)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
2016년). 상자 밖의 위아래 평행선과 상자의 위아래 경계선은 아래부터 각각 자료의 1%, 25%, 75%, 99%를 의미함. 상자 안의
선과 검은 점은 각각 자료의 중앙값과 평균임. * α=0.05, ** α=0.01

특히 생육기의 초기에 일조 부족은 작물을 연약하
고 웃자라게 만들어 생육기 후기에 각종 병해충 및 생

쇄시킬 수 있으므로 추대 발생을 제한하면서 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리장해 현상을 증가시킨다(고령지농업시험장, 2000).

이와 같이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랭지배

이로 인하여 완전고랭지인 대관령면에서 고랭지배추

추는 재배시기에 따라서 준고랭지 1기작형은 정식기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결구기의 일조시간 간에는 음

의 최저기온과 이후 결구기까지의 일조시간의 영향

의 관계이지만 임계면에서는 양의 관계가 뚜렷하다.

이 뚜렷하고 준고랭지 2기작형은 결구기의 최저기온

준고랭지 2기작형의 대표 재배지역인 평창군 방림

과 강수일수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완전고랭지 지역

면은 고랭지배추를 7월 상·중순에 파종하여 8월 상·

에 해당하는 대관령면과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

중순에 정식하고 9월 결구기 이후 10월 상순부터 하

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가 해발고

순까지 수확한다. 한여름에 노지에 정식하므로 배추

도와 경사도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에 반하여, 준고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정식 후 최고기온이 음의 관계

랭지 1기작형과 준고랭지 2기작형은 해발고도가 낮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 지역으로 기온 상승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결구기

당 생산량의 감소가 기대되었지만 재배시기가 한여

최저기온(Tmin)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

름 전후로 분산되어 오히려 꽃눈 분화와 꽃대가 형성

다. 방림면의 결구기에 해당하는 9월의 평균 최저기

되는 추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최저기온의 상승에 의

온은 배추 결구기 적정온도인 16℃보다 낮은 13.8℃

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다. 배추 생육시기 중 저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
우 어느 시기라도 추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림면
의 경우 기온이 높은 생육시기의 전반기에 비하여 결

5.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구기의 최저기온과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생산량 변화율 추정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b).
또한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결
구기의 강수일수(RN)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관계이다. 일교차가 큰 9월의 강수일수 증가는 야간

수 있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는 완전고랭지와 준고

의 최저온도 하강을 막아주고 주간의 강한 일사를 상

랭지로 구분되어 각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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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름 작형인 고랭지배추는 호냉성 작물의 특성상

정하기 위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

고온과 많은 강수량 등과 그로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출 수준을 현재 추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RCP8.5)

재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고랭지인 평창

와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RCP4.5)

군 대관령면은 정식 이후 추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있는 생육기와 결구기의 기온 및 일조시간의 영향이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대관령면

뚜렷하였으나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곳에 위

의 2041~2070년까지 생육기 평균기온은 현재보

치한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을 포함한 태백시 삼수동

다 0.7℃ 상승하고 2071~2100년까지는 1.3℃ 상승

의 고랭지배추는 정식기와 결구기의 강수 영향이 뚜

한다(표 4). 또한 생육기와 결구기 최고기온은 현재

렷하였다. 준고랭지 1기작형에 해당하는 정선군 임계

보다 2041~2070년에 각각 1.4℃, 0.8℃ 상승하고

면의 고랭지배추는 고온보다는 늦봄에 해당하는 정

2071~2100년에는 각각 2.2℃, 1.5℃ 상승할 것이라

식기 저온의 영향이 뚜렷하였고 준고랭지 2기작형의

추정하고 있다.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에 비하여 최고

평창군 방림면의 고랭지배추는 초가을에 해당하는

기온의 변화가 더 뚜렷하다.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가

결구기 저온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강원도 고

배출될 경우(RCP8.5)에는 기온의 상승폭이 더욱 증

랭지배추 지역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각 생육시기

가하여 생육기와 결구기의 최고기온이 2041~2070년

별 관계가 뚜렷한 주요 기후요소들을 중심으로 미래

에 각각 2.8℃, 2.5℃ 상승하고 2071~2100년에는 각

서로 다른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

각 4.9℃, 4.1℃ 상승하였다.

적당 생산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삼
수동은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정식기

1)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현재와 미래 기후의
차이

의 강수량과 결구기의 강수일수가 현재보다 2041~
2070년에 각각 7.5mm, 9.0일 증가한 것에 반하여
2071~2100년에는 현재보다 각각 2.2mm, 8.9일 증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

가하여 21세기의 중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다소 감

표 4. 강원도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 배추재배지역의 현재 기후와 미래 기후의 차이
scenario
region

Daegwallyeong
-myeon

growing

heading

600m
over
Samsu-dong

400
600m

climate
element

planting

period

RCP4.5
2041-2070

RCP8.5

2071-2100

2041-2070

2071-2100

ΔTmean(℃)

0.7

1.3

1.7

3.8

ΔTmax (℃)

1.4

2.2

2.8

4.9

ΔTmin (℃)

0.3

0.6

0.9

3.0

ΔTmean(℃)

0.1

0.9

1.6

3.2

ΔTmax (℃)

0.8

1.5

2.5

4.1

ΔPrep (mm)

7.5

2.2

-25.3

-54.7

ΔRN_30 (days)

-o.2

0.2

-0.5

-0.5

ΔRN_50 (days)

-0.3

-0.1

-0.4

-0.5

heading

ΔRN (days)

9.0

8.9

12.1

12.1

Imgye-myeon

planting

ΔTmin (℃)

0.0

0.5

0.5

2.0

Bangnim
-myeon

heading

ΔTmin(℃)

0.0

0.6

0.2

2.2

ΔRN (days)

19.9

22.0

14.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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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전고랭지

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CP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서는 정식기의 강수량이 2041~2070년과

대관령면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인 경우 생

2071~2100년에 현재보다 각각 25.3mm, 54.7mm

육기의 기온상승이 2041~2070년간 고랭지배추 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구기의 강수일수는

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10.4% 감소시키고 결구기

현재보다 증가하여 불안정한 강수현상의 특징이 전

기온상승이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망되었다.

0.2% 감소시키며, 2041~2070년 고랭지배추 단위면

준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임계면의 정식기

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평균 5.3% 감소하는 것으로

와 방림면의 결구기 최저기온은 RCP4.5 기후변화 시

추정된다. 2071~2100년의 평균 고랭지배추 단위면

나리오에 의하면 현재와 2041~2070년간의 차이가

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상승과 결구기의 기온

발생하지 않았으나 2071~2100년에는 각각 0.5℃,

상승에 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각각 평

0.6℃ 상승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RCP8.5 기후변

균 19.8%, 평균 4.8% 감소하여 21세기 중반기에 비

화 시나리오에서서는 현재보다 2041~2070년에 각

하여 감소폭이 2배 이상 증가(평균 12.8%)할 것으로

각 0.5℃, 0.2℃ 상승하고 2071~2100년에는 각각

추정된다(그림 6a).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RCP8.5인 경

2.0℃, 2.2℃ 상승할 것이라 하였다.

우는 RCP4.5에 비하여 생육기의 기온상승 변화가 더

2)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욱 증가하며 2041~2070년의 생육기 기온상승이 고
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28.2% 감소시키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

고 결구기의 기온상승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8.9%

면적당 생산량 변화는 앞서 분석된 각 지역의 고랭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41~2070년의

배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의 고랭지배추

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상의 차이를 적용

단위면적당 생산량보다 평균 18.5% 감소할 것으로

하여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일조시간 자료는 미래

전망된다.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상승과 결구기의 기온상승이

의 미래 고랭지배추 생산량 전망은 기온과 강수 자료

각각 67.0%, 19.2%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에 영향

만을 적용하였다.

을 미치며 현재보다 평균 43.1%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된다(그림 6b). 따라서 대관령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20

yield change (%)

20

a

0

0

-20

-20

-40

-40

-60
-80

-60

growing
heading
Tmean Tmax Tmin Tmean Tmax Tavg78-DTT Tmean Tmax Tmin
2041-2070

Tmean Tmax Tavg78-DTT

-80

2071-2100

yield change (%)

b

growing
heading
Tmean Tmax Tmin Tmean Tmax Tavg78-DTT Tmean Tmax Tmin Tmean Tmax Tavg78-DTT
2041-2070
2071-2100

그림 6. 대관령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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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 RN_30 RN_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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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삼수동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는 결구기보다 생육기의 기

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RCP4.5

온상승 경향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할 것으

보다 RCP8.5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할 때 감소율이 더

로 전망된다.

증가한 것에 반하여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삼수동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당 생산량 변화율은 태백의 21세기 중반기보다 후반

RCP4.5인 경우 2041~207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

기의 강수현상이 감소하는 변화특성에 의하여 후반

적당 생산량이 정식기의 강수량 변화에 의하여 0.4%

기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 경향이 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결구기의 강수일수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참조).

증가가 16.5% 감소시키며 전반적으로 단위면적당 생
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현재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② 준고랭지

당 생산량보다 평균 3.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준고랭지 1기작형의 고랭지배추 재배가 가장 처

(그림 7a). 또한 삼수동 고랭지배추는 2071~2100년

음 이루어지는 임계면은 RCP4.5인 경우 2041~2070

정식기와 결구기 강수현상의 변화에 의하여 고랭지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정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율이 각각 평균 0.6%,

식기 최저기온의 상승에 의하여 평균 2.9% 감소

16.5%로 현재보다 평균 4.6% 감소되어 2041~2070

하고 2071~2100년에는 0.6% 감소하는 것으로 추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비하여 0.7%

정된다(그림 8a).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 임계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우 2041~2070

은 2041~2070년에는 현재보다 0.7% 감소하지만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2071~2100년에는 현재보다 6.7% 증가하는 것으로

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RCP4.5의

추정되었다(그림 8b). 이는 현재 임계면의 정식기 평

2041~207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균 최저기온이 꽃눈 분화의 한계 기온보다 4℃ 이상

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

낮았으므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최저기온이

다(그림 7b). 또한 2071~2100년의 평균 고랭지배추

최대 2℃까지 상승되었을 경우(표 4 참조) 정식기 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평균 3.4% 감소하는

저기온만을 고려한 임계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

것으로 추정되어 RCP4.5와 RCP8.5 시나리오에 의해

면적당 생산량은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

추정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율 중

이라 전망된다.

현재보다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이는 대관령면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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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재배지역인 방림면은 RCP4.5인 경우 2041~2070

1.9%, 8.5%로 RCP4.5에 비하여 더 커졌으나 강수일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결

수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2041~2070년

구기 최저기온의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평균

과 2071~2100년 모두 14.3%가 되어 RCP4.5의 경우

10.0% 증가하고 2071~2100년에는 평균 11.9% 증가

보다 RCP8.5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9a). 최저기온에 의한 변화

율이 2041~2070년과 2071~2100년 각각 4.5%, 6.4%

(21세기 중기: 1.3%, 21세기 후기: 3.2%)보다 강수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RCP8.5일 경

수(21세기 중기: 18.8%, 21세기 후기: 20.7%)에 의

우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41~2070년

한 변화율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은 현재보다 평균 8.1% 증가하고 2071~2100년에는
평균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우는 결구기 최
저기온의 상승에 의해 2041~2070년과 2071~2100

본 연구에서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면적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각각

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한 기후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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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계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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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림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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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허인혜

는 현재 기후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생

면은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양의 관계이다. 완전고랭

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만을 선정하여 분석

지에 포함되는 대관령면과 삼수동의 단위면적당 생

하였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 기온상승

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에 해발

에 의해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

고도와 경사도 등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준

로 크게 감소하고 삼수동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

고랭지인 임계면과 방림면은 한여름 전후로 구분된

향을 미치는 강수변화로 인하여 대관령면에 비하여

재배시기의 영향이 특징적으로 반영되었다.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고랭지에 위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 기온상승에 의해

치한 임계면은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정식기의 저온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

현상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

소하고 삼수동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한 변동이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되고, 방림

강수변화에 의해 대관령면에 비하여 감소폭이 크지

면은 결구기의 최저기온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고랭지에 위치한 임계면은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정식기의 저온현상에 의한 고랭

추정되었다. 또한 임계면과 방림면은 고랭지배추 생

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정한 변동이 21세

산량 변화율이 각각 RCP8.5 시나리오, RCP4.5 시나

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되고, 방림면은 결구기의 최

리오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기온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고랭지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전망할 경
우 현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

6. 요약 및 결론

지 않지만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각 지역별로 본 연구
에서 고려되지 않은 기후요소의 영향이 더 뚜렷해질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배추 생산 자료와 기후자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를 이용하여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의 고랭지배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를 추출

주요 기후요소인 일사량과 일조시간에 대한 자료가

하고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성 변화율을

제공되지 않아 광(光)에 반응하는 작물의 생육활동에

추정하였다.

관한 특성을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

분석기간 중 전국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과 단위

화율 추정에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준고랭지를 중

안정적인 고랭지배추 재배와 생산 시스템의 정책 확

심으로 급격한 재배면적의 감소로 단위면적당 생산

립을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별 고랭지 단위면적당 생

량이 다소 증가하는 남부 고랭지지역에 비하여 강원

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후요소의 미래 위험성

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을 전망하고 장기간 구축된 고품질의 농업 생산 자료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

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후요소별 고랭지배추

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 결구기의 기온, 결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기여도를 파악한 후 종합

구기의 일조시간 등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반면에

적인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식기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 강수량과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음의 관계이다. 준
고랭지인 임계면과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정식기의 최저기온, 결구기의 최저기

주

온과 양의 관계이다. 또한 임계면은 정식 이후부터 결
구기간까지 일조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이며 방림

1) 태백시의 읍면별 고랭지배추자료는 1995년부터 수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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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선군 임계면의 고랭지배추자료는 2003년 자료가 결

안재훈·김기덕·이정태, 2014, “고랭지배추의 생장모의,”

측되었다.

한국농림기상학회지, 16(4), 309-315.

2) 준고랭지 1기작형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방림면에는

안재훈·박창영·류종수·진용익, 2008, “지구온난화시 한

AWS가 위치하지 않아 가장 근접한 평창 AWS자료를 이용

반도 고랭지농경지 변동 예측,” 한국농림기상학

하였다.

회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공동학술발표대회 자료

3) 일강수량 80mm 이상일 경우를 호우 기준으로 사용(이승
호, 1999; 이승호 등, 2011)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 내
분석기간 동안에는 출현빈도가 낮아 기준을 하향(Zhai et

집, 17(1), 82-86.
오순자·문경환·손인창·송은영·문영일·고석찬, 2014,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배추의 생장과 광합성 및

al ., 1999)하여 30mm, 50mm도 추가 선정하여 분석에 이

엽록소 형광 반응,” 원예과학기술지, 32(3), 318-

용하였다.

329.

4) 배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형태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2015,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배추

변화평가를 위한 전자 농업기후도 자료, 농촌진

5) 노지에 배추 모종을 정식한 이후 25~30일 정도 되면 최대

흥청.

생육을 하며 결구가 시작되므로 기온에 민감할 뿐만 아니
라 충분한 물공급이 필요하다. 병충해 발생과 각종 생리장

이승호, 1999, “제주도 지역의 강수 분포 특성,” 대한지리

해 발생이 증가하는 기간으로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결핍증

학회지, 34(2), 123-136.

등 생리장해 발생이 심해지고 구가 작아지며, 토양이 습하

이승호·김선영, 2008, “기후변화가 태백산지 고랭지 농업

면 뿌리마름병, 연부병등의 발생이 심해지고 배추 흰줄기

의 생육상태와 병충해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연

부분이 두껴워져 상품성이 저하된다.

구, 42(4), 405-416.
이승호·김은경·허인혜, 2011, “한국의 유역별 호우변화
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5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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