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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천, 유역 홍수저감 시설물과 댐 등 대형 수공구조물에 대

한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단순히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의 안

전기준의 부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설물 설계기준별 홍수 위험도와 취약성을 평가

하고,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재설정하여 현재 설계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 저감계획 및 경제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

행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적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

해서 AR5 기반의 극한 강우 시나리오를 생산하였으며,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과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연구개발성과

 •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시나리오 산정 기술 및 PMP 산정기술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구 현황 조사 분석과 자료 수집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Bayesian Copula 모형을 개발하고 기상청 RCP-R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극한

강우 시나리오를 산출하였음.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 생산 및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PMP 결과를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음

  - Conditional Copula 개발을 통해 미래 극한강우 시나리오를 생산하였으며, 해

당 시나리오를 활용한 지속시간 별 IDF 자료를 제공하였음. 또한, 단일 RCM이 

아닌 다중 RCM 자료를 이용하여 PMP를 생산하고 앙상블 결과를 제시하였음. 

  - 다중 RCM 자료를 이용한 지속시간 별 극한강우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D/B를 구

축하였음. PMP 산출방법을 기초로 한 Trans-Storm and Mega-Storm 

Softwatr(TMSS) 개발을 수행하였음. 또한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과거의 극한강

우 사상을 재현하였으며 해당 강우사상에 대한 최대화를 수행함

  - 개발된 극한강우사상의 실제 사용을 위한 검증 및 보완을 수행하였으며 현업

화를 위한 Wamis-CC 탑재를 수행하였음. 또한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재현 및 

최대화된 강우사상에 대한 한강지역으로의 전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

였음

  -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정할 수 있는 층적 Bayesian 해석 모형 개발을 

통한 지역기후모델을 산정하고 시계열 상세화를 수행할 수 있는 NSRPM 기반의 

S/W 개발을 통해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였음. 또한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을 수행할 수 있는 S/W 개발 및 물리적 기반 최대강수사상 표출 S/W 개발을 



수행하였음

 •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과 설계홍수량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하천시설물 및 취약성 분석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를 

조사하였고,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시범유역(한강유역)에 대하여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을 

비교함과 동시에 경년 홍수량 변화를 살펴보았음. 또한, 하천제방의 설계 및 

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제방 붕괴 사례 및 피해 양상을 조사하였음

  - 시범유역(한강유역)에 대하여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

여 분석하였고, 편의보정 방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음. 또한, 제방의 형

태에 따른 SEEP/W 안전율 및 침투류를 분석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방어 기준과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개발을 위하

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CORDEX) 기반의 확률강우량 및 미래 홍수량을 산

정하였고, 하천제방에 대하여 취약성 분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제

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

였음

  - 기후모델을 평가하여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제시하는데 적절한 모델을 선정

하였고, 우리나라 실무 여건을 고려하여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을 비교·검토

하였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을 위하여 제방홍수취약성

지수(LFVI)를 시범유역(한강유역)에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기후변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

하여 미래 홍수량을 산정하였고,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또

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및 취약성 분석 기법을 도출하였

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제방 취약성 분석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 국내∙외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조사와 댐 설계기준 

및 절차, 댐 재개발 평가 현황 및 대상유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DB형태로 구축

하여 가시화하였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댐 시설물의 고령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댐 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댐 재개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Google Earth와 GIS를 이용하여 국내 댐 재개발 평가를 위한 표준DB를 구축함

  - 댐 재개발 평가기준 신뢰도 향상을 위한 AHP-Delphi기법 및 최적척도 적용하

였으며, 한강유역 1종 댐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항목에 따른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지형DB, 속성DB, 평가DB 자료를 기반으로 

댐 현황 및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함

  - 시범유역 확장을 통해 댐 재개발 기술검증 및 고도화를 수행하였으며, 기 개

발된 시스템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함. 유역적용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수문학적 안전성 및 재개발 평가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함

  - 정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민 설문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리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성능평가)’ 제 개정 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 연구성과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등록 

및 특허출원을 실시함. 또한, RCP시나리오에 따른 댐 평가절차 및 연구결과 

그리고 재개발실행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내용을 기술보고서에 수록함

 •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 국내∙외 유역홍수저감 기술 및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 분석 방법 등 기후변

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기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동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기존 유역홍수저감 시설물에 대하여 홍수범람 및 경제성 평가등을 통해 기존 

홍수저감 시설물에 대한 홍수대응능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홍수위험지수를 

이용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였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유역홍수저감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치수대책 변화 분석을 통한 치수안전도 개선 및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

략 제시 등 홍수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음

  -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시간단위 강우-유출 모형을 개발하여 거대홍수를 모의하

였으며,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를 고려한 홍수저감능력 평가를 수행하였음. 또

한, MLR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유형별 적합한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음

  -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최적 대피소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거대홍수 대응체계

를 구축하였음. 또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변수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유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

음

  - 거대홍수 해석을 위한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 해석 기능과 이에 따른 

범람해석 기능을 탑재한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댐 붕괴해석까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MCDM 방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등을 통해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

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기후변화를 고려한 IDF, PMP, 거대강우 등의 자료 생산을 통해, 환경부, 국토

교통부, 지자체 등과의 실용화 전략 공유를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음

 • D/B 표출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설계 회사 등에서 실무자들이 

손쉽게 사용 가능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홍수량 산정 결과는 현업에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미래 전망기간별 홍수량 결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

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및 하천시설물(제방) 취약성 분

석은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내 수문해석 기술의 선진화 가능

 • 기후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취약댐을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자본의 효율적이

고 집중적인 투자하기 위해 댐 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성능평가 구조안전성(수문학적 안전

성평가) 수행 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거대홍수 시스템 및 댐 붕괴 해석 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출된 범람모의 S/W 제



공 및 홍수통제소 대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홍수방어대안 선정 기밥 개발을 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

계획 수립시 대안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홍수 위험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치

수안전대책 정보를 제공함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기후변화 댐 안전성 극한 강우 극한 홍수 거대홍수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limate change Dam safety

Extreme 

rainfall
Extreme flood Mega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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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필요성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기해 왔

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IPCC(Intergover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지라도 기후의 탄성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변화 영

향의 근원적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

한 각종 적응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IPCC, 2007). 또한, 극한 강수의 발생 빈도는 도

시 및 비도시 지역의 구분 없이 과거 3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공구

조물의 치수안전도 저하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근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기후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기

후변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기상학적 재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천, 유역 홍수저감 시설물과 댐 등 대형 수공구

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단순히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의 안전

기준의 부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래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설물 설계기준별 홍수 위험도와 취약

성을 평가하고, 극한홍수 방어기준을 재설정하여 현재 설계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물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 저감계획 및 경제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프레임워크 개

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극한 홍수 적응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안전한 홍수방어

기준 설정 및 수공구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적응 기술을 개발 위

한 세부 과제로는 AR5 기반의 극한 강우 시나리오를 생산기술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

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형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1-1세부과제인 AR5 기반의 극한 강우 시나리오 생산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AR5 극치 시 단

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1-2세부과제인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과제에서는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수립 절차를 제시

하여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한다. 또한, 하천 시설물(하천제방)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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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개발한다.

1-3세부과제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과제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또한, 기후변호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1-4세부과제인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과제에서

는 거대홍수 및 기후변호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또한, 유역특성별

홍수위험도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그림 1.2 1세부 연구과제 최종목표 및 과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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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범위 및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기존 연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차별화

본 연구에서는 목표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연구수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1차

년도에서는 개발 기술을 위한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State of Art

Report 작성을 통해 최신 기술 현황을 파악한다. 2차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개발 단

계로서 기상청 RCM 대상 극치 강우시나리오 및 PMP생산, 시나리오 기반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도출 및 위약성 분석기술 개발, 댐 재개발 평가모듈 설계 및 댐 조건별 치수안전도 평가

D/B 구축, 홍수대응 시설물별 대응능력 평가 기순 수립 등을 수행한다. 3차년도에서는 시범유

역 적용 및 평가 단계로 통계학적/물리적 기반 최대강수 시나리오 생산 방법 정립,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치수

안전도 분석, 유형홍수저감을 위한 대안 설정 방안 등을 수행한다. 4차년도에서는 기술의 고도

화 및 현업화 단계로서 통계학적/물리적 기반 최대강수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극한 홍수 방어

기준 타당성 분석과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 및 검토한다. 또한, 댐

재개발 평가 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성 검증과 댐 치수안전도 평가 매뉴얼의 적용성을 검토하

고, 거대홍수 유출 모의 방법론 개발과 유역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도화 한다. 5차년도에는

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로서 최대강수 시나리오 현업화, 적용성 검토, 매뉴얼 작성, 전략 수립 등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6차년도에는 성과 보완 및 활용 단계로서 소프

트웨어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정책화 등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그림 1.3 차년도별 연구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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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범위 및 일정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시나
리오 산정기술 조사 분석 및 자
료수집

•국내 및 국외 극한강우시나리오 산정 연구현황 분석 보
고서 작성

•RCP 기반 기상청 RCM 자료 수집

◦하천시설물/설계기준에 대한 기
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천시설물 현황 및 설계기준 현황 조사 및 분석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설계빈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분석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조사

◦댐 안전도 평가기술 조사 및 분
석

•국내외 댐치수안전도 분석 방법 조사 및 분석

•댐 치수안전도 관련 제도 및 기준과 기후변화 고려한 국
내·외 댐 치수안전도 분석 방법 등 조사·분석

•댐 설계 시와 현 시점의 설계기법 및 기준 비교·분석

•국내외 댐 재개발 현황, 기술 사례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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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
에 따른 유역 홍수저감기술 현황
및 조사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기술의 국내ㆍ외 연구 동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 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외 홍수저감시설의 평가기법 조사

•국내외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방법의 조사 및 분석

2차년도

◦기상청 RCP-RCM 대상 극한강
우 시나리오 산출

•유역상관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한 다중시간규모 상세화
기법 개발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Daily, Hourly)

•기상청 RCP-RCM 대상 극치강수사상 재현성 평가

•기상청 RCP-RCM 대상 PMP 산출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시설물
취약성 및 설계기준 분석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

◦댐 치수안전도 재평가 및 댐 안
전도 평가 시스템개발

•기후변화 적응 댐안전도 평가를 위한 표준 D/B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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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댐안전도 평가모듈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시범유역에 대한 댐 치수안전도 재평가

•댐 치수안전도 관련 취약요소 조사

◦기왕홍수분석을 통해 유역별 홍
수저감 시설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및 분석 및 홍수대
응능력

•유역 치수 시설물의 홍수대응능력 분석

•유역 치수 시설물의 취약지역 도출 및 분석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 위험도 분석

•국내 유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별 홍수위험도 평가 기술
의 개발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피해 분석

3차년도
◦비정상성빈도해석 모형 및 홍수
시나리오 모듈 베타버전 구축

•연구단 RCP-RCM 대상 PMP 산출

•극치강수사상 변동 요인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수문기상
인자 검토

•종관기후학적 평가 및 원격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태풍
기상예측인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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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정상성 빈도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태
풍특성을 고려한 유역별 IDF, DAD 곡선 개발

•홍수시나리오 모듈 초기버전 구축

◦극한홍수 방어기준 및 하천시설
물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기술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치수안전
도 평가 및 댐 안전도 평가시스
템 시범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PMF변화 분석 및 불확실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댐 치수안전도 평가시스템 시범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다기준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

•댐 재개발에 따른 효율적 댐관리를 위한 댐운영률 분석
및 제안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 대
안 수립

•시험유역 선정을 통해 홍수저감 시설분류별 거대홍수대
응 능력 평가

•홍수저감 시설물별 치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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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역특성별 치수안전도 개선 방안 도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략 수립

4차년도

◦극치 시나리오 생산 및 홍수시나
리오에 따른 대응체계 모듈 작성

•기존 정상성/비정상성 빈도해석기법과의 비교 평가를 통
한 해석기법 정립

•비시나리오 기반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극치강수시
나리오 검증 및 보완

•RCP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불확실성 정
량화

•홍수시나리오 모듈 업데이트 및 대응체계 작성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및 하천 시설물 취약성 분
석 가이드라인 제시

•재설정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치수안전
도 및 댐 안전도 평가시스템 고
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시범유역 PMF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댐 치수안전도 관련 취약요소 변동 및
취약요소별 민감도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댐 치수안전도 평가 및 취약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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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유
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
수립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최적 홍수대응방안 구축

•강우유출분석을 통한 최적 홍수저감계획 수립을 통한 유
역홍수저감시설의 실행프레임워크 구축

•시험유역에 대한 홍수위험도 평가

•홍수대응능력평가 기술 및 위험관리전략의 시험유역의
적용

5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알
고리즘 개발 및 홍수시나리오 대
응방안 모듈 구축

•기술별 PMP 산정결과 검토

•비정상성 빈도해석의 활용방안 검토

•홍수시나리오 모듈 업데이트 및 대응체계 작성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홍수 방
어 기준의 검증 및 보완

•재설정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검증 및 보완

◦기후변화 적응 댐 치수안전도 및
댐 재개발 실행 프레임워크 마련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신규댐 건설 및 댐 재개발 계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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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운영 시스템 평가 및 가이드라인
제공

•공청회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통한 정책화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 댐 치수안전도 평가 매뉴얼 작성

◦기후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한 거대홍수대응 Emergency
Plan 수립 및 현업화 방안 제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적 최적홍수저감계획 수립

•최적홍수저감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적 Emergency Plan
수립

•시험유역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유역특성에 적합한 현업화 방안 제시

6차년도
◦AR5 기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
산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방법 개발

•설계홍수량 산정

•물리 기반 최대강우사상 추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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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호우-전이 기법 적용 Tool 개발 및 표출 S/W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제시 및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
라인 제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취약성 지수 적용 검토

◦실증연구 및 정책화 기반 마련/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제도화
기반 마련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

◦거대홍수 해석시스템 개발 및 경
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
별 대응전략 수립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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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연구성과

(1) 주요 연구성과

ㆍ AR5 극치 시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Copula 모형 기반 시간단위 극치강우량 생성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Conditional Copula

모형과 Multivariate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 모형을 개발 하였다. 또한, 지

속시간별 IDF를 제공하고 Hierarchical Bayesian 다중앙상블 모형을 통한 최적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ㆍ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 HadGEM3-RA RCM 기반 지속시간-영향면적 대상 PMP를 생산하였다. 또한, 물리 기

반 최대강수시나리오 생산 및 M-Storm 소프트웨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호우전이기법

적용 Tool, 미래 IDF/PMP 표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ㆍ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 AR5 시나리오 기반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ㆍ 하천시설물(하천제방)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 제방홍수취약성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방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였다.

ㆍ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 댐 재개발 평가기준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적응 댐 재개발 평가 매뉴얼을 작성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

다.

ㆍ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댐 치수안전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

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성능평가 부분을 반

영하였다.

ㆍ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 모형을 개발하고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최적 대피소 선

정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거대홍수 유출 해석 및 범람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ㆍ 유역특성별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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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위험관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2) 기술적 성과

ㆍ 특허 출원 3건

- 미래 가능최대강수량 산출방법

- 과거 극한 강우 사상 기반 강우량 예측 프로그램

- 연속호우사상 기반의거대홍수 및 댐붕괴 해석 시스템

․ 연구 성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 실적

ㆍ 소프트웨어 11건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100년 빈도 이슬점 산출 프로그램

- 호우사상 유역 전이 프로그램

- 극한호우 전이 및 최대화 프로그램

- 전국 유역별 티센가중치 산정을 통한 유역 대표 값 산정프로그램

- 댐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한 부재별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 댐 상태평가 결과 DB구축 프로그램

- 증발수요 가뭄지수 산정 프로그램

- IHDAM

- Copula-based Joint Drought Index(결합가뭄지수)산정 프로그램

- INHAFlood

- 댐평가기준 가중치산정 모형

- OpenAPI 자료를 이용한 초단기 강우예측 프로그램

(3) 경제적 성과

-

(4) 사회적 성과

ㆍ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기후변화 관련 인자를 고려한 수문학적 안

전성 평가 내용 반영

- 하천설계기준 수립 지침에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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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전문연구 인력양성

- 석사 35명 배출

- 박사 19명 배출

- 총 54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기업사기업 등 사회로 진출

ㆍ 한국 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과제 관련 학술지에 총 8편의 기술기사 제출

-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적응기술

- 홍수 위험 지수 산정 기법의 비교 검토

- 미국 오로빌(Oroville) 댐 사례가 보여준 예방적 유지관리의 가치

- 한반도 연속호우 발생 사례 및 전망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 HadGEM3-RA 기후모델을 이용한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량 산정 절차

- 제방의 구성 인자를 활용한 취약성 분석 기술

ㆍ 총 6회의 홍보부스 설치를 통한 과제관련 연구성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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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1)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생산기술 개발

(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시나리오 산정기술 조사분석 및 자료수집

①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 평가 방안 최신동향 조사 및 최적방안 수립

㉮ 연구배경(GCM/RCM 개요 및 한계점)

지구의 기후를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GCM은 현재까

지도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기후변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지구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대기,

해양, 지면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탄소 순환, 대기 화학과정 등 거의 대부분의 기후 시스템 요소

를 포함하는 접합 대순환 모형(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CGCM)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CGCM의 공간 분해능은 대기의 경우 수평으로는 약 250 km, 연직으로는 경계층 이

상의 고도에서 약 1 km 정도이며, 해양의 경우 수평으로는 125∼ 250 km, 연직으로는 200∼

400 m 정도. 지구 규모의 기후 모형의 공간 분해능과 모의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해상도의 공간 분해능과 물리 과정의 단순화로 인하여 지

역 규모 또는 국지 규모의 기후 현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자원과 같이 주어진 관측지점에 대한 강수 및 유출을 예측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최근에

전지구적 기상학적 패턴과 함께 국지적인 기상학적 패턴을 동시에 이해하고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GCM과 RCM 모형은 대규모 지역기상학

적 관점에서 바람장(wind field),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온도, 강수량을 예측

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다. RCM 모형은 역학적 상세화(dynamic

downscaling)라고 하며 전지구 기후변화 예측모형인 GCM으로 부터 모의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역학적 상세화를 실시. 전지구 모형이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지형의 효과를 잘 반영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CM(regional climate model)의 경우에

도 수자원을 위한 상세 수문정보를 생산하는데 문제점을 나타낸다. RCM을 통해 상세화된 기후

정보의 경우에도 실제 수문기상 현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극치분석이 필요한 경

우에 편의보정을 포함하여 통계학적 상세화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절에서는 전구기후모형의 온난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극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

평가 및 비정상성 빈도해석 등 2가지 주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분석에 있어서 역학적 상세화 기법의 경우 수문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기법에 근거한 해석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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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1)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 평가 최신 동향 조사 및 최적방안 조사

기존에 활용되었던 기술적 분석 방법은 극치강수량 또는 홍수량의 확률밀도 함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ntensity-Duration-Frequency(IDF)를 현재 및 과거로 구분하여 비교함

으로서 극치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관된 방법으로 이동창(moving window)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극치자료의 분포를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동창 방법을 이용하여 5, 10, 15

년의 다른 기간을 채택하여 벨기에 지역의 강수량 변화양상을 평가한 사례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극치수문자료의 경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단일 지점의 시계열 적용, 둘째, 2개 이상의 시계열의 여러 특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다항

유의성 분석, 셋째, 유역내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 일치성 분석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이러한 극치강수량 및 홍수량의 경향성 분석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은 다음 아래

표와 같으며, 연구동향 분석은 분석 국가, 분석 방법, 대상유역, 분석변량, 분석관측지점수, 자료

연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표 2.1).

국가/지역 자료/변량 방법 결과 참고문헌

Bulgaria

Nationwide

study

90 stations

Daily

precipitation

(1961-2005)

Mann-Kendall tes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Bocheva et al.

(2009)

Cypress

Nicosia

Extreme

precipitation

with

durations

between 5

min and 2

hours

Analysis of estimated

IDF curves based on

data from 1931-1970 and

1971-2007

Increase in extreme rainfall intensities observed. Pashiardis (2009)

Czech

Republic

Nationwide

study

175 stations

Daily

precipitation

(1961-2005)

Different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Mann-Kendall test

Significant increase in extreme precipitation in

winter in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20

- 30%).

Kyselý (2009)

Denmark

Nationwide

study

66 stations

Extreme

precipitation

with

durations

between 1

min and 48

hours

Analysis of estimated

IDF curves based on

data from 1979-1997 and

1979-2006

Mann-Kendall test

Regression analysis

Update of the regional IDF curves showed an

increase of about 10% for durations between

30 min and 3 hours and return periods of about

10 years. This trend was also confirmed by a

regional Mann-Kendall test.

Regression analysis shows an increase of about

2% in the number of extreme events per year

for rainfall durations between 1 min and 24

hours.

Arnbjerg-Nielsen

(2006)

Madsen et al.

(2009) Sadri et

al. (2009)

Gregersen et al.

(2010)

Finland

Nationwide

study

25 stations

Daily

discharge

Mann-Kendall test

Earlier timing of spring peak flow observed 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sites. However, no

trend observed in the magnitudes of spring

peak flow.

Korhonen and

Kuusisto (2010)

표 2.1 국외 극치강수량 및 홍수량의 경향성 분석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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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스케일 상세화 기법 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GCM에서의 기후예측 모형은 초기조건의 불확실성(uncertainty) 및 물리적과정

의 매개변수에 있어서의 불환전한 지식과 지배방정식의 수치해석상의 부정확성, 이산화

(discrete)된 계산스케일등으로 인하여 계산오차(bias)를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CM에

내재되어 있는 오차를 공학적으로 규명하고 보정하기 위한 상세화 기법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GCM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대순환 모형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기후정보를 얻기에서는

격자의 세분화, 적분 간격의 감소에 따른 계산량의 증가, 그리고 물리적 과정의 모수화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해석도구인

GCM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수문모형과의 시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동역학적 상세화(dynamic

downscaling) 및 통계학적 상세화(statistical downscaling)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동

역학적 기법의 경우 산지효과와 같은 물리적 요소에 대한 대기과정을 현실적으로 모의가 가능

하지만 고성능 연산 장비가 요구되며, 앙상블모의자료 생산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최근 통계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상세화 기법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

학적 상세화 기법의 장점은 계산부하가 작고 모델의 앙상블 전망을 통하여 예측의 불확실성까

지도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상세화 기법을

조사하였다.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은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변화를 전망하기 위

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세화 기법을 다양하게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출력 자료의 시간규모에 따른 분류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국가/지역 자료/변량 방법 결과 참고문헌

France

Nationwide

study

195 stations

Daily

discharge

Field significance test

Semi-parametric regional

consistency procedure

No general change was found at the national

scale. Increased flood peaks were observed in

Northeast, consistent with the trend in

observed rainfall.

A decreasing trend in high flow was observed

in the Pyrenees. In the Alps, earlier snowmelt-

related floods and increasing runoff due to

glacier melting were observed.

Renard (2006)

France

Mediterranean

region

92 stations

Daily

precipitation

(1945–2004)

Peak-over-threshold

extreme value model

with non- stationary

parameter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f the occurrence

and the intensity of extreme rainfall in three out

of seven regions were detected.

Pujo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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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방법론
자료 시간 규모

입력 출력

일단위

상세화

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LR) 방법 계절,월,일

일단위Weather Generator (WG) 방법 계절,월,일

Weather Typing (WT) 방법 계절,월,일

시간단위 상세화 Poisson Cluster 방법 계절,월,일 시간단위

표 2.2 시간 규모에 따른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 구분

이러한 상세화 기법 분석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표 2.3∼표 2.4와 같으며, 연구동향 분

석은 연구지역, 적용기간, 적용 기법, 입력자료, 출력형태, 결과로 정리하였다.

연구지역 적용기간 적용기법 입력자료 출력형태 결 론

Brazilian,
Amazon 2070∼2099 CGCM3. CSIRO,

GFDL

daily precipitation
of CGCM3,

CSIRO, GFDL and
Observation data

precipitation
(daily)

5개의 GCM모델의 강우데이터를 신경망의
input으로 구성하여 강우를 예측한 결과,
1∼3월은 강수의 증가, 6∼8월은 강수의

감소를 나타냄

The northern
New Mexico
The central
Texas

2004

ASOADeK
Regressions
Optimizing
rain-cluster

structures Random
cascade

coarse-pixel
precipitation map,
topographic map

time series
analysis on
precipitation
(daily)

4km∼1km의 NEXRAD에서 일단위 그리고
시간단위에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Six stations in
Central Europe 1961∼1990 WGEN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daily)

모델의 물리적 특성이나 매개변수들의
불확실성의 차이로 관측값과 모델과의 적절한

대응이 결정됨.

Alps 2070∼2100
(모의)

SDM
RCM

sea-level pressure,
geopotential
height,

temperature etc

Precipitation
for OBS,
ERA40,

HadRM3H etc
(daily)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정보 및 예측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Gilgel Abay
catchment 2011∼2099

HadCM3
GCM
HBV

daily rainfall
temperature
estimates of
potential

evapotraspiration
catchment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ime series
analysis on
temperature,
precipitation,
evaporation
and runoff
(daily)

회귀모형으로부터 강수의 증, 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2080년대 유출량은
10.1∼1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온도가 2oC 증가하고, 강수가 20%감소, 연간
유출량은 최대 33% 감소 할 것임을 예측함.

Greece 2070∼2100 HadAM3P
geopotentialheight,
precipitation data,
Specific Humidity

precipitation
data
(daily)

그리스 지역에 대한 연평균 강우와
강수일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된 값과
관측값을 비교 한 경과 계절별 강우와
강우일수의 감소가 전지역에서 예상됨.

Illinois 1890∼1999 GDP

precipitation,
geopotential
height, specific
humidity

precipitation
pattern
(daily)

GDP 분포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극치사상이
매우 빠르게 전이되어 나타남. 시계열을
이용한 분석보다는 관측소를 이용한 공간적
모델링을 통한 방법이 효과적 일 수 있음

표 2.3 국외 상세화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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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일단위 강우 상세화 기법의 경우 Markov Chain을 이용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시

단위 시나리오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NHMM, Poisson cluster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법 연구 및 시간이 상세화 기법을 개발할 예정에 있다.

㉱ 비정상성 빈도해석 동향 분석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때는 보통 특정지역의 현재까지 구축된

강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강우계열의 장기간 동안 평균, 분산, 자기

상관성 등과 같은 통계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않고 일정하다는 정상성(stationary)의 가

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강우계열은 항상 정상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평균, 분산 등의 시

간에 따른 변화, 경향성 등이 강우자료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비정상성(Non-stationary)이

라 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강우량 및 홍

수량 산정시 비정상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아래 표는 국가별 기후

변화 조정 요인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표2.5와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적용기간 적용기법 입력자료 출력형태 결 론

서울 1961∼2006 Markov Chain
daily

precipitation

transition

probability

wet days

maximum

consecutive

no rain days

(daily)

천이확률, 습윤일, 건조일 등 일강수량

계열의 통계특성치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Markov Chain 모델의 매개변수와

연결함.

소양강댐
유역 1987∼2008 Markov Chain

daily

precipitation

seasonal

precipitation

(daily)

적용 결과 유역에서 지점간의

공간상관성을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인자를 이용하여

동적거동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비정상성모형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줌.

한반도 1980∼2000 Hierarchical
Bayesian

daily

precipitation

time series

precipitation

(daily)

모형을 통한 예측결과 실측 강수사상과

유사한 특성을 재현할 수 있었으며

수문모형에서 홍수 및 가뭄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동아시아
몬순영역 1954∼2000 SVDA, CCA

daily average,

max, min

temperature

daily

precipitation

sea level

pressure

temperature

precipitation

(daily)

통계적 규모축소의 예측 성능이 지역에

따라 매우 차이를 보이는 원인과

관련하여 관측소 고유의 국지성 효과의

원인과 보정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예측인자의 개발이 요구됨.

한반도 1973∼2007 CSEOF
daily

temperature

temperature

(daily)

한반도의 지형과 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세화 이정의

광역 규모 기온 자료의 기후적 특성이

함께 상세화됨.

표 2.4 국내 상세화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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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egion Variable Guideline Reference
벨기에 플랜더스 설계 홍수 30% 증가 Boukhris and

Willems (2008)
벨기에 국가 전체 설계 강우 30% 증가 Willems (2011)

덴마크 국가 전체 설계 강우
2, 10 및 100년
재현기간에 20%,
30% 및 40% 증가

Arnbjerg- Nielsen
(2008)

독일 바이에른주
100년

재현기간 및
설계홍수

15% 증가 Hennegriff et al.
(2006)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설계 홍수

위치 및 재연기간에
따라

0∼75%사이에서
증가

Hennegriff et al.
(2006)

노르웨이 국가 전체 설계 홍수
홍수 시즌과 유역의
크기에 우세하여
지역에 따라 0%,
20% 및 40% 증가

Lawrence and
Hisdal (2011)

스웨덴 국가 전체 설계 강우
지역에 따라
5∼30%사이에서

증가
SWWA (2011)

영국 국가 전체 설계 홍수 2085년에 20% 증가 Defra (2006)

영국 국가 전체 설계 강우
2055, 2085 및

2115년에 10%, 20%
및 30% 증가

Defra (2006)

표 2.5 설계 강우 및 설계 홍수의 기후변화 조정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적

으로 개발 및 적용 중에 있다. 이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속시간에 적용 가

능한 비정상성 빈도해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법 조사 및 기법 개발 연구를 진

행할 예정에 있다.

②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방안 최신 연구 동향 조사

㉮ 연구배경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1986)에서는 PMP를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호우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기상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수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PMP 산정법은 크게 통계적 접근법과 수문기상학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존

의 PMP 산정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4)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PMP를 산정할 경우, 비교적 큰 재현기간의 PMP를 산정하더라도

실제 PMP는 이보다 큰 값을 가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outsoyiannis (1999)은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추정된 PMP는 강우의 상한치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bbs(1999)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

강수량과 표면 이슬점 온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Chen and

Bradley(2007)은 지속시간 12시간의 이슬점온도를 이용하여 최대 가강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주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Papalexiou and

Koutsoyiannis (2006)은 수분 최대화 방법이 관측자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존의 PMP 산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



- 22 -

한 PMP 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기존의 PMP 산정법들은 대부분 물리적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관측 자료에 의해

서 PMP가 결정되며, 대기 및 수문 프로세스의 정상성 가정을 기반(Ohara et al. 2011)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비정상성에 대한 현상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P 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구를 식별하고 이러

한 연구들의 최신 동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1) 국내 연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PMP와 같은 극한강우사상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수문기상학적, 통

계학적, 경험적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문현 등, 2007). 이 중 WMO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

문기상학적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상학적 요소를 고려한 수문기상학적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제안되어 왔다(이순탁과 박정규, 1986). 경험적인 방법은 전문가의 주관

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학적인 방법은 자료의 수가 작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은 아직 연

구가 미진한 상태로 최근 가강수량 특성을 이용한 극치호우의 기후변화 예측(박민규 등, 2013)

이 수행된바 있다.

(2) 국외 연구

국외에는 최근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의 지역 기후 모델

(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방법론은

극한 강우를 지역 대기 프로세스의 비선형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어서 현재 이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

는 물리모델 기반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였으

며 이 중 대표적인 연구를 정리하면 총 6가지로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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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대상국가 사용모델 비고

Ohara et al. 2011 미국 MM5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강수량을 산정

Kunkel et al. 2013 미국 CMIP5 관측자료 기반의 PMP와 모델결과 기반의
PMP에 대한 비교분석

Ishida et al. 2014 미국 MM5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강수량을 산정

Stratz and Hossain 2014 미국 RAMS
댐 설계에 사용되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PMP와 모델을 통한 PMP를
비교하여 현재 수문설계의 위험성을

지적함.

Rousseau et al. 2014 캐나다 CRCM
모델의 미래예측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성을 고려한 빈도해석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PMP와 비교를 실시함.

Lagos-Tuniga and Vargas 2014 칠레 ECHAM5 물리기반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과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사용함.

표 2.6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연구들

물리기반의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강우량을 산정

하는 방법론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선행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물리기반의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과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사

용하는 방법론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agos-Tuniga and

Vargas(2014)의 연구는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기상청 RCP기반 RCM 자료 수집 및 초등분석

㉮ 기상청 RCM 자료 현황

12.5 km 해상도 자료(3시간 자료)
시나리오 RCP 4.5/8.5 RCP 2.6/4.5/6.0/8.5

모델 RegCM4 WRF GRIMs
(YSU-RSM) SNURCM 기상청

(일자료)

기간
관측기간
모의자료 1981-2010 1979-2005

전망기간 2021-2100 2006-2100

변수

강수 o o o o o
상대습도 o o x o o
평균풍속 o o o o o
최대풍속 o o x o o
기온3종 o o o o o

비고 추가변수로 2m 기온, 현재기압, 해면기압, 비습도 보유
1km 해상도 자료(일자료)

시나리오 RCP 4.5/8.5 2.6/4.5/6.0/8.5
모델 RegCM4 WRF GRIMs SNURCM 기상청
관측기간 모의자료 x x x x 2000-2010
전망
기간 2021-2090 2011-2100

변수 기온 3종(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비고

표 2.7 기상청 RCM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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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분석 결과

구축한 RCM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표지점(강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기간 모의자료(12.5 km)는 대부분

관측자료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그림 2.1). 1km 해상도 분석결과, 12.5km해상도 관측기간 모의

자료 보다 관측자료를 더 잘 재현하고 있다(그림 2.2). 관측기간 모의자료와 전망자료 간의 비교

는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1km 해상도 자료가 12km 해상도 자료보다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자료를 더 잘 모의

하고 있으나, 산출되어 있는 변수가 한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관측자료와 관측기간

모의자료의 연강수량

(b) RCP 4.5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기간

월평균강수량

(c) RCP 8.5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기간

월평균강수량

그림 2.1 GRIMs 12.5km RCM 자료 초등분석 결과

(a) 관측자료와 관측기간

모의자료의 연강수량

(b) RCP 4.5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기간

월평균강수량

(c) RCP 8.5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기간

월평균강수량

그림 2.2 기상청 1km RCM 자료 초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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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계학적 방법을 통한 미래 PMP 산정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PMP 산정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 도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통계

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는 극한사상들

이 PMP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기간

1일을 기준으로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PMP를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14개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PMP를 산정한 후, 관측년도 30년을 기준으로 이동평균 및 누

적평균을 이용하여 PMP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극한사상들이 PMP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1) 통계학적 PMP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통계적인 방법의 경우 지속시간별(본 연구의 경우 1일) 연 최대
강우자료 시계열로부터 PM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WMO(1986)에서는 Hershfield(1965)에
의한 일반적인 빈도방정식에 기초를 두어 식 2.1을 이용하여 PMP가 계산된다.

     × (2.1)

여기서 는 1일 PMP(mm), 는 연 최대 1일 강우량의 평균,  빈도계수, 마지막으

로 은 연 최대 1일 강우량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q. 2.1의 빈도방정식 매개변수 중 특히

빈도계수(Km)의 경우, 극치자료 해석 시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KICT,
2008). 본 연구에서는 WMO(1986)에서 제시한 상관도를 이용하여 빈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최
종적인 빈도계수는 1일 연 최대 평균 강우량을 7차 다항식에 대입하여 임의시간의 빈도계수를
산정한 후, 이를 24시간 환산계수인 1.003의 역수인 0.997(=1/1.003)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계산
된다.

(2) PMP 산정을 위한 자료계열 구분

본 연구에서는 PMP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보유기간에 따라 이동평균 1일
PMP(SMP)와 누가평균 1일 PMP(CMP), 2개의 PMP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30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씩 이동하여 PMP를 산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관측년도를 기준으로 30년, 31년, 32
년과 같이 1년식 누가하여 PMP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강우 관측소의 강우보유기간이 1960
년∼2013년이면 “1960-1989년, 1961-1990년, …, 1984-2013년”과 같이 30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씩 이동하여 구분한 후 PMP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이동평균 1일 PMP(Simple Moving
Average PMP; 이하 SMP)로 정의하였다. 또한 SMP와 달리 “1960-1989년, 1960-1990년,
…, 1960-2013년”과 같이 1년씩 누가한 후 PMP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누가평
균 1일 PMP(Cumulative Average PMP; 이하 CMP)로 정의하였다.

㉰ 산정결과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을 이용한 SMP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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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누적 평균을 이용한 CMP는 자
료가 계속 누적되면서 통계량이 추정되므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며 보다 보수적인 경향성을 읽어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14개 지점의 PMP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CMP가 SMP보다 낮은 변화율을 보였
으며, 14개 지점 평균적으로 SMP의 경우 연간 4.4 mm 증가, CMP의 경우에는 연간 3.2 mm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극치 호우가 과거
에 비해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분석된 결과는 기존의 수문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PMP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MP 변화 연구에
도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MP를 산정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
는 자료보유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 기상청 RCP-RCM 대상 극한강우 시나리오 산출

① Copula 모형

Copula 함수는 널리 알려져 있듯 두 개 이상 변량의 주변확률분포(marginal distribution)를

활용하여 변량간 의존성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기법이며, Sklar(1959)에 의해 처

음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 변량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상관계수를 활용하지만, Sklar(1959)

는 극치 분포의 꼬리를 다루는 변량일 경우에는 Copula 함수를 사용하여 그 의존성 구조를 파

악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극치시간강수량 자료를 생성하는데

있어 Copula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Copula 함수는 임의의 확률변수 및 에 대한 결합누가확률분포   의 주변누

가분포함수   및  가 존재하고 이를 결합하면 Copula 함수 가 존재하게 된다. 결합

누가분포 함수는 Copula 함수를 통해 식 2.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2)

기본적으로 Copula 함수는   →와 같이 표현되며, 이는 개의 서로 다른 확률변

수의 결합확률분포형이고, 이는 아래 식 2.3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3)

여기서,  는 결합확률이며,  는 Copula 함수, 는  확률변수의 주변분포확률을 의미

한다. Copula 함수는 매개변수적과 비매개변수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매개변수적

Copula의 경우 Gaussian, Student’s t 및 Archimedean Copula 중 Clayton, Gumbel 및

Frank 등이 있으며, 비매개변수적 Copula는 Empirical 및 Kernel Copula가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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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Copula 함수 중 연구 자료 목적에 부합하는 Clayton, Frank, Gumbel Copula 함

수를 활용하였으며, 각 Copula 함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Clayton Copula

Archimedean Copula 함수의 매개변수인  는 Clayton Copula 에서는  ≥  ≠ 을

만족하는  에 대하여 Clayton Copula를 다음 식 2.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        (2.4)

Clayton Copula의 경우 왼쪽 꼬리의 강한 종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아래 그림 2.3에 도시하였다.

그림 2.3 Clayton Copula를 통한이변량모의 예시

㉯ Frank Copula

Frank Copula의 경우 자료간의 상관계수가 양(+) 및 음(-) 모두 추정이 가능한 Copula 함

수 중 하나이다. Frank Copula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 꼬리 모두

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그림 2.4에 도시하였다.

 

 logexp

expex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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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rank Copula를 활용한이변량모의예시

㉰ Gumbel Copula

Gumbel-Hougaard Copula로 불리기도 하는 Gumbel Copula는 매개변수가    ≤ 을 만

족하는 에 대하여 다음 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log  log   (2.6)

Gumbel Copula의 경우 매개변수  가 1인 경우에는     가 되어 서로 독립인 경우

를 나타내고,  가 0에 가까워질수록 완전종속에 가까워진다. Gumbel Copula의 경우 상단 꼬

리(upper tail)에 강한 종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아래 그림 2.5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림 2.5 Gumbel Copula를 활용한 이변량 모의 예시

② 조건부 Copula 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Copula 개념을 활용하여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

리오 자료를 시간단위로 상세화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조건부 Copula는 간단히 설

명하면 하나의 확률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쪽의 누가확률분포를 의미한다. Copula 모형

은 기본 가정 자체가 누가확률분포이므로 한쪽의 확률변수가 일정한 값일 때의 분포를 알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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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고정되는 변수에 대하여 미분을 한 후에 임의의 갑을 입력하면 원하는 값을 도출 할 수

있다.

조건부 Copula는 식 2.7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조건부 Copula는 특정 에 따른 를 알

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는 원하는 지속시간(1, 3, 6, ..., 21 등)이다.

   ≤ ≤





 

(2.7)

식 2.7과 같이 미분 후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함수( ) 가 필요하며, 역함수는

아래 식 2.8과 같다.

   ′ (2.8)

이때 ′ 는 앞서 산정한  의 누가확률분포의 실제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각 Copula 함수 따른 조건부 Copula를 계산하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③ Bayesian Copula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 Copula 모형의 개념을 기반으로 추정되는 매개변수

의 불확실성을 정향화하기 위해 Bayesian 기법을 도입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극치시

간단위로 상세화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즉, Copula 함수 활용시 사용되는 두 개 변량

의 주변확률분포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pula 함수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불확실성 평가 및 최적의 매개변수 추정관점에서 개선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Bayesian 기법

을 활용하였으며, Bayesian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후분포 추정은 식 2.9와 같다.

∣D
×∣

×∣

×∣
∝×∣ (2.9)

이때 는 매개변수를 의미하여, 는 likelihood를 의미한다. 는 관측값이며, 는

사전분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Bayesian Copula 모형은 기본적으로 매개변수 추정단계에

서 기존 최우도법과는 다르게 통합적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즉, 기존에는 주변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1차적으로 추정한 후 적합한 Copula 함수를 찾고, 2차적으로 Copula 함수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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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추정하는 이분화된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Bayesian Copula

함수는 Bayesian 모형내에서 각 주변확률분포 및 Copula 함수 매개변수를 Bayesian 모형내에

서 통합적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크다. 이와 같이 주변확률분포형을 고려

한 Coupla 함수의 likelihood 식은 식 2.10∼ 식 2.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식은

자료가 Lognormal 및 Gamma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을 때이다.

㉮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Clayton Copula의 Log-likelihood

  (2.10)

㉯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Frank Copula의 Log-likelihood

   (2.11)

㉰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Gumbel Copula의 Log-likelihood

  (2.12)

앞서 제시된 5개의 매개변수는 각각 Normal분포, Gamma분포 및 Uniform 분포를 사전분포

로 부여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각각 부여한 사전분포 식은 식 2.13∼2.17과 같다.

∼
  (2.13)

∼  (2.14)

∼  (2.15)

∼ (2.16)

∼ (2.17)

최종적으로 식 2.13 ∼ 식 2.17과 식 2.10 ∼ 식 2.12를 식 2.9에 대입함으로써 매개변수들의

결합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식 2.18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 
 ·  ·  ·  ·  (2.18)

식 2.18은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적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방법을 도입하여 사후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MCMC 방법 중 깁스표본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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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를 확증하기 위해서 3개의 Chain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Sampling이 효과적으

로 혼합(mixing)되도록 하였다.

④ Bayesian Copula 함수를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 강

우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시간단위 강우량 상세

화를 위해 Copula 함수를 기반으로 지속시간별 강우자료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측값의 관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극치시간단위 강우량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와 24시간 관측된 강우시나리오의 관계를 Copula 함수를 통해 도출하면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 있는 극치 미래 시간강우량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본 연구

에서는 관측자료의 경우 24시간 자료이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단위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을 기준으로 지속시간별(1,3,6,9,12,15,18 및 21시간)과 24시간 자

료와의 연최대 강우량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아래그림과 같이 도시하

였으며,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상관계수도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식 2.6은 전주관측소를 예시로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2.6 전주관측소의 지속기간별 24시간 강우량과의 비교 결과

그림에서와 같이 지속시간이 짧아질수록 24시간 지속시간과 상이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모형 전반에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료연한이 짧기 때문에 Sampling Error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Copula 함수를

DIC(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DIC 기준은

Bayesian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Spiegelhaltar et al(2002)가 처음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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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모형에 통합성 추정된 우도(likelihood)와 모형에 사용된 매개변수 개수에 벌칙함수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평가하면 기존 모형에서 적합성 방법으로 이용되어온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유사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2.19)

  ln (2.20)

여기서 는 모형의 적합(fitting) 정도를 타나내는 기댓값으로 식 2.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가 클수록 모형의 적합정도는 떨어진다. 식 2.20에서 는 주어진 관측치의 우도함

수를 나타내며 는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인 는 모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 유효 매개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우도가 큰 경우와 매개변수 의 개수가 적을수록 DIC

값이 작은 값을 가지며 통계적 관점에서 우수한 모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Berg et al. (2004)

은 DIC가 모형 선택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다양한 확률통계학적 모형에

대해 매개변수 추정 결과와 DIC 계산결과를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

청 관측소 모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상청 지점 중 4개 지점을 표 2.8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

점별로 최적의 Copula 함수를 DIC 결과와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지점에서 Frank Coupla 함

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기상청 지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Frank Copula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상청 관측소 지점을

그림 2.7과 같이 도시하였다.

Station Copula model DIC
서울

(108)

Frank 523.6389
Clation 539.7218

전주

(146)

Frank 502.2727
Clation 511.0889

대전

(133)

Frank 500.1255
Clation 513.5034

부산

(159)

Frank 513.7170
Clation 521.9187

표 2.8 지점별 DIC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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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상청 관측소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속시간 12시간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Coupla 분석 자료들의 주변확률분포 및 Coupla 함수 매개변수에 대한

Bayesian Coupl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결과 매개변수별 사후분포를 산정하였다. 이때

Copula 함수의 주변확률분포로는 Gumbel 분포를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Bayesian

Copula 모형 적용 결과 기존 최우도법을 기준으로 추정된 매개변수(빨간 점선)와 본 연구를 통

해서 추정된 주변확률분포 및 Copula 함수 매개변수 모두 사후분포의 중간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8∼그림 2.11과 같이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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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지점 12시간 매개변수 사후분포 결과(1979 ∼ 2005년)

그림 2.9 전주지점 12시간 매개변수 사후분포 결과(1979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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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대전지점 12시간 매개변수 사후분포 결과(1979 ∼ 2005년)

그림 2.11 부산지점 12시간 매개변수 사후분포 결과(1979 ∼ 2005년)

Bayesian Copula 모형으로 추정된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관측기간(1979 ∼ 2005년)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2시간을 대표 시간으로 본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으며, 12시간 이외의 지속시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적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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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의값이 관측값이 중간값 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료의 분포가 다소
크게 산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ampling Error 및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고려
된 결과라 사료된다. 기상청 지점별 산정결과 관측된 강우량과 추정된 강우량의 평균값은 유사
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극치값 또한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2
∼그림 2.15).

그림 2.12 서울지점 모의실험 결과(1979 ∼ 2005년)

그림 2.13 전주지점 모의실험 결과(1979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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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대전지점 모의실험 결과(1979 ∼ 2005년)

그림 2.15 부산지점 모의실험 결과(1979 ∼ 2005년)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RCP 8.5 시

나리오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문학적 정상년, 즉 30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관측기간은 1979 ∼ 2005년, 2025년대(2011 ∼ 2040년) 2055년대(2041 ∼ 2070년), 2085

년대(2071 ∼ 2100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관측기간인 1979 ∼ 2005년대를 기준으로

빈도해석을 수행하고, 연대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세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빈도해석 수행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 강원도 및 남해안 지방에서 연대별로 강우량

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대별로 불확실성 구간을 정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6∼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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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16 2011∼204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17 2041∼207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18 2071∼210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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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된 빈도해석 결과를 불확실성 구간을 포함하여 그림 2.19

와 같이 도시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수자원 설계 및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19 기상청 지점 별 빈도해석 결과

⑤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연구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PMPs 산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MPs의 변

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PMPs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지며, 이 때 기존의 방법

중 지형영향비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지형영향비 대신 산악전이비를 도입하여

PMPs를 산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케이스는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는 강우 변동에 따른 PMPs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의 경우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를 살펴보는 것이다. 미래 PMPs 추정을 위한 미래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2.5

km 해상도의 기상청 RCM 자료로부터 획득되어, 다양한 지속시간별 영향면적별로 현재의

PMPs 추정값과 비교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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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자료를 이용한 PMPs 산정
(1) PMPs 산정방법의 구조

PMPs 산정의 기본개념은 관측된 최대강수량과 최대 수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관측강수량

을 최대화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PMPs를 추정하는 절차는 크

게 수분최대화, 호우전이, 포락의 세단계로 나누어지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수식으로 나타내

면 식 2.21과 같다.

   ·  ·  · ·  (2.21)

여기서 는 조절된 강우량, 는 수분최대화비, 는 수평전이비, 는 수직전이비,

는 산악전이비, 는 관측강우량이다. 즉, 관측된 강우량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공급 가

능한 수분상태를 가정하여 최대화되며(수분최대화), 최대화된 강우량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

역에 전이시키기 위하여 전이지역의 공급 가능한 수분조건을 반영하여 조절되며(수평 및 수직

전이비), 마지막으로 산악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이되게 된다.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하여 조절된 강우량을 얻은 후, 지속시간별 면적별로 포락하게 되면

PMPs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포락이란 어느 자료 군에서 최댓값을 찾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PMPs 추정 시 최대화되고 전이된 강우 값을 지속시간별 면적별로 도시하여 최대값을 기준으

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법이다. 수분최대화와 전이 등을 통해 호우효율성을 증가시킨 강우량

값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측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지속기간 및 면적에서 추정한

강수량이 PMP에 근접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

다(MOLIT and K-water, 2008).

(2) 호우 분석 및 DADs 작성

먼저 PMPs 추정에 이용되는 첫 번째 기본 자료는 호우별로 시간 강우량 자료를 해석한

DADs 자료이다. 이를 위해 관측기간 동안의 지점별 일 강우자료 및 시간 강우자료를 수집한

다. 이러한 자료 중에서 일 강수량 130 mm 이상의 호우를 PMPs 분석대상 호우로 삼는다. 선

택된 분석 호우의 지점별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영향면적에 다양한 지속기간을

가진 최대강우량을 산정함으로써, 호우별 DAD 곡선군을 얻을 수 있다.

(3) 수분최대화 및 호우조절비

호우효율은 대기의 가강수량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가강수량을 직접 측정하기에는 많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강수량과 이슬점의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효율을 평가하며, 이러한 호우효율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도출된 수분최대화비는 PMPs를

추정하는데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다. 참고로 가강수량(precipitable water)은 어떤 지점의 단

위면적당 연직 공기기둥 내의 수증가가 응결하여 모두 강수로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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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최대화비는 12시간 지속 1,000 hpa 최대 이슬점(50 ∼100년 빈도 적용)에 의한 가강수

량과 호우를 대표하는 기간의 12시간 지속 1,000 hpa 지속 이슬점에 의한 가강수량의 비로 산

정된다. Miller et al. (1984)에 의하면 수분최대화의 상한계는 1.7이 가장 합리적인 상한계라고

제시하였고, 이보다 큰 경우는 기상학적 판단 및 자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1.7로 설정하였다.

호우전이라 함은 호우를 호우가 발생한 지역에서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

을 의미한다. 관측호우를 전이함에 따라 수정되는 비를 전이비라 하며, 수평전이비, 수직전이비,

산악전이비로 분리하여 호우전이비를 산정하였다. Miller et al. (1984)은 “수분최대화를 제외한

기타 비를 상한계 없이 사용하는 것은 호우구조상 불리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평 및 수

직전이비의 상한계로 1.2를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PMPs의 수평전이비 및 수직전이

비의 상한계를 1.2로 설정하였다.

(4) 관측 최대 호우 확인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호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시간별 영향

면적별 DAD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측 최대 호우를 표 2.9와 같이 정리하였다. 호우명은

호우시작 년, 월, 일, 지속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속시간 및 면적에

서 2002년 8월 29일 발생하여 4일 동안 지속된 태풍 루사에 의한 DAD가 관측 최대값을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짧은 지속시간 및 작은 면적의 경우 2000년 이전의 호우가 대부

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R1999090904 R1998080502 R1998080502 R1998080502 R1998080502 R1998080502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100 R1999090904 R1998080502 R1998080502 R1998080502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225 R2002082904 R1998080502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400 R2002082904 R1998080502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900 R2002082904 R1998080502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2,025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4,900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1981082808 R1981082808
10,000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1981082808 R1981082808
19,600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2002082904 R1981082808 R2002082904 R2002082904 R1981082808 R1981082808

표 2.9 관측최대 호우사상

㉰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s 산정 결과

아래는 1981 ∼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PMPs를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20은

분석된 PMP도 중에서 특정 지속시간별 영향면적별 PMP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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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hr – 25 ㎢ b) 8 hr - 25 ㎢ c) 24 hr – 25 ㎢ d) 72 hr – 25 ㎢

e) 1 hr – 225 ㎢ f) 8 hr – 225 ㎢ g) 24 hr –225 ㎢ h) 72 hr – 225 ㎢

i) 1 hr – 4,900 ㎢ j) 8 hr – 4,900 ㎢ k) 24 hr – 4,900 ㎢ l) 72 hr – 4,900 ㎢

m) 1 hr – 19,600 ㎢ n) 8 hr – 19,600 ㎢ o) 24 hr – 19,600 ㎢ p) 72 hr – 19,600 ㎢

그림 2.20 과거자료를 이용한 지속시간별, 면적별 PMP도

연안지역의 PMPs가 내륙지방보다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강릉을 중심

으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PMPs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2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의 영향에 의해 강릉의 확률강우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산악전

이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표 2.11은 1981∼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PMPs의 지속시간별 면적별 전체

격자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값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시간 24시간 영향면적 25 ㎢의 경우 평균

적으로 750 mm 정도의 PMPs가 산출되며, 공간적인 표준편차는 71 mm 정도가 됨을 살펴볼

수 있다. 공간적인 변동계수는 10 ∼ 16 % 정도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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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205.5 279.9 381.5 457.4 520.3 624.3 721.4 754.4 899.9 1049.7
100 163.1 225.5 312.0 377.4 432.0 523.0 612.7 646.6 791.8 939.3
225 142.5 198.7 277.4 337.3 387.5 471.6 556.9 590.8 734.7 880.2
400 129.5 181.7 255.2 311.4 358.7 438.2 520.4 554.2 696.8 840.7
900 113.1 160.1 226.9 278.3 321.8 395.1 473.1 506.5 646.7 788.0
2,025 98.8 141.1 201.7 248.7 288.6 356.3 430.0 462.9 600.2 738.7
4,900 85.3 123.0 177.4 220.0 256.4 318.3 387.6 419.7 553.4 688.5
10,000 75.8 110.0 160.0 199.3 233.0 290.6 356.5 387.8 518.4 650.6
19,600 67.7 99.1 145.1 181.6 212.9 266.7 329.4 359.9 487.4 616.8

표 2.10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s의 지속시간별, 면적별 평균값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28.8 36.5 47.3 56.2 64.1 78.0 65.5 71.3 89.6 106.0
100 22.8 28.9 37.9 45.4 52.2 64.6 59.7 66.2 86.6 105.1
225 19.9 25.3 33.3 40.1 46.3 57.8 56.8 63.5 85.1 104.6
400 18.1 23.0 30.4 36.7 42.6 53.5 54.9 61.7 84.0 104.3
900 15.9 20.2 26.7 32.4 37.8 48.0 52.4 59.3 82.5 103.7
2,025 13.9 17.7 23.4 28.6 33.6 43.1 50.0 57.0 80.8 103.0
4,900 12.1 15.3 20.4 25.0 29.5 38.3 47.5 54.5 79.0 102.1
10,000 10.8 13.7 18.2 22.4 26.6 34.9 45.6 52.6 77.5 101.2
19,600 9.7 12.3 16.4 20.2 24.1 31.9 43.8 50.8 76.0 100.2

표 2.11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s의 지속시간별, 면적별 표준편차

⑥ 미래 강우변동에 따른 PMPs

㉮ 편의보정

대다수 선행 연구에서는 RCP 일 강수자료의 전망 성능 검토 및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

하였다. 반면, 실제 활용 측면에서 RCP 일 강수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연 강수량은 RCM에 의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반면에 일 강수량의 경우에는 강수일수가 지나치게 많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와 RCP 8.5 자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보정을 실시하였다. 편의

보정 방법은 Hawkins et al. (2012)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지점별 월별로 각각 수행

되었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에서 는 관측된 월강수량, 는

RCM으로 모의된 현재기후로부터 도출된 월강수량, 는 RCM으로 모의된 미래기후로부터 도

출된 월강수량, 는 편의보정 된 미래 월강수량이다.

그림 2.21 강수 Bias

Correction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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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81 ∼ 2005년 기간을 대상으로 RCM에서 모의된 서울기상관측소에 상응하는

격자의 1월 월강수량 와 1981 ∼ 2005년에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1월 월강수량  사

이에 아래와 식 2.22와 같이 관계를 가정한다.



   


   
(2.22)

여기서 는 편의보정 된 현재기간 월강수량, 는 관측된 1월 월강수량 표준편차, 는 현

재기간 모의자료의 월강수량 표준편차이다. 식 2.22를 재배열하면 식 2.23과 같이 현재기간 모

의자료의 편의보정 된 월강수량을 얻을 수 있다.

    

     (2.23)

식 2.23으로부터 편의보정 된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월강수량은 관측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

가 같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식 2.23의 관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편의보

정 된 미래 월강수량을 식 2.24와 같이 얻을 수 있다.

    

     (2.24)

미래자료 편의보정을 통해 구해진 는 지점별 월별로 구해진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RCM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편의보정 된 미래 월강수량 자료를 연별로 살펴

볼 경우 강우의 변동성이 너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참고로 그림 2.22는 서울지점의 8월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보정 후의 강우량 결과이다. 의 표준편차는 관측자료의 표준편차와 같은 값인

207.55 (mm/month)이며, 의 표준편차는 325.22 (mm/month)로 미래자료의 변동성이 비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추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22 이동평균을 적용하기 전의 변화인자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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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년을 기준으로 1년씩 이동평균 하여 변화인자

(changing factor)를 산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강우변동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

어, 2021 ∼ 2045년의 편의보정 된 월강수량을 평균한 값   를 관측된 월강수량   

로 나눈 값 를 구한 후, 이를 2045년의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다시 2022 ∼ 2046년의 편의보정 된 월강수량을 통하여 2046년의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

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하면 2100년까지의 이동 평균된 변화인자를 산출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2.23은 이동평균 된 여러 지점들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3의 (a)는 서울지

점 8월 강수량을 대상으로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를 보여주고 있다. 2100년까지 강수량의 변화

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점들을 살펴보면, 2100년까지의 강수

변화가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할 때, 울산지점의 8월 강

수량의 경우에는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남해지점의 경우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미래로 갈수록 상대적

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Seoul

(b) Ulsan

(c) Namhae

그림 2.23 8월의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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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RCP 시나리오 자료는 모두 일 강우자료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
된 주요 호우별 DAD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
행된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를 이용하여 과거 관측된 주요 호우사상의 DAD로부터 강수변화가
반영된 미래의 DAD를 생성하였다. 먼저 관측된 주요 호우사상의 DAD들 중 번째 DAD를
 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는 번째 DAD를 대표하는 기상관측지점의 위치정보이

며, 는 해당 호우사상이 발생한 월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예를 들어 2045년 시기의 주요 호우

사상의 DAD들 중 번째 DAD인  는 식 2.25와 같이 산출된다.

  ⋅ (2.25)

여기서 는 2045년 월에 대응하는 이동 평균된 변화인자이다. 이에 따라 2045년 기준

으로 관측자료의 DAD 개수만큼 미래 DAD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2045년 기
준의 PMPs를 산출하게 된다. 이 때, 수분최대화 및 호우조절비는 관측된 값과 같다고 가정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45년부터 2100년까지 년별로 미래 PMPs가 산출된다. 즉, 과거 자료
로부터 선택된 주요호우별 DAD 곡선군들에 해당 년의 해당 월의 이동평균 된 변화인자를 곱
함으로써, 미래 특정 년도별 DAD 곡선군들을 획득하게 된다.

㉯ 미래 강우변동에 따른 PMPs 산출 결과

본 절에서는 미래 기간에 따라 보정된 이동 평균된 변화인자를 이용하여 DAD를 변동시킨
후 PMPs를 재산출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2045년, 2070년, 2100년의 강우 변동에
따른 PMPs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2045년 강우자료를 이용한 PMPs 산정결과는 표 2.12∼표 2.13과 같다. 표 2.12는 미래
강우변동에 따른 기준년도별 지속기간별 영향면적별 PMPs를 산정한 후, 공간적인 현황 표를
작성, 이를 과거자료로부터 산출된 결과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즉, 기준년도
2045년의 지속시간 24시간 영향면적 25 ㎢의 경우 평균적으로 874 mm 정도의 PMPs가 계산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평균 3 mm 정도 PMP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한 Choi et el. (201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8.8 105.2 112.3 117.1 120.8 126.1 115.8 115.8 114.1 112.6
100 95.6 102.3 109.8 114.8 118.6 124.1 117.4 117.0 114.5 112.4
225 93.8 100.7 108.3 113.4 117.3 123.0 118.4 117.8 114.7 112.3
400 92.6 99.5 107.3 112.5 116.4 122.2 119.1 118.3 114.8 112.2
900 90.9 97.9 105.9 111.1 115.2 121.1 120.0 119.0 115.0 112.1
2,025 89.2 96.4 104.5 109.9 114.0 120.0 121.0 119.8 115.1 112.0
4,900 87.5 94.7 103.0 108.5 112.7 118.9 122.1 120.6 115.3 111.8
10,000 85.9 93.5 101.8 107.4 111.7 117.9 123.0 121.3 115.5 111.7
19,600 84.8 92.2 100.8 106.3 110.7 117.1 123.9 122.0 115.6 111.6

표 2.12 강우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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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85.7 103.3 125.2 137.2 144.7 154.1 193.3 186.8 177.3 174.7
100 80.8 99.0 122.0 134.7 142.6 152.5 189.7 181.1 167.2 162.1
225 78.8 97.2 120.7 133.8 142.0 151.9 187.4 177.8 161.5 155.1
400 77.8 96.3 120.1 133.4 141.7 151.7 185.7 175.5 157.7 150.3
900 76.9 95.5 119.6 133.3 141.7 151.7 183.3 172.3 152.6 144.1
2,025 76.5 95.1 119.6 133.5 142.1 151.9 181.1 169.4 147.9 138.4
4,900 76.6 95.3 120.1 134.3 142.9 152.4 178.7 166.4 143.2 132.7
10,000 77.0 95.8 120.9 135.2 143.8 153.1 176.9 164.2 139.7 128.5
19,600 77.6 96.6 121.9 136.4 144.9 153.8 175.4 162.2 136.6 124.8

표 2.13 강우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지속시간 4시간 이상에서는 모든 영향면적에서 PM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 표준편차 또한 지속시간 4시간 이상에서는 모든 영향면적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 PMPs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
속시간 2시간 이하의 PMPs의 경우에는 현재와 비교하여 작거나 거의 같게 PMPs가 산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기준년도를 2070년으로 한 경우의 PMPs 전망결과는 표 2.14∼표 2.15에 나타내었다. 2045
년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PMPs 증가율이 2045년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변동성은 2045년보다도 대체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참고로 지속시간 24시간 영향면적 25 ㎢의 경우 현재보다 33% 정도 PMPs가 증
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3.5 mm 정도의 PMPs 증가율을 의미한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84.9 91.7 99.3 104.6 108.6 114.6 132.5 133.2 134.5 135.5
100 83.8 91.4 99.9 105.6 110.1 116.7 133.0 133.0 132.5 132.3
225 83.2 91.2 100.2 106.3 110.9 118.0 133.2 132.9 131.3 130.5
400 82.7 91.0 100.4 106.7 111.6 118.8 133.4 132.8 130.5 129.3
900 82.1 90.9 100.7 107.4 112.5 120.1 133.7 132.6 129.4 127.5
2,025 81.6 90.6 101.0 108.0 113.4 121.4 133.9 132.5 128.2 125.8
4,900 80.9 90.4 101.4 108.8 114.4 122.9 134.2 132.4 127.0 123.9
10,000 80.2 90.4 101.7 109.3 115.2 124.1 134.4 132.3 126.0 122.4
19,600 79.9 90.1 102.0 109.9 116.0 125.2 134.7 132.2 125.1 121.0

표 2.14 강우변동에 따른 PMPs의 2070년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112.1 106.2 93.5 83.3 77.1 73.5 103.3 101.6 108.9 117.5
100 109.6 108.9 101.1 92.5 86.2 80.0 105.3 103.3 109.3 116.3
225 108.0 110.4 105.8 98.4 92.4 85.3 107.1 104.8 109.6 115.5
400 106.7 111.4 109.2 102.9 97.2 89.7 108.5 105.9 109.8 114.9
900 104.9 112.8 114.2 109.5 104.4 96.7 110.7 107.6 110.0 114.0
2,025 102.9 114.2 119.4 116.5 112.2 104.7 112.9 109.4 110.1 113.0
4,900 100.6 115.6 125.3 124.5 121.2 114.2 115.4 111.2 110.2 111.8
10,000 98.7 116.6 130.2 131.3 129.0 122.5 117.3 112.7 110.2 110.8
19,600 96.9 117.5 134.9 138.0 136.6 130.7 119.1 114.0 110.1 109.9

표 2.15 강우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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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분석
기후변화 중 미래 이슬점의 변동에 따른 PMPs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래 이슬점변동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과거 1981 ∼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면적
별로 PMPs를 산출하게 된다. 앞서 산출한 과거 PMPs 값과는 달리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2.0으로 둔다. 이렇게 구해진 PMPs는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라 변하는 PMPs의 기준점이 된
다.

다음으로는 RCP 8.5 미래 일 평균기온 자료 및 상대습도자료를 이용하여 이슬점 자료를 생
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슬점 자료는 부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편
의보정을 실시한다. 편의보정을 통해 년별 25년간 일 이슬점 자료가 생성된다. 이렇게 편의보정
된 미래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100년 빈도 이슬점을 재산출 후 수분최대화비 및 호우전이비
를 재산정 한다. 이때 DAD 및 산악전이비는 현재와 같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가 산출된다.

㉮ 이슬점 변화가 반영된 미래 100년 빈도 이슬점 생성
미래 년별 일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100년 빈도 이슬점을 재산출하게 된다. 100년 빈도 이
슬점은 지점별, 기간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기존의 과거 자료를 이용한 100년 빈도 이슬점
은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일자료 100년 빈도 이슬점과의 차이값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그림 2.24의 지점별 기간별 1981 ∼ 2005년 자료를 이용한 100년 빈도 이슬점과 2045년,
2070년, 2100년의 100년 빈도 이슬점과의 변화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7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중순까지 현재에 비해 이슬점 온도가 증가하는 양상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100년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지점 및 기간에서 이슬점 온도가 현재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확
인 할 수 있다.

(a) 2045

(b) 2070

(c) 2100

그림 2.24 미래 이슬점 자료에 따른 지점별 시기별 100년빈도 이슬점의 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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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출된 100년 빈도 이슬점을 이용하여 수분최대화비 및 호우전이비를 재산정 후 미래

PMPs를 산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수분최대화비 상한선계를 제거하여 산출한 과거 PMPs 산정결과

1981 ∼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PMPs를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강우변동에 따른

PMPs 분석과는 달리 PMPs 산정 시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1.7로 두지 않고 2.0으로 두고

PMPs를 계산하였다. 결과는 표 2.16∼표 2.17과 같다. 수분최대화의 상한계를 1.7로 둔 것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속시간 6 ∼ 12시간의 결과에서 기존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PMPs값보다 평균적으로 약 1 %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206.1 281.6 385.2 462.9 527.5 634.4 729.6 761.9 904.5 1051.2

100 163.9 227.2 315.2 382.0 438.0 531.3 618.1 651.6 795.7 941.7

225 143.3 200.3 280.3 341.5 392.9 478.9 560.9 594.7 738.3 883.1

400 130.3 183.2 258.0 315.3 363.7 445.0 523.6 557.4 700.1 843.8

900 114.0 161.6 229.4 281.8 326.2 401.1 475.3 508.8 649.7 791.5

2,025 99.7 142.5 204.1 251.9 292.6 361.6 431.4 464.5 602.9 742.5

4,900 86.1 124.3 179.6 222.9 259.9 323.0 388.2 420.5 555.9 692.6

10,000 76.6 111.3 162.0 201.9 236.2 294.8 356.5 388.1 520.6 654.9

19,600 68.5 100.3 147.0 184.0 215.8 270.5 329.0 359.9 489.5 621.2

표 2.16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s의 지속시간별, 면적별 평균값(상한선계 제거)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6.4 98.5 100.6 101.9 102.9 104.3 106.8 106.3 105.0 104.0

100 95.1 97.3 99.5 100.9 101.8 103.3 106.1 105.8 105.0 104.4

225 94.4 96.6 98.9 100.2 101.2 102.8 105.8 105.5 105.0 104.6

400 93.9 96.1 98.4 99.8 100.8 102.4 105.5 105.3 105.0 104.7

900 93.2 95.5 97.8 99.2 100.3 101.8 105.1 105.0 105.0 104.9

2,025 92.5 94.8 97.2 98.6 99.7 101.3 104.7 104.7 105.0 105.1

4,900 91.9 94.0 96.5 98.0 99.1 100.7 104.3 104.4 105.0 105.3

10,000 91.1 93.5 96.0 97.5 98.6 100.2 104.0 104.1 105.0 105.5

19,600 90.7 92.9 95.4 97.0 98.1 99.8 103.6 103.9 105.0 105.7

표 2.17 기존 PMPs 평균값 대비 변화율

또한 표준편차를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비해 지속시간 4시간 이후의 경우 수분최대화비의 상

한선계를 1.7로 두지 않고 계산하였을 때보다 대부분 증가하는 양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두지 않았을 경우보다 지역별 PMPs의 편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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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18∼표 2.19).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27.9 35.9 48.1 58.4 67.8 85.0 72.0 77.6 94.3 108.9

100 22.2 28.6 38.4 47.0 54.9 69.6 64.1 70.5 90.3 107.9

225 19.4 25.0 33.7 41.4 48.5 61.9 60.1 66.8 88.3 107.5

400 17.7 22.8 30.7 37.8 44.4 57.0 57.4 64.3 86.9 107.2

900 15.5 20.0 27.0 33.3 39.3 50.8 53.9 61.1 84.9 106.7

2,025 13.6 17.6 23.7 29.3 34.7 45.2 50.7 58.0 83.0 106.2

4,900 11.9 15.2 20.6 25.5 30.4 39.9 47.5 54.9 80.8 105.4

10,000 10.6 13.6 18.4 22.8 27.3 36.1 45.1 52.4 79.0 104.6

19,600 9.6 12.2 16.5 20.6 24.6 32.8 42.9 50.3 77.3 103.7

표 2.18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s의 지속시간별, 면적별 표준편차 (상한선계 제거)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6.8 98.6 101.6 104.0 105.9 108.9 109.8 108.8 105.2 102.7

100 97.2 98.8 101.4 103.5 105.1 107.7 107.3 106.5 104.3 102.7

225 97.5 99.0 101.3 103.2 104.7 107.0 105.7 105.2 103.8 102.7

400 97.6 99.1 101.3 103.0 104.4 106.5 104.6 104.3 103.4 102.8

900 97.8 99.2 101.2 102.7 103.9 105.8 103.0 103.0 103.0 102.9

2,025 98.0 99.3 101.1 102.4 103.4 105.0 101.6 101.9 102.6 103.0

4,900 98.2 99.4 101.0 102.1 102.9 104.2 100.1 100.7 102.3 103.2

10,000 98.3 99.5 100.9 101.8 102.5 103.5 98.9 99.8 102.0 103.3

19,600 98.4 99.6 100.8 101.6 102.1 102.8 97.9 99.0 101.8 103.5

표 2.19 기존 PMPs 표준편차 대비 변화율

㉰ 미래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 결과

미래 기간에 따라 보정된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수분최대화비 및 수직전이비, 수평전이비를

변화시킨 후 PMPs를 재산출한 결과를 나타냈다. 강우변동에 따른 PMPs 결과와는 달리 이슬

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2.0으로 변경하여 PMPs를 산출하였다.

이는 Alain et al. (2014)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2045년, 2070

년, 2100년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2045년 이슬점 자료를 이용한 PMPs 산정결과는 표 2.20∼표 2.21과 같다. 지속시간 12

시간 이후의 대부분의 면적에서 현재에 비해 약 3 ∼ 5 % 정도로 PMPs가 증가하고 있는 양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시간 8시간 이후의 경우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PMPs에 따른 지역적인 편차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속시간 8시

간 이하의 경우 현재보다 PMPs가 거의 같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시간 4 ∼ 8

시간의 경우 표준편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보다 지역적인 편차가 더욱 심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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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6.4 98.5 100.6 101.9 102.9 104.3 106.8 106.3 105.0 104.0

100 95.1 97.3 99.5 100.9 101.8 103.3 106.1 105.8 105.0 104.4

225 94.4 96.6 98.9 100.2 101.2 102.8 105.8 105.5 105.0 104.6

400 93.9 96.1 98.4 99.8 100.8 102.4 105.5 105.3 105.0 104.7

900 93.2 95.5 97.8 99.2 100.3 101.8 105.1 105.0 105.0 104.9

2,025 92.5 94.8 97.2 98.6 99.7 101.3 104.7 104.7 105.0 105.1

4,900 91.9 94.0 96.5 98.0 99.1 100.7 104.3 104.4 105.0 105.3

10,000 91.1 93.5 96.0 97.5 98.6 100.2 104.0 104.1 105.0 105.5

19,600 90.7 92.9 95.4 97.0 98.1 99.8 103.6 103.9 105.0 105.7

표 2.20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4.4 104.6 115.7 121.4 124.9 128.9 130.3 129.9 128.2 127.8

100 90.2 100.1 111.7 118.0 121.9 126.3 126.5 125.6 122.9 121.5

225 88.0 97.6 109.3 116.0 120.2 124.9 124.2 123.1 119.9 118.2

400 86.7 95.8 107.7 114.6 118.9 123.8 122.5 121.3 117.9 116.0

900 84.9 93.5 105.3 112.5 117.1 122.4 120.1 118.8 115.2 113.2

2,025 83.4 91.2 103.0 110.5 115.4 121.0 117.7 116.3 112.7 110.7

4,900 82.1 88.9 100.4 108.3 113.5 119.5 115.1 113.8 110.2 108.4

10,000 81.3 87.2 98.4 106.5 112.0 118.4 113.2 111.8 108.4 106.7

19,600 80.6 85.6 96.5 104.8 110.6 117.3 111.3 110.0 106.8 105.3

표 2.21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다음은 2070년 이슬점 자료를 이용한 PMPs 결과이다. 전 지속시간 및 면적에서 PMPs가 증

가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속시간 18시간 이후의 경우 약 10 ∼ 15 %의

PMPs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영향면적 25 km 지속시간 24시간의 경우

약 13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년 약 1.5 mm의 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의 경우는 지속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점 및 지속시간에서

현재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지역적 PMPs의 편차가 심해진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2.22∼표 2.23).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104.9 106.2 107.5 108.3 108.9 109.7 113.8 113.7 113.4 113.3

100 103.5 105.1 106.7 107.7 108.3 109.3 113.3 113.3 113.3 113.3

225 102.8 104.5 106.3 107.3 108.0 109.1 113.1 113.0 113.2 113.3

400 102.3 104.1 105.9 107.0 107.8 108.9 112.9 112.9 113.1 113.3

900 101.5 103.5 105.4 106.6 107.4 108.7 112.6 112.6 113.0 113.3

2,025 100.8 102.9 104.9 106.2 107.1 108.5 112.3 112.4 113.0 113.3

4,900 100.0 102.2 104.5 105.8 106.8 108.2 111.9 112.1 112.8 113.2

10,000 99.3 101.7 104.1 105.5 106.6 108.0 111.7 111.9 112.7 113.2

19,600 98.8 101.2 103.7 105.2 106.3 107.9 111.4 111.7 112.6 113.2

표 2.22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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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105.5 114.4 123.7 128.4 131.1 133.9 139.8 139.0 138.1 137.8

100 102.8 111.4 121.1 126.2 129.2 132.2 135.8 134.7 132.9 132.0

225 101.5 109.8 119.6 124.9 128.0 131.2 133.3 132.1 129.8 128.6

400 100.7 108.7 118.5 123.9 127.1 130.5 131.6 130.3 127.7 126.3

900 99.8 107.3 117.0 122.5 125.9 129.4 129.0 127.7 124.8 123.3

2,025 99.1 106.0 115.5 121.2 124.7 128.3 126.5 125.2 122.1 120.4

4,900 98.5 104.7 113.9 119.7 123.3 127.1 123.9 122.5 119.4 117.6

10,000 98.2 103.8 112.7 118.4 122.1 126.1 121.8 120.4 117.3 115.6

19,600 98.0 103.0 111.5 117.3 121.0 125.1 119.8 118.6 115.5 113.8

표 2.23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70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다) 태풍을 고려한 비정상성빈도해석 모형 및 홍수시나리오 모듈 베타버전 구축

① Bayesian Copula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본 Copula 모형의 개념을 기반으로 추정되는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향

화하기 위해 Bayesian 기법을 도입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극치시간단위로 상세화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즉, Copula 함수 활용시 사용되는 두 개 변량의 주변확률분포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pula 함수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

보다 불확실성 평가 및 최적의 매개변수 추정관점에서 개선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Bayesian 기법

을 활용하였으며, Bayesian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후분포 추정 식은 식 2.26과 같다.

∣D
×∣

×∣

×∣
∝×∣ (2.26)

이때 는 매개변수를 의미하여, 는 likelihood를 의미한다. 는 관측값이며, 는

사전분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Bayesian Copula 모형은 기본적으로 매개변수 추정단계에

서 기존 최우도법과는 다르게 통합적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즉, 기존에는 주변확률분포의

매개변수를 1차적으로 추정한 후 적합한 Copula 함수를 찾고, 2차적으로 Copula 함수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이분화된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Bayesian Copula

함수는 Bayesian 모형내에서 각 주변확률분포 및 Copula 함수 매개변수를 Bayesian 모형내에

서 통합적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크다. 이와 같이 주변확률분포형을 고려

한 Coupla 함수의 likelihood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27∼2.29와 같이 자료가

Lognormal 및 Gamma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을 때이다.

㉮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Clayton Copula의 Log-likelihood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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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Frank Copula의 Log-likelihood

   (2.28)

㉰ 주변확률분포가 고려된 Gumbel Copula의 Log-likelihood

  (2.29)

앞서 제시된 5개의 매개변수는 각각 Normal분포, Gamma분포 및 Uniform 분포를 사전분포
로 부여하여 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각각 부여한 사전분포 식은 식 2.30∼식 2.34와 같다.

∼
  (2.30)

∼ (2.31)

∼ (2.32)

∼ (2.33)

∼ (2.34)

최종적으로 식 2.30 ∼ 식 2.34와 식 2.27 ∼ 식 2.29을 식 2.26에 대입함으로써 매개변수들
의 결합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식 2.35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 
 ·  ·  ·  ·  (2.35)

식 2.35는 모든 매개변수에 대한 적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방법을 도입하여 사후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MCMC 방법 중 깁스표본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의
Convergence를 확증하기 위해서 3개의 Chain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Sampling이 효과적으
로 혼합(mixing)되도록 하였다.

② Beta 모형

사후확률의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체적분 값이 1을 가져야하지만 다변량 함수의 분
모를 적분할 때 수학적으로 추정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의 분모 부분을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형태의 사전확률
(prior probability)이 사용되며 이를 베타분포라 한다.

와 의 곱으로 계산되는 사후확률을 다시 사전확률과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변환

시 베르누이분포로 정의된 와 유사한  형태의 함수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
며 이와 같은 형태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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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여기서 는 확률분포를 적분했을 시 값을 1로 만들기 위한 상수로 베타함수(beta
function)라 하며 식 2.37과 같이 정의한다.

 · (2.37)

·는 Gamma 함수를 나타낸다.

그림 2.25는 매개변수  에 따른 베타분포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나타낸다.

그림 2.25 Beta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및 누적분포함수

Four-Parameter(4P) Beta 분포는 일반적인 Beta 분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한 매

개변수()와 하한 매개변수()를 추가 고려한 분포를 나타낸다. 추가된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식

2.36을 변형한 4P Beta 분포의 PDF는 식 2.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Johnson et al., 1995).

        (2.38)

Eq. 2.36의 경우 확률변수 의 범위는 0과 1사이로 정의하지만 상한, 하한 매개변수를 추가

로 고려할시     로 수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한매개변수는 추정하였지만, 상한매개변

수는 24시간 극치강수량을 적용하여 의 최댓값에 범위를 정의하는 동시에 모형의 비정상을

가지는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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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ayesian Beta 모형

Bayesian 추론은 대상의 사전확률과 추가적인 관측을 통하여 사후확률을 추정하는 통계적

추론법이다. 상기 통계법은 수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그 외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시간별 극한 강우 모의 시 식 2.38의 매개변수인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Kwon et al., 2008;

Lima and Lall, 2010c; Renard, 2011; Viglione et al., 2013).

관측 자료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우도함수()는 식 2.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2.39)

여기서, x는 연간 발생하는 지속시간별 극한 강우이며 시변성에 따라   로 나타

나며, b는 동일 연도의 24시간 극치강우량을 나타낸다.
Bayesian 추론 과정에서 매개변수   의 결합사후분포는 매개변수와 관측 데이터  로

부터 계산되어지는 우도 L과 사전확률분포   의 곱으로 평가되며 식 2.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  
∝·  (2.40)

주변우도(marginal likelihood) 는 사후확률 Pr의 합을 1로 표준화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상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 2.39와 식 2.40인 우도함수와 사전확률에 따른 결합 사후확률은 식 2.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min      (2.41)

식 2.41에서 매개변수   에 대하여 이론적 적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Bayesia Copula 모

형과 동일하게 MCMC 방법 중 깁스표본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을 추정하였다.

④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결과

㉮ Bayesian Copula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 강

우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시간단위 강우량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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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해 Copula 함수를 기반으로 지속시간별 강우자료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측값의 관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극치시간단위 강우량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와 24시간 관측된 강우시나리오의 관계를 Copula 함수를 통해 도출하면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 있는 극치 미래 시간강우량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본 연구

에서는 관측자료의 경우 24시간 자료이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단위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을 기준으로 지속시간별(1,3,6,9,12,15,18 및 21시간)과 24시간 자

료와의 연최대 강우량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시하였으

며,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상관계수도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26의 결과는 전주관측소를 예시로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2.26 전주관측소의 지속기간별 24시간 강우량과의 비교 결과

그림 2.27에서와 같이 지속시간이 짧아질수록 24시간 지속시간과 상이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모형 전반에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료연한이 짧기 때문에 Sampling Error 가 크다 하겠다, 이

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Copula 함수를

DIC(devianc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 활용하여 표 2.4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DIC

기준은 Bayesian 모형 선택의 기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Spiegelhaltar et al(2002)가 처음

제안한 방법이다. 모형에 통합성 추정된 우도(likelihood)와 모형에 사용된 매개변수 개수에 벌

칙함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평가하면 기존 모형에서 적합성 방법으로 이용되어온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유사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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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og-normal Gamma Copula
Log- Likelihood DIC

Parameter
κ

(3.0)

τ

(1.0)

μ

(1.0)

σ

(0.5)

θ

True/Sim.
Case A (Clayton Copula)

Clayton 2.725 1.155 0.989 0.741
4.066

/3.900
36.996 329.450

Frank 2.723 1.114 0.984 0.732
9.563

/10.663
31.810 340.180

Gumbel 2.721 1.161 0.999 0.752
3.015

/2.353
20.739 361.840

Case B (Frank Copula)

Clayton 2.757 1.151 0.999 0.747
4.066

/2.633
27.253 349.37

Frank 2.984 1.048 0.978 0.734
9.563

/12.877
39.341 324.68

Gumbel 2.817 1.122 0.978 0.758
3.015

/3.007
31.462 339.76

Case C (Gumbel Copula)

Clayton 3.472 0.795 0.878 0.662
4.066

/2.445
24.585 310.72

Frank 3.259 0.865 0.891 0.646
9.563

/9.680
30.173 301.19

Gumbel 3.457 0.794 0.868 0.612
3.015

/3,004
35.907 284.17

표 2.24 Bayesian Copula 모형 검증 수행 결과

그림 2.27 Bayesian Copula 모형 검증 수행 결과 도시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Copula 모형 적용에 앞서 자료를 모의 발생하여 Bayesian Copula
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매개변수 추정시 임의로 True value를 가정하고, 각 Copula 함수별로
매개변수를 Log-likelihood 및 DIC value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2.25와 같이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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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Copula model DIC LS1 LS4
서울

(108)

Frank 523.6 26055.7 -1559758.0
Clation 539.7 13995.2 -1589883.0

전주

(146)

Frank 502.3 11682.6 -1497409.0
Clation 511.1 11647.6 -1510033.0

대전

(133)

Frank 500.1 30824.0 -1489988.0
Clation 513.5 18971.1 -1516655.0

부산

(159)

Frank 513.7 40543.4 -1531076.0
Clation 521.9 46499.0 -1538578.0

표 2.25 지점별 DIC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의 자료에 따른 모델 적용 결과에 따라 Frank, Clayton Copula 모형을 선

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각 모형을 지점별로 비교하여 대부분의 기상청 관측소에서 Frank

Copula 함수가 가장 최적의 Copula 함수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상청 60개 지점 모두

Frank Copula 함수를 대표 Copula 함수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

로 지속시간 12시간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Coupla 분석 자료들의 주변

확률분포 및 Coupla 함수 매개변수에 대한 Bayesian Coupl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결

과 매개변수별 사후분포를 산정하였다. 이때 Copula 함수의 주변확률분포로는 Gumbel 분포를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2.28).

그림 2.28 지속시간별 극치강수량 계역에 대한 Gumbel 분포 확률지 -

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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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ayesian Beta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Bayesian Beta 모형은 앞서 분석한 Bayesian Copula 모형과 동일한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

다. 분석 절차는 Bayesian Copula 모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지속시간별 모의된 결과와 관

측 값 사이의 관계 분석시 서울 지점에 대하여 2시간은 약 0.68, 4시간 0.80, 8시간 0.91 및 16

시간 0.99가 산정되었으며, 이 외 지점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모든 지점에서 지속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관측 값의 지

속시간별 연 극치 강우량과 24시간 극치강우량 사이의 상관성의 영향이다. 그림 2.29는 24시간

지속시간의 극치강우량과 2, 4, 8 및 16 지속시간에 따른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2.29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Downscaling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Four parameter beta 함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 관

측소 별로 관측값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수행 결과 Four parameter beta

함수를 통해 도출된 모의 값과 관측값 확률강우량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ayesian을 통한 불확실성을 고려할시 일부 극치 관측값을 제외한 모든 값을 허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0에 대표적으로 속초, 서울, 대관령, 인천 지점에 대한 23시간 지속시

간 모의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관측값의 대부분이 불확실성 25%와 75%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Bayesian Beta 모형을 통하여 모의된 지속시간별 극치강우량은 관측 값의 지속시

간별 연 극치 강우량과 24시간 극치강우량의 영향에 따라 상관계수의 수치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의된 결과에서 기존 관측 값이 가지는 신뢰성에 준하는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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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Downscaling 결과

그림 2.31 분포형에 따른 (-)대수로그우도 결과

본 연구에서는 4P-beta 분포의 사후분포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

여 깁스표본법에 의한 MCMC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수렴을 확증하기 위해서 3개의

Chain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모의가 효과적으로 혼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률강우량

과 불확실성 구간을 모의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극치 강우량에 적절한 분포형으로 GEV 분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P-beta, GEV, 3P-beta 분포형을 부정로그우도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음의 대

수로그우도(Negative log-likelihood, NLLH) 값은 작을수록 적합한 분포형을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 비교한 네 가지 분포중 GEV와 4P-beta 분포가 대부분의 지속시간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거의 동일한 NLLH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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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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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Year
Return Period

2 5 10 20 25 30 50 100 200

1

2025 51.6 67.6 78.2 88.4 91.6 94.2 101.5 111.4 121.2

2055 52.5 65.8 74.6 83 85.7 87.8 93.9 102.1 110.2

2085 58.1 76.2 88.2 99.7 103.4 106.4 114.7 125.8 137

2

2025 35 45.7 52.9 59.7 61.8 63.6 68.5 75.1 81.7

2055 35.6 44.5 50.4 56 57.8 59.3 63.4 68.8 74.3

2085 39.3 51.5 59.5 67.3 69.7 71.7 77.3 84.8 92.3

3

2025 28 36.5 42.1 47.5 49.3 50.7 54.6 59.8 65.1

2055 28.4 35.5 40.2 44.7 46.1 47.3 50.5 54.8 59.2

2085 31.4 41.1 47.5 53.6 55.6 57.2 61.6 67.5 73.5

6

2025 16.2 21.1 24.3 27.4 28.4 29.2 31.4 34.4 37.4

2055 16.5 20.5 23.2 25.8 26.6 27.3 29.1 31.6 34.1

2085 18.2 23.7 27.4 30.9 32 32.9 35.4 38.8 42.2

9

2025 11.5 15.1 17.5 19.8 20.5 21.1 22.8 25 27.3

2055 11.7 14.7 16.7 18.6 19.2 19.7 21.1 22.9 24.8

2085 13 17.1 19.8 22.4 23.2 23.9 25.8 28.3 30.8

12

2025 9 11.9 13.9 15.8 16.4 16.9 18.2 20 21.8

2055 9.1 11.6 13.2 14.8 15.3 15.7 16.8 18.3 19.8

2085 10.2 13.5 15.7 17.9 18.5 19.1 20.6 22.7 24.7

15

2025 7.3 9.7 11.3 12.8 13.3 13.7 14.8 16.3 17.7

2055 7.5 9.5 10.8 12 12.4 12.7 13.7 14.9 16.1

2085 8.3 11 12.8 14.5 15.1 15.5 16.8 18.4 20.1

18

2025 6.4 8.6 10 11.4 11.8 12.1 13.1 14.5 15.8

2055 6.5 8.3 9.5 10.6 11 11.3 12.1 13.2 14.3

2085 7.3 9.7 11.3 12.9 13.4 13.8 14.9 16.4 17.9

21

2025 5.8 7.7 9 10.2 10.6 10.9 11.8 13 14.2

2055 5.9 7.5 8.5 9.6 9.9 10.2 10.9 11.9 12.9

2085 6.5 8.7 10.2 11.6 12 12.4 13.4 14.8 16.1

표 2.26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 RCP8.5 (서울 지점)

최종적으로 Bayesia Beta 모형을 통하여 산정된 지속시간별 극치강우량에 따른 확률강우량

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IDF 곡선을 산정하였다.

⑥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차년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기존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CORDEX에서 제공하는 다중 RCMs를 이용하여 PMPs 산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MPs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PMPs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지며, 산출 방법은

이전 차년도에서 수행되어진 기상청 RCM을 이용한 PMPs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산출된 결과

는 기상청 RCM 기반 미래 PMPs 결과와 비교 분석이 수행되어진다. 또한 각 모델들에 대한

현재 대비 미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들을 기반으로 원

하는 지점으로 강우사상을 전이 및 최대화 시킬 수 있는 tool인 Mega Storm Generating

Tool(MSGT)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tool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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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강우사상들을 목표 지점에 전이 및 최대화시킴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사상을 모의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문기상학적 방법

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PMPs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로서 물리

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극한강수사상을 모의하고 모듈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

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극한강수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를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재현

을 수행하였다.

⑦ 다중 RCPs-RCMs 대상 미래 PMPs 산출

㉮ 연구 수행 목적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지구 대기모형 자료(Global Climate Model, GCM) 및 RCM 자료

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된 다중 GCMs 및 RCMs 자료들을 이용하여 앙상블 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 이는 단일 모델에서의 단일 RCM 결과값을 이용하는 것 보다, 많은 모델들에서 생산

한 자료를 평균한 앙상블 결과가 오차를 줄이고 현실에 가장 가까운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모델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외에서는 여러 GCMs의

output data를 이용하거나 단일 GCM을 사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중 RCMs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12.5 km 해상도 자료에 대해

HadGEM3-RA 모델 단일 RCM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8년 세계기상기구(WMO)의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WCRP)이 후원하여 미래 지역기후 상세화 국제사업인 CORDEX(C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이 시작되었다. CORDEX는 전지구 모델 결과를 살펴보고

자 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지역기후모델로 상세화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우리나라 학계와 함께 5개의 RCMs을 이용하여 상세화 사업을 수행하였

으며 50 km 해상도의 동아시아 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cordex-ea.climate.go.kr를 통하여 전

세계로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RDEX에서 제공하고 있는 RCMs 중 3종(Hadgem3-ra, Regcm-v4,

YSU-RSM)을 이용하여 미래 PMPs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기상청에

서 제공하고 있는 12.5 km 해상도 hadgem3-ra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미래 PMPs와의 비

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산출 절차

본 연구에서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PMPs를 산정하는 방법의 절차는 WMO(2009)

에서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였다. PMPs를 추정하는 절차는 크게 수분최대화, 호우전이, 포락의

세단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전이비 산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WMO(2009)를 참

조하였다.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산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PMPs 절차 중 수분최대화비, 수직전이비, 수평전이비 값을

RCM의 현재기간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100년 빈도 이슬점을 이용하여 결정한 후, 이

를 이용하여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PMPs를 5 km 해상도로 산출

2) RCMs의 미래 RCPs 시나리오로부터 산출된 100년 빈도 이슬점을 이용하여 수분최대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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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전이비, 수평전이비를 산출 후, RCPs 시나리오별 미래 PMPs 도출

3)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현재 PMPs와 시나리오별 미래 시기별 미래 PMPs를 비교하여, 현재 대

비 PMPs 변화율 확인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33과 같다.

그림 2.33 RCM 자료 기반 현재기간 모의 자료와 미래 RCPs 시나리오를 이용한 PMPs

산출 절차

도식화된 절차를 바탕으로 현재기간 모의자료를 이용한 PMPs 및 미래 RCPs 시나리오별 미

래 PMPs를 산출하게 된다.

㉰ CORDEX 제공 RCMs 변수 확인 및 일 이슬점 산출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 RCPs 시나리오별 PMPs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지속 100년 빈도 이슬점이 필요하다.

CORDEX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5개의 지역기후모델(HadGEM3-RA, RegCM-v4,
SNU-MM5, SNU-WRF, YSU-RSM)을 이용하여 상세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50 km 해상
도 자료에 대해 동아시아 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
부 변수와는 달리 약 50여개의 산출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모델에 대해 RCP
4.5/8.5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어적분 기간 또한 200년만을 제공한다.

CORDEX에서 제공하는 변수 확인 결과, 한국 기상청과는 달리 상대습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습도 및 표면기압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균기온,
비습도, 표면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일 이슬점 자료를 우선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기후모델 중 SNU-MM5, SNU-WRF의 경우,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기간이 짧은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델의 분석을 제외하였다. 이슬점
산출에 사용된 자료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 2.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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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사용변수 형태 시나리오
Spatial

scale

해상

도
제어적분 시간해상도 시간 스케일

Korea

Peninsula

평균기온

NetCDF RCP 4.5/8.5

Longitude:

123°∼133

°

Latitude:

32°∼44°

50

km
200

Day

(360–day)

현재

모의
1981-2005

표면기압

미래

Hadgem3-ra
2006-2100

비습도
Regcm-v4,

YSU-RSM
2006-2050

표 2.27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기후변화시나리오 정보

㉱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결과

본 절에서는 다중 RCMs에 대한 미래 PMPs 변동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모델은 기준년도별로 미래 PMPs를 산출하였으며, 현재 대비 미래 PMPs의 변화율을 살펴보았
다. Hadgem3-ra 모델의 기준년도는 각각 2040, 2070, 2100년이며, Regcm-v4모델 및
YSU-RSM 모델의 기준년도는 2030, 2040, 2050년으로 설정하였다.

Hadgem3-ra 모델의 결과값을 살펴본 결과, RCP 4.5 기준 2100년까지 현재대비 약 25%
PMPs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P 8.5 기준의 경우 2100년까지 현재대비 약 40 %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로 갈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영향면
적이 클수록 현재대비 PMPs의 변화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gcm-v4모델과 YSU-RSM 모델의 결과를 살펴 본 결과, 두 모델 모두 기준년도에 따라
변화하는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이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준년도 2040년
의 경우, Regcm-v4 모델은 평균 14 % 증가하며, YSU-RSM 모델은 평균 13 % 증가하였다.

RCP 

4.5

RCP 

8.5

2040 2070 2100

그림 2.34 Hadegm3-ra RCM Models의 RCP 시나리오별 현재 대비 PMPs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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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

RCP 

8.5

2030 2040 2050

그림 2.35 Regcm-v4 RCM Models RCM Models의 RCP 시나리오별 현재 대비

PMPs 변화율 (%)

RCP 

4.5

RCP 

8.5

2030 2040 2050

그림 2.36 YSU-RSM RCM Models의 RCP 시나리오별 현재 대비 PMPs 변화율 (%)

㉲ 기상청 제공 12.5 km Hadgem3-ra와 CORDEX output과의 결과 비교

본 절에서는 본 과제에서 2차년도에 생산한 기상청 12,5 km 해상도 Hadgem3-ra RCM 모

델 결과와 CORDEX에서 제공하는 50 km 해상도 Hadgem3-ra RCM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한 미래 PMPs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우선 시기별 RCP 시나리오별 PMPs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2.3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RCP 4.5의 경우 두 모델간의 평균변화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RCP 8.5의 경우 기준년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시기에 대해 약 5%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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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그림 2.37 모델 별 시기별 현재대비 PMPs 변화율 (%) 비교

⑧ T-Storm & M-Storm Software(TMSS) 개발

㉮ TMSS의 개요

최근 대형 호우사상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1000년에 1번 일어날만한 기상이변이라 표현하고 있다(The

Washington Post, 2017). 허리케인 ‘하비’가 그렇게까지 강해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

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가장 컸는데, 극단적인 홍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JTBC, 2017).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도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사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발

생한 호우사상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사례로 남아 있으며, 2016년 내습

한 태풍 ‘차바’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지속시간에 따라서

는 도시 배수구조물의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슈퍼태풍

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은 기후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를 직접 설계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모델에서 도출된 결과의 경우 모델

별, RCM별로 각각 상이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어떤 연구자가 보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RCM이라도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2.38을 살펴보면 같은 RCM의

RCP 시나리오의 강우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분석 방식에 따라 확률강우량의 변화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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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연구단별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이처럼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는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가짐에 따라 실제 정

책 수립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를 직

접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및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Ohara et al.(2011)

은 이처럼 미래 기후정보에 기반한 RCM결과들로부터 직접 거대강우사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

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Dettinger et al(2012)는 Multi-hazard Project의 일환으로

거대호우사상 발생 시에 긴급대책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시나리오의 과학적 신뢰성 및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청 및 수많은 과학부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본 프로

젝트에서 생성된 시나리오를 긴급사태 대비 계획 및 모의훈련에 실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미국 Wisconsin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로써, 미국에 실제로 발생되었

던 거대 강수사상에 대해 특정 지역으로의 전이를 통해 강수사상을 최대화하는 방법론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수사상의 전이 및 유출모델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출량 산출 및 나

아가 침수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침수예상도 작성 및 취약지역 선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

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후모델의 결과만을 이용하여 방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취약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방재 계획을 세움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

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당해년도에서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

상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유역으로 강우사상을 전이하는 접근방식으로 거대강우사상을 발생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2.39 해외 주요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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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S의 개요

TMSS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유역으로 강우사상을 전이 및 최

대화시킬 수 있는 Software이다. 본 S/W의 기반은 PMPs 산정방법 중 수문기상학적인 방법

절차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S/W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던 대형 강우사상들을 목표 지점에 전이 및 최

대화시킴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사상을 모의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강우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화되어진 강우사상을 모의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시간-단위 자료까지 획득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유출 모의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 시나리오 구현 방법

TMSS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방법은 PMPs 산출방법 중 수문기

상학적방법 절차와 유사하다. TMSS를 구현하는 방법은 그림 2.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0 시나리오 구현방법

⑨ 물리적 기반의 최대강수 사상 생산을 위한 모듈별 성능평가

㉮ 물리모형을 이용한 최대강수시나리오 생산의 필요성

수문기상학적 방법론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몇 가지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관측 자료의 유효성에 매우 민감하

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방법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정상성

(stationarity)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IPCC, 2007; Milly et al., 2008). 수문-기후 시스

템의 시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기후 변화는 그 자체가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의미하

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와 같은 비정상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Ohara et

al.(2011)은 기존의 방법론들이 지형에 따른 지구 대기의 비선형 시스템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영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이러한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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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의해 강수량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Lee and Choi, 2010).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물리모형을 이용하

여 최대강수사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Ohara et al., 2011; Ishida et al.,

2015). 해당 방법론은 어떠한 가정이나 통계적 선형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대상유역의 비선형

대기 시스템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아직 국내에서는 적용된 바 없다(Lee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물리모형을 이용한 최대

강수시나리오 생산 연구는 국내 PMPs 산정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연구로 반드시 필요하다.

㉯ 물리모델의 모듈별 성능평가

물리모델을 이용한 최대강수사상 산정에 앞서 물리기반의 수치기상모델의 모듈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수치기상모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를 사용하였으며, WRF의 모듈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WRF는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의 약자로 대기 연구와 예보를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수십미터에서 수천킬로미터 까지 다양한 공간적 해상도를 지원하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규모 수치기상모델이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IAA)과 대기연구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 그리고 미국 및 해외대학 150개 이상의 기관의 협력으로 개

발된 커뮤니티형 모델로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되고 있는 모형이다. WRF는 ARW(Advanced

Research WRF)와 NMM(Nonhydrostatic Mesoscale Model) 두 가지 동역학적 연산자

(dynamical solvers)를 포함하고 있으며, ARW는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며, NMM의 경우

현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W가 사용되며 사용된 모델의 버전

은 V3.6.1이다.

WRF는 세 단계를 거쳐 구동되며, 우선 전처리 시스템(WRF Pre-processing System,

WPS)은 모의 지역 설정 및 WRF 구동을 위한 입력 자료를 생성한다. WRF ARW는 WPS에

서 생성된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모의를 진행한

다. 모의결과는 NCL이나 ARWPost 등을 이용하여 분석 및 시각화된다.

그림 2.41 WR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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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듈별 성능평가를 위해 일 최다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RUSA)를 사례

사상으로 선정하였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릉에는 870.5 mm라는 기록적인 일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강릉지점 연평

균 강수량(1401.9 mm)의 60%를 초과하는 양이다(Lee and Choi, 2010). 태풍 루사는 과거 우

리나라에 상륙한 유사태풍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였고, 이는 남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26℃로써 평년보다 2∼3℃ 정도 높아 태풍의 발달을 촉진하는 에너지원

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KMA, 2011). 다음 그림은 2002년 8월 30일

00시부터 08월 31일 23시(UTC 기준)까지 공간 누가강수량과 강릉, 가야산, 중산리 지점의 강

수 시계열을 나타낸다. 이때, 왼쪽의 공간 누가강수량은 426개 지점의 자동관측시스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자료와 74개 지점의 종관기상관측시스템(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자료로부터 획득한 시간 강수자료를 Kriging 기법을 사

용하여 공간적으로 분포시킨 결과이다. 이 기간동안 강릉, 가야산, 중산리 지점은 각각 896

mm, 419.5 mm 그리고 415 mm를 기록하였으며 최대 강우강도는 98, 42, 65 mm/hr 였다.

수치실험을 위한 모의 영역은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7 km(d01), 9 km(d02) 그리

고 3 km(d03)의 수평해상도를 가진다. 이때, 상위 도메인(예를 들면 본 연구의 d01)의 결과가

하위 도메인(d02)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인 단방향 중첩격자 기법(One-way Nest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그림 2.42 도메인 구성

모든 도메인은 2002년 8월 30일 00시부터 09월 01일 18시(UTC 기준) 동안 시간적분을 수행

하며, time step은 90초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우의 지연 등을 고려하

기 위해 모의 종료시간은 실제 관측된 강우종료시간보다 다소 길게 설정하였다. WRF 모형은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를 사용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표준 시간과는 9시간 차

이가 난다. 6시간마다 갱신되는 1° 간격 격자의 NCEP(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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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FNL 재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WRF 입력자료인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생성하였

다. 추가적으로 0.5 °격자 간격의 해수면 온도자료(RTG_SST, Real-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is)와 지상 관측 자료(NCEP ADP Global Surface

Observational Weather Data), 우리나라 자동관측시스템(AWS) 자료와 종관기상관측시스템

(ASOS)자료를 이용하여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개선하였다.

WRF는 다양한 물리옵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기상학적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

다. 이 중 미세물리(microphysics, MPS), 적운모수화(cumulus parameterization, CPS) 그리

고 대기경계층(planetary boundary layer, PBL)이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ng and Lee, 2009; Jankov et al., 2007; Lee and Sung, 2013).

각각의 물리옵션(MPS, CPS, PBL)들은 여러 방안(scheme)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미세물리 중 8개의 방안(K, L, WSM3, WSM5, F, WSM6, GGCE, TG)과 적운모수화

중 3개의 방안(KF, BMJ, GFE) 그리고 행성경계층 중 2개의 방안(YSU , MYJ)을 대상으로

총 25번의 수치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듈별 수치 모의 결과와 관측 강수량 및 태풍경로와 비교

함으로써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측 자료를 가장 잘 재현하는 물리 옵션의 최적 조합을 식

별하고자 하였다. 표 2.28은 WRF 모델 구성에 대한 요약을 나타낸다.

Model WRF V3.6.1

Domain D01 D02 D03

Horizontal grid size 27 km 9 km 3 km

Dimension 135×90×31 82×91×31 85×91×31

Nesting method One-way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

- NCEP FNL reanalysis data

- Real-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data

- NCEP Global Surface Observational Weather Data

-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data

- AWS(Automatic Weather System data) from KMA

Microphysics

- Kessler scheme(K)

- Lin et al. scheme(L)

- WSM 3-class simple ice scheme(WSM3)

- WSM 5-class scheme(WSM5)

- Ferrier (new Eta) microphysics(F)

- WSM 6-class graupel scheme(WSM6)

- Goddard GCE scheme(GGCE)

- Thompson graupel scheme(TG)

Cumulus parameterization

- Kain-Fritsch (new Eta) scheme(KF)

- Betts-Miller-Janjic scheme(BMJ)

- Grell-Freitas ensemble scheme(GFE)

Planetary boundary layer
- Yonsei University scheme(YSU)

- Mellor-Yamada-janjic (Eta) TKE scheme(MYJ)

Land surface model - Noah Land Surface Model

Integration period 0000 UST 30 August ∼ 1800 UST 01 September 2002

Time step 60 20 6.667

표 2.28 WRF 모델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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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의 결과 분석에 앞서 WRF를 이용하여 극한강우사상을 재현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

았다. Choi et al.(2012)과 Byun et al.(2015)은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이용하여 2010년 9월 21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모의하고 입력자료와 물리옵션들에 대

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Hong and Lee(2009)는 2006년 7월 12일 경기도에 발생했던 돌

발호우를 대상으로 WRF 모델의 모의능력을 평가하였다. Kim and Lee(2007)와 Lee and

Choi(2010)은 태풍 루사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Lee and Lee(2011)는 2007년 8월 4∼5

일 제천지역에 내린 강우를 모의한 바 있다. 또한 Lee and Hong(2006)은 2005년 6월 26∼27

일 양동지역에 발생했던 극한강우를 모의하고 지형의 영향을 살펴본바 있다. 언급한 연구들은

예보를 목적으로 기상분야에서 수행된 것으로 모델의 성능평가와 민감도 분석, 극한강우의 발생

원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타 기상인자와 강수량의 공간적인 분포는 우수하게 재현하고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들이 강수량을 과소추정하고 있으며 그 시간적인 분포도 재현하지 못

하고 있어 방재적인 관점(홍수량 계산 등)에서는 현업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2.29

는 국내연구에 사용한 물리옵션들의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연도) 미세물리 적운모수화 대기경계층

Choi et al. (2012) WDM 6 YSU Unused

Byun et al. (2015) GGCE YSU KF

Hong and Lee (2009) WSM6 YSU KF

Kim and Lee (2007) WSM6 YSU no information

Lee and Choi (2010) WSM6 YSU KF

Lee and Lee (2011) WSM6 YSU BMJ

Lee and Hong (2006) WSM6 YSU KF

표 2.29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WRF의 물리옵션

그림 2.43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25번의 수치모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특정 방안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옵션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강수량의 총

량과 공간적인 분포에는 CPS가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PBL이 상대적으로 강수량에 미

치는 영향이 작았다. 하지만 물리옵션이나 방안의 선택에 따른 어떠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상에 대해 적합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강우사상별로 시행착오적

인 방법으로 최적 조합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WSM6 (MPS), BMJ

(CPS) 그리고 MYJ (PBL)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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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KF-YSU (b) K-BMJ-YSU (c) K-GFE-YSU (d) L-KF-YSU (e) L-BMJ-YSU

(f) L-GFE-YSU (g) L-GFE-MYJ (h) WSM3-KF-YSU (i) WSM3-GFE-YSU (j) WSM5-KF-YSU

(k) WSM5-BMJ-YSU (1) WSM5-GFE-YSU (m) F-KF-YSU (n) F-BMJ-YSU (o) F-GFE-YSU

(p) WSM6-KF-YSU (q) WSM6-BMJ-YSU (r) WSM6-BMJ-MYJ (s) WSM6-GFE-YSU (t) GGCE-KF-YSU

(u) GGCE-BMJ-YSU (v) GGCE-GFE-YSU (w) TG-KF-YSU (x) TG-BMJ-YSU (y) TG-GFE-YSU

그림 2.43 물리옵션 조합(MPS-CPS-PBL)에 따른 공간 누가강수량 모의 결과.

㉰ 물리모델을 이용한 과거 극한강수사상 재현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최대강수사상을 산정하는 방법론들을 살펴보면 실제 발생했던 과거 극

한사상을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재현하고 이를 최대화 및 전이시켜서 물리적 최대 강수량을 산

정한다. 즉,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최대강수사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호우사상의 재

현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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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별된 WSM6, BMJ 그리고 MYJ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관측 강우자료와 태풍 경로를
잘 재현하였지만, 태풍 경로를 살펴보면 다소 북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나타났으며, 강우의 경
우 관측에 비해 빠르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태풍 루사의 경우 NCEP FNL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면, 물리옵션의 변화만으로는 강수량 재현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역학적 상
세화(Dynamical downscaling)를 수행한다고 해도 입력자료인 NCEP FNL 자료의 해상도(1°
간격의 격자)가 매우 낮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되며,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수정하여 수치
모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내의 모든 기압 관련 변수(지표압력, 해수면 압력, 기온 등)
들을 일괄 남동 방향으로 76 km 이동시키고, 풍속을 70% 수준으로 낮출 경우 관측 자료를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순수하게 NCEP FNL 자료를 이용한
역학적 기후 상세화가 상대적으로 나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최종적으로 모의된 태풍의 경로
는 지리산 통과 이후에 약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입력 자
료의 공간적인 해상도를 감안했을 때 관측 경로를 훌륭하게 재현하였다.

그림 2.44 태풍 루사의 관측 경로와 모의 경로의 비교.

그림 2.45는 자동관측시스템(AWS) 자료와 종관기상관측시스템(ASOS)자료를 이용하여 생
성한 관측 누가 강수량과 WRF에서 모의한 누가 강수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때 붉은 선은 지
역적으로 높은 강수량을 발생시킨 강릉, 가야산, 중산리 지점을 의미한다. WRF는 관측 강수량
의 공간적 분포를 합리적으로 재현하였다. 하지만, 강릉의 경우 최대 강수량 발생 지점이 관측
지점에 비해 북서쪽으로 약 50 km 떨어진 지점에서 모의되었다. 이러한 오차에는 다양한 이유
가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입력자료의 문제에서 비롯된 태풍의 경로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며, 선행연구(Lee and Choi, 2010)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살펴봤을 때 모델의 한
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릉 지점의 관측 강수량 자료는 이 지점과 비교를 실시하
였다. 그림 내의 강릉, 가야산, 중산리 지점은 총 896, 410, 419.5 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으며,
WRF는 각각 879, 396, 423 mm로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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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공간누가강수량에 대한 관측치 및 모의치 비교.

그림 2.46은 기상청 강릉, 가야산, 중산리 지점의 관측치와 WRF 모의치에 대한 시계열을 비

교한 것으로 관측된 총 발생 강수량과 그 시간적 분포를 합리적으로 재현하였다. 그러나 강릉지

점의 경우 관측에 비해 약 6시간 강수량이 늦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앞

서 언급한 것처럼 태풍 경로에서 기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a) 강릉

(b) 가야산

(c) 중산리

그림 2.46 시간강수량에 대한 지점별 관측치와 모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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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의 공간적인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크게 4개의 지역(호남, 영남, 경기/충청,

강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47 공간강수량 평가를

위해 지역구분

그림 2.48은 4개의 지역에 대해 공간 평균된 강수량을 비교한 것으로, 호남, 영남, 경기/충청
지역은 총 발생 강수량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인 분포를 훌륭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강원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과대산정되었으며 그 시간적인 분포도 다소 지체되었다.

(a) Honam

(b) Yeongnam

(c) Gyeonggo/Chungcheong

(d) Gangwon

그림 2.48 공간평균강수량에 대한 관측치와 모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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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는 관측치와 모의치의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호남,

영남, 경기/충청권의 결정계수( )는 각각 0.95, 0.90, 0.84로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강
수량이 과대산정된 강원권의 결정계수는 0.49로 나타났다. 강원도 태풍백서(GRMA, 2013)에
따르면, 루사로 인해 강원지방 동해안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어 이 기간동안 심각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측치도 모의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

균  는 0.79로 비록 지상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가 모든 기상조건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WRF는 강수의 전체적인 분포측면에서 상당히 잘 재현하였다고 판단된다.

(a) Honam (b) Yeongnam

(c) Gangwon (d) Gyeonggi/Chungcheong

그림 2.49 공간평균간수량에 대한 관측치와 모의치의 회귀분석 결과

(라)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및 최대강수 시나리오 생산

①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결과

㉮ 조건부 Copula 모형 검증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 강우량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시간단위 강우량 상세화를 위해 Copula

함수를 기반으로 지속시간별 강우자료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측값의 관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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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적용하여 극치시간단위 강우량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24시간 관측된 강우시나리오의 관계를 Copula 함수를 통해 도출하면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 있

는 극치 미래 시간강우량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의

경우 24시간 자료이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단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국내 관측값을 기준으로 지속시간별 자료와 24시간 연최대 자료를 기준으로 24시

간 이하의 연 최대치 자료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4시간 지속시간과 시

간차이가 클수록 상관계수는 낮아지고 산포도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24시간 자료로부터 시간단위 강우량 생성 시 불확실성이 다소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50은 서울, 춘천, 강릉, 대전, 대구, 부산, 여수 및 전주관측소를 예시로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2.50 전주관측소의 지속기간별 24시간 강우량과의 비교 결과

그림 2.50에서와 같이 지속시간이 짧아질수록 24시간 지속시간과 상이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모형 전반에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료연한이 짧기 때문에 Sampling Error 가 크다 하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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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단위 강우량자료 생성을 위해 조건부

Copula 모형을 활용하여 상세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관측값을 비교·분석하여 모형의 재현능

력을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Copula 모형의 경우 2변량 이상의 다변량을 기반으로 분

석이 수행되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조건부 Copula 모형 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Gumbel 확률분포형을 각 변량의 주변확률분포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2.50은 서울관측소를 대

상으로 지속시간별 극치강수량 계열에 대해서 Gumbel 분포 확률지에 도시한 결과이다. 적합성

검정결과 우리나라 62개 기상청 관측소(관측기간 1973년 이후)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적합성

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1 지속시간별 극치강수량 계역에 대한 Gumbel 분포 확률지 - 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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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uration

(hour)
Gumbel Weibull GEV

Seoul

(108)

1 227.318 228.577 230.024
6 280.781 288.720 279.553
12 291.102 297.950 291.239
18 301.595 307.465 300.968
24 311.771 316.572 309.246

Chuncheon

(101)

1 207.272 201.617 203.914
6 265.067 268.140 268.358
12 281.943 288.225 284.925
18 293.873 298.819 296.400
24 303.449 306.836 306.015

Gangneung

(105)

1 218.108 228.835 218.392
6 295.023 301.419 285.402
12 313.951 320.135 309.138
18 326.659 333.501 320.930
24 332.063 338.366 328.286

Daejeon

(133)

1 213.847 210.556 213.450
6 277.271 279.542 280.541
12 294.916 298.794 298.168
18 299.604 303.156 302.803
24 303.796 308.952 306.702

Daegu

(143)

1 200.992 203.500 203.801
6 258.790 268.878 262.084
12 277.127 280.036 280.414
18 238.789 286.176 287.084
24 289.757 290.743 292.945

Busan

(159)

1 230.630 233.517 235.302
6 275.881 278.457 279.14
12 289.326 299.855 290.658
18 299.841 309.369 301.832
24 303.707 313.330 305.331

Yeosu

(168)

1 210.254 206.857 209.284
6 271.222 269.744 272.520
12 283.154 285.275 286.232
18 289.920 293.168 293.137
24 295.574 299.693 298.864

Jeonju

(146)

1 219.014 226.519 221.352
6 273.007 275.214 276.298
12 284.563 289.996 287.466
18 291.345 293.851 294.638
24 294.920 295.683 297.975

표 2.30 지속시간별 강우량에 대한 BIC 결과

본 연구에서는 Archimedean Copula 함수 중 Clayton, Frank, Gaussian 및 Gumbel

Copula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각 Copula 함수별로 대수우도함수 값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Copula 함수를 선정하였다. 대수우도함수는 잘 알려져 있듯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즉, 매개변수 추정 시 사용된 자료의 발생확률을 정

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형의 적합성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Archimedean Copula 함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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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수우도함수 값을 표 2.31에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상청 관측소에서는 Gaussian

Copula 함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지점에서는 Gaussian Copula의 대수우

도함수 값이 가장 크지는 않았지만 타 Copula 함수의 대수우도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tion Name

(No.)

Duration

(hour)
Gaussian Clayton Frank Gumbel

Seoul

(108)

1 5.145 3.327 4.836 4.097

6 19.520 15.306 17.843 16.361

12 34.067 33.694 26.021 27.502

18 48.075 48.220 28.828 44.269

Chuncheon

(101)

1 6.977 7.392 5.455 5.524

6 15.932 17.353 14.184 13.941

12 25.025 23.295 22.346 21.742

18 36.777 36.758 26.177 33.489

Gangneung

(105)

1 6.043 1.329 2.819 7.762

6 21.665 17.442 16.466 18.893

12 32.260 25.607 22.840 27.534

18 56.911 50.307 27.073 52.352

Daejeon

(133)

1 5.581 3.931 5.630 4.453

6 20.507 15.119 17.003 18.719

12 28.587 20.077 23.015 28.661

18 42.316 34.411 26.820 41.518

Daegu

(143)

1 3.517 1.316 2.401 4.419

6 23.064 17.564 18.781 22.191

12 24.480 21.091 20.111 22.015

18 40.968 33.337 26.505 38.045

Busan

(159)

1 7.196 9.118 7.028 3.542

6 12.990 11.185 11.817 10.385

12 20.853 14.402 16.613 20.243

18 37.738 25.899 25.933 37.289

Yeosu

(168)

1 5.984 3.399 6.154 5.345

6 13.675 14.630 10.505 10.692

12 20.025 20.011 16.501 19.272

18 38.810 34.733 26.112 36.920

Jeonju

(146)

1 1.488 2.737 2.274 0.946

6 16.567 13.484 13.302 15.694

12 24.360 23.830 20.268 20.950

18 44.462 36.015 27.105 41.591

표 2.31 선정결과 지점의 1,6,12 및 18시간에 대한 대수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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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Copula 모형으로 추정된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관측기간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적용 결과 모의값과 관측값이 중간값 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

료의 분포가 다소 작게 산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ampling Error 및 매개변수

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결과라 사료된다. 기상청 지점별 산정결과 관측된 강우량과 추정된 강우

량의 평균값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극치값 또한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52∼그림 2.53은 서울 지점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2, 12시간에 대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2.52 지점지속시간 2시간 및 12시간 연최대 강우자료 관측값과 

모의값의 비교 결과(서울)

그림 2.53 지속시간 2시간 및 12시간 연최대 강우자료 관측값과 모의값의 비교

결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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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Copula 모형을 통한 결과의 Marginal parameter 및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2.32∼표 2.34와 같다.

Station Duration
Marginal parameter Statistics

Location Scale Mean
Standard

deviation

Seoul

(108)

1
Observation 39.82 12.63 47.11 16.20
Simulation 39.94 12.76 47.30 16.37

6
Observation 98.37 30.96 116.24 39.71
Simulation 98.38 31.05 116.31 39.82

12
Observation 124.23 37.78 146.04 48.46
Simulation 124.11 37.78 145.92 48.45

18
Observation 134.71 45.62 161.04 58.51
Simulation 134.99 45.19 161.08 57.96

Chuncheon

(101)

1
Observation 29.71 9.02 34.91 11.57
Simulation 29.80 9.03 35.01 11.58

6
Observation 75.13 24.55 89.30 31.48
Simulation 75.02 24.57 89.20 31.51

12
Observation 104.19 33.07 123.28 42.42
Simulation 103.86 32.91 122.85 42.20

18
Observation 118.21 40.72 141.71 52.23
Simulation 117.97 40.30 141.23 51.68

Gangneung

(105)

1
Observation 29.57 9.72 35.18 12.47
Simulation 29.55 9.85 35.24 12.63

6
Observation 78.40 38.14 100.46 48.93
Simulation 77.53 38.30 99.69 49.14

12
Observation 112.46 55.51 144.58 71.21
Simulation 113.51 55.34 145.51 71.00

18
Observation 137.32 69.93 177.83 89.73
Simulation 137.49 70.33 178.24 90.24

Daejeon

(133)

1
Observation 38.67 10.08 44.48 12.92
Simulation 38.62 10.09 44.44 12.94

6
Observation 87.93 31.05 105.85 39.82
Simulation 87.64 31.38 105.75 40.25

12
Observation 114.16 42.75 138.83 54.83
Simulation 113.57 42.78 138.26 54.86

18
Observation 128.24 46.30 154.97 59.38
Simulation 127.50 46.33 154.25 59.42

표 2.32 관측 및 분석결과의 통계적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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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uration
Marginal parameter Statistics

Location Scale Mean
Standard

deviation

Daegu

(143)

1
Observation 26.56 7.76 31.04 9.96

Simulation 26.56 7.68 31.00 9.85

6
Observation 60.30 21.93 72.96 28.12

Simulation 60.42 21.96 73.10 28.17

12
Observation 80.06 30.72 97.79 39.40

Simulation 79.98 30.80 97.76 39.50

18
Observation 94.32 34.84 114.43 44.68

Simulation 94.42 34.68 114.44 44.47

Busan

(159)

1
Observation 37.62 12.74 44.98 16.33

Simulation 37.67 12.59 44.93 16.14

6
Observation 91.43 30.30 108.92 38.87

Simulation 91.69 30.45 109.27 39.06

12
Observation 117.91 36.92 139.22 47.35

Simulation 118.81 37.17 140.27 47.68

18
Observation 133.90 45.26 160.03 58.05

Simulation 135.16 45.86 161.63 58.82

Yeosu

(168)

1
Observation 36.70 9.44 42.15 12.11

Simulation 36.76 9.44 42.20 12.10

6
Observation 91.87 28.72 108.45 36.83

Simulation 91.88 28.47 108.32 36.52

12
Observation 114.91 34.97 135.10 44.86

Simulation 115.90 35.40 136.34 45.40

18
Observation 126.83 39.52 149.64 50.69

Simulation 126.39 39.60 149.25 50.79

Jeonju

(146)

1
Observation 34.04 10.19 39.93 13.07

Simulation 33.99 10.13 39.84 12.99

6
Observation 74.01 28.61 90.52 36.69

Simulation 73.68 28.33 90.04 36.34

12
Observation 96.88 34.62 116.87 44.40

Simulation 96.58 34.40 116.44 44.12

18
Observation 107.83 40.23 131.05 51.60

Simulation 108.37 40.37 131.68 51.78

표 2.33 관측 및 분석결과의 통계적 비교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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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uration

(hr)
     or 

Seoul

(108)

1
39.72

(36.39,42.96)

12.75

(10.57,15.70)

140.90

(124.90,156.10)

55.79

(44.77,7109)

0.51

(0.20,0.71)

6
98.04

(91.09,105.70)

30.80

(25.27,37.95)

142.40

(131.10,154.20)

54.32

(44.35,67.25)

0.83

(0.69,0.90)

12
124.60

(115.50,133.90)

36.82

(30.56,44.87)

143.20

(128.60,156.80)

53.38

(44.03,65.55)

0.94

(0.89,0.96)

18(C)
136.10

(124.20,147.55)

50.60

(42.92,60.48)

140.80

(128.00,153.30)

54.01

(45.48,65.39)

16.62

(10.48,25.26)

Chuncheon

(101)

1(C)
29.50

(26.93,32.16)

9.61

(7.97,11.70)

127.40

(115.10,140.70)

46.70

(38.35,57.79)

1.46

(0.59,2.69)

6(C)
75.41

(69.06,82.15)

26.34

(21.91,32.14)

126.50

(114.80,139.30)

48.36

(40.15,59.70)

3.22

(1.80,5.18)

12
103.60

(96.70,112.50)

32.76

(27.38,39.77)

127.10

(117.60,141.20)

48.39

(40.09,59.34)

0.89

(0.80,0.94)

18
117.90

(107.50,127.50)

40.10

(33.56,48.43)

128.10

(114.70,139.50)

47.88

(40.07,57.94)

0.95

(0.91,0.97)

Gangneung

(105)

1(G)
29.58

(26.97,32.16)

9.50

(7.80,11.76)

150.10

(127.20,173.20)

81.92

(66.68,102.60)

1.50

(1.15,2.05)

6
78.47

(69.27,86.72)

38.04

(30.97,47.46)

150.90

(131.90,164.60)

76.90

(63.47,94.75)

0.84

(0.71,0.91)

12
113.00

(98.25,129.70)

55.38

(45.69,68.57)

151.40

(131.00,173.70)

77.52

(64.48,94.88)

0.92

(0.86,0.69)

18
133.80

(114.80,146.90)

67.61

(56.66,81.10)

146.70

(126.20,161.40)

75.26

(63.38,89.25)

0.98

(0.97,0.99)

Daejeon

(133)

1(C)
38.68

(35.95,41.47)

10.27

(8.52,12.68)

139.40

(128.10,153.30)

50.62

(41.32,63.34)

4.31

(1.86,7.09)

6
87.51

(79.07.94.50)

30.95

(25.85,37.44)

138.60

(124.30,150.60)

49.61

(41.36,60.45)

0.86

(0.73,0.92)

12(G)
113.90

(103.80,125.10)

43.14

(36.37,52.20)

138.60

(126.80,150.90)

50.21

(42.10,60.61)

4.19

(2.90,5.92)

18
127.40

(117.80,136.60)

46.05

(38.73,55.16)

138.00

(127.90,148.10)

49.41

(41.57,59.33)

0.97

(0.94,0.98)

Daegu

(143)

1(G)
26.51

(24.39,28.70)

7.93

(6.57,9.79)

103.30

(93.24,114.10)

40.07

(32.93,50.09)

1.53

(1.15,2.08)

6
59.77

(53.19,65.48)

22.10

(18.35,26.93)

103.60

(90.46,114.00)

39.44

(32.84,48.01)

0.89

(0.78,0.94)

12
79.62

(71.91,87.28)

30.59

(25.73,37.12)

104.20

(94.45.115.40)

38.88

(32.51,47.17)

0.89

(0.80,0.94)

18
95.16

(84.30,99.69)

35.30

(29.12,41.33)

106.10

(97.29,115.20)

39.60

(33.68,47.33)

0.97

(0.94,0.98)
Busan

(159)
1(C)

37.62

(34.06,40.94)

12.70

(10.41,15.89)

143.90

(130.30,155.80)

48.18

(39.40,60.02)

1.68

(0.77,2.96)

표 2.34 상세화 모형을 통한 매개변수 정량화(괄호-신뢰구간, C-Clayton, G-Gumbel , F-Frank,

표시되지 않은 것-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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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는 관측기간인 1979 ∼ 2005년대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downscaling 모형

으로 각 지속시간별 값을 매개변수     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는 MCMC 기법을 통하여 추정된다. Copula의 매개변수  의 신뢰구간은 24시간

AMRs 사이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짧은 지속시간보다 긴 지속시간에 신뢰도가 높다. 이로

인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의 경우 짧은 지속시간의 IDF 곡선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른 기간에서의 AMRs 시간분포는 사후분포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본 연구에서는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CORDEX RCMs)를 앞서

검증된 조건부 Copula 모형을 활용하여 지속시간별 극치시간단위 자료로 생성하였다. 일 단위

이하의 시간규모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과거 관측값의 지속시간별 관계를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지점별로 빈도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따

른 확률강수량을 평가하였으며, 이는 그림 2.54∼그림 2.60에 지속시간 1, 6, 12, 18 시간을 대

표 지속시간으로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정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지속시간별 극치

시간단위 자료를 앞서 선택한 주변확률분포인 Gumbel 분포에 적용하여 확률강수량을 추정하

였다. 모형을 통하여 산정된 재현기간에 따른 결과를 대표 지속시간 1, 6, 12 및 18시간에 대한

현재 대비 증감 폭으로 표 2.36∼표 2.37에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6
90.86

(83.88,98.96)

30.16

(24.94.37.09)

143.40

(129.60,155.40)

48.44

(39.61,59.58)

0.74

(0.54,0.85)

12
118.00

(109.60,126.70)

37.07

(30.65,45.64)

144.50

(133.85,156.10)

48.43

(39.85,59.29)

0.85

(0.72,0.92)

18
133.30

(121.95,143.80)

45.62

(38.30,55.14)

144.00

(131.50,154.80)

48.78

(40.74,58.97)

0.96

(0.92,0.97)

Yeosu

(168)

1(F)
36.67

(33.99,39.11)

9.57

(7.97,11.79)

136.60

(125.20,144.60)

44.03

(36.16,54.53)

4.65

(2.01,7.61)

6(C)
91.39

(84.39,98.19)

28.48

(23.81,34.75)

136.00

(125.35,145.50)

43.08

(35.69,52.90)

2.49

(1.29,4.09)

12
114.40

(106.10,124.40)

34.75

(28.94,42.36)

136.90

(124.90,148.60)

43.01

(35.63,52.55)

0.85

(0.72,0.92)

18
126.30

(117.20,133.70)

39.15

(33.18,46.56)

136.30

(126.20,144.90)

43.05

(36.33,51.41)

0.96

(0.93,0.98)

Jeonju

(146)

1(C)
33.95

(31.06,36.97)

10.35

(8.40,12.99)

118.00

(107.20,129.40)

44.53

(36.62,55.55)

0.73

(0.15,1.60)

6
73.54

(65.40,80.58)

28.84

(24.01,35.19)

115.90

(102.90,127.10)

43.66

(36.09,53.45)

0.81

(0.65,0.90)

12
95.89

(88.19,103.00)

34.12

(28.56,41.51)

115.70

(106.90,125.40)

42.41

(35.67,51.04)

0.89

(0.79,0.94)

18
105.60

(99.03,113.90)

39.88

(33.79,47.76)

114.50

(107.70,123.50)

42.94

(36.44,51.01)

0.97

(0.9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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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s HadGEM3-RA RegCM SNU_WRF G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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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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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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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Yonsei

University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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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ydrostatic Hydrostatic Non-hydrostatic Hydrostatic

Projection

resolution

Rotated pole

0.44°(∼50km)

Lambert

conformal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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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ator 50km

Vertical levels 38 18 27 22

Convection
[Gregory and

Rowntree, 1990]
[Emanuel, 1991] [Kain, 2004]

[Hong and Pan,

1998]
Planetary

boundary layer

[Lock et al.,

2000]

[Holtslag et al.,

1990]

[Hong et al.,

2006]

[Hong et al.,

2006]
Spectral

nu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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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Davies et al.,

2005]

[Giorgi et al.,

2012]

[Skamarock et

al., 2008]

[Hong et al.,

2013]

표 2.35 본 연구에 적용된 CORDEX 자료 현황

그림 2.54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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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춘천)

그림 2.56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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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전주)

그림 2.58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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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대구)

그림 2.60 기후변화 시나리오 4.5, 8.5에 대한 CORDEX-RCMs기반 IDF

곡선 모의 결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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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RCP

Scenarios
Duration

HadGEM3-RA RegCM SNU_WRF GRIMs

Model Copula Model Copula Model Copula Model Copula

Seoul

(108)

4.5

1

-19.7%

-10.9%

26.9%

16.8%

21.7%

11.1%

-3.8%

-3.3%

6 -21.8% 35.2% 18.2% -9.3%

12 -25.0% 40.0% 20.1% -11.5%

18 -25.5% 37.8% 15.3% -13.0%

8.5

1

-3.4%

-1.3%

40.4%

23.3%

25.7%

13.5%

1.1%

-1.2%

6 -2.7% 47.4% 22.8% -5.7%

12 -2.7% 55.0% 25.6% -7.9%

18 -5.4% 40.0% 20.7% -10.0%

Chun

cheon

(101)

4.5

1

-13.4%

-9.5%

26.9%

14.4%

-5.1%

1.6%

-3.8%

-5.1%

6 -15.6% 26.0% 1.7% -10.6%

12 -16.2% 38.9% -5.9% -11.0%

18 -17.6% 43.5% -6.7% -12.7%

8.5

1

17.0%

3.3%

40.0%

13.1%

1.2%

2.1%

1.1%

-4.1%

6 6.9% 24.7% 3.3% -8.8%

12 26.7% 53.3% 0.8% -7.3%

18 31.6% 60.8% 1.1% -8.5%

Gang

neung

(105)

4.5

1

-17.0%

-7.8%

29.3%

20.5%

4.4%

-3.4%

-6.0%

-3.9%

6 -15.0% 27.2% -7.1% -11.3%

12 -17.4% 30.8% -10.8% -13.2%

18 -19.1% 34.6% -12.9% -15.0%

8.5

1

-6.1%

-3.9%

28.6%

26.2%

3.7%

-0.4%

2.9%

-1.7%

6 -5.9% 34.4% 1.5% -7.7%

12 -6.4% 39.9% 1.1% -10.4%

18 -6.7% 44.7% 1.0% -12.2%

Dae

jeon

(133)

4.5

1

2.4%

-0.4%

58.1%

15.5%

9.9%

-1.0%

1.6%

-0.4%

6 -2.5% 49.1% 10.6% 5.5%

12 -4.0% 61.2% 14.4% 7.4%

18 -4.8% 60.1% 13.8% 6.7%

8.5

1

5.6%

2.5%

25.9%

11.5%

-1.0%

-2.8%

15.3%

7.8%

6 1.4% 17.3% -6.0% 20.8%

12 0.9% 19.8% -7.3% 24.7%

18 0.4% 19.8% -7.8% 24.1%

표 2.36 지속시간 및 50년 빈도에 대한 변화비율 및 모형을 통한 결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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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RCP

Scenarios
Duration

HadGEM3-RA RegCM SNU_WRF GRIMs

Model Copula Model Copula Model Copula Model Copula

Dae

gu

(143)

4.5

1

-3.5%

-4.9%

39.8%

28.7%

13.9%

10.7%

-12.2%

-8.6%

6 -5.8% 34.7% 16.0% -19.8%

12 -6.5% 36.6% 17.5% -21.3%

18 -7.8% 39.9% 19.1% -23.9%

8.5

1

15.0%

4.8%

21.3%

12.0%

8.8%

1.8%

9.8%

6.7%

6 12.7% 20.6% 8.2% 9.6%

12 13.4% 22.2% 8.9% 10.1%

18 14.3% 23.7% 9.4% 10.7%

Bu

san

(159)

4.5

1

14.4%

5.4%

27.3%

6.1%

49.6%

11.8%

-17.7%

-15.8%

6 12.0% 17.1% 47.1% -21.1%

12 13.8% 18.4% 57.0% -26.8%

18 15.7% 21.1% 68.0% -31.9%

8.5

1

25.7%

3.0%

21.7%

4.5%

21.6%

4.9%

4.6%

-3.3%

6 23.1% 16.3% 14.3% -3.0%

12 27.8% 19.0% 15.4% -5.9%

18 33.3% 22.7% 17.6% -8.3%

Yeo

su

(168)

4.5

1

34.3%

17.3%

38.5%

10.6%

60.7%

18.5%

-11.4%

-6.1%

6 16.3% 8.2% 23.7% -12.1%

12 53.2% 25.6% 78.7% -17.9%

18 61.8% 29.0% 92.3% -21.2%

8.5

1

52.1%

19.4%

29.6%

12.7%

17.9%

9.1%

8.9%

5.2%

6 22.4% 11.0% 4.9% 3.8%

12 92.3% 20.1% 9.2% 3.6%

18 108.9% 22.8% 8.3% 3.2%

Jeon

ju

(146)

4.5

1

12.5%

1.9%

51.8%

5.3%

27.5%

3.9%

9.7%

3.8%

6 4.2% 38.2% 26.1% 12.1%

12 3.1% 43.0% 29.3% 13.0%

18 2.4% 48.8% 32.9% 13.8%

8.5

1

28.4%

4.8%

25.5%

0.7%

13.5%

2.2%

33.1%

5.3%

6 48.0% 20.6% 15.5% 37.5%

12 52.9% 23.6% 15.8% 40.6%

18 60.3% 27.7% 17.3% 45.6%

표 2.37 지속시간 및 50년 빈도에 대한 변화비율 및 모형을 통한 결과의 비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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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 RCPs-RCMs 대상 미래 PMP 산출 및 물리기반 강우사상 최대화 연구

당해년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전 차년도에 이어 기존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CORDEX에서 제공하는 다중 RCMs를 이용한 PMPs 산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MPs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PMPs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지며, 산출 방법은 이전 차년도에서 수행되어진 기상청 RCM을 이용한 PMPs 산정방

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산출된 모델들에 대한 현재 대비 미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

로 미래 RCPs-RCMs 대상 PMPs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강우사상을 전이 및 최대화 시킬 수 있는

Tool인 T-Storm & M-Storm Software(TMSS)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Tool을 통

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던 대형 강우사상들을 원하는 유역에 전이 및 최대화시킴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사상을 모의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문기상학적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PMPs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로써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극한강수사상을 모의하고 모듈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극한강수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의 재현을 실시하고 강수사상의 최대화를 수행하였다.

③ 다중 RCPs-RCMs 대상 미래 PMPs 산출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연구에 이어 CORDEX에서 제공하고 있는 RCMs 중 3종

(Hadgem3-ra, Regcm-v4, YSU-RSM)을 이용하여 미래 PMPs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산출된 RCPs-RCMs 대상 PMP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에 대

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 결과

본 절에서는 OBS data를 이용한 PMPs의 결과와 RCM 자료별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PMPs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6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세 모델의 결과 모두 OBS의 공간분포 형

태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PMP 결과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OBS data와 RCM model present data와의

bias-correction 및 scale-invariance가 잘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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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s

12hr - 2025 km2

(b) Obs

24hr – 900 km2

(c) Obs

72hr – 25 km2

(d) Hadgem3-ra

12hr - 2025 km2

(e) Hadgem3-ra

24hr – 900 km2

(f) Hadgem3-ra

72hr – 25 km2

(g) Regcm4

12hr - 2025 km2

(h) Regcm4

24hr – 900 km2

(i) Regcm4

72hr – 25 km2

(j) YSU-RSM

12hr - 2025 km2

(k) YSU-RSM

24hr – 900 km2

(l) YSU-RSM

72hr – 25 km2

그림 2.61 OBS data와 RCM Present data 결과의 비교

㉯ 다중 RCMs-RCPs 결과를 이용한 PMPs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12.5 km HadGEM3-RA 모형, 50 km 해상도

HadGEM3-RA 모형, RegCM-v4 모형, YSU-RSM 모형의 모든 RCP 시나리오 결과들을 이

용하여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12시간, 영향면적 900 km2 에 대한 PMP의 현재대비 변화율(%)

을 미래 시기에 따라 그림 2.62와 같이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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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를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RCP 시나리오별 모델별 현재 대비 변화율이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70년 이후로 현재 대비 변화율이 모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100년에서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현재대비 증감율의 차이가 약 40%까지 차이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2.38은 모델별 시기별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PMPs 변화율을 정리한 표이다. 2050년을 기

준으로 현재 대비 11-21 %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델별, 시나리

오별로 도출되는 결과들이 같은 기간이라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며, 단일한 모

델 및 단일한 시나리오 결과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림 2.62 모든 RCPs-RCMs 모델에 대한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12시간 영향면적 900

km2 의 현재대비 미래 PMPs 변화율 (%)

Model name
RCP

Scenario

Year

2030 2040 2050 2070 2100

HadGEM3-RA

(12.5km)

RCP 2.6 9.7 11.6 13.2 15 13.3

RCP 4.5 10.4 16 17.1 22.5 24.4

RCP 6.0 6.1 8.9 11 15.8 24.2

RCP 8.5 8.8 13.8 18.2 27.9 43.8

HadGEM3-RA

(50 km)

RCP 4.5 12.4 15.6 18.5 23 26.2

RCP 8.5 13.4 18.1 22.8 32.6 40.9

Regcm4

(50 km)

RCP 4.5 12.4 14.4 15 X X

RCP 8.5 13.8 17.6 21.1 X X

YSU-RSM

(50 km)

RCP 4.5 11.1 13 13.6 X X

RCP 8.5 12.4 16.1 19.6 X X

표 2.38 모델별 시기별 전국 PMPs 평균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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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RCPs-RCMs 대상 PMP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

본 절에서는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산출되어있는 모든 미래 RCPs-RCMs를 대상으로 PMPs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을 표 2.39와 같이 정리하였다.

Model Name

KMA

12.5 km

Hadgem3-ra

CORDEX

50 km

Hadgem3-ra

CORDEX

50 km

Regcm-v4

CORDEX

50 km

YSU-RSM
RCP Scenario 2.6/4.5/6.0/8.5 4.5/8.5 4.5/8.5 4.5/8.5

Period 2021-2100 2021-2100 2021-2050 2021-2050

Duration (hr) 1, 2, 4, 6, 8, 12, 18, 24, 48, 72

Area (km2) 25, 100, 225, 400, 900, 2025, 4900, 10000, 19600

표 2.39 PMPs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

④ T-Storm & M-Storm Software(TMSS) 개발

㉮ TMSS 개발

본 절차를 바탕으로 본 차년도에서는 과거 발생되어진 대형강우사상을 기반으로 최대 강수사

상을 얻고자 하는 유역 정보 및 강우 지속시간을 입력하면 전이 유역에서의 최대 강수량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software를 개발하였다. 본 software에서 필요한 입력자료와 제공되는 출력자

료는 아래와 같다.

(1) 입력자료

- 전이시키고자 하는 소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관측소 번호

- 강우관측소별 티센계수

- 목표 지속시간 (hr)

(2) 출력자료

- 최대강우사상 3개에 대한 시계열정보

- 최대강우량을 기록한 강우관측소의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

- 최대강우사상별 원 호우사상의 지속시간

- 최대강우사상별 원 호우사상의 호우중심 강우관측소

- 최대강우사상별 원 호우사상의 강우량

- 최대강우사상에 대한 전이중심 강우관측소 정보

- 최대강우사상별 총 강우량

- 최대강우사상별 목표 지속시간에서의 강우량

⑤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강우사상 최대화 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연구를 통해 과거 호우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RUSA)를 대상으로

재현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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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화 시나리오 구축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강우사상 최대화 방법 개발을 위해 수문기상학적 방법의 PMP를 추

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수분 최대화비()를 살펴보았다. 수분 최대화비는

최대 12시간 지속 1000hPa 이슬점에 의한 가강수량()과 대표 12시간 지속 1000 hPa 이

슬점에 의한 가강수량()의 비로 산정되며, 이는 기존의 PMP는 이슬점의 변화에 많은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48)

만약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가 100%라면, 이슬점 온도는 현재 기온과 동일하다

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온(Air Temperature, T),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 상대습도(RH) 변화에 따른 최대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 1) ΔT+ΔSST

- 기도와 해수면 온도 상승

시나리오 2) RH100%+ΔT+ΔSST

- 상대습도 100%를 기반으로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

이때, 기온 및 해수면 온도는 모든 도메인의 격자에 대해 증가시켰으나, 상대습도는 수분 유

입방향인 도메인3(d03)의 하단 경계에 한해 변화를 주었다. 이는 호우발생지역과 도메인1(d01)

과 도메인2(d02)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기온변화(ΔT)는 수분 최대화비를 참고하여 해당 호우사상의 기간 중 강릉 관측소에서 관측

된 최대 이슬점 온도와 100년 빈도 이슬점을 산정하여 그 차이만큼 증가시켰다. 태풍 루사 기간

동안의 최대 이슬점 온도는 20 ℃였으며, 강릉 관측소의 100년 빈도 이슬점 온도는 26 ℃였다.

따라서 ΔT 는 6 ℃로 설정하였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도 동반하여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기온의 상승에 따른 해

수면 온도의 상승을 고려하기 위해서 남해안에 위치한 해양기상부이(buoy) 및 등표기상관측소

의 기온 및 해수면 온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300회 이상의 관측이 실시된 남해안의 관측소를 식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수서와 지귀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온이 6 ℃ 상승

할 경우 해수면 온도는 3.84 ℃ 상승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따라서 ΔSST는 3.84 ℃로 설

정하고 모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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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화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결과

그림 2.63은 최대화 시나리오 따른 총 누가 강수량을 나타낸다. 기대한바와 같이, 시나리오

2(RH100%+ΔT+ΔSST)가 가장 높은 강수량을 모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수량이 상대습도,

기온 그리고 해수면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a) 재현결과 (b) ΔT + ΔSST (c) RH 100% + ΔT+ ΔSST

그림 2.63 최대화 시나리오에 따른 총 누가 강수량의 비교

최대화된 강수량의 공간적인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4개 권역(호남, 영남, 경기/충청권, 강원

권)의 공간평균 강수량을 살펴보았다. 그림 2.64에서 ‘sim’은 재현결과를 나타내며, ‘dt’는 온도

와 해수면 온도만을 상승시켰을 경우, ‘dtRH'는 경계조건의 상대습도 100%로 설정하고 온도와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의 모의 결과를 나타낸다. 최대화 결과에 따라 호남과 경기/충청

권은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강원과 영남권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a) 호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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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화 결과와 PMP의 비교 분석

수문기상학적 방법으로 산정된 PMP는 특정 면적과 지속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3(d03)의 4개 격자에 해당하는 36 km² 면적을 기반으로 8, 12, 18, 24,

48시간에 대해서 최대화 된 강수량과 PMP를 비교하였다. PMP 값은 가장 최근에 한국을 대상

으로 산정한 Lee et al.(2016)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림 2.65는 Lee et al.(2016)의 연구에 따

른 PMP 지도로 1981∼2005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결과이다.

(b) 영남권

(c) 경기/충청권

(d) 강원권

그림 2.64 최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계열 모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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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hr – 25 ㎢ (b) 48 hr – 225 ㎢

(c) 72 hr – 900 ㎢ (d) 24 hr – 10,000 ㎢

그림 2.65 Lee et al.(2016)에 의해 산정된 PMP 지도

WRF는 모의결과를 격자별로 시계열을 제공하므로, 선택된 격자에 대해서 평균한 뒤 간단하

게 지속시간별 최대 강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2.66은 최대화 된 태풍 루사를 모의하고 강

릉 기상관측소에 해당하는 격자의 시계열(막대그래프)을 바탕으로 지속시간 별 최대 강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8, 12, 24시간의 이동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강

릉 지점의 지속시간 8시간 최대 강수량은 739 mm로 모의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66 강릉 지점의 지속시간별 최대 강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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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정된 최대 강수량을 PMP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2.67과 같다. 최대 강수량은 지속

시간 8, 12, 18, 24, 48시간 별로 각각 739, 1018, 1220, 1362, 1458 mm로 산정되었다. PMP는

지속시간 8, 12, 18, 24, 48시간 별로 각각 808, 953, 1212, 1395, 1395 mm로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최대강수량과 PMP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2.67 강릉 지점의 지속시간별 최대 강수량과 PMP

(마)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①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결과 및 검증

가. 조건부 Copula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측값을 기준으로 지속시간별 자료와 24시간 연최대 자료를 기준으로

24시간 이하의 연최대치 자료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4시간 지속시간과

시간차이가 클수록 상관계수는 낮아지고 산포도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68

∼그림 2.69). 이러한 현상은 24시간 자료로부터 시간단위 강우량 생성 시 불확실성이 다소 커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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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지속시간별 극치강수량과 24시간 연최대 강우량 관계

그림 2.69 Mann-Kendall 검정을 통한 2,6,12 및 18 지속시간과 24시간

AMRs의 상관관계

그림 2.70∼그림 2.71과 같이 지속시간이 짧아질수록 24시간 지속시간과 상이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모형 전반에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료연한이 짧기 때문에 Sampling Error 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단위 강우량자료 생성을 위

해 조건부 Copula 모형을 활용하여 상세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관측값을 비교·분석하여 모형

의 재현능력을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Copula 모형의 경우 2변량 이상의 다변량을 기

반으로 분석이 수행되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조건부 Copula 모형 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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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선정 지점에 대한 AMRs 시계열 및 선형회귀

그림 2.71 RCM의 편의 보정 전(좌)과 후(우) (회색) 및 관측값의 CDF 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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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uration

(hour)

Mean

(mm)

Stan.

Dev.

(mm)

Skewness Kurtosis
Min

(mm)

Max

(mm)

Period

(years)

Seoul

1

46.283 15.157 0.584 3.222 22.700 90.000

1979

-

2014

(36)

Chuncheon 36.108 9.474 -0.241 2.397 16.100 52.500
Gangneung 34.881 15.694 2.081 8.452 17.500 98.000

Daejeon 41.717 11.403 0.090 2.089 21.500 65.100
Daegu 32.139 9.886 1.032 4.542 13.000 62.500

Busan 48.797 19.009 0.603 2.212 22.700 84.600

Yeosu 42.228 9.862 -0.026 2.114 21.200 59.100
Jeonju 40.797 14.528 1.189 4.129 23.400 85.000

Seoul

6

119.786 50.526 1.099 3.756 53.000 259.900
Chuncheon 93.203 32.556 0.671 2.763 44.200 170.500

Gangneung 101.464 68.945 2.576 10.879 46.100 399.500

Daejeon 99.403 37.882 0.825 3.450 45.400 206.800
Daegu 74.669 25.639 0.485 2.749 30.600 133.900

Busan 114.122 46.505 1.099 3.682 49.300 241.500
Yeosu 110.969 34.439 0.315 2.232 46.000 179.900

Jeonju 89.325 34.872 0.825 2.918 35.000 173.100
Seoul

12

151.611 59.938 0.609 2.322 53.000 281.000

Chuncheon 128.869 48.089 1.126 4.002 59.700 267.500

Gangneung 142.767 95.381 2.809 12.901 59.100 576.000
Daejeon 129.725 54.991 1.263 5.473 58.500 322.900

Daegu 101.678 37.082 0.655 3.088 35.700 194.300
Busan 146.286 61.572 1.712 6.184 75.600 361.800

Yeosu 145.414 54.692 1.039 3.769 60.500 299.100

Jeonju 114.364 46.090 1.309 4.530 53.800 256.000
Seoul

18

171.675 77.293 0.943 3.144 66.000 389.200

Chuncheon 148.547 56.025 0.823 3.101 68.100 305.000
Gangneung 173.833 128.355 3.545 18.269 67.500 813.500

Daejeon 145.692 60.535 1.039 3.910 71.000 328.300
Daegu 117.225 41.807 0.569 2.716 44.000 217.100

Busan 165.728 70.214 1.793 7.210 75.600 433.400

Yeosu 159.214 59.860 1.023 3.656 65.300 329.900
Jeonju 128.358 47.882 0.973 4.120 56.200 277.000

Seoul

24

185.939 88.632 0.989 3.071 84.500 433.200
Chuncheon 164.869 67.236 0.719 2.590 68.100 321.500

Gangneung 191.000 138.258 3.532 18.261 76.700 880.000

Daejeon 156.833 67.133 1.299 4.818 77.500 370.000
Daegu 131.047 47.142 0.425 2.334 46.600 228.000

Busan 179.761 75.780 1.602 6.372 80.300 460.900
Yeosu 171.406 65.710 1.007 3.454 69.600 360.000
Jeonju 138.156 48.562 0.721 3.446 63.500 279.500

표 2.40 연최대 강우의 기본 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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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uration

(hour)
Gumbel Weibull GEV

Seoul

(108)

1 227.318 228.577 230.024
6 280.781 288.720 279.553
12 291.102 297.950 291.239
18 301.595 307.465 300.968
24 311.771 316.572 309.246

Chuncheon

(101)

1 207.272 201.617 203.914
6 265.067 268.140 268.358
12 281.943 288.225 284.925
18 293.873 298.819 296.400
24 303.449 306.836 306.015

Gangneung

(105)

1 218.108 228.835 218.392
6 295.023 301.419 285.402
12 313.951 320.135 309.138
18 326.659 333.501 320.930
24 332.063 338.366 328.286

Daejeon

(133)

1 213.847 210.556 213.450
6 277.271 279.542 280.541
12 294.916 298.794 298.168
18 299.604 303.156 302.803
24 303.796 308.952 306.702

Daegu

(143)

1 200.992 203.500 203.801
6 258.790 268.878 262.084
12 277.127 280.036 280.414
18 238.789 286.176 287.084
24 289.757 290.743 292.945

Busan

(159)

1 230.630 233.517 235.302
6 275.881 278.457 279.14
12 289.326 299.855 290.658
18 299.841 309.369 301.832
24 303.707 313.330 305.331

Yeosu

(168)

1 210.254 206.857 209.284
6 271.222 269.744 272.520
12 283.154 285.275 286.232
18 289.920 293.168 293.137
24 295.574 299.693 298.864

Jeonju

(146)

1 219.014 226.519 221.352
6 273.007 275.214 276.298
12 284.563 289.996 287.466
18 291.345 293.851 294.638
24 294.920 295.683 297.975

표 2.41 지속시간별 강우량에 대한 BI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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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조건부 Copula 모델로부터 추정된 결과와 관측된 강우 분포로부터의 IDF 곡선에

대한 검증

관측기간인 1979 ∼ 2005년대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downscaling 모형으로 각 지

속시간별 값을 매개변수     을 산정하였으며, 매개변수의 사후분포는 MCMC

기법을 통하여 추정된다. Copula의 매개변수  의 신뢰구간은 24시간 AMRs 사이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짧은 지속시간보다 긴 지속시간에 신뢰도가 높다.

② 통계학적 PMP 산정 및 재현기간 추정

㉮ 연구 수행 목적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산정방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PMP를 추

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계 각지의 PMP 추정에 매우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적

용되고 있으며, 이는 2,645개 지점 자료를 수집하여 총 95,000개의 지점-년 자료의 방대한 정보

를 기반으로 PM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PMP는 물리적인 강우량 상 한계로 현재의 관

측자료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산정될 수 없으며 그 발생 확률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Koutsoyiannis(1999)에서 적용된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추정방법에 대한 확률론

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의 관측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PMPs의 재

현기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 자료의 통계학적인 해석 및 재현기간 추정

기상청 ASOS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 관측 년 수가 10년 이상인 강우관측소 80개 지점에 대

한 시간강우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표 2.42에 지점별 자료기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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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등급 자료기간 (년) 지점 수 의 최솟값 (간격) 의 최댓값 (간격)
1 10-29 12 1.6-1.8 2.8-3.0
2 30-45 38 1.8-2.0 5.4-5.6
3 >46 30 2.2-2.4 5.8-6.0
합계 80 1.6-1.8 5.8-6.0

표 2.42 지점별 자료기간에 따른 등급 구분

총 3,405개의 지점-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PMP는 각 관측 지점의 연 최대 강우량 시계열의

평균의 선형함수로 주어지는 형상 매개변수를 가지는 GEV 분포(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을 적

용)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속시간 6시간 및 24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Hershfield의

  에 해당하는 PMP는 약 20,000,000년의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강수량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73 Hershfield의 경험곡선(실선)과 제안된 공식에 의해 구한 곡선(점선) 비교

㉰ 제안된 방법의 검증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측지점 중 가장 오래된 15개 지점 자료

(1961-2017; 57년)를 이용하여 지속시간 24시간 및 6시간에 해당하는 PMP의 재현기간과 그에

따른 확률강우량을 각각 추정하였다. 전통적인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산정방법에 의해

추정된 PMP와 Lee et al.(2018)에서 작성된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에 의한 PMP를 제안된 방법

에 의해 산정된 PMP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으로 추정한 재현기간에 해당되

는 확률강우량이 통계학적 PMP와 수문기상학적 PMP에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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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릉 (b) 서울 (c) 인천

(d) 울릉 (e) 추풍령 (f) 포항

그림 2.74 지점별 확률강우량과 수문기상학적 및 통계학적 PMP 비교 (지속시간 24시간)

③ 물리적 기반의 최대강수사상 최대화 및 한강유역 전이적용

㉮ 연구 수행 목적

4차년도까지의 연구를 통해 과거 호우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RUSA)를 대상으로 WRF를

이용한 재현 및 최대화를 수행하였다. 금회년도에는 최대화된 태풍 루사(RUSA)를 한강유역으

로의 전이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충주댐과 임진강에 발생했던 호우사상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 태풍 루사(RUSA)

호우전이란 실제로 발생한 호우사상을 연구대상으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WRF를 기반

으로 태풍을 전이하기 위해 모델의 초기조건의 대기 관련 변수를 이동(Shift)시키는 기법을 사

용하였으며, 전이된 호우사상의 최대화를 위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뿐만아니라 태풍의 빠른

이동을 위한 경계조건의 생략(skip)과 태풍의 강화를 위한 반복(repeat)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로 강릉의 최대호우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한강상류로 전이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변화된 경계조건은 그림 2.75와 같다.

그림 2.75 전이를 위한 경계조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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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기법을 통해 태풍 루사를 성공적으로 한강상류지역으로 전이하였으나, 경계조건의 상대

습도에 따른 과도한 강우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76과 같다.

그림 2.76 경계조건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전이지역 강수량 변화

전이 및 최대화된 태풍 루사의 강수량과 수문기상학적 방법론으로 산정된 한강상류지역의

PMP를 비교한 결과 경계조건의 상대습도가 85% 수준일 경우에 PMP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기존 PMP 산정방법의 과소추정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판

단되나,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충주댐 유역 호우사상 재현

2006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는 재방 붕괴, 농경지 및 주거지역 침수 등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

였다. 특히, 태풍 빌르스와 개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장마전선의 정체로 중부지방에 큰 피

해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RF를 이용하여 2006년 7월 한달 동안의 장기 집중호우사상

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입력자료는 1° 간격 격자의 NCEP(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FNL 재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WRF 입력자료인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생성하였다.

추가적으로 0.5 °격자 간격의 해수면 온도자료(RTG_SST, Real-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is)와 지상 기상관측자료(NCEP ADP Global Surface Observational

Weather Data), 고층 기상관측자료(Upper Air Observational Weather Data)를 이용하여 초

기조건 및 경계조건을 개선하였다. 모델의 모의영역은 총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7

km(D01), 9 km(D02) 그리고 3 km(D03)의 수평해상도를 가진다. WRF 모델 내에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6년 07월

01일 00시부터 07월 31일 18시(UTC 기준)까지로 모의기간을 설정하였다. 최적물리옵션 탐색

을 위해 강우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microphysics scheme, cumulus parameterization

scheme, planetary boundary layer 물리옵션을 조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Thompson graupel scheme, Tiedtke scheme 그리고 Mellor-Yamada-Janjic (Eta) TKE

scheme 조합의 최적 물리옵션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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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된 누가강수량의 공간적인 분포를 관측 강우자료와 비교결과는

그림 2.77과 같다. 이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충주댐을 나타낸다. 모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관측 강우자료에 비해 과대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지역이 관측자

료에 비해 남쪽으로 치우쳐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7 공간누가강수량에 대한 관측치 및

모의치 비교 (충주댐)

연구대상지역인 충주댐 유역과 상류에 남한강상류 유역 및 평창강 유역의 공간평균 일강수량

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78과 같다. 일단위 시계열을 살펴보면, 7월 11일에 해당하는 모의강우

량이 과다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Upper South Han River watershed (b) Pyeongchang River watershed

(c) Chungju Dam watershed
(d) Chungju Dam (including upper

watershed)

그림 2.78 충주댐 유역의 관측 및 모의 일강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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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측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충주댐 유역의 관측 강우량

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amis.go. kr)에서

해당기간 충주댐 유입량과 유역평균강우량을 이용한 유출비가 0.95였으며, 2001년부터 2011년

자료를 살펴보면 유출비가 1이 넘는 불가능한 수치가 산정되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강우량

을 기록한 날인 2006년 7월 11일 충주댐 유역 강우관측소들에 심각한 결측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 타성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 강우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단위 강우자료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ERA-20C 자료(공간해상도 : 1 degree, 시간행상도 : 3 hr)의 경우 대상기간동안의 우리나라

강수량이 과소 추정되어 있었으며, CPC Global Unified Gauge-Based Analysis of Daily

Precipitation 자료(공간해상도 : 0.5 degree, 시간해상도 : Daily)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향성 및 특징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재현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모형을 구동하여 유량관측자료와의 비교를 우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년월
유입량

(mm/month)

강우량

(mm/month)
유출비

2001.07 109.24 89.13 0.5331
2002.07 95.57 47.61 0.4252
2003.07 259.91 156.97 0.7486
2004.07 380.18 352.59 0.9249
2005.07 251.98 197.18 0.7323
2006.07 866.52 649.31 0.9479
2007.07 177.65 97.49 0.6339
2008.07 184.87 69.02 0.5740
2009.07 361.32 275.35 0.7673
2010.07 31.54 27.67 0.2451
2011.07 551.99 536.64 1.0524

표 2.43 충주댐 7월 유입량과 강우량 및 유출비(2001년 ∼ 2011년)

㉱ 임진강 유역 호우사상 재현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임진강 유역에 발생한 호우사상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임진강 유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북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우관측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그동안

유출 해석이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물리기반의 수치기상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강우를

재현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유출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NCEP FNL 자료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진강

유역 호우사상 재현을 위한 입력 자료로는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ing(ECMWF)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 자료를 사용하였다. ERA-Interim 자료

는 전지구 규모 모델인 IFS(Integrated Forecast Sysstem)에서 4DVAR를 사용하여 생산되

었으며 다양한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Mun et al., 2017). 그 중 가장 해상도가 높은 0.75 °

간격의 공간해상도와 6시간 간격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는 재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초기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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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모의영역은 총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7 km(D01), 9

km(D02) 그리고 3 km(D03)의 수평해상도를 가진다. WRF 모델 내에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9년 07월 28일 12시부터 08

월 05일 00시(UTC 기준)까지로 모의기간을 설정하였다. 최적물리옵션 탐색을 위해 강우 발생

에 큰 영향을 미치는 microphysics scheme, cumulus parameterization scheme, planetary

boundary layer 물리옵션을 조합하여 총 54 번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SBU-YLin,

Kain-Fritsch 그리고 Yonsei University scheme 조합의 최적 물리옵션을 선정하였다.

WRF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된 누가강수량의 공간적인 분포를 관측 강우자료와 비교한 결과

는 그림 2.79와 같다. 지역적으로 높은 강수량을 나타낸 창수, 근흥, 해운대 지점의 관측 총 강

수량은 각 873, 552.5, 444 mm이며, WRF는 각 499.8, 483.2, 438.4 mm로 모의하였다. 창수

지점의 경우 총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초기 및 경계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입력자료 없이 초기 입력 자료인 ERA-Interim 자료만을 사용하여 모의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9 공간누가강수량에 대한 관측치 및 모의치

비교(임진강)

모의된 결과의 재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측 자료와 모의 결과의 강수시계열을 비교하였다.

WRF 모델의 결과는 저해상도의 입력 자료로부터 3km 간격의 격자로 생성되기 때문에 특정

지점이 위치한 격자의 모의결과는 정확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수, 근

흥, 해운대 지점의 시간강수량은 강우의 패턴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 강원, 경기/충청, 호남

그리고 영남지역은 시간적인 분포뿐만 아니라 총 발생 강수량을 훌륭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원, 경기/충청, 호남, 영남지역의 관측 총 발생 강수량은 각 365.1, 323.8, 160, 206

mm이며 WRF 모의 결과는 각 385, 309, 182.6, 269.9 mm로 모의되었다. 결정계수(R2)는 각각

0.76, 0.58, 0.59, 0.52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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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선정된 임진강 유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5개 북한 지점의 관측 일 강우자료를 사용하

여 비교하였다. 임진강 유역은 일 강수량으로 비교되어 자세한 시간적 거동을 확인하기에는 어

려웠지만 강우의 시작과 종료를 완벽하게 재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발생 강수량 또한

관측 자료는 506.7 mm, WRF 모의 결과는 467.2 mm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R2)는

0.81로 나타났다. 임진강 유역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결정계수(R2)는 0.61로 산정되었으나 자연

현상 모의에 있어 결정계수가 0.5 이상, 모형효율계수가 0.4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모의 결과의

재현성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Ramanarayanan et al.,

1997), WRF는 임진강 유역의 호우사상을 상당히 잘 재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2.80에서

(a) 우리나라의 분할, (b) 창수 관측소, (c) 근흥 관측소, (d) 해운대 관측소, (e) 임진강 유역,

(f) 경기/충청권, (g) 강원권, (h) 호남권; (i) 영남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0 관측 및 모의 시간강수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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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우전이를 이용한 software 개발

㉮ TMSS GUI 개발

본 절차를 바탕으로 작년 차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TMSS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의 편의를 적

용하기 위해 GUI 개발을 실시하였다. 발생되어진 대형강우사상을 기반으로 최대 강수사상을 얻

고자 하는 유역 정보 및 강우 지속시간을 입력하면 전이 유역에서의 최대 강수량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 본 GUI는 그림 2.81과 같다.

그림 2.81 TMSS GUI 화면

그림 2.82∼그림 2.83은 TMSS를 이용하여, 부산(티센계수 0.7) 및 대구(티센계수 0.3) 지점

으로 강우를 전이하였을 시 최대 강우사상 결과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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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부산 및 대구지점으로의 호우 전이 결과

그림 2.83 우량주상도 및 지속시간 별 강우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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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래 시간강우자료 생산

㉮ 연구 수행 목적

최근 국외에서는 주어진 스케일(예를 들어, 3-hr 또는 24-hr) 자료에서 더 작은 스케일(예를

들어, 1-hr)로 정보를 전환하는 개념인 강우 분해(dis-aggregation)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outsoyiannis and Onof, 2001; Lombardo et al.,2012; Kossieris et al., 2018). 이러한

분해개념은 상세화기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상세화 기

법은 주어진 일단위 시계열의 통계치를 잘 재현하는 시간단위 시계열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면, 분해기법은 통계적 특성뿐 아니라 주어진 일단위 시계열의 총 합까지 재현하는 시계

열을 생산하는 것이다(Koutsoyiannis and Onof, 2001). 즉, 주어진 자료의 해상도에서는 공간

상관성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기상청 연구사업의 결과로서 3-hr 해상도

가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수공구조물 설계를 위해서는 분-단위 혹은 시간-단위 강우자료가 요구

됨에 따라 원하는 시간해상도의 강우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세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강우분해 개념을 이용

하여 미래 시간강우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금회년도에는 다양한 시간해상도로 개발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관측된 시간강우자료를 시간해상도(3-, 6-, 12-, 24-hr)별로 강우자

료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시간강우자료를 생산하여 강우 분해기법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

였다.

㉯ 강우 분해기법

강우 분해는 3-변수 혼합 지수분포를 적용한 Neyman-Scott Rectangular Pulse Model(이

하 NSRPM)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기존의 NSRPM과는 달리 강우세포의 강도가 3-변수 혼합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개선된 모형으로 개선된 NSRPM의 매개변수는 3-변수 혼합 지

수분포의 매개변수인  , , 과 호우 생성에 대한 매개변수인 , 강우세포 수에 대한 매개변수

인    , 강우세포의 위치에 대한 매개변수인  , 강우세포의 지속시간에 대한 매개변수인 로

총 7개이다. 이에 대한 적용성은 선행연구(Kim and Han, 2010; Choi et al., 2012; Lee et al.,

2017; Lee and Kim, 2018)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강우 분해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점별 그리고 구축된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별로

NSRPM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NSRPM은 별도의 매개변수 추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NSRPM의 매개변수 추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대상 지점의 관측강수량의 통계적 특성을 재

현하는 시간단위 강우시계열을 원하는 기간만큼 생산할 수 있다. 강우 분해기법은 장기간의 합

성시계열을 생성한다면 관측 강수량을 흡사하게 재현하는 시계열이 생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

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점별 그리고 시간해상도별로 6,000년의 합성시계열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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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 분해기법 검증

그림 2.84는 다양한 시간해상도의 강우자료를 1시간 강우자료로 분해하였을 경우 강우량의

집성시간 별 평균을 살펴본 것이다. 그림 내의 TS는 시간해상도(Temporal Scale)를 뜻하며,

예를 들어 TS-03hr 은 03-hr 강우량을 1시간 강우자료로 분해한 결과를 의미한다. 평균은 강

우시계열에서 0값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이는 조정절차를 거침에 따라 0값을 포함하는 강

수량의 평균은 완벽하게 재현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관측 시간

강수량의 통계적 특성을 재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NSRPM은 24-hr 강우량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4-hr 강우량 자료의 분해결과가 상대적으로 재현성

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 Ulsan (b) Changwon

(c) Busan (d) Milyang

그림 2.84 시간 분해된 강우량의 성능평가

울산, 창원, 부산, 밀양지점의 강우가 영향을 미치는 낙동강 하구언 유역에 대한 유역평균강수

량을 산정하기 위해 티센망을 구축하였으며, 지점별로 울산(0.1026), 창원(0.0634), 부산

(0.5208), 밀양(0.3132)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낙동강 하구언 유역의 빈도해석 결과는 그림

2.85와 같다. 빈도해석은 L-moment 법을 이용한 GEV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10년 및 30년 빈

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NSRPM의 결과는 과소 추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시간해상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24-hr 강우량 자료의 분해결과가 지

속시간 6에서 60시간 구간에서 재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재현능

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03-, 06-hr 강우량 자료의 분해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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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turn Period : 10yr (b) Return Period : 30yr

그림 2.85 시간 분해된 강우량의 빈도 해석 : 낙동강 하구언 유역

(바)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및 연구성과 기반 software 개발

① 통계학적 상세화 결과를 통한 최적 시나리오 선정

㉮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적용특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생산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의 다양성은 실제 실무에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및 대응

하기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건부 Copula 모형을 통하여 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리

기상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이를 통한 최적 설계강수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Hierarchical Bayesian 다중앙상블 모형을 통한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최근에 RCM Multimodel의 평가를 위해서 편의와 수렴도 등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REA(reliability ensemble average)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REA 방법은 지역기후변화 양상

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개별 RCM의 최적 조합을 제시함으로서 모형의 신뢰성을 개선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REA 방법의 가중치는 현재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모형의 편의와 수렴양상을 판

단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모형의 Ensemble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가지고 평가된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가지는 모형은 작은 편의를 가지며 다른 GCM 모형과 유

사한 거동을 나타나게 된다.

국제 사회의 수문기상학분야의 주된 관심사는 확률론적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확률분포형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해

주고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Bayesian 방법은 단순히 통계학

적으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론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기후변화 전망 관

점에서 자료를 확충하면서 실제 분포형을 찾아내는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Hierarchical Bayesian Model(HBM)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모형으로 구성된 자료 계열의 경우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확률

분포(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적용함과 동시에 각각 PDF들이 상위단계의 대표

PDF에 의해 조정을 받는 형식으로 자연적으로 최적의 MME(multi model ensemble)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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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형태로 추정되어 확률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86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최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추정 개념

여기서  는 관측강수량을 의미하며,   는 기준 시나리오(base scenario)를,  

는 편의보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각 단계별 확률분포형의 적용 사항을 정리하면

식 2.49∼식 2.52와 같다.

  ∼       (2.49)

  ∼        (2.50)

   ∼ ∆   ∆   ∆   
  (2.51)

  ∼ ∆  ∆   
 (2.52)

∼    , ∼    

 ∼    ,  ∼    

 ∼    ,  ∼    

∼  ,  ∼    

 ∼    ,  ∼    

그림 2.87은 기후변화 기준 시나리오부터 미래 시나리오까지 실제 HBM 모형이 적용되는 과

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모식도로서 계층적으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최종적으로 편의와는

구별되는 평균의 변동성 및 분산의 변동성을 확률밀도함수의 형태로 정량화가 가능하다.



- 121 -

그림 2.87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최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추정 개념

식 2.49에서 관측 자료는 정규분포로 가정되며 는 평균을 는 경향성분의 기울기, 는 분

산을 나타낸다. 는 자료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며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되는 절편이 자연적으로

평균의 의미를 갖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편의가 발생하며 이를 관측기간과 동일하게 모의된 기후변

화 Base 시나리오와 비교함으로서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식 2.50에서는 기후변화 Base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및 분산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즉 Bi는 각 GCMs 모형이 가지는 평균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변량이며 는 분산에 나타나는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변량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관측 자료와 기후변화 Base 시나리오간의 평균 및 분산의 변동성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식 2.51에서는 미래구간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의 이동을 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산을 
로 표

현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조건을 모의하는데 있어서 각 모형이 나타낼 수 있는 평균의 편의를

Bi와 구별해서 Bi로 나타내고 동일하게 분산에 대해서 와 구별되게 가 도입된다.

식 2.51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미래의 기상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측

치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식 2.49와 식 2.50에서는 평균의 이동, 편의 등은 정량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였지만 식 2.51에서 , Bi , 
 , 는 개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Bi의 값을 추정할 수 있지만 와 Bi를 구별해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기후

변화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실제로 평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모형의 편의 때문인지를 구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기후변화 분석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존 RCM과 같은 동역학적 Downscaling 방법에서는 원천적으로 해석이 곤란하다. 그러나 통

계학적 Downscaling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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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가 앞서 추정한 Bi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변동성 보정계수 를 가중치로 활용

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Bayesian 모형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평가 및 최적의 MM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가정한 식 2.49∼2.52를 통합하여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Likelihood로 표현하면

식 2.53과 같다. 식 2.53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편의가 제거된 각 모형별 최적 시나리오

가 결정되면 이를 통합한 최적 MME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식 2.54와 같은

가중함수를 통해서 최적의 MME를 산출하였다. 식 2.54에서 보면 Base 시나리오와 미래시나

리오를 구분하여 각각 GCM이 전체 GCMs들의 평균적으로 거리가 가까울 때 가중치를 크게

주는 방식으로 가중함수를 구축하였다. 일종의 역거리 방법으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전체평

균과 유사할 때 참값에 가깝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
  




  



      

×
  




  



          
(2.53)

 ≈  


(2.54)

그림 2.88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생산된

월 평균온도와 실측 월 평균온도 비교

그림 2.89 RCM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

그림 2.88∼그림 2.89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통계학적으로 정량화 한 사례를 나
타내며 그림에서처럼 현재대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평균의 이동은 매우 작은 반면 실제 강
수량에 비해서 100mm 이상 평균적으로 작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0∼그림 2.91은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모형에 계층적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
하여 편의 제거 및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고 모형별 가중함수를 구하여 혼합된 최적 MME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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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HBM 모형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 PDF 산정 결과

그림 2.91 HBM 모형을 통한 시계열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최종적으로 CORDEX 기후변화 시나리오 특성을 고려한 MME를 도출함으로써 일관된 하나

의 통합시나리오 생산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분석에 있어서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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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무에 활용하여 수공구조물 및 미래 기상에 대한 대응 및

대비를 위한 정책 결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유역별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을 통한 설계홍수량 선정

본래 홍수량 분석 시 최대의 첨두홍수량을 추출하기 위하여 강수 자료는 임계지속시간으로

적용이 요구되지만 미래기간에서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계지

속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임의시간을 지속시간으로 하여 1시간부터 72시간까지(1∼24,

48, 72시간)에 대한 극치강수량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HEC-1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우리나라

를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으로 구분하여 대권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HEC-1은 유역에서의 강수에 의한 수문 과정을 모의하기 위한 하나의 강우-유출 모형으로,

FORTRAN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HEC(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에 의해 개발되었다.

여러 유역의 하천유역에 대해서 HEC-1 모형은 소유역 유출, 수로와 저수지 추적 및 수문곡

선 합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성분들을 갖는다. 강우손실과 유역 매개변수들이 사용될 수 있기

위해 소유역 경계들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림 2.92 HEC-1 모형 모의 구성도

국외에서는 설계홍수량 적용시 100년빈도의 설계강수량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

공구조물 설계 및 대응체계구축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시간은 24시간을 주로 적용하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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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 육지의 약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강수의 유출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지속시간에서의 설계홍수량 산정이 요구된다.

ü 미국 Ÿ 실무에서 첨두홍수량 산정 시 100년 빈도, 24시간 지속기

간의 설계강우량을 선정하여 적용함

ü 인도 Ÿ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적당하

다고 간주하며 대규모 유역에서는 PMF를 발생시키는 강

우 지속기간을 도달시간의 2.5배로 정하여 적용함

ü 일본 Ÿ 설계강수의 지속기간은 첨두강수량과 첨두홍수량 발생 시

점 사이의 지체시간에 따라 결정

Ÿ 지체시간이 1일 이내이면 시강우 분포는 연최대일강우량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함

Ÿ 지체시간이 4일 이상이면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은 4일 이상

이어야 함

앞서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방법은 산정된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되지만 본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적 설계홍수량 선정 방법은 관측값과 Historical

기간 동안의 우도값에 따라서 결정하였다(그림 2.93).

그림 2.93 우도 값에 따른 유역별 최적 시나리오 결정

산정된 결과에서 한강, 금강 및 낙동강은 YSU-RCP가 섬진강 및 영산강은 HadGEM3 –

RA가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그림 2.29, 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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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우도 값에 따른 유역별 최적 시나리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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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명

HadGE

M3

-RA

RegCM
SNU-

WRF

YSU-

RCP

최적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 홍수량 변화

모델 강수량 설계 강수량 설계 홍수량

RCP4.5 RCP8.5 RCP4.5 RCP8.5 RCP4.5 RCP8.5

한강

우선

순위
2 3 4 1

감소

(-3.2%)

증가

(1.2%)

감소

(-6.3)

감소

(-5.4%)

감소

(-9.7%)

감소

(-9.5%)
우도비 1.17 1.35 1.79 0.86

금강

우선

순위
2 4 3 1

감소

(-3.5%)

증가

(10.0%)

감소

(-10.1%)

증가

(8.6%)

감소

(-0.4%)

증가

(20.7%)
우도비 2.71 4.39 4.15 0.82

낙동강

우선

순위
3 4 2 1

증가

(4.7%)

증가

(20.0%)

증가

(8.5%)

증가

(24.7%)

증가

(13.0%)

증가

(27.0%)
우도비 1.93 2.33 1.36 1.13

영산강

우선

순위
1 2 3 4

증가

(18.6%)

증가

(31.3%)

증가

(37.3%)

증가

(65.3%)

증가

(26.8%)

증가

(50.4%)
우도비 0.93 0.91 0.89 0.83

섬진강

우선

순위
1 4 2 3

증가

(9.7%)

증가

(9.0%)

증가

(30.5%)

증가

(19.7%)

증가

(22.4%)

증가

(29.6%)
우도비 0.92 6.24 1.09 3.04

표 2.44 유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우선순위 검증 결과 (우도 비) 및 미래 강수량, 홍수량 변화

한강, 금강 및 낙동강 유역의 경우 YSU-RCP(GRIMs)가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으며, 영

산강 및 섬진강 유역은 HadGEM3-RA가 최적으로 나타났다. 한강 및 금강의 RCP4.5는 설계

강수량, 설계홍수량 모두 감소를 보였으며, RCP8.5는 한강 유역만 감소를 나타냈다. 산정된 결

과의 감소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외한 낙동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유역별 최적 시나리오에 따른

설계홍수량의 변화에서 낙동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찐한 파란색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파란색이 진할수록 큰 증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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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최적 시나리오에 따른 설계 홍수량 변화

그림 2.96 최적 시나리오에 따른 설계 홍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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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결과 기반 Software 개발

본 차년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슈퍼태풍 및 거대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연구성과 기반 Software를 개발하였다.

먼저 다양한 연구단에서 제시한 미래 IDF 결과 및 다중 GCM-RCM 결과를 이용한 미래

PMP 결과를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앞선 국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수치기상모형 중 하나인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태풍을 이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슈퍼태풍 강우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발생한 태풍을 시공간적으로 재현하였으며, 태풍 강우가 재현된 기상조건에서 기후변

화를 고려하여 기온 및 해수면온도를 증가시켜 태풍 강우를 최대화시켜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집중호우 사상에 대하여 태풍 사상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슈퍼태풍 표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용자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소프트웨어

㉮ 연구배경 및 목적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나, 실제 일반 실무진들이 미래 설계강우

및 PMP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

양한 연구진들이 개발한 미래 설계강우 산정 결과와 기후변화 연구단(CCAW)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중 RCM 미래 PMP 결과를 표출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일

반 실무진들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자 한다.

㉯ 소프트웨어 소개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소프트웨어(Future Design Rainfall and PMP Display

Software, FDDS)는 총 2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미래 설계강우 표출, 두 번

째는 미래 지역별 PMP 표출이다. 미래 설계강우의 경우 개발 연구단에 따라, GCM-RCM 조

합을 선택할 경우, 미래 시기별 지점별 미래 설계강우량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래 지역

별 PMP의 경우 GCM-RCM에 따라 지속시간별-영향면적별 현재 대비 미래 PMP의 변화율

(%)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본 소프트웨어는 미래 설계강우 표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네 기관(PKNU1, PKNU2,

JBNU, GSNU)의 설계강우를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GCM 별 RCM 별 현재 및 미래 설계강우

산정 결과를 내장하고 있다.

연구단 실무기관 참고자료
ICT연구단 부경대학교(PKNU1) Choi et al. (2019a)

연안도시연구단 부경대학교(PKNU2) Kim et al. (2020)
연안도시연구단 경상대학교(GSNU) Shin et al. (2019)
기후변화연구단 세종대학교(SJU) So et al. (2017)

표 2.45 연구단별 실무기관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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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들의 최종적인 제공 자료를 정리하면 표 2.46과 같다.

제공기관 시나리오 제공자료 지점
지속

시간
비고

부경대학교

(PKNU1)

RCP 2.6/

4.5/6.0/8.5
60

2040,

2070,

2100 yr

1-24 hr 단일 RCM

부경대학교

(PKNU2)
RCP 4.5/8.5 60 2050 yr 1-24 hr

다중 RCM

앙상블

세종대학교

(SJU)
RCP 4.5/8.5 60

2040,

2070,

2100 yr

1-24,

48, 72 hr
단일 RCM

경상대학교

(GSNU)
RCP 4.5/8.5 60

2040,

2070,

2100 yr

1, 2, 3, 6,

9, 12, 15,

18, 24 hr

단일 RCM

표 2.46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자료

㉰ 미래 PMP 표출

본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있는 미래 PMP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기

반으로 하여 산출되어지며, 이 때 기존의 방법 중 지형영향비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반영하

여 지형영향비 대신 산악전이비를 도입하여 PMP를 산정하였다. 또한, 미래 이슬점(가강수량)

의 추세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PMP 변화를 나타냈다. HadGEM2-AO GCM을 기반으로 하여,

4개의 RCM 시나리오에 대해 현재 대비 PMP의 변화를 지점별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지속시간 및 영향면적은 아래와 같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관측지점은 표 2.47∼표 2.48과 같다.

지속시간 (hr) : 1, 2, 3, 4, 6, 8, 12, 18, 24, 48, 72

영향면적 (㎢) : 25, 100, 225, 400, 900, 2025, 4900, 10000, 19600

제공기관 해상도 시나리오 미래 년도

HadGEM3-RA 12.5 km
RCP

2.6/4.5/6.0/8.5
2040, 2070, 2100 yr

HadGEM3-RA 50 km
RCP

4.5/8.5
2030, 2040, 2050 yr

RegCM4 50 km
RCP

4.5/8.5
2030, 2040, 2050 yr

YSU-RSM 50 km
RCP

4.5/8.5
2030, 2040, 2050 yr

표 2.47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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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지점 번호 관측지점 번호 관측지점 번호 관측지점 번호
속초 90 포항 138 양평 202 해남 261
대관령 100 군산 140 이천 203 고흥 262
춘천 101 대구 143 인제 211 영주 272
강릉 105 전주 146 홍천 212 문경 273
서울 108 울산 152 제천 221 영덕 277
인천 112 광주 156 보은 226 의성 278
원주 114 부산 159 천안 232 구미 279
울릉도 115 통영 162 보령 235 영천 281
수원 119 목포 165 부여 236 거창 284
충주 127 여수 168 금산 238 합천 285
서산 129 완도 170 부안 243 밀양 288
울진 130 제주 184 임실 244 산청 289
청주 131 성산 188 정읍 245 거제 294
대전 133 서귀포 189 남원 247 남해 295
추풍령 135 진주 192 순천 256
안동 136 강화 201 장흥 260

표 2.48 사용된 관측지점 목록(62개 지점)

㉱ 프로그램 구성요소

프로그램은 총 2개의 파트로 분할되어 있다.

1. 미래 설계강우 표출 소프트웨어

2. 미래 PMP 표출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는 그림 2.97과 같다.

그림 2.97 프로그램 전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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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슈퍼태풍 강우량 표출 소프트웨어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수치기상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태풍을 이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슈퍼태풍 강우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생산된 격자강우자료를 표출 및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기상모형 중 하나인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태풍을 기반으로 태풍 강우가 재현된 기상조건에서 기후변화

를 고려하여 기상변수를 변경함으로써 슈퍼태풍 강우량 자료를 생산 하였다. 또한, 과거 집중호

우 사상에 대하여 태풍 사상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격자 강우자료를 생산하였다. 최종적

으로, 생산된 슈퍼태풍 강우량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 소프트웨어 개요

슈퍼태풍 강우량 표출 소프트웨어(Super Typhoon Rainfall Display Software, STRDS)는

WRF 모형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시나리오의 격자강우자료(30 ㎞ × 30 ㎞)를 시공간적으로 표

출하고, 해당 격자자료를 손쉽게 저장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강우자료는 격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지역

의 특정면적에 대한 공간평균 시간강우량을 생성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유출 모형 등의 시간-단

위 입력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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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목 프로그램 실행 화면

화면 설명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에서 STRDS.exe 파일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실행된다.

1. DB 폴더 선택 : 설치 후 첫 구동 시 DB가 포함된 폴더의 위치

를 설정 ※기본폴더에 설치 시 자동 선택

2. 시나리오 선택 : 표출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강우시나리오 선택

3. 재생 : 화면상에 강우시나리오를 재생(표출)

4. 표출 : 강우시나리오의 결과를 표출하는 창

5. 저장 : 선택된 강우시나리오를 txt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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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목 시나리오 표출

화면 설명

표출 또는 저장하고자하는 강우시나리오를 선택한다.

1. 기반 호우사상 선택

2. 선택된 호우사상에 대한 재현 결과(Reproduction) 또는 최대화

결과(Maximization) 중 표면기온(SAT) 및 해수면기온(SST)

증가 시나리오 선택

3. 시간강우(‘Hourly rainfall’) 또는 누적강우(‘Accu. rainfall’) 선택

4. 선택된 강우시나리오 불러오기

5. 불러온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 및 관련문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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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목 시나리오 재생

화면 설명

선택된 강우시나리오를 우측 창에서 재생 또는 중지 한다.

1. ‘PLAY’ 클릭 시 우측 창에서 재생

2. 재생 도중 ‘STOP’ 클릭 시 재생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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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목 시나리오 표출

화면 설명

선택된 강우시나리오를 표출한다.

1. 선택된 강우시나리오의 공간 분포 표출

2. 체크 시 해상의 강우는 표출되지 않음

3. 슬라이드바를 통해 특정 시간의 결과 탐색 가능

4. 현재 표출되는 시나리오의 시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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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가) 하천시설물/설계기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① 국내 하천시설물/설계기준 현황 조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물관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가 수자원 분야에 끼치는 영향 평가,

기존 구조물의 취약성 평가 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

원 전략(국토해양부, 2010)」보고서에 의하면, 홍수위험도의 증가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결

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시설물의 치수 안전도 저하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수정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순환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이·치수적 측면의 수자원 계획에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이에 반해 하천시설물의 설계와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서 설계기준은 그림 2.98의 과정을

통해 산정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비교하면 표 2.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98 설계홍수량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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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대상 우리나라 수자원 전반

한강(임진강 유역 제외), 임진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강, 태화강

및 형산강 유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특징

수자원의 이·치수,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유역단위 치수계획을 수립하며

설계홍수량, 설계홍수위 산정등은

하천기본계획과 동일

하천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설계홍수량

산정
-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강우량 산정 후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홍수량

산정

좌동

설계홍수위

산정
-

설계홍수량과 하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좌동

기후변화 반영

여부
유 무 무

표 2.49 하천시설물에 대한 계획별 비교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에 의한 하천별 설계기준 설정을 위한 설계빈도는 표

2.50과 같고, 각 유역별 국가하천 구간의 계획홍수량은 그림 2.99∼그림 2.103과 같다.

적용 하천범위 설 계 빈 도 관 리 자 비 고(과거의 구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200년빈도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직할하천의 주요 구간

(주요도시 관류)

국가하천 100∼200년빈도 국토해양부장관
직할하천의 기타 구간

(주요 지류)

지방하천 50∼200년빈도 광역자치단체장
지방1급 및 2급하천

(준용하천), 도시하천

표 2.50 적용 하천범위에 따른 설계빈도

그림 2.99 한강유역 계획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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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낙동강유역 계획홍수량

그림 2.101 금강유역 계획홍수량

그림 2.102 영산강유역 계획홍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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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섬진강유역 계획홍수량

㉮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과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을 분

석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몇몇 연구가 추진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측면에서의 영향평가 연구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영상처리 기술

개발 Ⅰ,Ⅱ,Ⅲ」(환경부, 1993, 1994, 1995),「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문환경의 변화

연구」(한국과학재단, 1998),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영향평가」(한국수자원공사,

2000),「기후변화 영향평가모형의 개발; 물관리부문 중심으로」(환경부, 2004),「기후변화에 의

한 수자원 영향평가 체계구축」(과학기술부, 2007)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프론티어사업

단의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분석 및 평가체계 적용」(2007∼2011년)에서는 기후

변화 영향평가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Multi-Model Ensemble 기법을 도입하

였고, 그 결과로 3개 시나리오(A2, A1B, B1), 13개 GCM, 8개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109

개 유역에 39개 미래 기후 시나리오, 312개 미래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

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들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에 중점을 두

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기후변화 자료에 대한 빈도해석

을 통하여 미래 수문량 전망을 하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상 홍수 평가 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2005∼2010)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빈도해석/가능최대홍수량

(PMF) 산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기후변화와 이상강우에 대한 빈도해석 지침서 및 개

선된 가능최대홍수량 산정 기법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국토해양부, 2009∼2012) 에서는 4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SRES A2, B1, A1B)를 바탕으로 GCM(CNRM의 CM3, CSIRO의 MK3, CONS의

ECHOG, UKMO의 HADCM)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5대강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의 극한 수문량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망기간을 2020s(20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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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s(2040～2069), 2080s(2070～2099)로 구분하여 극한 수문량을 전망하였고, 그 결과를 요

약하여 나타내면 표 2.51∼표 2.53과 같다.

유역
전망

기간

A2 B1 A1B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한강
2020s 23.3 31.6 36.4 22.7 26.8 31.2 25.9 32.4 38.5
2050s 30.1 37.5 43.0 28.6 35.2 45.0 28.6 44.2 50.1
2080s 19.9 34.3 47.3 23.3 36.8 44.5 43.0 50.3 53.3

금강
2020s 14.6 20.2 23.5 8.1 16.6 22.0 13.7 20.7 26.8
2050s 17.7 26.5 36.4 16.5 22.8 29.0 22.1 30.3 44.3
2080s 17.0 25.1 34.2 19.7 26.0 30.7 31.7 36.7 43.7

낙동강
2020s 15.4 21.5 30.3 12.9 17.4 19.4 14.3 20.9 27.5
2050s 23.0 28.0 37.2 16.4 23.2 26.8 22.2 28.6 38.9
2080s 20.4 27.3 32.5 22.8 27.9 34.9 28.6 34.5 45.6

섬진강
2020s 22.7 30.6 41.9 15.6 21.2 26.0 23.4 26.0 28.4
2050s 21.7 34.2 49.8 18.4 29.8 36.0 22.0 32.6 42.5
2080s 25.0 34.5 43.9 33.0 37.2 41.0 32.6 41.3 49.3

영산강
2020s 24.7 32.7 43.6 16.9 22.2 26.3 25.3 27.7 30.0
2050s 24.1 36.5 50.3 18.5 31.8 37.5 22.3 34.7 43.9
2080s 25.5 36.7 47.4 35.8 39.9 43.1 35.7 44.7 50.8

5대강
2020s 14.6 27.3 43.6 8.1 20.8 31.2 13.7 25.5 38.5
2050s 17.7 32.5 50.3 16.4 28.5 45.0 22.0 34.1 50.1
2080s 17.0 31.6 47.4 19.7 33.5 44.5 28.6 41.5 53.3

표 2.51 5대강 유역의 전망기간별 확률강우량 증가율(%) (지속기간 24시간)

유역
전망

기간

A2 B1 A1B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한강
2020s 30.3 39.9 46.8 28.8 33.8 39.2 28.2 40.3 49.3
2050s 40.7 48.1 55.8 35.9 43.3 58.2 38.8 56.3 65.6
2080s 23.8 42.8 59.5 28.8 44.7 57.3 56.1 63.8 67.0

금강
2020s 17.6 25.4 29.8 10.5 21.3 29.0 18.0 26.9 34.2
2050s 21.4 33.3 45.7 23.5 29.2 35.8 28.9 39.0 56.6
2080s 19.7 31.2 44.2 23.1 33.0 39.0 31.2 42.3 55.9

낙동강
2020s 18.6 27.0 37.0 13.9 20.9 24.1 18.3 26.6 34.7
2050s 26.7 35.0 47.0 20.0 28.1 32.7 26.7 36.3 50.6
2080s 24.4 33.7 39.9 25.9 33.5 41.8 32.4 41.5 57.9

섬진강
2020s 21.3 28.7 40.3 14.2 19.0 22.8 20.9 23.5 25.8
2050s 20.7 32.3 47.1 15.4 27.7 33.0 18.7 30.0 39.8
2080s 22.3 29.9 42.7 31.4 35.1 38.7 30.5 39.2 46.6

영산강
2020s 33.2 44.3 58.6 22.7 30.1 35.8 34.6 37.7 41.1
2050s 32.4 49.5 67.8 25.3 43.2 51.2 30.3 47.4 59.6
2080s 34.3 49.9 65.3 48.4 54.4 58.8 48.8 61.4 69.1

5대강
2020s 17.6 33.0 58.6 10.5 25.0 39.2 18.0 31.0 49.3
2050s 20.7 39.6 67.8 15.4 34.3 58.2 18.7 41.8 65.6
2080s 19.7 37.5 65.3 23.1 40.1 58.8 30.5 49.6 69.1

표 2.52 5대강 유역의 전망기간별 극한홍수량 증가율(%) (지속기간 24시간, 재현기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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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전망

기간

A2 B1 A1B
Min. Avg. Max. Min. Avg. Max. Min. Avg. Max.

한강
2020s 29.8 39.1 45.9 28.4 33.2 38.5 30.0 40.2 48.5
2050s 40.0 47.1 54.7 35.3 42.5 57.0 38.1 55.3 64.3
2080s 23.4 42.0 58.5 28.2 43.9 56.1 55.1 62.6 65.8

금강
2020s 17.0 24.5 28.7 28.4 33.2 38.5 22.6 29.4 33.0
2050s 20.6 32.1 44.0 35.3 42.5 57.0 27.8 42.7 54.5
2080s 19.0 30.1 42.6 28.2 43.9 56.1 38.6 46.7 53.9

낙동강
2020s 17.5 25.7 35.6 13.5 19.9 22.8 17.2 25.1 32.9
2050s 25.3 33.5 45.2 19.0 26.9 31.8 25.3 34.6 48.3
2080s 23.0 32.2 38.4 24.7 32.1 40.7 33.8 42.1 55.5

섬진강
2020s 21.9 29.3 40.8 14.8 19.6 23.5 21.6 24.0 26.2
2050s 21.3 32.9 47.6 16.0 28.4 33.8 19.4 30.6 39.8
2080s 23.0 30.6 43.2 32.2 35.9 39.4 31.2 39.8 46.6

영산강
2020s 32.1 42.6 56.3 22.0 29.1 34.4 33.3 36.3 39.5
2050s 31.3 47.7 65.1 24.3 41.6 49.3 29.2 45.6 57.4
2080s 33.1 48.0 62.7 46.7 52.3 56.5 47.0 59.0 66.4

5대강
2020s 17.0 32.3 56.3 10.1 24.5 38.5 17.2 31.0 48.5
2050s 20.6 38.7 65.1 16.0 33.5 57.0 19.4 41.7 64.3
2080s 19.0 36.6 62.7 22.3 39.2 56.5 31.2 50.0 66.4

표 2.53 5대강 유역의 전망기간별 극한홍수량 증가율(%) (지속기간 24시간, 재현기간 200년)

㉯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대책

유럽연합(EU)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발표한 「Flood directive」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홍수위험(flood risk)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대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a) 영국

영국은 장기적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발효 기후변화 영향·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과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적응관련 프로그램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ACCP)과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를 실제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대한 정책과 대책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템즈강 하구와 런던을 대상으로

‘탬즈강 하구 2100 프로젝트(Thames Estuary 2100 Project)’를 수행하였고, 홍수위험관리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2002년부터 향후 100년에 대한 기후변화에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143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에 대한 문제를 계획적인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정책

지침(Planning Policy Statement: PPS) 중의 하나인 PPS25(개발과 홍수위험) 실무지침을 마

련하였고,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홍수위험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기후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적응(adaptation) 분야로 다루고 있다. 또

한 계획의 위계에 따라 홍수위험평가(Flood Risk Assessment)가 명확한 지침에 의해 이루어

지게 하였고, 그에 따른 순차검증(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해 나온 결

과를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PPS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해 첨두강우강도 등에 대한 가중치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여유치(contingency allowance)도

제시하였다.

(b) 미국

2009년 10월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 13514』을 발효하여 ‘관계부처 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위원회(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를 결성하였

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및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를 중심으로 미국 기후변

화 영향 및 취약성 연구,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위원회에서 적응방

안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통해 100

년 이상 빈도의 홍수위험에 대비하여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s)와 이에 따른 홍수보

험요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 FIRM)를 제작하였고, 재산인수프로그램(Property

Acquisitions Program)을 통해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을 지역공동체가 구매하여

위험지구 거주민들의 이주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한 재산인수자금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75% 지원하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25%

지원하고 있다.

(c) 호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정부

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하는 위험과 적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후변

화의 적응 정책을 적절한 전략적 계획 속에 통합하는 것으로, 호주 환경문화부를 중심으로 다양

한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 2005년 4월 미래 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한 수자원개발계획 2005-2050(Integrated Water Supply Scheme Source

Development Plan 2005-2050)을 수립하였고, 호주 북동해안 Redland Shire 의회에서는 전략

계획조항에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

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고, 구조물 건설 시 100년 빈도 이상의 기준으로 개발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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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오스트레일리아 계획위원회(Western Australia Planning Commission)에서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및 해안지역 초과거리를 고려하여 토지사용계획과 개발계획을 운용하도록 법안

을 수립하였고, Planning and Development Act 2005에서 작성된 법적 지침인 Statement of

Planning Policy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맞추어 후퇴거리(Setback-line)를 설정하

였다.

(d) 일본

일본에서는 기존의 정책 분야와 관련된 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여

기존의 대책에 추가적인 적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특성 및 재해 현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강변저류지, 지하조절지, 슈퍼제방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예시는 아래와 같다.

▷ 츠루미강 다목적 유수지: 지역적 특색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하천 직강화로 홍수도달시

간 단축(10시간->1∼2시간)되어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터로 테니스장, 축구장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고, 홍수시에는 저류기능을 수행하여 홍수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해당 유수지는 2003년 6월부터 운영하였고, 150년 홍수빈도에 대비하여 저류 능력을 확

보하도록 설계하였다.

▷ 슈퍼제방: 1986년부터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계획 수위를 넘어가는 초과홍

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구와 재산, 중추 기능이 집중된 도쿄, 오사카 등 도시지

역의 극한홍수에 대한 제방 붕괴를 방지하고자 설치하였다.

▷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홍수조절지와 시가지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수변공간과 공생하는 양질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②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에 관

한 논문과 함께 유출해석에 관한 논문도 함께 조사/분석 하였다.

㉮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2008)

▪ 평가 방법 : 지표 산정 방법

취약성 탄력성지수  

민감도지수기후노출지수 적응능력지수

▪ 평가 요인 : 민감도지수, 적응능력지수, 기후노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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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단위 : 시도

▪ 시범적용 지역 : 16개 시도

▪ 목적 : 취약성의 정의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수행,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취약성 지표 개발

카테고리 세부요소 대리변수

민감도

인간정주/기반

시설

상수도 인구(%)
하수도 보급률(%)
국토이용면적 중 제방면적률(‰)
상수도(1일1인급수량(L)

저수율
1월∼12월 저수율 평균(단위%)
3월∼10월 저수율 평균(단위%)
4월∼6월 저수율 평균(단위%)

생태계

관리되는 토지율(%)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국토면적당 산림축적()

보건/복지

출산율(birth/woman)
기대여명
인구당 건강보험적용인구
독거노인비율(%)

적응능력

경제적 능력 GDP(백만원)
인력자원, 교육 의무교육적령아동취학률(%)

환경역량 단위면적당 배출량(ton)

산업구조 (1+2차 산업)/(1+2+3차 산업)*100(%)

기후노출

홍수 호우변수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 평균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최곳값
1일 동안의 최대강수량(mm)

혹서 열파변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최곳값)
일최저기온이 25℃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저기온이 25℃이상인 날의 횟수(최곳값)

표 2.5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 국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a)미국

미국에서는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제도(NFIP)를 도입하여 FEMA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홍수범람지 관리 법규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보험프로그

램은 홍수보험요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 FIRM)와 지역의 저감능력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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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평가시스템(Community Rating System, CRS)으로 구성된다.

홍수보험요율지도 : 과거 침수피해와 피해지역, 100년 빈도의 위험지역, 100년 빈도를 초과하

는 500년 빈도 위험지역이 표시되도록 홍수 위해성을 분석한다.

CRS : 미국의 홍수보험프로그램의 보험요율 산정시 홍수보험가입의 최소요구사항을 맞추고

홍수관리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정보사업, 계획 및 규제,

홍수 피해감소, 홍수대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CRS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공정보사업, 계획 및 규제, 홍수피해감소와 홍수대비책으로 구분하여 총 19개의 세부 평가항

목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CRS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b) EU

○ The office of Public Works(OPW)

▪ 보고서 : The National 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 (PFRA) Overview

Report,(2012.3)

개요 : 예비홍수 위험도 평가(PFRA)는 홍수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가능하고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적으로 선별하는 작업

이다.

홍수 위험(Flood Risk) : 홍수 위험은 홍수의 발생확률, 홍수의 등급(hazard) 및 홍수로 인한

damage(the'consequences')의 조합이다. 홍수 위험성(Hazard)은 홍수의 근원(sources)의 범

위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홍수의 자연적인 근원(하천, 바다, 지하수, 강우, 쓰나미)・홍수의
구조적 근원(도시홍수, 저수지, 물공급시스템, EBS 구조(수력발전댐 및 제방), 수로아일랜드 인

프라) 홍수의 결과(Consequences)에는 인간의 건강, 환경, 문화유산과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적

인 불리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홍수는 사람, 기업, 인프라, 기타 인간 활동 및 이익(문화유산,

환경 등) 등에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이익 및 자산으로서 홍수로 인한

파괴의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한 영향 및 중요성도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피파괴자의 민

감성 및 피해결과의 심한 정도를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표현한다.

(c) 일본

공공적인 홍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홍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부의 치수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개발하였다. FVI는 기상과 관련된 자료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자료를 이용

하여 유역단위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와 취약성을 지수화하여 각

유역별 홍수 취약 정도를 제시한다. 이 지수는 NOAA 기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취약성지수 : 주요하게 4가지 요소 즉, 기후적 요소(Climate), 수문-지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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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ological), 사회-경제적 요소(Socio-Economic), 대책이나 보호조치 요소

(Countermeasure)로 구성. 여기서 대책이나 보호조치 요소만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고 나머지 3가지 요소는 모두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그림 2.104 FVI 구성 요소 및 인자

㉰ 개선방안 도출

○ 설계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

하는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지점빈도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확률강우량(=설계강우량)을 강우-유출 모형에 적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제16장 4절)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이를 설계기준에 직

접 고려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은 현재 전무한 실정으로 하천설계기준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 산정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설계강우량 추

정을 위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한다. 미래 시나리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설

계기준 현황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설계빈도(예를 들어 50년, 100년, 200년)와 지속시간(예를 들

어 1시간, 24시간)에 대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미래 설계강우량을 이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미래수문량의 변화 정도를 현재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도출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은 시범유역

(한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으로 확대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

로 보다 일반화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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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연구동향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이상 홍수 평가 기술 개발」(국토해양부, 2005∼2010)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의 하나인 A2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이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빈도해석 기술을 개발하였

다. 또한「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국토해양부, 2009∼2012)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래 수문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미래 수문량은 기

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2, B1, A1B)를 바탕으로 추정된 것으로 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여 미래 수문량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최근 IPCC에서 배포하고 있는 대표농도경로 시나

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의 새로운 도입에 따른 미래수문량에 대

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또한 기존의 정상성 빈도해석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 극한 홍수

방어 기준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또는 홍수량 자료의 비정상성(nonstationary)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배포하는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의해 추정된 미래 수문량을 바탕으로 하천의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5와 같다.

유사

과제명
발주처 내용 및 주요기술 구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이상 홍수

평가 기술

개발

국토부

기후변화(A2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및

홍수빈도해석

연계

가능

- RCP 시나리오 기반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

나리오 적용

-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수문량의 산정

- 취약성 분석 기술과 연계한 효용성 높은 극

한 홍수 방어 기준의 도출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

국토부

기후변화(SRES A2,

B1, A1B

시나리오)를 이용한

5대강 유역의 미래

수문량 전망

연계

가능

- RCP 시나리오 기반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

나리오 적용

-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수문량의 산정

-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수자원 취약

성 분석 수행

표 2.55 유사과제 요약 및 차별화 방안

이처럼 국내의 극한 강우량 및 홍수 관련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중심

의 연구로 추진되거나, 기후변화를 반영하더라도 새롭게 배포되는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

오를 반영 못하고 있다. 또한 정상성 빈도해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비정상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실질적인 정책화 또는 지침화

가 되지 않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실무적용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극한 강우량 및 홍수 관련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와 유출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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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강수량뿐만 아니라 홍수량

의 증가를 예측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홍수위험도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

를 현실 적용 가능한 기준 도출에 대해서는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합리적인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시설물(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 기

술 동향, 정책 동향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동향, 기술 동향, 정책 동향의 조사를 통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현재 국내외

취약성 분석 기술 상황을 파악이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그 후 대상유역을 선정할시, 하

천시설물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전국 규모보다는 작은 유역의 시험유역을 설정하여 개발된 기

술들을 적용하여 과제의 실효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성 분석에 있어서는 정확한

설계 홍수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기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방법, 범위, 내용 등에 관한 정리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하천시설물을 제

시하여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가 고려된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천시설물의 기준의 적용을 위한

경제성, 실용성 및 활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술을 보다 많은 시범 유역을 통하여 문제

점 및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시범유역의 하천시설물

(제방)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물은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기술의 실효성을 보

여줄 필요가 있다.

(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시설물 취약성 및 설계기준 분석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범유역(한강유역)의 홍수량 분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

포한 보고서에서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공구조물을 설

계하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기준은 아직까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고자 그림 2.105

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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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5 연구 진행 절차

기후변화 시나라오는 기존 CCAPH-K 연구단에서 제공되었던 일자료를 바탕으로 그림

2.106에 나타낸 scale invariance 기법을 이용하여 시단위 자료를 추정하였고, 그림 2.107은 서

울 지점을 대상으로 scale 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여, 시단위 강우자료를 추정한 결과이다.

Scale invariance 기법은 관측되지 않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

로, 여러 지속시간별로 구축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확률강우량이 가지는 스케일 성질

(scaling properties)을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106 Scale Invariance Concept

 
그림 2.107 Estimation of Sub-daily

Rainfall in Seoul

그림 2.108은 RCP4.5 시나리오에서 생산한 지속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대한 서울지

점(108)의 시계열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RCP 시나

리오는 그림 2.1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기간(S0)과 미래기간(S1)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RCP 시나리오는 기상청지점에 대하여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지점에서는 지역빈도해석을 통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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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scenarios and GCMs Present (S0) Future (S1)

IPCC AR4 B1, A2 (HadCM3) 1971 ∼ 2009 2010 ∼ 2099

IPCC AR5 RCP4.5, RCP8.5 (HadGEM-RA) 1956 ∼ 2009 2010 ∼ 2099

그림 2.108 Projection Periods and Rainfall Qunatiles of Seoul (RCP4.5)

한강유역에서 RCP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기상청 관할 9개 지점 강우자료와 평균값과 분산값

에 대한 경향성 여부를 Mann-Kendall 분석 방법을 통하여 판별하였고, 표 2.56∼표 2.57에 나

타내었다. 표 2.56은 RCP4.5 시나리오, 표 2.57은 RCP8.5 시나리오를 통한 결과이며, 각 지점

에서 경향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정상성 모형을 적용한 지역빈도해석을 통하여 미계측 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HAN1 Rain Avg. Var. HAN2 Rain Avg. Var. HAN3 Rain Avg. Var.

108
24 - T T

101
24 - T T

114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T T T 72 T T T 72 - T T

202
24 - T T

212
24 - T T

221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T T T 72 - T T 72 - T T

203
24 - T T

211
24 - T T

127
24 T T -

48 - T T 48 - T - 48 T T T
72 - T T 72 - T - 72 - T T

표 2.56 Summary of Mann-Kendall Test Results (RCP 4.5)



- 152 -

HAN1 Rain Avg. Var. HAN2 Rain Avg. Var. HAN3 Rain Avg. Var.

108

24 - T T

101

24 - T T

114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202

24 - T T

212

24 - T T

221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203

24 - T T

211

24 - T T

127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표 2.57 Summary of Mann-Kendall Test Results (RCP 8.5)

그림 2.109는 서울지점(108)과 인천지점(203)의 연최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Gumbel 분포의

확률분포함수(PDF)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2.109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구분한 기

간에 따라 PDF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점(108)의 경우 위치매개변수

(location parameter)와 규모매개변수(scale parameter) 둘 다 변화하였고, 인천지점(203)의

경우 규모매개변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9 Gumbel PDFs (S0 & S1) at Seoul(108) and Icheon(203) sites

그림 2.10에 나타낸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이를

자료기간에 따른 변화율(S1/S0)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2.1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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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Increased Rainfall Quantile Ratio

다음은 앞서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이다. 홍수

량 산정 지점은 그림 2.111과 같으며, 그림에 나타낸 13개의 홍수량 산정 지점 중 임진강 합류

전(HA1), 북한강 하구(BB1), 소양강 하구(SY1)에 대한 변화율(S1/S0)을 그림 2.11∼2.14에

나타냈다.

Site code Site name

HA1 Before joining Imjingang River

HA8 Hangang River footbridge

HA15 Paldang Dam

HA24 Yeoju watermark

HA32 Chungju Dam

BB1 Bukhangang River mouth

BB7 Cheongpyeong Dam

BB14 Uiam Dam

BB19 Chuncheon Dam

BB24 Hwacheon Dam

BB27 Peace Dam

SY1 Soyanggang River mouth

SY2 Soyanggang Dam

그림 2.111 Sites of Flood Qua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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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Increased Quantile ratio (HA1)

그림 2.113 Increased Quantile ratio (BB1)

그림 2.114 Increased Quantile ratio (S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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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표. 2.5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확률강우량 산

정 결과 AR5 시나리오가 AR4 시나리오 보다 크게 산정되었고, 미계측 지점에 대한 확률강우

량을 정상성/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통하여 산정할 경우 정상성 지역빈도해석보다 비정

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이 약 4%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홍수량 산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이 약 6%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sites

AR4 AR5

B1 A2
RCP 4.5 RCP 8.5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Rainfalls

change ratio

(Avg.)

2.5∼68.6%

(23.7%)

5.8∼71.4%

(23.8%)

13.6∼76.4%

(35.1%)

17.7∼81.7%

(39.4%)

17.9∼142.2%

(83.5%)

14.3∼140.9%

(82.3%)

Floods

change ratio

(Avg.)

-7.3∼112.5%

(23.4%)

-5.1∼115.5%

(24.2%)

-4.9∼59.9%

(19.7%)

0.0∼92.2%

(27.5%)

0.0∼86.4%

(43.5%)

0.0∼83.8%

(42.5)

표 2.58 Summary of Results

㉮ 한강유역의 경년 홍수량 변화

우리나라의 홍수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유역(한강유역)에 대한

경년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2008년 발간된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4년까지의 강우자료

를 이용하여 56개 지점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이를 강우-유출 모형에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후 2014년까지의 추가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경년 홍수량 변화

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용된 강우자료와 최적 분포형, 확률강우량 추정방법은 표 2.59와 같다.

한강유역 56개 지점

기상청(11)

국토부(30)

K-water (15)

관측기간 1961 – 2004, 2005, ∼ ,2014

10개의 지속시간 1, 2, 3, 6, 9, 12, 18, 24, 48, 72-h

최적 확률분포형 Gumbel

매개변수 추정방법 확률가중모멘트(PWM)

표 2.59 Summary of Dataset

경년 홍수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2.16과 같이 2004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최

대 강우자료를 매 해마다 추가하여 경년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편차는

2004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편차를 계산하는 식은 그림 2.115에 나타낸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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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Construct Dataset for Interannual Changes  

그림 2.116은 서울지점에서 Gumbel분포의 위치매개변수와 규모매개변수를 경년별로 산정하

고 그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치매개변수의 변화는 지속시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증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규모매개변수의 변화는 지속시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2.116 Change Ratio of Location and Scale Parameters at Seoul

각 지점에 대한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10개의 지속시간별로 변화율을 각 지점별로 산정

하고 평균하여 나타내면 그림 2.117과 같다. 그림 2.117은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10

개 지속시간의 평균 변화율을 한강유역 56개 지점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변화율은 각 지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나,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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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Change Ratio of Location Parameter 24hr and 10 Durations Avg.

한강유역 56개 지점에 대한 변화율을 10개의 지속시간 별로 나타내면 그림 2.11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2.118에서는 10개의 지속시간으로 56개의 지점별 변화율을 평균하여 나타냈
으며, 빨간색 실선은 10개 지속시간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위치매개변수의 경우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규모매개변수의 경우 지속시간별로 다르나 홍
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시간으로 채택되는 24시간, 48시간 등 긴 지속시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그림 2.118 Change Ratio of Location and Scale Parameter (10 Durations)

앞서 그림 2.118에서 언급한 13개 홍수량 산정지점에 대하여 경년별 홍수량 산정 결과는 그
림 2.119∼2.120과 같다. 강우-유출 관계를 이용한 홍수량 산정 시 확률강우량은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한강유역의 경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고,
위치매개변수는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증가하나 규모매개변수는 긴 지속시간에 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강유역의 경년별 홍수량 변화율은 100년 빈도 일 때 -5.5% ∼ 2.8%
(Avg. -0.4%)로 변화하였고, 200년 빈도 일 때 –5.9% ∼ 2.5% (Avg. -0.6%)로 변화하였다.
홍수량은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으나, 각 소유역별로 다르게 변화하며 변화의 폭은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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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Flood Quantiles (T=100yr)

그림 2.120 Flood Quantiles (T=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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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별 비교

확률강우량은 강우-유출 관계를 이용한 설계홍수량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

에서는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 2.60과 같이 5가지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Kim et al., 2016).

Case Period Estimation Method

Case 1 ∼ 2004 Stationary At-site Frequency Analysis

Case 2 ∼ 2004 Stationary Regional Frequency Analysis

Case 3 ∼ 2014 Stationary At-site Frequency Analysis

Case 4 ∼ 2014 Stationary Regional Frequency Analysis

Case 5 ∼ 2014 Stationary/Nonstationary At-site Frequency Analysis

표 2.60 Cases of Probability Rainfall Estimation

한강유역 56개 지점에서 5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은 그림 2.121과 같다. Case1과

Case2는 2004년까지, Case3과 Case4는 2014년까지의 확률강우량으로 지역빈도해석이 지점빈

도해석보다 확률강우량 분포의 범위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지점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

빈도해석의 특성과 동질 지역에 포함되는 모든 지점자료를 이용하는 지역빈도해석의 특성이 반

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Case1과 Case3는 지점빈도해석 결과로 자료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확률강우량 분포의 범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지속시간 24시

간의 평균 확률강우량은 증가하였으나, 48시간의 평균 확률강우량은 감소하였다. Case2와

Case4는 지역빈도해석 결과로 자료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점빈도해

석과 비슷한 결과로 확률강우량 분포의 범위는 줄어들었다. 이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

최대강우의 특성은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

속시간으로 주로 24시간 이상의 긴 지속시간이 선정되기 때문에, 각 지점의 지속시간 24시간과

48시간 연최대 강우자료 시계열을 무차원화하여 기울기를 추정하고 평균한 값을 그림 2.12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22에서 지속시간 24시간과 48시간에 대하여 2004년과 2014년의 연최대 강

우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04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자료의 분포 폭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4년 이후 연

최대 강우자료의 크기는 대체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14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강우 빈도해석

시 확률강우량이 작게 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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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100년 빈도 ⒝ 48시간, 100년 빈도

⒞ 24시간, 200년 빈도 ⒟ 48시간, 200년 빈도

그림 2.121 Comparison of Rainfall Quantiles

그림 2.122 Box-plot of Dimensionless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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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

하천제방의 설계 및 안정성 해석을 위해서는 제방의 파괴 형태 및 양상을 파악하여 설계 및

안정성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하천제방 관련 선진기술 개

발(건설교통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4)"에서 조사 및 분류한 연구내용을 소개하였다.

㉮ 제방피해 사례

제방 파괴 원인별 유형 분류를 크게 제방 월류에 의한 파괴, 과대한 유속과 소류력에 의한 제

방 세굴 파괴, 제방 단면부실 및 연약 기초지반에 의한 누수 및 침하에 의한 파괴, 하천 구조물

과의 접합부에서의 파괴 등으로 구분하였다. 즉, 월류(A), 침식(B), 침투(C), 하천구조물에 의한

파괴(D) 등 4가지로 제방 파괴 원인을 구분하였다.

각 파괴유형중 유형 A(월류)는 다시 설계홍수량의 과소 책정,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의한 제방고 부족, 토사나 유목 등의 유출로 인한 통수능 저하, 교량의 교대 및 교각에 의한 통

수단면적 감소에 의한 월류 등으로 세분하였다. 유형 B(침식)는 하천의 급경사, 급격한 만곡에

의한 과대한 유속과 소류력에 의한 제방 세굴, 협소해지는 하폭 구간에서의 제방 세굴, 장기간

의 하상변동 등에 의한 제방 하단부의 세굴 등으로 세분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유형 C(침투)는

성토재료의 불량과 제방 표준 단면적의 부족, 제체 및 지반 누수에 의한 파이핑(piping), 제방기

초의 침하와 같이 제체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방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형 D(구조물에 의한 파괴)는 교량이 붕괴되면서 제방이 연속적으로 붕괴

되는 경우와 제방과 하천구조물의 접속부가 붕괴되는 경우 등으로 세분하였다. 이와 같이 제방

파괴 유형의 세부 분류와 원인별 유형 분류기준은 표 2.6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2.123∼그림 2.125은 하천 등급별·원인별 제방붕괴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총 조사 건수

758건 중 지방2급 하천에서 626건(82.6%)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방1급 하천에서 89건

(11.7%), 그리고 국가하천에서 가장 적은 43건(2.7%)이 발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

가하천의 경우 주로 제체불안정에 의한 제방붕괴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월류 또는 침식에

의한 피해는 적었다. 지방1급 하천에서는 월류에 의한 피해 건수가 41.6%이고 침식에 의한 피

해는 29건으로서 32.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 2급 하천에서는 침식에 의한 제방붕괴가

261건으로 41.7%이고, 그 뒤를 이어 월류에 의한 제방붕괴가 253건으로 40.4%로서 국가하천의

제방붕괴 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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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유형 분류 파괴 유형의 세부 분류 파괴 유형의 원인

A 월류

1 수리단면적의 부족
설계홍수량의 과소 책정, 과도한 홍수 등으로 하폭, 제방고 등 수리단

면적의 부족으로 일부 구간 월류하여 제발이 손실, 파괴

2
토석류 및 유목 등에 의한

통수능 저하

산사태 등에 의한 토석류 및 유목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도에 퇴

적되거나 교량의 교각 등에 걸쳐 하천 통수 단면적을 감소시켜 홍수

가 제방의 일부구간을 월류, 제방이 파손

3 교량에 의한 통수능 저하
교량의 교대, 교각 등에 의해 하천 통수단면적이 감소하여 홍수가 제

방을 월류하여 제방이 파손

B 침식

1
하천의 급경사, 급격한 만

곡

과대한 유속과 소류력에 의하여 하천의 급경사, 급격한 만곡부 등의

제방 호안과 제체가 세굴되어 유실 또는 파괴

2 협소해지는 하폭
상류의 하폭보다 하류의 하폭이 협소해지는 하천 구간에서 홍수류에

의해 제방 호안과 제체가 세굴 유실 또는 파괴

3 제방 하단부 세굴
장기간에 걸친 하상변동 등에 의하여 고수부지가 유실되고 제외측 제

방의 하단부분이 세굴되어 파괴

C 침투

1 성토 재료의 불량
제방의 축제성토의 재료가 하상물질인 모래와 모래 섞인 자갈 등이

그대로 이용되어 제방이 붕괴가 발생

2 제체 표준 단면적 부족
제방 폭이 좁거나, 비탈면경사가 급하여 침윤선 등의 발달에 의해 제

방 파괴

3 파이핑(piping) 현상 제방 하단부나 제체의 파이핑 현상으로 제방이 파괴

4 제방 기초의 침하
연약 기초 지반 등으로 인하여 제방이 부등침하나 과도한 침하가 발

생하여 파괴

5
시공 중이거나 불안정 상

태

시공 중이거나 최근에 완공된 제방이 안정되니 않은 상태에서 하천수

위 상승 등으로 제방의 일부가 유실 또는 파손

D
구 조 물 에

의한 파괴

1 교량파괴 교량이 파괴됨으로써 연속적으로 제방 일부가 파괴되는 현상

2
하천구조물(수문,동운 등)

접합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축제 등 제방의 흙과 다른 물질이 접합하는 부분

에서 제방의 일부가 유실 또는 파손

3 보 설치 지점
보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속과 소류력이 급격히 증가되

는데 이로 인해 보의 양안 제방이 일부 유실되거나 파손

표 2.61 제방 파괴 원인별 유형 분류 기준

제방붕괴 사례를 수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수계에서 월류 및 침식에 의한 제방피

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계별 제방붕괴 유형 분석 결과는 그림 3.4.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방 붕괴의 주요 원인은 수충부의 침식으로 인한 제

방 붕괴와 집중호우에 의한 제방고 부족과 산사태, 토석류에 의한 통수단면적 축소 때문에 발생

한 월류를 들 수 있다. 또한 제체 및 지반 누수도 제방 붕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천 등급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에서는 주로 제체 및 지반누수에 의한 파이핑이 제방 파괴의 주요

인으로 나타났고, 지방1급 및 2급 하천에서는 월류 및 침식에 의한 제방 파괴가 주요 원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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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원인별 제방붕괴 유형

그림 2.124 하천 등급별 제방 붕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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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수계별 제방 붕괴 유형

㉯ 제방피해 양상

흙으로 만들어진 제방은 홍수위가 제방높이보다 높아지면 월류에 의한 제방파괴가 발생하고,

또한 계획홍수위 이하의 홍수에 있어서도 침투나 침식으로 인하여 제방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침식 및 월류로 발생하는 제방 파괴는 홍수시의 유수나 월류수의 소류력에 의해 제체

표면이나 비탈면이 침식되어 제체를 구성하는 토립자가 이송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우의 침투에 의한 제체 표면의 강도 저하도 깊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라 추정된다.

침투에 의한 제방의 피해는 홍수시의 하천수나 강우가 제체 및 기초 지반에 침투하여 간극수

압이 상승하고 제체의 외부 강도가 저하(경사면 붕괴 등의 원인)하거나 토립자가 이동하는(파이

핑 등)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우는 제체의 표면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 외에 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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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를 증가시켜 침윤선의 전진을 조장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문 등의 제방 횡단 구조물의 주변에서는 이질 재료의 구조물과 제방의 접촉부에서 공극이

나 공동이 형성되어, 홍수시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큰 누수가 발생하고 제방이 파괴되는 사례

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제방 피해의 구조에 대해서 모두가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방

붕괴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상당한 부분까지 밝혀지고 있다.

침투 안정성 해석은 비정상 침투해석 및 원호 활동법에 의한 계산을 시행하여 검토한다. 비정

상 침투해석은 비정상상태의 외력을 적용하여 침윤면의 위치 및 수두변화를 해석하는 것으로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간극수압, 침투유속 및 동수경사등을 계산할 수 있다. 원호 활동법에 의

한 안정성 해석은 제외지 및 제내지 비탈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침윤면을 고려

하여 홍수시 경사면 파괴에 대한 최소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비정상 침투해석

침투해석에는 외력조건에 따라 정상해석방법과 비정상해석방법이 있으며, 토질조건에 따라

포화해석과 포화-불포화해석방법이 있다. 현재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 기준의 경

우 비정상 포화 침투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물리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 포

화-불포화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침투해석에는 비정

상 포화-불포화해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비정상 포화-불포화해석을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실제

물리현상을 최대한 유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 포화-불포화해석방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지배방정식을 해석하는 수치모형들은 적용이론, 수치해석기법, 전개과정, 입력요소, 사용자 편

이성을 위한 부가기능, 그리고 처리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또

한 침투해석 프로그램은 크게 정상상태 침투해석과 비정상상태 침투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표 2.62와 같다.

프로그램 명 적용 기법 적용 범위 한 계

SEEP2D FEM
· 정상상태 해석

· 정상상태 해석시 입력 용이 및 계산속도 빠름
· 비정상 조건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UNSAT2 FDM
· 식물뿌리에 의한 삼투, 자연 증발 등 고려

· 비정상 조건 고려

· 비정상 조건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반복계산)

TRUST IFDM

· 격자 표현 자유로움

· 비균질토의 접촉면 해석 가능

· 양해법과 음해법 혼용 해석

· 기하하적 입력자료 필요

(입력자료 구축 어려움)

· 사용자 편의성 미확보

SEEP/W FEM

· 정상 및 비정상 해석 가능

· 비등방성, 비균질성 토질 해석

· 사용자 편의성 확보

· 원시코드 미공개

·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변형 불가능

Z_SOIL FEM
· 토양, 암반, 지중 구조물, 흙-구조물 상호작용,

지하수 흐름 해석

· 원시코드 미공개

· 적용 사례 미비(유럽에서 주로 적용)

표 2.62 침투해석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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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안정성 해석은 대상 제방을 적절히 모델링하고 외력 및 토질조건을 최대한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실시한다. 침투해석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이 존재하

며,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투해석을 시행하기 이

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검증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의

적용성과 검증은 "하천 제방설계기술 -침투-"(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 2005)를 참고하도

록 한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비정상 포화-불포화 침투해석은 외력 및 초기조건 이외에 요소의 크기,

계산시간 간격 등 입력조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하천 제방 설계기술 -침투-"(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 2005)를 참고하도록 한다.

○ 수위파형 유의사항

침투해석에 적용하는 수위파형은 일반적으로 평수위와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평수위가 지하수 수위보다 낮은 경우, 그림 2.126에 나타낸 것처럼 수위파형

을 평수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

수위가 지하수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수위 조건으로 정상 침투해석을 시행한 후 설정된 지하

수위를 초기조건으로 수위파형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126 지하수 수위가 평수위보다 높은 경우 수위파형

설정방법

○ 격자크기 유의사항

침투 수치모형은 격자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침윤선, 동수경사, 그리고 침투유속 등 침투해

석 결과가 변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격자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침투해석을 시행하였다.

격자 크기는 제외지 수위로 무차원 시켰으며, 해석에 적용한 무차원 격자크기는 각각 1/5,

1/10, 1/20, 1/40, 1/80이다.

그림 2.127의 (b)∼(e)의 해석결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림 2.127(a)는 나머지

해석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수경사 해석결과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2. 128은 격자크기에 따른 동수경사를 도시한 것이다. 가로축의 격자크기와 세로축의 동

수경사는 각각 제외지 수위와 최대 동수경사로 무차원화 하였다. 실선으로 연결된 자료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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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해석결과 이며, 점선은 기존의 연구 결과이다.

그림 2.129로부터 동수경사 해석결과는 격자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에서는 무차원 격자크기가 1/10 이하가 되면 동수경사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차원 격자크기가 1/20 이하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경향은 침투유속이나 단위 침투량 등 모든 침투해석결과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된다.. 두 연구결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산시간과 해석결과 등 수치모의

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격자크기는 제외지 혹은 제방고의 1/10이하로 결정하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7 적용 단면



- 168 -

그림 2.128 격자 간격에 따른 해석결과

그림 2.129 격자크기에 따른 동수경사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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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시간 간격 유의사항

그림 2.130과 각 계산시간 간격별로 제내지 비탈면 끝단에서의 동수경사 해석결과를 침투 지

속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계산시간 간격을 1시간 이하로 설정한 결과와 24시간으로 설정

한 결과를 살펴보면 동수경사의 크기가 대략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해석결과는 침투 안정성 해석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부적절한 계산시

간 간격을 이용하여 침투해석을 시행할 경우 실제 혹은 최적화 된 계산시간 간격의 해석결과보

다 매우 작은 수치를 도출하게 되어, 제방 안정성이 미 확보된 구간을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림 2.131는 계산시간 간격에 따라 침투 해석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가로축은 계산시간 간격

이며, 세로축은 동수경사이다. 각각의 기호는 동일한 침투지속시간에서의 결과를 도시한 것으

로, 계산시간 간격이 1시간 이하가 되면 거의 동일한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유사한 연구로 건설성(2002)의 연구에서는 "계산시간 간격은 입력하는 외력조건 등과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통상 외력조건으로 작용하는 홍수파형은 1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계산시간 간격은1시간 이하로 한다"고 제시 되어 있다. 두 연구결과의 접근방식이 다소 상이하

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침투 수치모형의 계산시간

간격은 외력조건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30 제내지 비탈면 끝단에서의 동수경사 해석결과

그림 2.131 계산시간 간격에 따른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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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한홍수 방어기준 및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 국내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조사 분석

우리나라는 하천법 에 근거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하천법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된다. 제24

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는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

의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라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설계홍수량은 하천설계기준 해설 (국토해양부, 2009) 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국토해양부, 211) ,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 등을 참고하여

빈도별 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을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천시설물(제방)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표 2.63과 같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

드라인(소방방재청, 2013) 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보정방법을 표 2.64

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구분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

하천 제방

국가하천 주요구간 200년 이상
국가하천 100 ∼ 200년
지방하천 50 ∼ 200년
소하천 30 ∼ 100년

표 2.63 국가하천의 설계기준

설계빈도 ∼2040(%) ∼2070(%) ∼2100(%)

국가하천 200년 + 5 + 25 + 35

지방하천 100년 + 5 + 25 + 35

소하천 80년 + 5 + 25 + 35

표 2.64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보정방법

첨단기술 기반 하천운영 및 관리 선진화 연구단(ARCROM) 의 한국형 설계홍수량 산정방

법 개발(3-3세세부과제) 에서는 국내 설계 홍수량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하천설

계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 171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여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있다.

㉯ 해외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조사 분석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07년 홍수위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유럽 의회∙

이사회 지침(2007/60/EC) (Floods Directive/홍수지침)이 발효되었고, EU 가맹국은 의무적으

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는 ①(기후변화 영향 포함)홍수

위험 예비평가, ②홍수위험 지도 정비, ③홍수위험 관리 계획 등이 있다.

EU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본계획(EU, 2009) 발표하였고, ①기후변화가 유럽에 미치

는 영향분석, ②적응정책을 유럽의 주요정책으로 통합 ③적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통합, ④국제협력 등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지침 이행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2000년에 시행된 물 기본지침(2000/60/EC) (Water Framework Directive)은 유럽의 모

든 물에 관한 새로운 기초법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침 문서로 물 기본지침 문서 24: 변

화하는 기후조건에 있어서의 유역관리 를 2009년 공표하였고, 여기에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능

한 조기에 고려하여 적응 대책 수립/홍수위험 관리와 적응과 각 나라 현행의 계획 프로세스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 요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CEH(Centre for Ecology & Hydrology)에서는 FEH(Flood Estimation

Handbook)를 통하여 강우/홍수 빈도해석의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설계홍수

량 산정방법은 주로 홍수빈도해석을 권장하며 자세한 내용은 FEH에 수록되어 있음(CEH,

1999). 또한, 홍수위험 구역은 아래의 표 2.65와 같이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Importance of river Probability  Flood

Flood Zone 1 Low 홍수량이 10년 빈도 이하

Flood Zone 2 Medium 홍수량이 10∼100년 빈도 이하

Flood Zone 3a High 홍수량이 100년 빈도 이상

Flood Zone 3b the functional floodplain 홍수 시 물이 흐르거나 저장되는 곳

표 2.65 영국의 홍수위험 구역

영국은 국가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2008년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을 발효하여 기후변화 영향·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과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하여 완화·적응 정책을 함께 규정

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기후변화 적응은 환경식품농무부(DEFRA)에서 총괄하고 기후변화 시

나리오 작성은 기후변화영향프로그램(UKCIP) 담당하고 있다.

홍수위험에 대한 계획적 관리 체계와 원칙을 다룬 PPS25는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홍수위험

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적응 분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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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강우강도와 하천홍수량에 대한 가중치를 표 2.66과 같이 제시하

였다.

구분 1990∼2025년 2025∼2055년 2055∼2085년 2085∼2115년
첨두 강우강도 +5% +10% +20% +30%
첨두 하천홍수량 +10% +20%
내류지역 풍속 +5% +10%
극한파고 +5% +10%

표 2.66 영국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강우기준 상향 권고안

영국에서는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으로 기후변화

를 포함한 홍수위험관리를 규정하였고,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고려한 유역별 홍수량을 산정하여 홍수위험 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저명한 교수들에 의해 홍수량 추정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수공구조물에 대한

홍수량 계산은 미 육군공병단 HEC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수공구조물을 설계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별 하천 및 수자원관리 위원회 등의 연구 및 용역기관에 따라 아주 독특한 해석기법을 가

지고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홍수 빈도 해석에 대한 이론과 절차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절차에 의한 결과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U.S. Water Resources Council에 의해 발간된 홍

수빈도해석 가이드라인 Bulletin 17B 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하

천 제방에 대한 설계기준은 연방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보통 100∼200년 빈도의 홍수량

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14 에 의해 ‘관계부처 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위

원회(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를 결성하였고, 주

요 업무는 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및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를 중심으로 미국 기후변화 영향 및 취

약성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고, USGCRP의 취약성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

응 대책 위원회에서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690 을 통하여 연방의 홍수위험 관리 계획과

절차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2015년 11월). 주요 내용으로 홍수량 산정 시 기후변

화를 고려한 접근 방법을 추가하였고, 이는 기후-정보 과학 접근법으로 기후 과학에 기초한 현

재와 미래 홍수량의 변화 자료를 고려하는 것이다.

㉰ RCP4.5 시나리오에 따른 시범유역(한강)의 확률강우량 변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포하는 기후변화 제5차 보고

서(AR5)에 따르면 극한 강수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

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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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한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

Regional Climate Model (RCM)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RCP4.5 시나리오에 따른 시범유역(한강)의 확률강우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에서는 시범유역의 기상청 산하 9개 강우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RCP4.5 시나리오 기

반의 강수자료를 각 지점에서 측정한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편의보정 하였고,

현재/미래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적 편의보정의 기본적인 개

념은 L. Gudmundsson et al. (2012)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그림2.1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Quantile-quantile plot Empirical CDF

그림 2.132 Quantile-quantile plot과 Empirical CDF

HadGEM3-RA RCM 자료는 기상청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일 강수량 자료로 12.5k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시범유역(한강)은 그림 2.133에 나타내었고, 대상지점과 자료기간에 대한

정보는 표 2.6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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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시범유역(한강)의 강우관측지점 및 시나리오 보유지점(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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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on Obs. period Present(S0) Future (S1)

01 Seoul 1961-2015

1973-2015

(43 yr)

2016-2058

(43 yr)

02 Chuncheon 1966-2015

03 Wonju 1973-2015

04 Hongcheon 1973-2015

05 Yangpyeong 1973-2015

06 Icheon 1973-2015

07 Inje 1973-2015

08 Jecheon 1973-2015

09 Chungju 1973-2015

표 2.67 대상지점의 관측자료 기간 및 RCP시나리오 전망기간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적 편의보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별 관측값

(Qobs)과 시나리오 자료(Qrcp)의 Q-Q plot은 그림 2.134∼그림 2.14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parametric transformations (PTF)

② distribution derived transformations (DIST)

③ robust empirical quantiles (RQUANT)

④ empirical quantiles (QUANT)

⑤ smoothing spline (SSPLIN)

그림 2.134 서울 지점의 Q-Q plot 그림 2.135 춘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136 원주 지점의 Q-Q plot 그림 2.137 홍천 지점의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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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 원주 지점의 Q-Q plot 그림 2.139 홍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140 양평 지점의 Q-Q plot 그림 2.141 이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142 인제 지점의 Q-Q plot 그림 2.143 제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144 청주 지점의 Q-Q plot

관측자료와 RCP 시나리오 자료의 연 평균 강수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68과 같이

RCP 시나리오는 (S0, S1) 관측 강수량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전망되며, RCP 시나리오에서 현

재(S0) 대비 미래(S1)의 변화는 약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적 편의보정 후 약

1.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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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 S1 Change ratio
NO Obs.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01 1358.4 1507.4 1377.3 1704.5 1340.5 13.1 -2.7
02 1281.4 1308.0 1282.5 1399.9 1288.2 7.0 0.4
03 1322.6 1329.8 1322.1 1449.9 1318.0 9.0 -0.3
04 1304.1 1373.7 1291.0 1528.0 1297.2 11.2 0.5
05 1339.0 1353.0 1241.3 1536.3 1360.4 13.5 9.6
06 1300.4 1339.7 1296.6 1460.8 1304.7 9.0 0.6
07 1141.2 1149.8 1138.9 1211.5 1147.2 5.4 0.7
08 1315.8 1345.7 1310.8 1440.9 1313.3 7.1 0.2
09 1172.8 1226.6 1168.3 1285.0 1174.0 4.8 0.5
Avg. 1281.7 1326.0 1269.9 1446.3 1282.6 8.9 1.1

표 2.68 연 평균 강수량 자료의 비교 결과

관측자료와 RCP 시나리오 자료의 연 평균 강수일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69와 같

이 나타나며, RCP 시나리오는 (S0, S1) 관측 강수일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전망하였고 통계

적 편의보정을 통해 관측 강우일수에 준하는 정도로 감소하였다.

S0 S1

NO Obs. Before After Before After

01 100.6 107.3 100.7 107.7 100.6

02 97.6 103.8 97.8 103.7 97.7

03 108.6 111.4 108.7 112.6 108.7

04 93.8 98.1 93.8 98.2 93.9

05 94.0 98.5 94.0 98.4 94.1

06 92.8 99.0 92.8 99.5 92.9

07 96.0 100.7 96.2 102.0 96.1

08 98.0 104.6 98.0 104.4 98.1

09 98.2 106.5 98.3 106.1 98.4

Avg. 97.7 103.3 97.8 103.6 97.8

표 2.69 연 평균 강수일수의 비교 결과

앞에서 언급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래 확률강수량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145∼그림 2.149와 같다. 확률강수량 산정 방법은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

부, 2011) 를 참고하여 Gumbel 분포형을 적용하였고,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PWM)을 이용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였다.

총 14개의 재현기간(T= 2, 3, 5, 10, 20, 30, 50, 70, 80, 100, 150, 200, 300, 500yrs)에 대하

여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를 비교하였고, 서울(1)과 원주(3)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모두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편의보정 후) 약 7%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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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Avg.
Before 49.033 14.717 14.733 58.256 51.617 30.631 7.491 43.605 6.399 30.720
After -4.267 12.223 -2.787 4.977 18.744 3.784 18.501 3.842 0.610 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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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1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58.884 17.464 17.216 70.498 61.593 36.617 6.960 54.945 8.865 37.005
After -5.622 14.924 -2.784 5.903 20.804 5.032 20.354 5.513 2.722 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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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6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5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61.710 18.274 17.931 74.207 64.419 38.346 6.808 58.286 9.534 38.835
After -6.012 15.711 -2.817 6.181 21.396 5.369 20.901 5.967 3.378 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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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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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Avg.
Before 64.006 18.925 18.531 77.249 66.729 39.784 6.716 60.966 10.127 40.337
After -6.334 16.364 -2.817 6.380 21.856 5.617 21.318 6.378 3.888 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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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20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54.332 16.227 16.131 65.275 56.870 33.853 7.1943 49.882 7.7741 34.171
After -4.962 13.693 -2.791 5.504 19.800 4.409 19.4725 4.746 1.7832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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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otal)

연구에서는 AR5 RCP4.5 시나리오 기반의 강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평균 강수량과 연

평균 강수일수를 비교하였고, 관측값과 비교하여 과대 전망하는 미래의 결과를 통계적 편의보정

후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CP 4.5 기반의 미래 확률강수량(S1)은 현재 확률강수량

과(S0) 비교하여 약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가하천의 설계기준인 100년, 200년 빈도

의 확률강수량은 7.8%(100년빈도), 8.1%(200년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기후변화를 고려한 제방의 안전율 분석

㉮ 제방 다짐 기준

제방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사용하므로 재료의 취득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

정해야하며 일반 도로의 경우와 달리 흙의 전단강도 측면뿐만 아니라 물의 침투방지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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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투수성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제방의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최근의 하천설계기준(2009)에서는 제체 재료로서 흙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며 하상토를 제방재료로서 부득이 사용할 경우 하상토 안정처리공법은 실내 및

현장평가시험을 거쳐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하도록 한다.

대규격제방(super levee) 즉, 제내지측 제방 부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면을

늘리는 경우는 제내지쪽 성토재로 하상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

여 정규 제방단면 부분은 위에서 제시한 제체재료 선정기준을 따라야하며 다짐에 있어서도 정

규 다짐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때 제내지 성토구간의 다짐도는 규정된 다짐시험결과(KS F

2312)의 상대다짐도 85%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하상토 활용재료가 제방의 제체재료 선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투에 대

한 보강설계 차원으로 단면을 확대하는 방법(하천설계기준, 2009, 제방 설계편, 침투에 대한 보

강공법의 설계)이나 앞비탈 피복공법 또는 하천공사표준시방서(2007)에 수록된 하상토 안정대

책공법(입도조정, 첨가재안정처리, 건조공법 등)을 참조하여 안정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하상토를

선정하도록 개정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반영한다.

그밖에 제체 재료는 제방의 안정성과 투수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하도록 하천설계기준 개정안(2009)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해설(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체 재료의 세부적인 시공품질 요구조건 및 다

짐 기준은 표 2.70과 같다.

공종

항목
시공품질 요구 조건 비고

제체 재료로서의 흙
GM, GC, SM, SC, ML, CL

(입경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
통일분류법

시방 최소 밀도에서 수정 CB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일반 제체 구간 90% 이상

KS F 2312

A, B

구조물 뒤채움 구간 95% 이상
KS F 2312

C, D

시공함수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께
일반 제체 구간 30cm 이하 한 층당 마무리 두께

구조물 뒤채움 구간 20cm 이하 한 층당 마무리 두께

표 2.70 제방 축제 재료의 품질 요구조건 및 다짐 기준

사례검토에서는 준설토 제방과 월류에 의한 피재이력이 있는 제방을 제외시키고 재료특성에

중점을 두어 누수를 포함하는 파이핑 저항등급(piping susceptibility)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균

열에 대한 저항등급(cracking resistance)을 포함한다. 누수에 대한 저항성은 빈입도일수록, 저

소성의 재료일수록 취약하며 저소성의 재료는 누수에 대한 저항능력이 근본적으로 작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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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짐이 불량할 경우 제방의 하류 기슭에서 대규모 누수영역을 형성할 수 있으며 빈입도

의 재료일수록 포화대를 크게 형성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다짐 불량은 어느 정도의 소성을 기대

할 수 있는 재료라 할지라도 입자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누수에 대한 저항능력이 크게 저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체 재료에 대한 파이핑 저항등급 평가 결과와 침투해석에 의한 파이핑 발생 위험도 판정결

과가 실 사례와 모두 일치하고 있어 아직까지 설계 차원에서 사전에 파이핑 발생을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존 제방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파이핑 발생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신설 제방의 경우에는 예비설계단계에서 제체 재료 선별방안

으로 한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방의 안정성 평가 - 제방의 안정해석

제방의 설계에 있어 설계 단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여 안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제방 파괴는 월류, 세굴, 침식, 누수 비탈면 활동, 침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제

방 설계 시 국내에서는 반드시 누수, 비탈면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하천설계기준 개정안, 2009).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하천제방의 특성 상 침루

효과를 고려하여 외력과 저항력의 균형, 한계상태 파괴조건 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하천제방 구조물의 안정해석에서는 수위변화에 따른 침투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침투수 흐

름이 발생하게 되면 포화상태와 침투수압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방의 비탈면에서 활동파

괴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제방에서 누수에 대한 안정검토는 외수위가 상승하여 제체 또는 기초지반을

통해 제내지측으로 침투수가 흘러 나가면서 흙 입자를 유출(流出)시켜 공동을 형성하는 내부침

식을 포함하는 파괴현상에 대한 안정검토를 말하며, 누수는 제체누수와 기초지반누수(파이핑)로

구분된다.

제체누수는 제체에서 발달한 침투단면을 통해 침투수가 제내지 비탈면에 도달, 유출될 때 흙

의 저항능력 이상으로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침식에 의해 제체가 유실되는 파괴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심각할 경우 제방붕괴를 야기 시키므로, 침윤선은 제체누수 방지를 위하여 제내지측이

앞 비탈기슭보다 낮도록 하거나 침투유속이 허용기준치 보다 작게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체누수는 제방단면이 너무 작은 경우, 제방이 사질토 또는 조립토를 다량으로 포함한 토사

로 축조되어 있는 경우, 제체를 충분히 다지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기초지반 누수는 파

이핑현상으로 불리며, 치수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방의 안정성 평가 - 제방의 침투해석

하천 제방의 안정성은 침투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하천제방의 설계에서는 침투해석을

통해 비탈면의 안정검토와 누수 안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수위 상승 시 침윤면에 의해 포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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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하면 제체 비탈면의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지반과 제체에서는 누수로 인한 파

이핑(progressive backward erosion)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천제방의 안정성 평가에 있어

서 침투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의 적용이 요

구된다.

○ 침투해석 모델

침투해석 방법에는 정상침투해석과 비정상침투해석이 있으며 비정상침투 해석에는 포화해석

과 포화·불포화해석이 있다. 다음 표 2.71은 침투해석을 위한 비저류계수의 대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침투해석 안정해석
포화투수계수

sec
비저류계수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

토질
사질토 × ×

- - -
점성토 × ×

쇄석 × × 2.0 0.1 40

표 2.71 비저류계수 대표 값

우리나라 하천설계기준에서는 비정상 포화침투해석을 채택한다. 침투해석은 유선망(流線網,

flow-net)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제체단면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지반조건의 다변성. 수위변화

에 따른 비정상침투 해석 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기

법이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침투해석에서는 제체 및 기초지반을 모델링

한 후 토질정수. 초기조건, 경계조건 및 해석조건을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구조

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2009)에서는 제방의 침투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침투류 해석은 구조물 및 홍수특성을 고려한 정상․비정상 침투류해석법으로 수행하며, 모델

화한 제방(제체 및 기초지반)을 대상으로 고수위 지속시간, 시간변화에 따른 설계수위 조건, 토

질정수. 차수벽 설치 유․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침투류 해석조건은 해석결과

가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정상침투해석과 시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는 비정상침투해석이 있

으며, 설계수위조건은 해석 조건과 마찬 가지로 시간에 무관한 정상수위조건과 시간에 따라 수

위가 변하는 비정상수위조건이 있다.

하천제방의 침투류해석은 비정상수위 조건에 대한 비정상침투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이면서 경제적인 방법이나, 실제 수위조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댐 설계와동일 한 방법

으로 정상수위조건을 이용하여 정상침투해석을 수행한다.

○ 침투해석 영향인자

일반적으로 침투해석 결과는 지반조건, 단면형상, 수위고, 고수위 지속시간. 수치해석 방법, 수

치해석 상의 분할요소의 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 설계의 경우 현장 시험이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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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측자료, 문헌자료 등을 통해 지반특성과 단면형상을 고려하고 있으나 분할요소의 크기, 고

수위 지속시간, 시간에 따른 수위곡선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와 강우지속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하천제방설계지침 (2000)에서 강우강도, 수위곡

선, 고수위 지속시간, 분할요소의 크기 등에 대해 설계기준율 채택하여 보다 현실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다.

▪ 분할요소의 크기 영향

유한요소법과 같은 수치해석 계산에서는 분할요소의 특성에 따라 침윤면의 형상이나 유속백

터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하천제방설계지침(2000)에서는 제채에 대한 분할요소의 최

대 크기를 제방 높이의 1/10 이하로 제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치해석에서는 해석영역을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이것이 절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절점에서의 근사 해를 구한다.

수치 해롤 구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절점(element node) 미지 값에 대해 요소방정식을 구성

하고 형상함수(shape function)와 보간함수(interpolation function)룰 도입해 행렬식의 연산에

외해 각 절점에서의 해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근사 해는 분할요소의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요소형상과 절점개수가 근사식에 반영되므로 해석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침투해석에 있어 분할요소의 세분화가 가지는 의미는, 침투수 흐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

나, 기하학적 형상이 복잡한 영역에서 가능한 많은 요소를 사용하여 보간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침투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침투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

성되도록 하여 정해에 가까운 수렴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요소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연산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여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요소분할이 요구된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2009)에서는 침투류해석 시 이차원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침투해석이 가능하도록 제방높이를 고려하여 분할요소의 크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분할요

소의 크가가 클 경우 국부동수경사(i)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파이핑 검토 시 설계 안전율이 과대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분할요소의 크기는 적절한 값을 적응하여야 하며 일반적으

로 제체높이의 1/10 이하 또는 0.5m 이하중에서 작은 값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수위 지속시간의 영향

우기 시 수위가 상승하여 고수위가 일정시간 지속되면 제체 포화영역의 확대로 안정성이 저

하될 수 있으며, 고수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제체는 침투수 흐름에 의해 활동파괴나 파이핑

(erosion by leak)으로 이어져 붕괴될 수 있으므로 고수위 지속시간의 영향을 평가가 필요하다.

제체()에 비해 하부 기초지반의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에서 정상침

투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느리고 침윤선의 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 경우 고수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 관

측수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적절한 고수위 지속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간 경과에 따른 수위 변화의 영향

실제 하천제방의 수위는 시간에 따라 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위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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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위조건을 정상상태로 다룰 경우 과대한 외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위곡선을 고

려한 정상침투해석이 요구된다. 계획 홍수위와 강우 지속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수위

곡선을 결정하는 방법이 일본 하천제방설계지침(건설성, 2000)에서 제안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는 아직 설계차원 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침투해석에 적용한 시간-수위곡선은 낙동강 제방

관측수위(낙동강 홍수 통제소, 2002년 8월 상순)을 이용한다. 지반조건, 분할요소의 크기 등 해

석조건은 고수위 지속시간의 분석에 적용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침윤선의 변화는 고수위 지속조건과 마찬가지로 에 크게 의존하며 기초지반의 투수계수

가 제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 정상 침투 상태의 침윤선에 크게 못 미친다.이

경우 수위조건을 정상침투상태로 다룰 경우 과대평가가 예상되며, 기초 지반의 투수성이 상대적

으로 클수록(  ) 이탈 동수경사의 값이 크며가 보다 우세하다. 또한, 최대 동

수경사가 발휘되는 시점이 빨라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수위곡선 및 지반조건에 의해 침윤

선과 유출부 이탈동수경사는 지배되고 정상침투조건의 해석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현실

적인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설계차원의 수위곡선 적용이 필요하다. 수위곡선은 하천별 수위

관측자료 또는 홍수특성, 수문자료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설계 수위파형

우리나라의 낙동강 실제 관측수위를 이용하여 침투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본 결과

침윤선은 정상침투상태에 못 미친다. 조건에 따라서는 실제 수위곡선에 의한 침윤선의 분포가

정상상태의 침윤선과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누수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이탈동수경사의 값도 크게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실제 하천제방의 수위는 시간에 따라 변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계 시 수위조건을 정상침투상태로 다루

게 되면 과대한 해석결과를 얻게 되어 비현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비경제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하천제방 설계 시 누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서는 한계등수경사() 를 이용한다.

일본에서는 홍수 시의 하천수위 관측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차원에서 해석을 위한 수위곡선을

결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설계차원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현

실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천의 실관측수위를 분석하여 설계 수위곡선을 결정하던

지 또는 다른 자료로부터 현실적인 설계 수위곡선을 결정해야한다.

㉱ 누수에 대한 안정성 검토

우리나라의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2009)에서는 하천제방의 누수를 제외지 측의 외수위

가 상승하여 제체 또는 기초지반을 통해 제내측으로 침투수가 유출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제체누수와 기초지반누수로 구분하고 있다. 제체누수는 침투수가 제내지 비탈면에 도달,

유출되는 것으로 심각할 경우 제방붕괴를 야기 시키므로, 침윤선은 제체누수 방지를 위하여 제

내지측 비탈기슭보다 낮도록 하거나 침투유속을 허용기준치 보다 작게 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체누수는 ①단면 규모가 부족할 경우 ②제방이 투수성이 큰 사질토 또는 조립토를 다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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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한 토사로 만들어 지고 침투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물막이 벽이 없는 경우 ③제체를

충분히 다지지 않은 경우 ④두더지와 같은 설치류 동물에 의해 구멍이 형성된 경우 ⑤제체내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 접합부의 틈새 또는 불연속면으로 침투수 흐름이 집중 되어 발생하는 경

우 등이 있다.

기초지반누수는 파이핑현상(piping)으로 불리며 치수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기초지반 누수의 원인으로는 ①지반이

투수성이 큰 모래층 또는 자갈층인 경우 ②둔치(고수부지) 부근의 표토가 유수에 의해 세굴되

어 투수층이 노출된 경우 ③제외지 또는 제내지 비탈면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투수층이 노출되

었거나 ④누수방지 불투수 표토층의 두께를 얇게 하였을 경우 ⑤지반침하로 인해 수위면과 제

체 지반고의 차이가 커져 침투압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제방의 누수(漏水, water leak)는 글자 그대로 물이 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치수목적(治

水目的)이나 이수목적(利水目的)을 위하여 축조된 배수구조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구조물

이 완전한 불투수성 재료로 축조된 경우라면 누수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하천제방과 같이 흙으

로 축조된 구조물에서는 물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공학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

는 누수란 누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토질공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누수는 침투수 흐름이 흙

입자의 저항능력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 흙 입자가 유동(流動)되거나 유출(流出)되어 침식파

괴를 일으키게 하는 누수를 말하며, 표 2.72는 파이핑 영향인자(Sherard, 1953)를 나타낸다.

파이핑 영향 요소 파이핑(piping)과의 연관성

① 세립분의 소성도와 투수성

(plasticity and permeability)

저소성(nonplastic or low plastic)의 재료는 침식에 대한

저항능력이 근본적으로 불량하고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큰 침투 포화대를 형성

② 제체 재료의 균질성(uniformity)
입경이 균등한 빈입도의 재료일수록 대규모 포화대를 형

성

③ 다짐도(degree of compaction)

다짐불량은 어느 정도 소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 할

지라도 입자 결합력을 약화시켜 파이핑 저항능력이 크게

저하

표 2.72 파이핑 영향인자(Sherard, 1953)

앞에서 이미 NAVFAC DM 7.02(1986)에서 제시한 Sherard(1953)의 제체 재료별 누수저항

성을 소개하였다. Sherard(1953)는 미 서부의 균질한 흙 댐 60여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

시한 후 흙 댐의 파이핑을 ① 누수에 의한 내부침식(progressive backwarderosion)과 ② 포

화대의 강도 저하에 의한 진행성 표면탈락(progressive sloughing)으로 구분하여 파이핑 영향

인자를 제안하고 제체의 재료특성을 고려하여 파이핑을 포함하는 누수저항 등급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재료특성에 따른 누수저항등급이 제안되었고, 누수저항 분석 결과는 앞

의 표를 참조하면 되며, 파이핑 저항등급에서는 재료의 입도분포와 소성도가 고려된다. 다짐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나 다짐도가 파이핑 저항등급에 반영되지는 못한다.

유출부 비탈면 기슭 저부가 포화되면서 누수대가 형성되면 제체의 강도가 저하되어 제체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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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트러지면서 유실되기 시작하며 표면 유실이 점진적으로 제체의 내측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작스런 제방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진행성 표면탈락(progressive sloughing)

으로 본다.. 포화로 인한 제체의 강도저하를 원인으로 보는 이 현상은 급작스런 파괴에 이르는

순간까지 누수가 미약하기 때문에 표면이 얇게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탈락된 포화대 표면

은 짧은 시간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른 상태를 유지하며 주로 하류측 사면 선단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침식(internal erosion, piping)은 흙 입자의 저항능력 이상으로 침투수 유출이 발생하면

흙 알갱이가 씻겨나가 누수통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진행성 침식에 의해 제방은 대규모

붕괴에 이를 수 있다. 누수통로는 제체의 균열이나 들짐승의 천공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작은 누수로 시작된 진행성 파괴는 수년에 걸쳐 확장되기도 하고 지반의 비균질특

성에 의해 뷸규칙한 누수경로를 가질 수 있으며 붕괴 몇 시간 전부터 대규모 흙탕물이 유출되기

도 한다고 (Sherard, 1953)는 밝히고 있다.

파이핑 경로를 두고 자연상태 비균질지반으로부터 침투수가 찾아낸 최대 투수경로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Weijers and Sellmeijer(1993)는 사질토지반에서 침투수가 찾아낸 가장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파이핑 경로라고 하였다. 파이핑에 대한 안정검토는 한계동수경사에 의한 방법,

한계유속에 의한 방법, 크리프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때 안전율은 검토방법, 지반특성,

구조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한계동수경사에 의한 방법

한계동수경사는 침투 발생 시 연직방향 유효응력이 영(zero)이 되는 조건을 생각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내지 기초지반의 유출부와 같이 흐름의 방향이 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

용할 수 있다. 침투수 흐름이 상향일 때 연직방향 유효응력, 
′은 침투압으로 인해 감소한다.

유출부의 이탈동수경사가 점점 커져서 한계등수경사에 이르면 유효응력은 영(琴)이 되므로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의 경우는 강도를 가질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 흙의 입자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분사현상(噴砂現象, quick sand, boiling)이라고 한다. 점성토는 유

효응력이 영이 되더라도 점착력이 있기 때문에 전단강도는 영이 되지 않는다.

파이핑 현상을 일으키는 한계동수경사식을 이용하여 자연상태의 사질토에 대해 한계동수경사

를 검토하면  ≃가 얻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 하천설계기준(2005, 2009)에서는

 ≃  고려하여 침투류 해석에 의해 얻어진 이탈 동수경사, 가 한계동수경사의 1/2 이

하가 되도록   ≥ 규정하였다. 과거에  ≃을 일괄적으로 고려했던 것에 비하

면 한충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

는 것은 사질토 지반의 이방성, 비균질특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으로 허용안전율 ≥ ∼ 또

는 그 이상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며, 표 2.73은 한계동수경사를 이용한 파이핑 안정검토 시

문헌상에 나타난 허용안전율을 조사 한 것이다.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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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 파이핑 허용안전율

허용 안전율은 위의 표 2.74에서 보듯이 문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안정 검토 시 적용하

는 허용안전율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증·감은 대단히 민감하므로 허용 안전율은 지반특성, 위

험도 수준, 구조물의 중요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한계유속(critical velocity, ) 비고
➀ Sichardt(1928)   × 

투수계수관련

➁ Abramov(1952)   × 

➂ Schmider(1966)
  




 
≒





 




  ×: 한계유속 실용기준

➃ Kovac(1982)

  ×  sec
  


± 


  sec

  ±  sec
➄ Sughii  


   ≤ 

입경관련

➅ Koslova     





➆ Justin(1923)   





 





   ≤ 

➇ Richardson(1961)
 



   ≤ 

  





   ≥ 

주)  저항계수 , Re: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흙의 전체 단위중량,  :물의 단위중량, D10:흙의 유효입경(cm), d:

토입자의 (유효)입경(cm, D10), D:흙의 평균입경(cm),  :동점성계수(0.01/sec, 20℃), Gs:토입자의 비중, n:간극률, m:

  에 의해 결졍되는 지수, k:투수계수(cm/sec),  :중력가속도(980cm/sec), W:토입자의 수중 유효중량(), A:흐름을

받는 토입자의 단면적(), A:흐름을 받는 토입자의 단면적(),

=24/ :저항계수(Re수의 함수,  ≤ )

표 2.74 한계유속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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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수 흐름이 수평방향으로 대표되는 제체에 대해서 한계동수경사를 적용하여 파이핑 안정

성을 검토하는 것은 제한이 따른다. 한계동수경사는 연직방향 유효응력이 영(zero)이 되는 조건

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제내지 제체의 기슭 선단부 유출지점이나 배수통문 구조물의

유출부 접속지점 같이 침투수 흐름이 수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한계유속(critical

velocity, )을 고려하여 파이핑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하천설계기준(2009)에서는 Justin의 한계유속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Justin의 한

계유속은 소류력에 의해 입경별 흙 입자가 밀려 나갈 때의 유속을 고려한 것이나 현장의 토입자

는 혼합입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Justin의 한계유속은 실제 한계유속을 과대평가하여 하천설계

기준에서는 침투해석에서 얻어지는 침투유속을 입경에 의해 결정된 Justin의 한계유속의 1/100

이하를 만족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흙 입자의 간섭침강을 고려하고 있는 Richardson의 한계유속은 Terzaghi의 한계동수경사에

이르렀을 때의 침투유속과 잘 부합된다는 것을 스기이토시오(於井俊夫) 등(1989)은 실내 실험

을 통하여 증명하였으나 Richardson의 한계유속 역시 혼합입경을 고려할 경우 실제보다 한계

유속을 과대평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yashi(1978)는 한계유속이 균등계수와

간극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혼합입경 시료에 대해서는 한계유속을 적용할 때 균

등계수에 따라 보정계수 0.4∼0.8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여 흙 속에서 침투수 흐름이 충류

(laminar flow)에서 난류(turbulent flow)로 이동할 때의 Reynolds수에 관해서는 Francher,

Lewis 등 많은 사람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의 값을 가지게 됨이 밝혀졌으며,    ≤ 

일 때는 Darcy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한계유속에 의한 파이핑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제체 재료의 입경을 고려하여 한계유속을 결정하고 침투해석으로부터 얻은 최대유속에

대해 간극률(n)을 고려한 흙 입자간의 침출유속을 비교하여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지반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부침식이나 channel 형태의 파이핑 파괴에 대해 안정검토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한계유속을 이용할 수 있다.

▪ Justin 방법 : Justin의 한계유속은 흙 입자의 입경에 대하여 제체 및 기초의 흙 입자가

소류력에 의하여 밀려나갈 때의 유속이다. 흙 입자는 한계유속을 넘으면 파이핑이 발생된다고

보며, 실제 현장의 흙 입자는 여러 크기의 것이 혼합되어 있어 입경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투해석에서 얻어지는 최대 유출유속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출부 최대유

속이 입경에 대한 한계유속의 1/10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Richardson 방법 : Richardson의 한계유속은 균질한 흙이 Terzaghi의 한계동수경사에

이르러 파괴가 된 것을 말한다. Richardson(1961)의 한계유속은 균질한 시료에 대해 실험을 통

하여 얻어진 것으로 실제의 한계유속을 과대평가한다. 자연 상태의 흙은 실제로 비균질(非均質,

nonhomogeneous), 비등방성 (非等方性, anisotropic)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며 Hayashi(1978)는 균등계수에 따라 보정계수 0.4〜

0.8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입경의 크기를 알면 한계유속을 결정할 수 있으며, Justin의 한계유속은 Richardson의 한계

유속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값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Justin의 한계유속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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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한계유속을 크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

○ 가중 크리프비에 의한 방법

콘크리트 댐과 같은 불투수성 재료의 구조물 기초 저면에서 파이핑 안정검토 방법으로는

Bligh(1927)와 Lane(1935)이 제안한 크리프 비(CR, creep ratio)가 사용된다. CR(creep

ratio)은 콘크리트 댐과 같은 구조물에서 상류와 하류에서 전수두차, ∆가 발생할 때，최단 침

투유로의 길이(L = 
)를 충분히 길게 확보하여 하부 기초지반에서 내부침식(internal erosion)

이 발생하지 않도록 흙 종류별로 기준을 정한다. Bligh(1927)는 구조물 저부, 기초지반과의 접

속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행성 내부침식(roofing)에 대하여 다음 표 2.75와 같이 CR을 이용

하여 진행성 내부침식(roofing)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Bligh(1927)의 CR 기

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료 번호 입경(mm) 한계유속(cm/sec)

1 4.0 ∼ 4.8 20.0

2 2.8 ∼ 3.4 17.0

3 1.0 ∼ 1.2 10.0

4 0.7 ∼ 0.85 8.50

5 0.4 ∼ 0.7 7.0

6 0.25 ∼ 0.5 4.2

7 0.11 ∼ 0.25 3.5

8 0.075 ∼ 0.11 2.5

9 0.044 ∼ 0.075 2.0

표 2.75 입경별 한계유속 (하천설계기준·해설, 2009)

Bligh(1927)의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Lane(1935)은 roofing을 포함하는 진행성 내부침식

(progressive internal erosion, piping)에 대해 표 2.76과 같이 가중 크리프 비(weighted

creep ratio)를 제안하였는데 Blish(1927)의 CR에 비해 CR값을 흙 종류별로 세분화 하였다.

흙의 종류 CR(creep Ratio)

➀ 실트질 점성토(#100체 통과율 60% 이상) 18.0

➁ 세립 모래(#75체 통과율 80%) 15.0

➂ 굵은 모래 12.0

➃ 자갈 5.0 ∼ 9.0

표 2.76 진행성 내부침식(roofing)에 대한 Creep Ratio(Bligh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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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크리프비(CR)에 의한 안정성 검토는 상, 하류면의 수두차(∆)와 유선이 구조물 하부지

반을 흐르는 최소거리(L)를 기준으로 하여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하는 경험 적인 방법으

로 안정성 평가는 계산된 가중 크리프비 의 값이 표 2.77의 값보다 크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

며 CR은 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립분 함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하천제방설계지침(건설성 하천국, 2000) 및 배수통문 보강 매뉴얼(안. 2001) 에서는

배수통문과 같은 하천제방 배수구조물의 누수에 대하여 Lane(1935)이 제안한 크리프비(CR)를

이용하여 안정검토를 수행하고 차수공의 설치길이 및 설치규모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자갈

과 점토에 대해서는 표 2.77과 같이 Lane(1935)의 CR을 보정, 세분화 시켜 적용한다.

흙의 종류 CR(Creep Ratio)

➀ 모래

극히 가는 모래 또는 실트 8.5
세사(가는 모래) 7.0

중사 6.0
조사(굵은 모래) 5.0

➁ 자갈

가는 자갈 4.0
중간자갈 3.5

율석을 포함한 굵은 자갈 30
율석과 조약돌을 포함한 자갈 2.5

➂ 점토
부드러운 점토 3.0
중간 점토 2.0
단단한 점토 1.8

표 2.77 하천제방설계지침(일본 건설성, 2000)의 크리프 비

CR은 흙의 종류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지반조건이 복잡하다면 CR 선정 시 유의해야

한다. 유로의 길이를 늘려야 한다면 대규모의 단일 차수공보다는 여러 개소의 복합 차수공을 고

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유출부 이탈 동수경사의 저감을 생각하거나 경제성을 고려한

다면 단일 차수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 CR에 의한 안정성 평가는 비정상침투 조건과 정상침투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고, 만약 제체의 상부 영역 속으로 설치된 차수벽이 존재한다면

이 차수벽은 침투수 흐름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으나 CR을 이용한 안정 검토에서는 이러한 전

반적인 영향울 고려 할 수 없다.

CR은 경험적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설계 차원에서 차수공 규모를 결정할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R 적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차수공 규모가 결정되면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파이핑

안정성 평가는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계동수경사(), 한계유속 (), C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구조물의 특성, 검토조건 및 검토목적에 알맞도록 이들 방법을 적절히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방 안전율 분석

SEEP/W 안전율 및 침투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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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수리 조건 비고
제방의 형태 A Type, B Type 소단 유역에 따른 분류

계획 홍수량() 10,740 200년 빈도(예:낙동강 회천)

수위(m)
제방고 – 여유고

(14m – 2m) = 12m

계획홍수량 규모에 따른 여유고

(10,000이상의 여유고 : 2.0m)

둑마루 폭 7m

계획홍수량 규모에 따른 둑마루

폭(10,000 이상의 둑마루 폭

: 7.0m 이상)

표 2.78 제방 안전율 분석 -SEEP/W 안전율 및 침투류 분석

그림 2.150 제방의 형태에 따른 안전율 분석 결과 (A Type)

그림 2.151 제방의 형태에 따른 침투류 분석 결과 (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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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 제방의 형태에 따른 안전율 분석 결과 (B Type)

그림 2.153 제방의 형태에 따른 침투류 분석 결과 (B Type)

유출부의 Type별 지하수위 그래프 유출부의 Type별 침투유속 그래프 유출부의 Type별 동수경사 그래프

그림 2.154 유출부의 Type별 그래프(지하수위, 침투유속, 동서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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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높이 평균폭 경사 대표형태

북한강 118.2769 113.1697 1/1110 사다리꼴

섬강 57.0619 100 1/1721 사다리꼴

소양강 81.2163 100 1/735 사다리꼴

안양천 17.5681 34.1177 x 사다리꼴

양구서천 189.669 129.3103 1/16400 사다리꼴

오산천 21.3222 20.6667 x 사다리꼴

임진강 221.695 100 1/6167 사다리꼴

진위천 10.3681 56.044 x 사각형

한강(충주댐까지) 50.7394 100 x 사각형

한강(하구까지) 16.9941 100 x 사각형
황구지천 15.3865 41.1586 x 사각형

표 2.79  한강유역의 제방의 형태

Hydraulic gradient 　 　 FOS 　 　

icr=1.01 Normal (3D) Weak (3D) Normal (3D) Weak (3D) FOS=2.0

1.01 　 　 　 　 2.00
1.01 0.01 0.01 76.33 67.48 2.00
1.01 0.06 0.02 16.33 47.75 2.00
1.01 0.26 0.27 3.89 3.71 2.00
1.01 0.47 0.51 2.15 1.98 2.00
1.01 0.48 0.59 2.10 1.72 2.00
1.01 0.48 0.61 2.08 1.66 2.00
1.01 0.49 0.62 2.08 1.64 2.00
1.01 0.49 0.62 2.08 1.64 2.00
1.01 0.49 0.62 2.08 1.63 2.00
1.01 0.49 0.62 2.08 1.63 2.00
1.01 0.49 0.62 2.08 1.63 2.00
1.01 0.49 0.62 2.08 1.63 2.00

표 2.80 파이핑 검토

침투속도 (cm/sec) 　
Normal (3D) Weak (3D) Vcr=0.07

　 　 0.07
0.00071 0.00084 0.07
0.00343 0.00120 0.07
0.01444 0.01629 0.07
0.02610 0.03053 0.07
0.02678 0.03503 0.07
0.02693 0.03629 0.07
0.02699 0.03678 0.07
0.02701 0.03686 0.07
0.02702 0.03692 0.07
0.02702 0.03695 0.07
0.02702 0.03695 0.07
0.02702 0.0369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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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파이핑 검토 결과

그림 2.156 시간에 따른 침윤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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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및 하천 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CC에서 배포하는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

에서 강우를 포함한 수문 시스템의 변화로 극한 호우사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공구조물을 설

계하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기준은 아직까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고자 CCAW 연

구단 1-1세부과제에서 생산한 CORDEX 자료 기반의 극한강우량과 기 구축된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한강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제공된 CORDEX 자료는 표 2.81과 같이 현재기간

(HIST)과 미래기간(RCP4.5, RCP8.5)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홍수량

변화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RCMs HIST RCP4.5 RCP8.5
RCP

1979 ∼ 2005 2006 ∼ 2050 2006 ∼ 2050
RegCM
SNU
YSU

표 2.81 CORDEX 강우 자료의 기간 구분

Guro

Suju

Sanae

Yeoju

Buron

Jinbu

Imgye

Anyang

Yongin

Seohwa

Mokgye

Goesan

Hamyeon Naechon

Seoseok

Chuyang

Hyeonri

Wontong
Sangseo

Bangsan

Danyang

Naksaeng

Seomyeon
Gapyeong

Bupyeong

Cheongun

Ganhyeon

Cheongil

Sangdong
Yeongwol

Uijeongbu

Toegyewon

Saenggeuk

Songnisan

Jeongseon

Hoengseong

Cheongpung

Pyeongchang

Hwacheon-Dam

Namhansanseong

Wonju

Seoul

Icheon

Chungju

Jecheon

Cheorwon

Chuncheon

Yangpyeong

Daegwanryeong

그림 2.157 대상유역(한강유역) 및 강우관측 지점

한강유역에서 RCP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지점은 그림 2.157과 같이 기상청 관할 10개 지점이

며, CORDEX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지속시간(48시간, 72시간)에 대한 빈도별(100년, 200년,

500년) 확률강우량은 표 2.2.82〜표 2.8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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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8hr

T=100yr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559.6 715.8 610.7 559.7 909.6 707.6 554.1 463.4 391.8 561.2 463.5 494.3

춘천 519.8 439.7 487.4 518.2 691.7 748.0 518.7 442.5 522.3 520.3 441.3 449.4

원주 438.7 369.1 473.0 436.7 812.3 783.2 438.9 408.6 429.9 437.5 452.7 459.2

홍천 516.9 401.6 566.8 516.7 713.9 717.8 516.9 435.5 520.2 517.1 507.3 484.4

양평 610.6 790.9 804.2 611.4 1070.5 970.1 608.7 508.0 431.5 611.0 514.1 523.9

이천 497.8 440.1 551.2 499.2 846.1 711.3 496.2 413.9 351.6 501.4 553.5 545.0

인제 517.8 416.3 500.7 520.0 664.8 632.9 519.2 432.6 521.5 520.0 423.8 409.7

제천 577.2 450.0 607.5 576.5 1181.5 1136.7 580.7 745.0 583.5 578.4 600.6 610.2

충주 478.4 384.8 562.7 478.4 945.5 909.8 479.1 585.6 501.4 478.6 495.6 504.2

대관령 919.2 706.4 1324.4 918.1 1455.1 1667.9 918.7 835.8 929.3 920.4 760.9 806.2

표 2.82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100yr)

D= 48hr

T=200yr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611.9 799.4 675.2 612.0 1000.4 771.7 605.5 500.9 418.5 613.6 504.3 537.2

춘천 568.7 482.6 533.6 567.0 760.1 827.5 567.5 475.7 569.8 569.4 479.3 484.4

원주 476.5 398.3 514.0 474.2 894.4 856.4 476.7 438.1 463.4 475.1 491.7 498.3

홍천 566.5 439.6 623.7 566.4 785.6 787.5 566.6 468.5 568.4 566.8 554.9 526.3

양평 672.6 886.8 894.3 673.4 1185.4 1073.2 670.5 554.2 466.3 673.0 562.5 568.9

이천 544.7 481.3 605.6 546.3 933.8 778.0 542.9 447.4 375.6 548.9 610.4 597.8

인제 568.7 456.4 550.3 571.2 733.6 698.6 570.3 465.9 570.9 571.3 464.6 442.6

제천 635.2 489.5 664.9 634.4 1312.0 1253.4 639.2 821.3 640.0 636.6 660.8 670.5

충주 524.8 417.4 617.6 524.7 1047.5 1000.9 525.5 646.6 550.8 525.0 543.4 552.4

대관령 1017.7 780.6 1482.1 1016.4 1618.7 1857.8 1017.1 921.6 1027.6 1019.1 835.9 885.2

표 2.83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200yr)

D= 48hr

T=500yr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680.9 909.8 760.5 681.1 1120.4 856.4 673.5 550.2 453.6 682.9 558.2 593.9

춘천 633.3 539.4 594.7 631.4 850.6 932.4 631.9 519.4 632.4 634.1 529.4 530.8

원주 526.4 436.8 568.2 523.7 1002.7 953.0 526.6 476.9 507.7 524.7 543.3 549.9

홍천 632.2 489.9 698.8 632.0 880.5 879.6 632.3 512.1 632.2 632.5 617.8 581.6

양평 754.4 1013.6 1013.3 755.5 1337.0 1209.4 752.2 615.3 512.2 755.0 626.6 628.3

이천 606.7 535.7 677.6 608.7 1049.8 866.1 604.7 491.8 407.4 611.7 685.8 667.6

인제 636.0 509.5 616.0 639.0 824.6 785.4 637.9 509.8 636.2 639.1 518.7 486.2

제천 711.9 541.6 740.8 711.0 1484.3 1407.4 716.5 922.2 714.7 713.6 740.5 750.2

충주 586.0 460.3 690.1 585.9 1182.2 1121.3 586.8 727.2 616.1 586.2 606.6 616.0

대관령 1147.8 878.7 1690.4 1146.3 1834.6 2108.2 1147.1 1034.9 1157.5 1149.4 934.9 989.6

표 2.84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500yr)



- 196 -

D= 72hr

T=100yr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666.1 866.6 731.1 666.3 1110.8 852.2 659.5 545.3 455.5 668.1 546.0 584.4

춘천 634.4 533.1 593.3 632.1 855.2 928.5 633.0 534.8 637.4 635.2 534.2 544.0

원주 522.9 436.6 564.9 520.2 991.1 953.1 523.0 484.3 510.9 520.9 540.1 548.0

홍천 633.2 485.4 698.0 632.8 889.4 894.6 633.1 527.1 636.9 633.3 620.4 590.5

양평 752.5 985.2 1002.5 753.5 1350.7 1219.1 751.2 620.6 522.6 752.7 628.4 640.8

이천 602.1 527.8 672.2 604.1 1065.6 884.0 600.2 493.3 412.7 607.1 675.5 664.0

인제 645.0 510.2 622.4 648.5 844.3 801.0 647.3 530.2 649.8 648.2 520.1 500.3

제천 715.5 548.8 755.1 714.6 1526.2 1464.3 720.2 937.7 723.3 717.1 746.4 758.7

충주 581.1 462.2 687.9 581.0 1182.6 1134.9 581.3 716.9 609.9 581.0 602.2 613.4

대관령 1215.1 920.1 1788.9 1213.4 1967.8 2270.8 1213.9 1098.6 1228.5 1215.9 994.4 1056.5

표 2.8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100yr)

D= 72hr

T=200yr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729.5 970.0 810.0 729.7 1223.9 930.8 721.8 589.8 486.5 731.7 594.8 635.9

춘천 695.1 586.1 650.6 692.6 941.4 1028.9 693.6 575.2 696.3 696.1 580.8 586.9

원주 568.5 471.4 614.5 565.4 1092.6 1043.3 568.6 519.4 551.1 566.2 587.2 595.2

홍천 695.6 532.6 769.8 695.2 981.0 983.6 695.5 567.7 697.5 695.8 680.1 642.8

양평 831.0 1107.5 1117.5 832.0 1498.9 1351.5 829.6 678.6 565.8 831.1 689.2 697.3

이천 660.6 578.7 740.8 662.9 1179.8 969.5 658.5 534.2 441.2 666.4 747.4 730.4

인제 710.6 561.0 686.2 714.5 934.8 887.1 713.2 571.7 713.3 714.2 571.9 541.4

제천 789.9 598.4 828.8 788.9 1699.6 1618.8 795.2 1036.8 795.7 791.7 823.8 836.1

충주 638.6 502.1 756.4 638.5 1312.6 1250.8 638.7 793.2 671.3 638.4 661.6 673.2

대관령 1349.4 1020.2 2008.2 1347.5 2194.8 2535.5 1348.1 1214.9 1362.5 1350.3 1095.4 1163.2

표 2.86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200yr)

D= 72hrs

T=500yrs

RCP RegCM SNU YSU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HIST RCP4.5 RCP8.5

서울 813.2 1106.8 914.3 813.4 1373.2 1034.5 804.2 648.6 527.4 815.7 659.3 703.9

춘천 775.4 656.2 726.3 772.5 1055.2 1161.6 773.6 628.6 774.1 776.5 642.4 643.6

원주 628.7 517.4 680.1 625.1 1226.8 1162.4 628.9 565.7 604.2 626.1 649.5 657.6

홍천 778.2 595.1 864.9 777.7 1102.2 1101.2 778.1 621.4 777.5 778.5 759.0 711.8

양평 934.6 1269.2 1269.6 935.9 1694.5 1526.5 933.3 755.3 622.8 934.8 769.7 771.9

이천 738.1 646.2 831.7 740.9 1331.1 1082.6 735.8 588.3 478.9 745.1 842.8 818.4

인제 797.4 628.3 770.7 801.9 1054.5 1001.0 800.4 626.5 797.4 801.6 640.5 595.7

제천 888.4 664.1 926.2 887.2 1928.7 1822.8 894.5 1168.0 891.4 890.5 926.2 938.6

충주 714.6 554.7 846.9 714.5 1484.4 1403.8 714.6 893.9 752.4 714.3 740.1 752.2

대관령 1527.0 1152.5 2297.8 1524.8 2494.4 2885.0 1525.4 1368.7 1539.5 1527.9 1229.0 1304.3

표 2.87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5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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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 자료의 각 RCM별 미래기간의 전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기간 대비 미래

기간의 홍수량 변화율을 산정한 결과는 표 2.88 〜표 2.93과 같다. CORDEX 자료에 따라서 각

지점별 변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재현기간이 커짐에 따라 변화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확률강우량 산정 후 각 재현기간(100년, 200년, 500년)에 따른 변화율 CORDEX 자료

별로 나타내면 그림 2.158 〜 2.160과 같다. 중앙값 기준으로 각 자료별로 살펴보면, 100년 빈

도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17.71% (RCP), +66.01% (RegCM), -15.21% (SNU),

-8.54% (YSU) 등으로 변화한다. RCP 8.5 시나리오는 +9.40% (RCP), +51.52% (RegCM),

+0.46% (SNU), -9.12% (YSU) 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 RCP 4.5 시나

리오의 경우 –18.08% (RCP), +67.20% (RegCM), -16.73% (SNU), -8.96% (YSU) 등으로

나타났다. RCP 8.5 시나리오는 +10.21% (RCP), +52.65% (RegCM), +0.12% (SNU),

-9.80% (YSU) 등으로 변화하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현기간이 커짐에 따라 변화율도 증가

하였다.

D= 48hrs

T=1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27.92 62.51 -16.36 -17.40 9.13 26.42 -29.29 -11.91

춘천 -15.40 33.47 -14.68 -15.19 -6.24 44.35 0.69 -13.64

원주 -15.86 86.01 -6.90 3.47 7.81 79.34 -2.07 4.96

홍천 -22.30 38.15 -15.74 -1.90 9.66 38.91 0.63 -6.33

양평 29.53 75.10 -16.55 -15.86 31.71 58.69 -29.11 -14.26

이천 -11.59 69.51 -16.58 10.39 10.72 42.50 -29.14 8.68

인제 -19.60 27.84 -16.67 -18.50 -3.30 21.71 0.44 -21.22

제천 -22.03 104.95 28.29 3.83 5.26 97.18 0.49 5.50

충주 -19.57 97.66 22.21 3.54 17.62 90.18 4.64 5.35

대관령 -23.15 58.49 -9.02 -17.33 44.08 81.68 1.16 -12.41

표 2.88 KMA 강우 관측 지점의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D=48hr, T=100yr)

D= 48hrs

T=2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30.64 63.46 -17.29 -17.81 10.35 26.09 -30.89 -12.45

춘천 -15.13 34.07 -16.17 -15.82 -6.17 45.94 0.41 -14.91

원주 -16.41 88.60 -8.11 3.50 7.88 80.59 -2.80 4.88

홍천 -22.40 38.72 -17.31 -2.11 10.08 39.04 0.32 -7.15

양평 31.86 76.01 -17.35 -16.42 32.97 59.36 -30.46 -15.48

이천 -11.64 70.93 -17.58 11.21 11.18 42.40 -30.81 8.90

인제 -19.74 28.43 -18.31 -18.66 -3.23 22.29 0.10 -22.52

제천 -22.94 106.80 28.50 3.80 4.68 97.56 0.13 5.32

충주 -20.47 99.64 23.03 3.51 17.69 90.76 4.81 5.22

대관령 -23.29 59.25 -9.39 -17.98 45.63 82.77 1.04 -13.14

표 2.89 KMA 지역들의 변화율(D=48hr, T=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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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8hrs

T=5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33.61 64.49 -18.30 -18.26 11.68 25.74 -32.64 -13.04

춘천 -14.84 34.72 -17.79 -16.51 -6.11 47.68 0.09 -16.29

원주 -17.02 91.46 -9.45 3.54 7.95 81.96 -3.60 4.80

홍천 -22.51 39.32 -19.00 -2.33 10.53 39.17 -0.01 -8.05

양평 34.35 76.98 -18.20 -17.01 34.32 60.08 -31.91 -16.78

이천 -11.70 72.47 -18.68 12.10 11.68 42.29 -32.63 9.13

인제 -19.89 29.06 -20.09 -18.83 -3.14 22.92 -0.26 -23.92

제천 -23.92 108.76 28.71 3.77 4.06 97.94 -0.25 5.14

충주 -21.44 101.77 23.92 3.49 17.77 91.38 4.99 5.08

대관령 -23.44 60.04 -9.78 -18.66 47.27 83.92 0.90 -13.90

표 2.90 KMA 지역들의 변화율(D=48hr, T=500yr)

D= 72hrs

T=1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30.09 66.72 -17.31 -18.28 9.76 27.91 -30.92 -12.53

춘천 -15.97 35.30 -15.52 -15.91 -6.47 46.89 0.70 -14.37

원주 -16.50 90.52 -7.40 3.67 8.04 83.23 -2.32 5.20

홍천 -23.34 40.53 -16.75 -2.04 10.23 41.36 0.60 -6.76

양평 30.91 79.27 -17.39 -16.51 33.21 61.79 -30.43 -14.86

이천 -12.34 76.40 -17.81 11.27 11.63 46.34 -31.23 9.37

인제 -20.91 30.20 -18.09 -19.76 -3.52 23.52 0.39 -22.82

제천 -23.30 113.57 30.20 4.09 5.54 104.92 0.44 5.80

충주 -20.45 103.54 23.34 3.66 18.38 95.34 4.93 5.59

대관령 -24.27 62.17 -9.50 -18.22 47.22 87.14 1.20 -13.11

표 2.91 KMA 지역들의 변화율(D=72hr, T=100yr)

D= 72hrs

T=2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32.98 67.73 -18.29 -18.71 11.04 27.56 -32.60 -13.10

춘천 -15.68 35.92 -17.07 -16.56 -6.41 48.56 0.40 -15.68

원주 -17.07 93.25 -8.66 3.70 8.10 84.53 -3.08 5.12

홍천 -23.44 41.11 -18.38 -2.26 10.66 41.47 0.28 -7.62

양평 33.28 80.14 -18.20 -17.07 34.49 62.44 -31.80 -16.10

이천 -12.40 77.97 -18.88 12.16 12.13 46.23 -32.99 9.60

인제 -21.05 30.83 -19.84 -19.93 -3.44 24.15 0.03 -24.19

제천 -24.24 115.44 30.39 4.05 4.92 105.21 0.06 5.61

충주 -21.38 105.57 24.18 3.64 18.44 95.89 5.11 5.45

대관령 -24.40 62.87 -9.88 -18.87 48.82 88.16 1.07 -13.85

표 2.92 KMA 지역들의 변화율(D=72hr, T=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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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2hrs

T=500yrs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서울 36.11 68.82 -19.34 -19.17 12.44 27.18 -34.41 -13.71

춘천 -15.38 36.60 -18.74 -17.28 -6.34 50.37 0.07 -17.11

원주 -17.70 96.25 -10.05 3.74 8.17 85.95 -3.92 5.04

홍천 -23.54 41.72 -20.14 -2.50 11.13 41.59 -0.08 -8.56

양평 35.80 81.06 -19.07 -17.66 35.83 63.11 -33.27 -17.43

이천 -12.46 79.66 -20.04 13.11 12.68 46.11 -34.91 9.85

인제 -21.20 31.50 -21.73 -20.10 -3.35 24.83 -0.37 -25.68

제천 -25.25 117.40 30.58 4.01 4.26 105.47 -0.35 5.40

충주 -22.37 107.74 25.09 3.61 18.50 96.47 5.29 5.31

대관령 -24.52 63.59 -10.28 -19.56 50.48 89.21 0.92 -14.63

표 2.93 KMA 지역들의 변화율(D=72hr, T=500yr)

(a) RCP 4.5 (b) RCP 8.5

그림 2.158 RCM 모델별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T=1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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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그림 2.159 RCM 모델별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T=200yrs)

(a) RCP 4.5 (b) RCP 8.5

그림 2.160 RCM 모델별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T=500yrs)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량 산정

앞서 CORDEX 자료로부터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바탕으로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량

을 산정하였고, 한강유역의 홍수량 산정지점 128개소를 선정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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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점의 홍수량 산정결과를 정리하여 표 2.94〜표 2.96에 나타냈으며, HEC-1 모형을 이용

한 강우-유출 모형 구축시 주요 매개변수는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8, 국토해양부) 을 참고

하여 사용하였다.

T=1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37509.58 30174.76 40180.26 37502.44 68778.75 65362.73 37609.04 38245.38
HA4 37866.43 29967.62 40317.36 37846.11 68377.63 65116.27 37974.68 38120.80
HA8 38132.48 29644.20 40554.79 38112.73 67898.76 64830.36 38238.34 38080.15
HA13 38337.43 29314.52 40616.52 38317.93 67258.37 65009.41 38445.47 38236.07
HA15 38453.54 29392.02 40630.39 38434.00 66916.02 65146.80 38562.01 38325.10
HA20 26645.75 19544.88 29262.55 26623.16 53995.30 51248.39 26709.22 30437.38
HA22 26271.53 19359.82 28773.90 26248.30 53395.74 50809.29 26333.24 30220.76
HA24 25862.94 19121.01 28196.02 25837.32 52724.96 50272.44 25921.97 29978.44
HA27 24516.19 18379.40 26503.38 24489.84 50695.69 48642.79 24571.44 29178.37
HA29 21371.80 16593.53 22871.69 21360.36 46100.59 44159.75 21417.45 27049.02
HA30 20861.95 16435.93 22416.74 20850.98 45469.77 43560.45 20905.00 26681.59
HA32 20673.75 15422.38 22204.75 20641.14 46121.52 44192.82 20804.11 27052.77
HA34 18846.78 14111.65 20122.27 18818.16 41725.31 39987.09 18968.39 24556.01
BB7 20498.44 16486.04 19832.44 20518.24 27224.84 27771.11 20513.05 16800.14
BB10 18166.17 14601.96 17229.91 18186.83 23049.46 23769.26 18181.49 14942.86
BB14 16256.94 13022.51 15455.22 16285.52 20225.96 20695.01 16276.99 13357.84
BB19 10546.64 8752.61 10047.96 10550.19 13603.96 13979.94 10550.02 8907.96
BB24 7020.91 5899.36 6784.74 7037.19 8655.19 8555.07 7031.78 6035.34
BB27 5727.63 5030.15 5577.73 5737.36 6535.35 6500.92 5734.14 5115.94
SY2 5500.00 4136.89 5285.6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4329.80

표 2.94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100yrs)

T=2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41149.67 33005.84 43563.08 41135.76 75350.41 71171.28 41227.21 41374.38
HA4 41567.14 32685.40 43482.98 41555.51 74929.15 70910.46 41632.21 41247.33
HA8 41809.89 32294.76 43669.27 41802.27 74423.09 70659.41 41868.28 41169.12
HA13 41959.46 32346.70 43672.10 41950.33 73719.36 70865.05 42017.44 41353.82
HA15 42042.88 32404.70 43643.61 42037.27 73317.95 71020.88 42095.68 41464.79
HA20 28678.21 21842.58 31457.37 28653.67 59420.17 55985.71 28744.58 33266.77
HA22 28208.32 21620.31 30860.12 28182.75 58774.07 55516.51 28268.37 33047.34
HA24 27674.05 21323.04 30167.53 27650.00 58047.47 54944.59 27726.21 32795.30
HA27 26067.15 20453.17 28317.38 26037.92 55846.11 53196.55 26123.69 31948.51
HA29 22831.70 18402.14 24941.09 22800.45 50864.98 48364.11 22953.49 29696.66
HA30 22510.64 18203.14 24515.56 22479.17 50173.42 47713.42 22633.74 29298.54
HA32 22754.88 16816.02 24290.36 22718.16 50946.01 48458.88 22900.61 29753.22
HA34 20762.57 15397.16 22029.28 20730.68 46119.59 43875.34 20898.63 27006.36
BB7 22341.20 18020.07 21657.36 22362.81 29515.13 30306.28 22356.78 17949.19
BB10 19794.19 15941.65 18795.23 19817.06 24546.68 25459.94 19810.85 15951.59
BB14 17698.61 14216.32 16858.26 17709.91 21446.19 22067.46 17710.06 14261.52
BB19 11365.29 9470.57 10846.31 11368.34 14774.94 15248.80 11368.27 9453.26
BB24 7496.27 6319.71 7254.72 7514.44 9250.67 9153.55 7508.45 6364.06
BB27 5998.67 5306.40 5857.91 6008.39 6817.92 6785.24 6005.21 5333.30
SY2 5500.00 4628.12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4719.93

표 2.95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2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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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45448.91 37120.58 48393.91 45450.68 84277.87 79062.67 45527.88 45672.52
HA4 45516.97 36291.81 48153.82 45512.02 83825.43 78793.34 45568.65 45532.22
HA8 45750.16 36496.33 47907.46 45745.92 83273.25 78592.38 45799.91 45461.79
HA13 45882.83 36574.72 47945.99 45877.51 82475.70 78845.07 45937.96 45685.26
HA15 45955.63 36624.75 47945.80 45949.80 82020.32 79013.34 46013.11 45811.56
HA20 31321.83 24832.74 34414.75 31296.41 66760.92 62423.75 31383.23 37113.80
HA22 30765.33 24533.79 33817.41 30735.81 66049.92 61909.23 30841.86 36882.00
HA24 30203.72 24150.81 33181.03 30164.27 65243.72 61287.87 30318.02 36611.89
HA27 28827.49 22963.97 31512.17 28779.59 62801.39 59371.19 28953.76 35701.67
HA29 25613.45 20258.36 27819.23 25577.35 57289.85 54052.51 25750.38 33297.90
HA30 25261.75 19896.38 27344.35 25225.70 56515.70 53328.02 25398.71 32859.41
HA32 25566.98 18718.13 27113.71 25523.78 57428.14 54204.66 25732.71 33396.38
HA34 23351.73 17148.03 24612.07 23314.86 52015.64 49104.30 23508.07 30323.98
BB7 24507.33 20094.09 24039.07 24499.76 32375.66 33440.36 24503.21 19524.76
BB10 21347.22 17759.84 20547.65 21335.64 26643.25 27794.00 21340.90 17346.03
BB14 18881.59 15840.34 18251.48 18879.45 23145.85 23925.17 18881.09 15515.05
BB19 12455.95 10429.85 11885.96 12457.99 16308.96 16908.17 12455.11 10188.17
BB24 8117.58 6865.51 7865.71 8137.41 10017.89 9920.22 8130.93 6791.99
BB27 6301.84 5639.89 6197.24 6309.51 7211.04 7181.29 6307.00 5591.49
SY2 5500.00 5295.88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251.53

표 2.96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500yrs)

각 재현기간(100년, 200년, 500년)별로 산정한 홍수량을 CORDEX 자료별 변화율로 나타내

면 그림 2.161〜그림 2.163과 같다. 중앙값 기준으로 각 자료별로 살펴보면, 100년 빈도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1.54% (RCP), +74.69% (RegCM), -0.53% (SNU), -4.89% (YSU)

등으로 변화하였고, RCP 8.5 시나리오는 +6.37% (RCP), +69.64% (RegCM), +0.44% (SNU),

-4.94% (YSU) 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1.66% (RCP), +74.97% (RegCM), -1.68% (SNU), -5.23% (YSU) 등으로 나타났고,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5.22% (RCP), +68.94% (RegCM), +0.10% (SNU), -7.09% (YSU) 등

으로 변화하며 앞서 분석한 확률강우량 변화 양상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a) RCP 4.5 (b) RCP 8.5

그림 2.161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1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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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그림 2.162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200yrs)

(a) RCP 4.5 (b) RCP 8.5

그림 2.163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500yrs)

③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

일본 국토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Land & infrastructure

Management, NILIM)에서는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개발하였

고 그림 2.164와 같은 기본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그림 2.164 홍수취약성지표(FVI) - NILIM,일본



- 204 -

필리핀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 수문, 기후, 경제-사회적 인자는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자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인자인 보호조치 인자는 분모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

여 필리핀의 주요 하천유역 18개에 대한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 분

석한 결과 2～35의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 값을 산정하였으며 5개

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 2.165는 필리핀에서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의 산정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2.165 홍수취약성지표(FVI) - 필리핀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는 공공적인 홍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

여 일반인들도 쉽게 홍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부의 치수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

하여 개발하였으며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의 기상과 관련된 자료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단위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에 따른 홍수 피해와 취약성을 지수화하여 각 유역별 홍수 취약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NOAA 기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는 유역이나 제내지 지

역의 홍수에 대한 취약성(위험도)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방과 같은 하천시설물(수공구조물)에

대해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제방의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를 개발하였다.

④ 하천제방에 대한 취약성 분석 개발

하천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일본

국토 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의 형

식을 차용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로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여유고(0.6m～2.0m),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둑마루폭(3m～7m), 제체의 폭(B)과 제방고(H)의 비율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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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방단면의 비율(H/B), 침윤 활동에 대한 안전율, 턱(소단)의 길이, 제체 끝 지점부터 침윤

선단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침윤선 변화정도를 도출하여 산정식을 재구성하였다. 각각

의 인자들의 가중치는 필리핀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인자들의 중요도

에 따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적용하고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아래 식과 같은 하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  ×


 

  여유고
  둑마루폭
  제방단면의 비율
  안전율
  턱 소단 
  침윤선변화정도
  한계유속

(2.56)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은 그림 2.166과 같이 1～

7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등급으로 갈수록 취약성 정도가 낮아지고 7등급으로 갈수록 홍

수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66 제방의 홍수취약성지수의 

분류(LFVI)

⑤ 대상유역 제방의 안전율 분석

○ 제방의 안전율 분석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구간 대표 제방의 하천경계조건은 현재 계획홍수위와 기후변화

를 고려한 홍수위를 고려하여 수위를 설정하였고, SEEP/W를 이용하여 수위변화 case 4가지

에 따른 제방의 좌안, 우안의 Total Head, Pressure Head, Gradient를 이용하여 분석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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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표 2.97에 나타내었다.

분류

제방
좌측 우측

높이 (m) 깊이(m) 안전율 높이 (m) 깊이(m) 안전율

한강

상류부분 19

16.0 1.25

23

16.0 1.67

16.8 1.11 16.8 1.25

18.1 1.00 18.1 1.00

19.0 0.91 23.0 0.83

중류부분 15

12.0 2.50

15

12.0 3.33

12.6 1.40 12.6 2.50

13.6 1.25 13.6 2.50

15.0 1.25 15.0 2.00

하류부분 21

15.0 1.67

21

15.0 1.43

16.4 1.25 16.4 1.25

19.3 1.00 19.3 1.00

21.0 0.83 21.0 0.83

표 2.97 안전율 분석결과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구간의 안전율 분석 결과, 한강 좌안의 한강상류 홍수심 16～

19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 값은 1.25, 1.11, 1, 0.91로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한

강중류 홍수심 12～15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 값은 2.5, 1.4, 1.25, 1.25로 12m의 홍수심에서만

안정적이었다. 한강하류 홍수심 15～21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 값은 1.67, 1.25, 1, 0.84로 모두

불안정 하였다. 다음으로 한강 우안의 한강상류 홍수심 16～23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 값은

1.67, 1.25, 1, 0.83으로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한강중류 홍수심 12～15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 값은 3.33, 2.5, 2.5, 2로 모두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강하류 홍수심 1

5～21m에 대한 제방의 안전율은 1.48, 1.25, 1, 0.83으로 모두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⑥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인자 도출

SEEP/W를 이용하여 한강 본류 서울시구간의 대표 제방을 상류부, 중류부, 하류로 구분 짓

고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현재의 제방의 인자와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각종 인자들의 변화들

의 값을 표 2.9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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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eft levee Right levee

Upstream

part

Midstream

part

Downstream

part

Upstream

part

Midstream

part

Downstream

part

Levee crown width(m) 8 13 8 8 12 7

Levee section ratio 0.230 0.210 0.230 0.230 0.140 0.230

Raised spot length(m) 0 0 0 0 0 0

Freeboard(m)

2016year 3.000 3.000 3.000 7.00 3.000 6.000

2055year 2.200 2.400 4.600 6.200 2.400 4.600

2100year 0.900 1.440 1.700 4.900 1.440 1.700

High water

height
0 0 0 0 0 0

Safety factor

2016year 1.250 2.500 1.670 1.670 3.200 1.430

2055year 1.110 1.400 1.250 1.250 2.500 1.250

2100year 1.000 1.250 1.000 1.000 2.500 1.000

High water

height
0.910 1.250 0.830 0.830 2.000 0.830

Seepage line

change

degree

2016year 1.150 1.100 1.110 1.108 1.040 0.110

2055year 1.190 1.140 1.160 1.136 1.053 1.156

2100year 1.220 1.160 1.210 1.180 1.060 1.204

High water

height
1.260 1.190 1.220 1.272 1.067 1.273

Critical

velocity

2016year 2.090 2.160 2.190 2.090 2.160 2.190

2055year 2.091 2.160 2.191 2.091 2.160 2.191

2100year 2.091 2.161 2.191 2.091 2.161 2.191

High water

height
2.093 2.162 2.193 2.093 2.162 2.193

표 2.98 취약성지수 요소

⑦ 취약성 분석 기술 적용 검토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을 대상유역 제방의 인자(여유고, 둑마루폭, 제방단면의 비율, 안전
율, 턱(소단), 침윤선 변화정도)들을 도출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을 산정하여 제방의 취약성에 정도를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2.9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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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Flood water

depth(m)
LFVI Class Decision

Left

upstream

16 4.3802 5 Moderately stable
16.8 3.8174 4 Medium
18.1 3.0496 4 Medium

19 2.5079 3 Moderately vulnerable

midstream

12 6.1631 7 Very stable
12.6 4.4150 5 Moderately stable
13.56 3.7326 4 Medium

15 3.0812 4 Moderately stable

downstream

15 6.1112 7 Very stable
16.4 4.9167 5 Moderately stable
19.3 3.2741 4 Medium

21 2.3006 3 Moderately vulnerable

Right

upstream

16 6.8794 7 Very stable
16.8 5.9071 6 Stable
18.1 4.9473 5 Moderately stable

23 2.4076 3 Moderately vulnerable

midstream

12 6.9974 7 Very stable
12.6 5.7525 6 Stable
13.56 5.3114 6 Stable

15 3.9537 4 Medium

downstream

15 5.7368 6 Stable
16.4 4.8710 5 Moderately stable
19.3 3.2264 4 Medium

21 2.2529 3 Moderately vulnerable

표 2.99 제방취약성지수 분석

침윤 활동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려면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의 좌안과 우안의 상류부와 하
류부의 대표 제방 안전율이 침투류 해석에 의하여 산출한 동수경사가 한계동수의 1/2이하가 되
도록 해야 하는데 대상유역의 우안의 중류부 제방과 좌안의 중류부 계획 홍수위에서만 안전율
의 값이 2.0이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왔으나 대표 제방의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을 이용한 등급별로 좌안의 상류의 등급이 3～5등급으로 나왔
고 중류에서는 4～7급, 그리고 하류에서는 3～7등급으로 분석되었고, 우안의 상류등급이 3～7
등급(Moderately stable), 중류의 등급이 4～7등급(Stable), 그리고 하류의 등급이 3～6등급
(Very stable)으로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구간의 대표 제방 중류 구간보다 상류와 하류
의 제방취약성지수 등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율의 값과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값을 비교하여보면 우안의 중류부 제방과 좌안의 중류부에
서 기후변화에 따라 계획홍수위가 상승하였더라도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값이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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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검증 및 보완

①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최적분포형 및 기후모델의 선정

㉮ 관측 강우 자료의 빈도해석 및 최적분포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산정에 적합한 분포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적

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 GOF test)은 각 관측지점의 강우 자료에 대하여 확률분포형

별 유의수준   (5%)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빈도해석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

이다. 기후모델에서의 강수(precipitation) 자료는 대부분 일(daily) 단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67과 같이 우리나라 기상청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1961년부터 2017년까지

의 일 자료(daily rainfall data)를 이용하여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이를 -검정(CS),

Kolmogorov-Smirnov검정(K-S), Cramer von Mises검정(CVM), PPCC검정(PPCC),

modified Anderson-darling검정(MAD) 등을 적용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선정하였다. 우리

나라 기상청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극치 수문 자료의 빈도해석에 자주 이용되는 GEV,

Gumbel, GLO 분포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 GOF test) 결과는 표 2.100

과 같다 (Kim et al., 2019).

그림 2.167 기상청 6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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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de GEV GUM GLO
CS K-S CVM PPCC MAD CS K-S CVM PPCC MAD CS K-S CVM PPCC MAD

1 9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 100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3 1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105 X O O O O X X O X X X O O O X
5 10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 11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7 11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 11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 12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 12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1 13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2 131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13 13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13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5 138 O O O O O X O O X X O O O O O
16 140 O O O O O X O O O X X O O O O
17 14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 14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152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20 15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1 15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2 162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23 165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24 16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5 170 X O O O O X O O O X X O O O X
26 18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7 18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8 18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9 19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0 20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1 20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2 203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3 21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4 21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5 2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6 226 O O O O O X O O O X O O O O O
37 23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8 23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9 236 O O O X O O O O X X O O O O O
40 23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1 24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2 24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3 245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44 24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5 256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46 260 O O O O O O O O X X O O O O O
47 261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48 262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49 27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0 273 X O O O O O O O O O X O O O O
51 277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2 27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3 279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4 28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5 28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6 285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57 288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58 289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59 294 O O O O O X O O O X O O O O O
60 295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표 2.100 적합도 검정 결과 (기상청 6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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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V 분포형의 경우, K-S검정, CVM검정, MAD검정 등에서 60개 지점 모두 검정을 통과하

였고, Gumbel 분포와 GLO분포와 비교하여 통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Gumbel 분포형의

경우, CVM검정에서는 60개 지점 모두 통과하였으나, 다른 분포형에 비하여 통과율이 가장 작

게 나타났다(표 2.101).

KMA

60 sites

GEV GUM GLO

CS K-S CVM PPCC MAD CS K-S CVM PPCC MAD CS K-S CVM PPCC MAD

%
O 91.7 100.0 100.0 98.3 100.0 90.0 98.3 100.0 83.3 83.3 86.7 100.0 100.0 100.0 95.0
X 8.3 0.0 0.0 1.7 0.0 10.0 1.7 0.0 16.7 16.7 13.3 0.0 0.0 0.0 5.0

No.　
O 55 60 60 59 60 54 59 60 50 50 52 60 60 60 57
X 5 0 0 1 0 6 1 0 10 10 8 0 0 0 3

표 2.101 분포형별 적합도 검정 결과 (GEV,GUM,GLO)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확률강우량 산정 시 GEV 분포가 가장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되며, 극치 수문 자료의 편의보정 수행 시에도 GEV 분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편의보정(Bias Correction)

기후모델(GCM 또는 RCM)의 전망 결과와 관측값 사이에 존재하는 편의를 보정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모델에서 생산되는 일자료(daily)로부터 Annual

Maximum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SDQDM (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진행하였다. SDQDM 방법은 BCSD

(Bias-Correction/Spatial Disaggregation) 방법과 기후시나리오 내 장기추세를 반영하기 위

한 QDM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결합한 SDQDM 방법으로 CCAW 연구단에서

수차례 포럼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통계적 편의보정 방법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미래 극한 강우량 산정을 위한 기후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는 CCAW(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Water resources)연구단에서 제공

한 13개 GCM 자료와 CORDEX-EA(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in East Asia)에서 제공하고 있는 5개의 RCM 자료,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표준시나리오(12.5km) 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극한강우량 산정에 적합

한 기후모델을 선정하였다. 기후 모델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점별 관측자료와 모델

의 모의 자료로부터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자료의 기본 통계특성을 나타내는 평균(mean), 분

산(variance), 왜곡도(skewness), 첨예도(kurtosis) 등의 기본통계량을 산정하여 편의(Bias,

식 2.57), 절대오차(Absolute Error, AE, 식 2.58)), 상대편의(Relative Bias, R bias, 식 2.59),

절대상대오차(Absolute Relative Error, ARE, 식 2.60) 등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비교를 하였

다(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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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Xsim i  Xobs i (2.57)

AE Xsim i  Xobs i (2.58)

R bias Xobs i
Xsim i  Xobs i

× (2.59)

ARE Xobs i
Xsim i  Xobs i × (2.60)

또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여 19개 기후모델 자료와

관측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식 2.61). RMSE는 값이 작을수록 기후

모델(GCMs 또는 RCMs) 자료와 관측값 사이의 오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RMSE 


n
i  

n
Xsim i  Xobs i

(2.61)

여기서, Xsim i과 Xobs i는 각 지점의 GCM 자료와 관측값을 의미하며 n은 지점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모델에 대한 정보는 표 2.102와 같다.

No. Models Resolution Institution
1

GCMs

CanESM2 2.813 × 2.791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2 CESM1-BGC 1.250 × 0.942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3 CMCC-CM 0.750 × 0.748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4 CMCC-CMS 1.875 × 1.865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5 CNRM-CM5 1.406 × 1.401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6 GFDL-ESM2G 2.500 × 2.02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7 HadGEM2-AO 1.875 × 1.250 Met Office Hadley Centre

8 HadGEM2-ES 1.875 × 1.250 Met Office Hadley Centre

9 INM-CM4 2.000 × 1.500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0 IPSL-CM5A-LR 3.750 × 1.895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11 IPSL-CM5A-MR 2.500 × 1.268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12 MRI-CGCM3 1.125 × 1.122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13 NorESM1-M 2.500 × 1.895 Norwegian Climate Centre

14

RCMs

HadGEM3-RA

0.440 × 0.440

(50km)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15 RegCM4 Kongju National University

16 SNU-RCM Seoul National University

17 SNU-WRF Seoul National University

18 YSU-RSM Yonsei University

19 RCMs HadGEM3-RA
0.110 × 0.110

(12.5km)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표 2.102 기후모형의 해상도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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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기후 모델 자료와 관측값의 기본통계량은 bias, AE, R bias,

ARE 등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box-plot으로 나타내었다(그림.

2.168∼그림 171). 평균에 대한 bias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RegCM4(15), GFDL-ESM2G(6),

CMCC-CM(3) 순으로bias가작게나타났고, CanESM2(1), IPSL-CM5A-LR(10), INM-CM4(9) 모

델은 bais가크게나타났다. 분산의경우 RegCM4(15), MRI-CGCM3(12), YSU-RSM(18) 모델의 bias

가작게나타났고, CanESM2(1), IPSL-CM5A-LR(10), CMCC-CMS(4) 모델의 bias가 크게 나타났

다. 왜곡도와첨예도의결과는그림 2.168(c)∼(d)와같으며, 평균, 분산과는다르게모델간큰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 Mean (b) Variance

(c) Skewness (d) Kurtosis

그림 2.168 기후 모델 기본통계량의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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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 대한 AE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MRI-CGCM3(12), HadGEM3-RA(19),

HadGEM3-RA(17) 순으로 AE가 작게 나타났고, CanESM2(1), NorESM1-M(13),

IPSL-CM5A-LR(10) 모델은 AE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69(a)). 분산의 경우

HadGEM3-RA(19), MRI-CGCM3(12), INM-CM4(9) 모델의AE가작게나타났고, CanESM2(1),

IPSL-CM5A-LR(10), CMCC-CMS(4) 모델의 AE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69(b)). 왜곡도와

첨예도의 결과는 그림 2.169(c)∼(d)와 같다.

(a) Mean (b) Variance

(c) Skewness (d) Kurtosis

그림 2.169 기후 모델 기본통계량의 absolute error

평균에 대한 R bias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RegCM4(15), CMCC-CM(3),

GFDL-ESM2G(6) 순으로 R bias가 작게 나타났고, CanESM2(1), IPSL-CM5A-LR(10),

INM-CM4(9) 모델은 R bias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70(a)). 분산의 경우 MRI-CGCM3(12),

RegCM4(15), CMCC-CM(3) 모델의 R bias가 작게 나타났고, IPSL-CM5A-LR(10),

CanESM2(1), CMCC-CMS(4) 모델의 R bias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70(b)). 왜곡도와 첨예

도의 결과는 그림 2.170(c)∼(d)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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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 (b) Variance

(c) Skewness (d) Kurtosis

그림 2.170 기후 모델 기본통계량의 relative bias

평균에대한ARE를비교한결과를살펴보면. MRI-CGCM3(12), HadGEM3-RA(19), SNU-WRF(17)

순으로 ARE가 작게나타났고, CanESM2(1), NorESM1-M(13), IPSL-CM5A-LR(10) 모델은 ARE가

크게나타났다(그림2.171(a)). 분산의경우MRI-CGCM3(12), HadGEM2-ES(8), HadGEM3-RA(19), 모

델의 ARE가작게나타났고, CanESM2(1), NorESM1-M(13), IPSL-CM5A-LR(10) 모델의 ARE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2.171(b)). 왜곡도와 첨예도의 결과는 그림 2.171(c)∼(d)와 같다.



- 216 -

(a) Mean (b) Variance

(c) Skewness (d) Kurtosis

그림 2.171 기후 모델 기본통계량의 absolute relative error

기후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RMSE 값은 표 2.103에 나타내었다. 19개의 기후모델

중 HadGEM3-RA(19), MRI-CGCM3(12) 모델의 결과가 극한 강우 사상을 모의하는데 관측

값과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평균의 경우 두 모형의 RMSE 값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분산의 경우 HadGEM3-RA(19)의 결과의 RMSE 값이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극한강우량 산정에 있어서 HadGEM3-RA(19) 모델의 결과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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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RMSE of basic statistics

Mean Var. Skew. Kurt.
1 2.237 3585.800 0.904 5.032
2 1.246 1397.418 0.776 4.102
3 1.365 1401.134 0.666 3.423
4 1.758 2418.568 0.796 4.199
5 1.669 2281.746 0.593 2.954
6 1.573 2336.034 0.719 3.750
7 1.563 2018.414 0.851 4.505
8 1.246 1465.144 0.683 3.529
9 1.680 1237.948 0.595 2.863
10 1.726 2569.645 0.873 5.035
11 1.409 1629.464 0.783 4.147
12 0.853 1302.461 0.688 3.701
13 1.851 1807.719 0.793 3.945
14 1.547 2447.074 0.883 4.439
15 1.479 2013.874 0.828 4.137
16 1.319 1427.318 0.690 3.543
17 1.089 1510.859 0.657 3.483
18 1.173 1491.085 0.733 3.463
19 0.864 910.146 0.661 3.322

표 2.103 RMSE 산정 결과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강우량 산정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포

하는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극한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 수문 현상을 전망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강수 자료는

GCM 및 RCM 자료와 관측값 사이에 존재하는 편의(Bias)를 보정 하는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지역빈도해석)의 적용성 검토

우리나라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이 개정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이 지점빈도해석
(GUM-PWM)에서 지역빈도해석(GEV-Lmom)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강우-유출 모형의
input 자료로 사용되는 확률강우량의 산정지점이 615개 강우관측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확률강우량 산정 시 최근 변경된 설계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
을 채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의 확률강우량 산정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우리나라 법정하천(국가,지방)의 경우 일부지역(L-moment 계산 불가지역, 백령
도, 울릉도 등)을 제외하고 지역빈도해석 적용함 ②전국 강우관측소 중 불일치·동질성·적합도
검정 등을 통하여 채택된 강우관측소(615개)를 26개의 군집으로 구분함 ③ 지역빈도해석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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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률분포형으로 GEV 분포형 사용함(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 L-모멘트법 사용) ④ 지역빈도
해석 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점빈도해석(Gumbel-PWM)을 통해 확률강우량 산
정함 등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172와 같은 연구절차로 확률강우량 산
정방법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172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의 적합성 검토 절차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ORDEX-EA의
RCM 모형 중 하나인 HadGEM3-RA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615개 지점의 일 자료를 생
산하였다. 또한, 각 지점에서 생산된 일 자료로부터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SDQD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된 자료는 Fig. 3.3.6의 연구진행 절차에 따라 지점빈도
해석과 지역빈도해석을 미래 전망 기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행하였고, S0 기간에서 추정된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Monte-Carlo 모의를 1000회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RRMSE 값의 비교·검토
를 통하여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역빈도해석을 위한 지역
의 구분은 ARCROM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6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지역은 그림 2.173과 같다(환경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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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3 26개의 지역 구분 결과(환경부, 2019)

우리나라 615개 지점을 대상으로 Monte-Carlo 모의를 통한 RRMSE 값을 계산하였고, 그림

2.174는 각 지점에서 계산된 RRMSE 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비율을 26개 군집 별로 나타내었

다. 그림 2.174에서 x축은 26개 지역을 나타내며, y축은 각 지점에서 계산된 RRMSE 값이 작

은 방법의 비율을 나타낸다(지점빈도해석:빨강, 지역빈도해석:파랑). 또한, 재현기간 100년의

Historical(S0) 기간의 결과에서 615개 지점 중 559개 지점(약 90.41%)에서 지역빈도해석의

RRMSE 값이 지점빈도해석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지점빈도해석은 615개 지점중 56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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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 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방법 비교 결과

또한, 지점별 지역빈도해석의 RRMSE 값이 작은 비율을 미래 전망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재현기간 100년 기준), 88.29%(RCP 4.5-S1), 86.99%(RCP 4.5-S2), 88.94%(RCP

4.5-S3), 92.52%(RCP 8.5-S1), 92.68%(RCP 8.5-S2), 86.5%(RCP 8.5-S3) 등으로 나타났으

며,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하여 표 2.104에 정리하였다(재현기간 200년, 500년 포함). 따라서, 기

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강우량 산정시 지역빈도해석의 결과가 보다 합리적인 전망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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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T=2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T=5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표 2.104 미래 전망 기간별 확률강우량 산정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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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수취약성지수의 형식을 차용하여

하천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방의 안전성

을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로 다음과 같은 7개의 인자를 채택하였다. ⅰ)하

천설계기준의 제방 설계에 제시된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여유고(0.6m∼2.0m), ⅱ)계획

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둑마루폭(3m∼7m), ⅲ)제체의 폭(B)과 제방고(H)의 비를 나타내는

제방단면의 비(H/B), ⅳ)침윤 활동에 대한 안전율, ⅴ)턱(소단)의 길이, ⅵ)제체 끝 지점부터

침윤선단까지의 거리와 제체의 폭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침윤선 길이 비, ⅶ)한계유속. 이상의

7가지 인자를 사용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인자들은 필

리핀에 적용된 식의 형태를 참조하여 안전성에 긍정적인 인자들을 분자에, 안전성에 부정적인

인자를 분모에 놓아 지수화하여 취약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자들의 가중치에 대

하여는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을 등급화 하

기 쉽도록 그 범위를 비슷한 값들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인자들의 중요도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유고(a)의 가중치는 1, 둑마루폭(b)의 가중치를 0.1, 제방단면의 비

(H/B)(c)는 2, 안전율(d)은 3, 턱(소단)의 길이(e)는 0.1, 침윤선 길이 비(f)는 1, 한계유속(g)은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적용하고자 필요한 인자를 도출

하여 다음 식 2.62와 같은 하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가중치
  여유고 

  둑마루폭 

  제방단면의 비 

  활동 안전율
  턱 소단 의길이 

  침윤선 길이 비
  한계유속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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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은 표 2.105와 같이 1∼7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1등급으로 갈수록 취약성 정도가 낮아지고 7등급으로 갈수록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Class LFVI Decision
1 < 3.5 very vulnerable
2 3.5∼4.0 vulnerable
3 4.0∼4.5 Moderately vulnerable
4 4.5∼5.0 Medium
5 5.0∼5.5 Moderately stable
6 5.5∼6.0 Stable
7 6.0 < Very stable

표 2.105 개발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

○ 대상유역과 대표 제방의 선정

대상유역으로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강 제방의 제원에 대한 전수조

사를 통하여 하폭을 기준으로 하여 총 20개 단면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대표 단면을 상류

부, 중류부, 하류부로 나누어 3개의 구간을 정하였다. 그림 2.175는 대표 제방 단면의 위치와 제

방 단면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175 대표 제방 단면의 위치 및 단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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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의 대표 제방의 홍수량은 기후변화 시나

리오 RCP8.5를 기반으로 2016년, 2025년, 2055년의 홍수량을 산정하여 HEC-RAS 모형을 이

용하여 제방의 홍수위의 수심을 구하였고 2016년도 홍수량과 홍수위를 100%로 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수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알아보았고 그것을 표 2.106에 나타내었다.

Han

river

RCP

8.5

Flood

discharge

(m3/s)

Water depth(m)
Left levee Right levee

Upstream

part

Midstrea

m part

Downstre

am part

Upstream

part

Midstrea

m part

Downstre

am part
2016

year
37,541

100

%
16.0

100

%
12.0

100

%
15.0

100

%
16.0

100

%
12.0

100

%
15.0

100

%
2025

year
39,043

104

%
16.8

105

%
12.6

105

%
16.4

109

%
16.8

105

%
12.6

105

%
16.4

109

%
2055

year
41,149

110

%
18.1

113

%
13.6

113

%
19.3

129

%
18.1

113

%
13.6

113

%
19.3

129

%

표 2.106 기후변화에 따른 수위 상승률 분석 결과

Table 3.4.2에서 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에 의거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의 계획홍수

량은 2025년도에는 4%정도 증가하고 2055년도에는 1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계획홍수량 증가에 따라 계획홍수위는 2025년도에는 5∼9%정도 증가하고, 2055년도에는

13∼2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류부 구간이 상류부, 중류부 구간보다 증가량이 컸

으며, 홍수량 증가비율보다 홍수위 증가비율이 높아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류 영향

저감을 위주로 한 제방의 안전대책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방의 활동 안전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구간 대표 제방의 활동 안전율을 분석하기 위하

여 SEEP/W모형을 이용하였다. 제방 지점의 하천수위는 현재 계획홍수위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위를 고려하여 수위를 설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에 의거한 수위변화는 2025

년, 2055년, 제방 만수위시를 대상으로 제방의 좌안, 우안의 동수경사를 이용하여 활동 안전율

을 추정하였다. 2016년도의 계획홍수위를 100%로 하여 활동 안전율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았고

이를 다음 표 2.10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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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Left Levee Right Levee

Height

(m)

Water depth Safety factor
Height

(m)

Water depth Safety factor

value % value % value % value %

Upstream

part

2016

year

19

16.0 100 1.25 100

23

16.0 100 1.67 100

2025

year
16.8 105 1.11 89 16.8 105 1.25 75

2055

year
18.1 113 1.00 80 18.1 113 1.00 60

bankf

ull
19.0 119 0.91 73 23.0 144 0.83 50

Midstream

part

2016

year

15

12.0 100 2.50 100

15

12.0 100 3.33 100

2025

year
12.6 105 1.40 56 12.6 105 2.50 75

2055

year
13.6 113 1.25 50 13.6 113 2.50 75

bankf

ull
15.0 125 1.25 50 15.0 125 2.00 60

Downstrea

m part

2016

year

21

15.0 100 1.67 100

21

15.0 100 1.43 100

2025

year
16.4 109 1.25 75 16.4 109 1.25 88

2055

year
19.3 129 1.00 60 19.3 129 1.00 70

bankf

ull
21.0 140 0.83 50 21.0 140 0.83 58

표 2.107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전율 분석 결과

cf) Stable ≥ SF 2.0

표 2.107을 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에 의거 좌안의 활동 안전율은 제방 좌안 상류부

에서는 11.2∼27.2% 감소하였고, 중류부에서는 44∼50% 감소하였으며, 하류부에서는 25.1∼

50.3% 감소하였다. 제방의 우안 상류부에서는 25.1∼50.3% 감소하였고, 중류부에서는 24.9∼

39.9% 감소하였으며, 하류부에서는 12.6∼42%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우안

중류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후변화로 인해 제방의 황동 안전율이 부안전한 상황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된다.

④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분석

㉮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의 구성 인자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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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의 대표 제방을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로 구분 짓고 취

약성 분석에 필요한 현재의 제방의 인자와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각종 인자들의 변화하는 정

도를 표 2.108에 나타내었다.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구성하는 인자 중 침윤선 길이 비, 한계유

속, 활동 안전율은 SEEP/W모형의 침투거동해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

Factor

Left levee Right levee
Upstream

part

Midstream

part

Downstrea

m part

Upstream

part

Midstream

part

Downstrea

m part
value % value % value % value % value % value %

a

Free

board

(m)

2016year 3.00 100 3 100 3 100 7 100 3 100 6 100
2025year 2.20 73.3 2.4 80 2.6 86.7 6.2 88.6 2.4 80 4.6 76.7
2055year 0.90 30 1.44 48 1.7 56.7 4.9 70 1.44 48 1.7 28.3
bankfull 0 0 0 0 0 0 0 0 0 0 0 0

b
Levee crown

width(m)
8 100 13 100 8 100 8 100 12 100 7 100

Levee section ratio 0.23 100 0.21 100 0.23 100 0.23 100 0.14 100 0.23 100c

d
Safety

factor

2016year 1.25 100 2.50 100 1.67 100 1.67 100 3.20 100 1.43 100
2025year 1.11 88.8 1.40 56 1.25 74.9 1.25 74.9 2.50 75.1 1.25 87.4
2055year 1.00 80 1.25 50 1.00 59.9 1.00 59.9 2.50 75.1 1.00 69.9
bankfull 0.91 72.8 1.25 50 0.83 49.7 0.83 49.7 2.00 60.1 0.83 58.0

e
Raised spot

length(m)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f

Seepag

e line

change

degree

2016year 0.85 100 0.90 100 0.89 100 0.89 100 0.96 100 0.89 100
2025year 0.81 95 0.86 96 0.84 94 0.86 97 0.95 99 0.84 94
2055year 0.78 92 0.84 93 0.79 89 0.82 92 0.94 98 0.80 90

bankfull 0.74 87 0.81 90 0.72 81 0.73 82 0.93 97 0.73 82

g

Critical

velocity

(cm/s)

2016year 2.09 100 2.2 100 2.2 100 2.1 100 2.2 100 2.2 100
2025year 2.09 100 2.2 100 2.2 100 2.1 100 2.2 100 2.2 100
2055year 2.09 100 2.2 100 2.2 100 2.1 100 2.2 100 2.2 100
bankfull 2.09 100 2.2 100 2.2 100 2.1 100 2.2 100 2.2 100

표 2.108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 취약성 분석 인자의 변화 분석

표 2.108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홍수취약성지수의 인자의 변화율을 살펴

보면, 여유고는 2016년도 계획홍수위시 100%에서 2025년도에는 좌안 상류부에서 최대 73.3%

까지 감소하였고 2055년도에는 우안 하류부에서 최대 28.3%까지 감소하였다. 활동 안전율은

2016년도 계획홍수위시 100%에서 2025년도에는 좌안 중류부에서 최대 56%까지 감소하였고

2055년에는 좌안 하류부에서 최대 49.7%까지 감소하였다. 침윤선 길이 비는 2016년도 계획홍

수위 시 100%에서 2025년도에는 좌안 하류부와 우안 하류부에서 최대 94%까지 감소하였고

2055년도에는 좌안 하류부에서 최대 89%까지 감소하는 변화율을 보였다.

㉯ (2)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의 민감도 분석

대상유역 제방의 인자인 여유고, 둑마루폭, 제방단면의 비율, 활동 안전율, 턱(소단)의 길이,

침윤선 길이 비를 현재와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도출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

(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을 산정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위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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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변화하는 인자인 여유고, 활동 안전율, 침윤선 길이 비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

으며, 제방홍수취약성지수와 인자들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109와 그림 2.176∼그림 2.180에 나타내었다.

Han river

Variation to 2016(%)

LFVI Class
Vulnerability

decision

Flood

water

depth

Free

board

Safety

factor

Seepage

line change

degree

Left

levee

up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3.7822 2 Vulnerable

2025year 105% 73.3% 88.8% 95.29% 3.1013 1
Very

vulnerable

2055year 113% 30% 80% 91.76% 2.3593 1
Very

vulnerable

bankfull 119% 0% 72.8% 87.06% 1.8223 1
Very

vulnerable

mid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4.9118 4 Medium
2025year 105% 80% 56% 95.56% 3.6242 2 Vulnerable

2055year 113% 48% 50% 93.33% 3.0043 1
Very

vulnerable

bankfull 125% 0% 50% 90.00% 2.3224 1
Very

vulnerable

down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5.2463 5
Moderately

stable

2025year 109% 86.7% 74.9% 94.38% 4.2034 3
Mod.

vulnerable

2055year 129% 56.7% 59.9% 88.76% 2.6268 1
Very

vulnerable

bankfull 140% 0% 49.7% 80.90% 1.6673 1
Very

vulnerable

Right

levee

up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5.9770 6 Stable

2025year 105% 88.6% 74.9% 96.63% 5.1789 5
Moderately

stable

2055year 113% 70% 59.9% 92.13% 4.2967 3
Mod.

vulnerable

bankfull 144% 0% 49.7% 82.02% 1.7486 1
Very

vulnerable

mid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5.5976 6 Stable
2025year 105% 80% 75.1% 98.96% 4.5463 4 Medium

2055year 113% 48% 75.1% 97.92% 4.0985 3
Mod.

vulnerable

bankfull 125% 0% 60.1% 96.88% 2.9655 1
Very

vulnerable

downstream

2016year 100% 100% 100% 100% 4.9815 4 Medium

2025year 109% 76.7% 87.4% 94.38% 4.1578 3
Mod.

vulnerable

2055year 129% 28.3% 69.9% 89.89% 2.5832 1
Very

vulnerable

bankfull 140% 0% 58.0% 82.02% 1.6236 1
Very

vulnerable

표 2.109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홍수취약성지수 및 인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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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6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  및 

홍수심 변화율의 비교

그림 2.177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 및 

여유고 변화율의 비교

그림 2.178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 및 

침윤선 길이 비 변화율의 비교

그림 2.179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 및 

안전율 변화율의 비교

그림 2.180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 및 

안전율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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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을 이용한 제방의 취약성 등급을 살펴보면, 좌안제방의 상류부 등급은 2∼1등급으로 추정되

었고 중류부 등급은 4∼1등급으로 추정되었으며 하류부에서는 5∼1등급으로 추정되었다. 우안

제방의 상류부와 중류부에서 등급은 6∼1등급, 그리고 하류부의 등급은 4∼1등급으로 추정되어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제방홍수취약성지수의 등급이 낮아져서 제방의 안전성이 악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의 대표 제방 중류부 구간이 상류부와 하류부보

다 제방홍수취약성지수 등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76∼그림 2.180은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에 대한 구성 인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서, 그림 2.176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심 변화율과 LFVI 값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관

계수 0.846의 높은 반비례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림 2.177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여유고

변화율과 LFVI 값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관계수 0.906의 높은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2.178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침윤선 길이 비 변화율과 LFVI 변화율을 도시한 것으

로서 상관계수 0.866의 높은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림 2.179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

른 활동 안전율 변화율과 LFVI 변화율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관계수 0.751의 비교적 양호한 정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홍수심을 낮추거나 여유고를 증대시키는 방안(제방

고 증대)과 침윤선 길이 비를 단축시키는 방안(제체 확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80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활동 안전율 값과 LFVI 값을 도시한 것으로서 활동

안전율보다 LFVI 값의 범위가 넓어서 제방 취약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

였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대표 제방의 제한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활동 안전율과

LFVI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포락선①에서 부터 포

락선②로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 3.4.6으로부터 기후변화 정도에 따른

활동 안전율이 산정되면 그 때의 LFVI를 추정할 수 있고 표 1을 통하여 제방의 취약성(안전성)

등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바)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보완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량 산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에 따라 강

우-유출 관계가 선형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확률강우량은 대상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확률강우량 산정결과는

강우-유출모형의 입력(input) 자료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홍수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확률강우량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확률강우

량은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적

용되는 방법론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실무자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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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기후모델을 개

발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보다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기후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모델로

부터 생산된 많은 변수 중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기후변화 자료를 사

용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허준행과 김성훈, 2019).

① 기후모델의 선정(climate model selection)

② 자료기간의 구분(period division)

③ 편의보정 방법(bias correction method)

앞선 5차년도의 연구에서는 IPCC AR5에 포함된 13개의 GCM 모델과 CORDEX-EA에서

제공하는 5개의 RCM 모델, 기상청 국가표준시나리오인 HadGEM3-RA 모델의 강우자료를 이

용하여 연최대 자료의 수문통계량(평균, 분산, 왜곡도, 첨예도)을 검토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

오 기반 극한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 관측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적절히 모의하는

HadGEM3-RA 모델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일정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되며, 현재기간(reference

period, S0) 대비 미래기간(projection period, S1/S2/S3)의 변화를 통해 미래 전망결과를 도

출한다. 많은 연구에서 미래 기간을 30년(통계적 분석에 충분한 표본 수)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있으나, 미래 기간을 구분하는 명확한 절차나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즉 연구자의 연

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누적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

비 수자원적응기술개발(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Water resources, CCAW) 연구단

에서는 여러 연구진의 의견을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여 표 2.110과 같이 구분하였다.

Reference period S0 (control run) 1976∼2005 (30년) 현재모의기간

Projection period

S1 (near future) 2011∼2040 (30년) 21세기 초기

S2 (midcentury future) 2041∼2070 (30년) 21세기 중기

S3 (distance future) 2071∼2100 (30년) 21세기 후기

표 2.110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기간의 구분(CCAW 연구단)

기후모델에서 현재모의기간(reference period)은 온실가스 시나리오가 고려되지 않는 기간으

로 본 기술보고서에서 이용한 HadGEM3-RA 자료의 경우 S0 기간은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의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미래기간의 자료는 2006년부터 2100년까지의 자료가 제공되나 표

2.39에서 제시된 전망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실제 관측값과 비교하여 편의(bias)가 발생하며, 편의를 보정

하는 절차는 기후변화 관련 응용연구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편의보정(bias correction)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전망될 수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편의보정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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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CAW 연구단에서는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여러 전문가들을 초정하여 편의보정에 관한

포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SDQDM(Spatial Disaggregation

with Qunatile Delta Mapping) 방법(Eum and Cannon, 2017)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김성

훈 등(2019)은 편의보정시 일(daily)자료를 이용한 편의보정과 연최대자료(Annual Maximum,

AM)를 이용한 편의보정 결과를 비교하였고, 극치 수문자료의 경우 일자료를 이용한 편의보정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AM 자료와 SDQDM 방

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절차는 표 2.56과 같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모델의 선정, 자료기간의 구분, 편의보정 방법 등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에 따라

HadGEM3-RA 모델을 선정하였고,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SDQD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 수행 후 확률강우량을 산정에 이용하였다. 추후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생

산되거나, 기후변화 관련 응용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

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후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81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절차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RQDM) 방법은 AM 자료를 기존 QDM 방법에 적용하

여 편의보정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AM 자료의 경우 극

치 사상 계열의 자료로 QDM 방법에 적용할 경우, ①관측자료의 기간이 짧거나, ②결측값

(missing data), ③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편향되어 보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그림 2.182와 같은 절차로 수행되는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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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2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 수행 절차

QDM 방법에서는 각 해당 지점의 미래 전망기간의 자료(S1, S2, S3)와 S0에 편의보정한 자

료()를 이용하여 CDF의 비초과확률(q) 편차비를 계산하여 (delta) 값을 산정한

다. RQDM 방법은 지역빈도해석과 유사한 절차로 수행된다. 동질지역으로 구분된 각 지점의

연최대강우자료를 평균으로 나누어 자료를 표준화시킨 지점 자료들은 모두 동일한 모분포

(GEV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표준화된 지점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역별 QDM을 수

행한다. 지역별로 보정된 자료는 각 지점의 평균을 곱해줌으로써 편의보정된 값을 산정할 수 있

다. 기존의 QDM 방법에서 수행하는 지점(관측값)-지점(모의값) 자료의 보정을 지역별 자료

(pooling data)로 수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83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관측

자료(검정색선), 편의보정 전 자료(주황색선), 편의보정 후 자료(하늘색선)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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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adGEM3-RA 기후모델 RCP 8.5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4번 지역에 대한 확률강

우량을 산정해보았다. 사용자는 다른 유역에 대해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615개 지점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

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기반의 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계획

홍수량 산정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84∼그림 2.189는 각 전망기간별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615개 지점의

CCF(climate change factor)를 계산하고 이를 contour map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CCF는 아

래의 식 2.63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NAHRIM, 2013).


 







(2.63)

여기서 는 기후모델의 현재기간(simulated historical period, S0)이며, 는 미래기간

(simulated future period)으로 S1, S2, S3가 해당된다. 
 는 일자료()의 해당 재현기간

()의 확률강우량 값이며, 값은 현재기간과 미래기간의 비율(ratio)로 계산한다.

그림 2.184는 RCP 4.5 시나리오 S1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한

강 유역은 약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 유역의 경우 0.4% 증가로 현재 기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유역은 각각 7.3%, 13.4%, 22.1%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5∼그림 2.189는 RCP 4.5 시나리오 S2, S3 기간으로 모든 유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 시나리오 S2 기간에서는 한강 8.7%, 낙동강 21.1%, 금강

24.8%, 섬진강 32.8%, 영산강 38.3% 증가하며, S3 기간에서는 한강 9.4%, 낙동강 23.4%, 금강

24.9%, 섬진강 29.1%, 영산강 3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7 ∼그림 2.189는

RCP 8.5 시나리오의 결과로 S1 기간에서는 북한강 상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증

가하며, 유역의 평균적인 변화는 한강 3.7%, 낙동강 22.4%, 금강 17.1%, 섬진강 32.9%, 영산강

40.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3의 S2 기간에서는 북한강 상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감소 경향으로 한강 유역은 평균적으로 약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 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유역들은 증가하며 낙동강 15.1%, 금강 11.4%, 섬진강 19.4%, 영산강 29.2%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4는 RCP8.5 시나리오 S3 기간의 변화로 모든 유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 8.2%, 낙동강 31.5%, 금강 25.8%, 섬진강 40.0%, 영산강 48.9%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RCP 시나리오와 전망 기간을 통틀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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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4 RCP 4.5 시나리오 S1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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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5 RCP 4.5 시나리오 S2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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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6 RCP 4.5 시나리오 S3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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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7 RCP 8.5 시나리오 S1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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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8 8.5 시나리오 S2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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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9 RCP 8.5 시나리오 S3 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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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3.8 -11.2 -7.9 -14.8 -19.2 -12.1

평균값
(Average)

-13.1 9.1 9.5 3.7 -2.1 8.2

중앙값
(Median)

-16.2 7.4 9.5 4.7 -4.0 5.2

최대값
(Maximum)

5.7 39.2 24.6 32.2 22.7 34.6

낙동강

최소값
(Minimum)

-7.3 2.0 12.8 -2.2 -7.1 5.3

평균값
(Average)

7.4 21.7 23.4 22.4 15.1 31.5

중앙값
(Median)

6.8 19.3 22.7 20.5 14.5 27.9

최대값
(Maximum)

30.8 60.2 42.7 59.5 44.0 86.8

금강

최소값
(Minimum)

-14.4 -5.5 6.8 7.7 -3.8 -0.1

평균값
(Average)

0.5 24.8 25.7 17.1 11.4 25.8

중앙값
(Median)

1.6 26.3 26.0 15.5 12.3 25.6

최대값
(Maximum)

10.7 40.5 42.2 29.7 28.9 38.0

섬진강

최소값
(Minimum)

-2.7 13.6 10.2 10.8 2.3 17.6

평균값
(Average)

13.4 35.9 29.1 32.9 19.4 40.0

중앙값
(Median)

15.2 35.2 28.5 34.5 18.9 35.7

최대값
(Maximum)

29.4 60.4 44.1 58.3 38.2 80.6

영산강

최소값
(Minimum)

8.7 29.6 20.3 16.8 12.1 19.7

평균값
(Average)

22.1 38.4 36.3 40.0 29.2 48.9

중앙값
(Median)

24.1 39.3 37.3 42.5 31.5 52.6

최대값
(Maximum)

27.1 41.2 43.5 47.2 34.8 59.8

표 2.111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100년 빈도) (단위 비율%)

* 전망기간 구분 (S0 : 1979∼2005 / S1:2011∼2040 / S2 : 2041∼2070 / S3 : 207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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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3.8 -14.2 -9.0 -14.7 -20.1 -10.9

평균값
(Average)

-13.3 7.7 8.1 3.6 -2.8 8.2

중앙값
(Median)

-16.8 5.8 7.9 4.0 -4.7 4.5

최대값
(Maximum)

6.2 36.1 23.8 32.4 23.0 34.5

낙동강

최소값
(Minimum)

-7.2 1.8 11.8 -2.1 -9.5 5.1

평균값
(Average)

8.1 21.7 23.3 23.9 15.3 33.5

중앙값
(Median)

6.7 19.1 22.0 22.0 14.7 28.1

최대값
(Maximum)

32.5 60.8 44.7 63.6 46.4 96.0

금강

최소값
(Minimum)

-15.0 -7.4 3.6 8.1 -4.1 -0.2

평균값
(Average)

0.7 25.1 25.7 18.0 11.2 26.5

중앙값
(Median)

1.8 26.8 26.1 16.4 12.0 26.0

최대값
(Maximum)

12.5 40.7 44.1 30.3 29.1 41.2

섬진강

최소값
(Minimum)

-2.7 13.1 10.1 11.9 1.6 17.6

평균값
(Average)

13.4 35.8 29.4 34.3 19.2 41.3

중앙값
(Median)

14.8 34.6 29.1 35.5 18.2 35.6

최대값
(Maximum)

31.0 61.0 46.0 62.3 40.0 89.5

영산강

최소값
(Minimum)

6.4 29.1 19.3 14.1 8.5 16.9

평균값
(Average)

23.2 39.8 35.2 41.5 30.6 49.5

중앙값
(Median)

25.8 41.1 36.2 44.6 33.6 53.7

최대값
(Maximum)

28.9 43.0 42.4 49.3 37.0 61.0

표 2.112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200년 빈도) (단위 비율%)

* 전망기간 구분 (S0 : 1979∼2005 / S1:2011∼2040 / S2 : 2041∼2070 / S3 : 207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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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량 산정

홍수량 산정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객관적이며 표준적인 기준인 『홍수량 산정 표

준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우-유출

모형은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및 지침 개정(안)』과제 수행시 구축한 모형을 사용하였

다.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홍수량을 산정하면 표 2.113∼표 2.114와 같다.

그림 2.190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허준행과 김성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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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9.4 -2.6 0.0 -13.3 -21.9 -3.2

평균값

(Average)
-13.6 5.5 9.3 5.9 -3.4 9.8

중앙값

(Median)
-14.9 5.3 6.9 1.9 -6.2 5.0

최대값

(Maximum)
2.8 33.9 27.5 35.9 20.0 40.3

최종출구점 -16.1 6.1 7.2 1.1 -7.0 5.1

낙동강

최소값

(Minimum)
-3.4 1.1 1.2 1.5 -4.2 1.3

평균값

(Average)
5.6 19.6 23.1 20.9 14.6 28.1

중앙값

(Median)
5.0 17.9 23.1 21.4 15.0 26.2

최대값

(Maximum)
15.0 40.1 38.9 37.4 29.6 51.0

최종출구점 8.9 25.3 26.3 23.1 12.5 37.7

금강

최소값

(Minimum)
-12.0 12.8 15.3 11.3 0.2 4.2

평균값

(Average)
1.1 27.5 30.4 18.0 12.6 26.8

중앙값

(Median)
2.0 26.1 26.3 16.3 14.2 29.2

최대값

(Maximum)
8.7 43.9 54.3 33.0 29.1 50.3

최종출구점 -0.4 23.9 23.3 17.0 8.7 23.2

섬진강

최소값

(Minimum)
-48.2 28.2 28.8 -40.8 12.5 26.9

평균값

(Average)
-3.6 40.4 42.3 15.0 22.0 44.0

중앙값

(Median)
-1.0 39.3 38.9 15.1 21.8 43.8

최대값

(Maximum)
18.2 54.6 65.1 40.9 29.1 61.2

최종출구점 2.2 43.1 34.9 21.8 27.7 57.1

영산강

최소값

(Minimum)
15.4 32.1 22.7 37.3 15.8 39.0

평균값

(Average)
24.9 41.8 39.4 46.4 31.9 56.8

중앙값

(Median)
24.4 41.3 39.5 45.1 31.5 55.8

최대값

(Maximum)
30.9 50.0 50.1 57.6 41.6 72.6

최종출구점 24.5 40.9 38.5 44.2 32.0 56.3

표 2.113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홍수량 산정 결과 (1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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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8.8 -3.9 0.2 -13.5 -22.6 -1.6

평균값

(Average)
-13.9 4.7 8.4 5.9 -4.1 10.2

중앙값

(Median)
-15.0 4.2 5.4 1.2 -7.1 4.7

최대값

(Maximum)
4.7 31.0 25.2 34.4 18.0 38.6

최종출구점 -16.1 5.0 5.7 0.5 -7.7 4.8

낙동강

최소값

(Minimum)
-4.0 1.1 1.2 1.5 -6.6 1.5

평균값

(Average)
6.5 19.6 22.8 22.4 14.7 29.7

중앙값

(Median)
6.1 17.6 22.7 23.2 15.1 27.6

최대값

(Maximum)
19.4 40.3 38.8 37.6 41.6 54.1

최종출구점 9.3 25.4 25.8 24.2 12.1 39.1

금강

최소값

(Minimum)
-12.3 11.6 13.9 12.5 -0.1 4.7

평균값

(Average)
1.7 27.8 30.9 19.4 12.5 27.9

중앙값

(Median)
2.4 25.9 26.9 17.6 14.7 29.3

최대값

(Maximum)
11.3 53.4 63.9 35.4 31.2 61.5

최종출구점 -0.3 24.0 23.0 17.9 8.2 23.7

섬진강

최소값

(Minimum)
-49.9 28.3 29.1 -37.6 12.5 27.2

평균값

(Average)
-3.8 40.5 42.7 15.7 22.1 43.9

중앙값

(Median)
-0.9 40.0 39.7 16.3 22.2 44.2

최대값

(Maximum)
18.9 52.3 66.4 42.2 28.5 59.1

최종출구점 1.0 43.1 34.5 21.3 27.8 58.1

영산강

최소값

(Minimum)
14.8 31.7 21.7 38.6 15.0 38.6

평균값

(Average)
26.3 43.0 38.2 47.9 33.7 57.0

중앙값

(Median)
25.9 42.6 38.5 46.8 33.4 56.5

최대값

(Maximum)
32.1 50.7 47.7 57.0 43.1 72.0

최종출구점 25.9 42.4 37.5 46.0 33.9 57.0

표 2.114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홍수량 산정 결과 (2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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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제시

본 과제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HadGEM3-RA) 기반의 확률홍수량 산

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기반의 홍수량 산정시 홍수량 산정 지점별 편차가 있으며, 평균값

(Average)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ㅇ 미래 홍수량 전망 결과는 유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유역별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RCP 8.5의 경우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미래 전망 결과의 변화 폭도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RCP 4.5 사용을 권장한다.

유역
　 100년 빈도 200년 빈도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평균값

(Average)
-13.6 5.5 9.3 -13.9 4.7 8.4

최종출구점 -16.1 6.1 7.2 -16.1 5.0 5.7

낙동강

평균값

(Average)
5.6 19.6 23.1 6.5 19.6 22.8

최종출구점 8.9 25.3 26.3 9.3 25.4 25.8

금강

평균값

(Average)
1.1 27.5 30.4 1.7 27.8 30.9

최종출구점 -0.4 23.9 23.3 -0.3 24.0 23.0

섬진강

평균값

(Average)
-3.6 40.4 42.3 -3.8 40.5 42.7

최종출구점 2.2 43.1 34.9 1.0 43.1 34.5

영산강

평균값

(Average)
24.9 41.8 39.4 26.3 43.0 38.2

최종출구점 24.5 40.9 38.5 25.9 42.4 37.5

표 2.115 RCP4.5 시나리오 확률홍수량 전망기간별 평균 변화 비율(%)

* 전망기간 구분 (S0 : 1979∼2005 / S1:2011∼2040 / S2 : 2041∼2070 / S3 : 2071∼2100)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은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업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유역 단위로 홍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안)도 유역별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현재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및 배포중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 산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R6와 관련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기술보고서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기술기사를 토대로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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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가) 댐 안전도 평가기술 조사 및 분석

①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기기술 조사 및 분석

㉮ 국외 논문(SCI(E)) 현황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국외 논문의 양적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LANDSCOPE(정보분석시스템)를 이용하였다. 그림 2.191과 그림 2.192는 연도별 국가별 논문

수를 나타냈으며, 표 2.116은 연도별 국가별 논문 저자 수를 나타냈다.

그림 2.191 연도별 논문 빈도 수 그림 2.192국가별 논문 빈도 수

국가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United States 0 1 0 0 1 4 3 0 3 1 0 13
United

Kingdom
0 0 0 1 3 0 1 0 2 0 0 7

Australia 0 0 2 0 0 1 0 1 0 0 0 4
Canada 1 0 0 0 1 1 0 0 1 0 0 4
Germany 0 0 1 1 0 1 0 0 1 0 0 4
Japan 0 0 0 0 0 2 0 2 0 0 0 4
Korea 0 0 0 1 0 0 1 0 2 0 0 4

Burkina Faso 0 0 0 0 0 0 0 0 0 2 0 2
China 0 0 0 0 0 0 0 1 1 0 0 2
France 0 0 0 0 0 0 1 0 1 0 0 2
기타 0 0 0 0 1 1 2 2 3 2 3 14

표 2.116 연도별 국가별 논문 저자 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적응(Adaptation)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IPCC 3차 보고서가 발간

된 2001년 이후 논문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8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순으로 논문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13건, 영국이 7건

으로 조사. 그 외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이 4건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한국은 공동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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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지만 미국, 영국에 비해 논문수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193).

미국, 영국이 독일, 중국, 프랑스 등과 가장 활발한 공동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공동연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관련분야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미국, 영국 등과의 공동연구체

계 구축 필요하다.

그림 2.193국가별 공동연구 및 연관성

㉯ 국외 특허 현황 분석

댐 수문학적 안정성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을 위해 KIPRIS 활용, 등록된 특허에 국

한하여 검색 실시하였다(그림 2.194∼그림 2.195).

그림 2.194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 그림 2.195국가별 연도별 특허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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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 현황 분석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기

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표 2.117은 국내 특허조사 결과이다.

No. 특허명 등록년도

1 지아이에스 기반의 홍수방어 시스템 및 그 방법 2013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난 발생 경보시스템 및 경보방법 2012

3 다기준 홍수위험도 평가방법 2013

4 가중값 산정 기법을 이용한 미래 물부족 예측 방법 2012

5 홍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퍼지 탑시스 접근방법 2013

6 공간통계학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수 취약성 분석 시스템 및 방법 2013

7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로버스트 의사결정 방법 2014

8 자동 수위관측을 통한 재난 경보 장치 2013

9 강우 및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 2013

표 2.117 국내 특허조사 결과

㉱ 국내 연구개발사업 현황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부처에 의해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6건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은 표 2.118과 같다.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기간

교육과학기술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 분석

및 평가체계 적용

2004-2011

(7년)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기준 강화
2005-2010

(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경남지역 자연재해요인

관측 및 위기관리시스템 개발

2009-2014

(5년)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2012-2014

(2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미래 기후변화가 댐 저수지 유입량, 하천

및 호소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법

개발

2009-2012

(2년10개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법 개발

2009-2011

(2년)

표 2.118 국가연구개발사업(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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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제도 및 기준 등 조사·분석

㉮ 국내 관련 제도 및 기준 조사·분석

기존에는 100년 빈도 또는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콘크리트 댐),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값(필댐) 등 빈도 개념의 홍수량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빈발하고 있

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 야기되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과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PMF)으로 설계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국내에는 댐, 저수지 등의 수리구조물 설계 시 댐설계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농업용저수지 설계기준,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 댐시설 유지관리 기준, 하천설계기준 등

이 있다.

국내 댐 수문학적 안전성 고나련 제도 및 기준은 표 2.119, 그림 2.196과 같다. 댐의 설계 및

기존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는 설계홍수량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동일 빈도의

수문량 자체도 증가되고 있다.

기준명 수립일시 작성기관
댐설계기준 2011 한국수자원학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006 산업자원부
농업용저수지 설계기준 2002 농림부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 2003 농림부
댐시설 유지관리 기준 199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설계기준 2002 건설교통부

표 2.119국내 댐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제도 및 기준

그림 2.196국외 관련 제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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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관련 제도 및 기준 조사·분석

미국의 경우 댐의 설계홍수량을 PMF로 하여 저수지 및 여수로의 조작에 따라 여수로의 방류

능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저수지가 대부분 소규모이고 또한, 홍수도달시간이 단시간이며 강우강도가 큰

자연적인 조건으로, 콘크리트댐은 설계홍수위에서 200년 빈도 첨두홍수량을, 그리고 필댐에서는

200년 빈도 첨두홍수량의 1.2배를 여수로 설계홍수량으로 취하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달리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확률론에 근거를

둔 방법이고, 오직 영국만이 PMF의 추정을 근거로 한다.

설계홍수량은 표 2.120과 같이 조사된 13개국 중에서 6개국에서 1,000년빈도, 1개국에서

5,000년 빈도, 5개국에서 10,000년 빈도 그리고 1개국에서 PMF 적용하였다.

국 명 설계홍수빈도(년) 비 고 국 명 설계홍수빈도(년) 비 고
오스트리아 5,000 포르투칼 5,000∼10,000

핀 란 드 10,000 스 페 인 1,000
안전검토

5,000∼10,000년
프 랑 스 1,000 필댐 5,000년 스 웨 덴 10,000

독 일 1,000 안전검토 PMF 스 위 스 1,000
안전검토

1,000년×1.5
아일랜드 10,000 영 국 PMF
이 태 리 1,000 유 고 10,000
노르웨이 1,000 안전검토 PMF

표 2.120 국외 설계홍수 빈도

국가·기관에서 위험도·불확실성·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또는

Toolkit, Protocol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댐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경우 대부분 선언적 의

미의 제도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설계기준 등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

그림 2.197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 시설물 취약성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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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외 댐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 사례 조사·분석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조사

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특법에 의해 기존 댐의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현상태에서 가용한 수문자료들과 최신 수리·수문학적 해석기법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대상 댐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는 표 2.121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

내 주요 댐의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댐의 홍수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수문학

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였다.

사업명 시행부처명 과업수행년도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계획수립
한국수자원공사 2004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기준 개선(안) 한국시설안전공단 2007

상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환경부 2008

기존댐 계획수문량 재검토 사업 농업기반공사 2004〜2007

표 2.121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분석

상기 기술된 사업들에 의해 수행된 댐 및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댐 형식별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하였다.

전체 75%에 달하는 댐 및 저수지에서 여유고 부족과 제체월류의 평가결과 나타났다. 용수전

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 등 소규모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도 대부

분 제체월류나 여유고 부족의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평가결과가 안정으로 나타난 용수전용댐 중 7개소는 200년 빈도 기준에 대한 안정성 평가결

과임을 감안할 때, 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 및 설계수문량의 증가 위험도에 대비

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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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8댐 형식별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④ 국내 댐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현황 조사 및 적용대상유역 댐 현황 등 DB 구축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수문량 변화 분석

상기 기술된 사업들에 의해 수행된 댐 및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2.199와 2.200과 같이 설계수문량과 사업에 의해 재 산정된 PMP 및 PMF와의

비교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댐에서 PMP 및 PMF가 증가함, 특히 대규모 댐일수록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PMP 및 PMF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최고수위의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PMP 비교 PMF 비교

그림 2.199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계획수립(한국수자원공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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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0 기존댐 계획수문량 재검토 사업(농업기반공사, 2004∼2007)

⑤ 적용 대상유역 댐 현황 등 조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 상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댐 시설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정보(아래 표 참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수문량 변화 분석

기존에 수행된 댐 및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수문

량과 사업에 의해 재산정된 PMP 및 PMF와의 비교 실시, 대부분의 댐에서 PMP 및 PMF가

증가함, 특히 대규모 댐일수록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PMP 및 PMF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고수위의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 댐 시설물 현황정보 DB 구축

FMS상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댐 시설물 현황에 대한 DB 구축,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현재 1종 시설물 76

개에 대한 DB 구축 완료, 2종 시설물 현황에 대한 DB를 표 2.122와 같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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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내용
시설물명 댐 명

지점정보(TM) ITRF_2000_TM_ Korea Central Belt
주소

시설물종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발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홍수전용댐
관리주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형식 필댐, 콘크리트댐 등

정밀안전진단등급
수문학적안전성 평가결과

댐 기본제원 댐 높이, 댐 길이, 댐 체적, 댐마루표고 등
하천수계정보 하천명, 중권역명 등
저수지제원정보 유역면적,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사수량, 홍수조절용량 등
유입설계홍수량 PMF 또는 빈도홍수량
설계수위정보 계획홍수위, 상시만수위, 홍수기제한수위, 저수위, 사수위 등
여수로 제원정보 여수로 형식, 크기, 최대방류량 등

표 2.122 댐 시설물 현황 정보 DB 구축 세부항목

* 평가 등급 등은 대외비로 분류된 사항이므로 분석에는 활용하되 DB 구축 시에는 제외함

그림 2.201과 같이 ArcGIS(ESRI) 툴을 통해 FMS 상에서 제공하는 경위도 좌표정보 및 주

소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구축된 댐현황 DB의 공간정보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댐 시설물 현황정

보 Shape file을 KML 자료로 변환하여 Google Earth와 연동하였다. 또한, 그림 2.202∼그림

2.203과 같이 연최대 및 연총합 강수량 30년 평균 별 댐 위치도를 작성하였으며, 그림 2.204와

같이 1 종 댐 시설물 미래 기후 조건별 지도를 구축하였다.

그림 2.201 댐 및 저수지 DB 구축 지점 정보(1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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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2 연최대 강수량 

30년 평균 별 댐 위치도

그림 2.203 연총합 강수량 

30년 평균 별 댐 위치도

그림 2.204 1 종 댐 시설물 미래 기후 조건별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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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술 한계점 도출

㉮ 기존 댐의 비상대처 능력 증대를 위한 설계 기준

기후 변화에 대비한 기존 댐의 치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비상시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여수로

및 비상방류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 여수로

(Auxiliary Spillway) 개선, 댐 증고, 상류댐 건설, Labyrinth Weir, 고무보(Rubber Weir),사

이폰 여수로(Siphon Spillway), 기존 여수로 확장, 수문설치, 결괴제방(Fuse Plug)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기존 댐의 비상대처 능력 증대를 위한 설계 기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진 발생 감안한 댐 내진 설계기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댐 안전문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댐 부대시설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등 설계기준

강화(2011)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댐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강화로 이에 대한 세부 설계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중소규모 댐 건설에 대한 설계 기준

최근 수자원의 패러다임 변화로 수자원개발이 생공용수 공급 및 홍수방어 중심에서 친수조성

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하천의 생태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다기능 추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국토해양부)의 하천법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하천유

지유량의 정의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증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2006년 법정 고시된 60개 지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하천유지용수를 반영하였다. 하천유지용수 수요량이 2006년 계획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향후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용수공급을 위하여 환경

파괴 및 넓은 면적의 수몰이 발생하는 대규모댐 건설은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므로, 하천유지용수 확보 이외에도 지류하천 홍수방어능력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상황 비

상용수 공급량 확보 등을 위하여 중소규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국토해양부, 2012)되고 있

다. 지역별 물 관리 여건을 감안한 특성화된 댐으로서, 홍수조절 댐과 하천환경 및 수질 개선 위

한 소규모 용수전용 댐 방향으로 추진(국토해양부, 2012)중이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중소규

모댐 건설의 지속 추진(국토해양부, 2012)을 기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댐 건설을 위한 세부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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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기존 댐 설계기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홍수가 발생하여 가능최대홍수량이 유입되는 경우 등과 같은 비상사태

시 댐의 월류를 방지하여 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 여수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

으며(2012년 현재 12개 댐 완료, 7개댐 시행중, 5개 미착수: 댐건설장기계획(국토해양부, 201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설계 기준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댐 설계기준 및 해설

(한국수자원학회, 20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여수로

9.2.4 비상여수로

(가) 댐의 안전을 위하여 여수로는 가능한 한 큰 용량을 갖는 것이 필요하나, 이 월류 능

력 증대에 대해서는 공사비, 하류수로의 용량 등으로 제약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위의 사

항들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비상 여수로를 설치하여 댐의 안전도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나) 비상여수로는 가능최대홍수량이 유입되는 경우 등과 같은 비상사태 시 주 여수로와

는 별도로 혹은 동시에 작동하여 댐의 월류를 방지하여 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다) 정상적인 저수로 조작에서 비상여수로는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절부 마루

높이는 계획홍수위와 같거나 높게 위치시킬 수 있으며, 댐의 여유고를 고려하여 가능최대

홍수 등 대상홍수의 저수지 추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가) 비상 및 상시방류설비의 폐쇄, 여수로 수문의 고장 또는 여수로 구조물의 부분적인

파손으로 여수로를 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유입된 홍수량을 방류하지 못하여 홍수조절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큰 홍수가 유입되는 경우

(다) 설계 유입홍수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에 비상여수로는 보조 여수로

로 작용)

댐 설계기준 및 해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비상여수로 및 부속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인정적인 설계 방법 및 지침이 필요하다.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물 부족 현상을 유발하며, 지구에너지 교란으로 국지적

집중호우 및 가뭄현상이 극심해 지고 있다. 댐의 저수위 이하의 비사용량 사용이 요구될 경우가

있다. 계획을 상회하는 갈수 사태에 대비하여 보통 쓰지 않는 물을 비축하여 막상 시작할 때 갈

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용량으로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댐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댐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댐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수자

원학회, 20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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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

10.4.1 일반사항

(가)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low-level, bottom outlet)는 여수로와 함께 저수지의 저류수를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큰 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콘크리트댐은 댐 체

내에 설치하고 필 댐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유수전환시설인 가배수로터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비상방류설비는 저수지 초기 담수 시, 운영 시 또는 유지관리 시 저수지를 비워야 할

경우에 비상시 사용되며, 여수로 웨어 마루 이하의 저류수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

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다.

(다) 상시방류설비는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하류 용수공급을 위해 항상 운

영되는 시설로서 방류관의 규모는 비상방류설비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며,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출부에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도 한다.

<해설>

(가) 비상방류설비

① 소규모 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할 경우, 여수로가 아닌 비상방류설비로도 방류가 가

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상방류설비는 홍수방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비상방류설비는 저류수의 대부분이 중력 흐름에 의해 배제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낮

은 곳에 설치한다.

③ 비상방류설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며, 각 용도에 맞는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저수지 초기 담수 시 집중호우 등에 의한 급격한 수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

수속도를 조절해야 할 경우

㉯ 댐 건설 및 담수 완료 후 저수지 운영 중에 댐 체의 누수량이 많거나 계측기의

관측치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 저수지를 비워야 할 경우

㉰ 댐 체 점검 및 수리, 저수지내 시설보수, 저수지 수질악화로 인한 수질개선 또는

퇴적물 제거 등을 위하여 저수지를 비워야 할 경우

㉱ 저수위 이하의 비상용량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나) 상시방류설비

① 소용량의 하류 용수공급을 위해 규모가 큰 비상 방류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분개도

로 항상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방류관 파손 또는 밸브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비상방류시보다 유량 규모가 크지 않는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상시방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상시방류설비를 통한 방류수가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류수를 감세시

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는 방류수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출부

에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도 한다.

10.4.2 형식 선정

(가)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의 형식은 유량조건, 압력조건, 제체 및 유량조절 구조물의 구

조조건, 방수 처리상의 제약, 지형조건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방류관은 관내의 유황이 전 길이에 걸쳐 관수로 흐름이 되는 전관수로형과 관의 도

중에 단면이 확대되어서 개수로 흐름이 되는 반관수로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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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규모 결정

(가)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는 영구설비로서 유입구는 사수우보다 높게 설치하여 저수지

운영기간 동안 퇴사에 의해 유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나) 비상방류설비의 방류능력은 저수지 유입량을 감안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수위의 급 저하, 하류하천의 피해, 저수지 주변 사면의 슬라이딩 등이 없도

록 한다.

(다) 비상 방류 시 가능한 한 저수지를 단기간에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상방류설

비 규모를 최대한 크게 계획하나 배제대상 저수용량의 규모, 저수지 유입량의 크기, 하류

하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상방류관의 규모와 배제기간을 결정한다.

(라) 저수지 배제기간 산정 시 저수지용량 중, 홍수조절용량과 사수량은 고려치 않으며,

일반적으로 여수로로 방류할 수 없는 여수로 월류 웨어 마루표고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 비상방류시 저수지 배제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USBR의

「Criteria and Guidelines for Evacuating Storage Reservoirs and Sizing Low-level

Outlet Works(1990)」에서 제시한 비상방류시설의 저수지 배제기간에 대한 기준 적용 )

10.4.4 유입구 형상

(가) 방류관 유입구에는 위험한 공동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나팔형으로 한다. 공

동형상에 대하여 허용부압은 3이내로 한다.

(나) 나팔형은 가급적 실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팔형에 실험곡선이 사용될 경

우에는 방류관 단면형상에 관계없이 타원곡선을 사용할 수 있다.

10.4.5 공동현상

(가) 방류관은 소정의 방류능력을 확보하고, 또 위험한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현상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 공동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관 출구 부근의 관 단면적을 점축시키고 아

울러 문틀홈, 트랩(trap)안 및 트랩과 제체 하류면 연속부 부근 등 국부적으로 부압이 발

생하기 쉬운 곳에 통기공을 설치할 수 있다.

10.4.6 반관수로형 방류관의 개수로부

(가) 반관수로형 방류관의 개수로부는 공도현상의 발생을 피하는 형식을 취하고 또 유

적의 증대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단면을 가져야 한다.

(나) 개수로 시점에는 수문의 진동을 고려하여 충분히 큰 공기구멍을 설치한다. 공기구

멍의 설계는 방류관내의 허용부압수두를 1.5 ∼ 2.0m 정도로 하고, 공기관내의 풍속을

45m/s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10.4.7 고압수문 및 밸브

(가) 수도 25m 이상 및 방류량 5 이상인 경우, 방류관의 고압수문 또는 밸브는 유

량조건, 압력조건, 댐의 형식 및 방류관의 구조, 유지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형

식을 선정하고 예비수문을 설치한다.

(나) 수두가 25m 미만 혹은 방류량 5 미만인 경우의 수문 또는 밸브는 해당 수두

에 맞추어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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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설계기준 및 해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계획을 상회하는 갈수 사태에 대비하여 갈수

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비상방류설비는 일반 사항 및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은 기

술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즉, 규모결정 및 비상 방

류시 운영 등에 대해서는 미 개척국(USBR)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술 한계점 도출

국내 댐 및 저수지 재개발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기관으로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대표적

이다. 2006년 수자원공사는 댐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제시하여 정책결정 선진화를 이루

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댐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사회적·환경

적·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각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 평가기

준치를 분석을 통해 기존 댐에 적용시켜 댐 재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수자원공사에서 제

시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표 2.123과 같다.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경제성

부문

B/C

(용수개발단가)
용수개발단가

-편익: 홍수조절, 생공용수, 관개용수, 발전

-비용: 댐건설비, 보상비, 일반관리비 등

댐 규모 및

효용성
수자원 이용률 -댐 규모 및 수자원의 고도 활용여부를 평가

지역발전

기여도

댐건설의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와 파급효과 정도

-최근 인구증가율,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을 5등급으로 구분

사회성

부문

이주 규모 예상 수몰지의 이주대상 주민 수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충격의 크기 평가

수혜 규모 댐 건설에 따른 수혜대상자 수
-용수공급 대상지 주민과 홍수피해 지역

주민, 발전 및 유량증대 효과의 수혜자 수

문화재 보전
대상지역내 보전

문화재수(지정문화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대상물 수

환경성

부문

영향권 내 보호

대상생물
보호대상 동·식물 개체 범위

-학술적 가치를 높은 야생 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

-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 동·식물등과

같은 보존가치가 있는 동·식물

하천 유황 개선

자연 상태 갈수유량에

대한 유량 증가율

·유량변동계수

-급격한 하상변화 억제, 갈수기 수질개선

- 수질현황 및 친수기능 증대

-하천 생태환경에 긍정적인 작용

생태 환경 영향 생태 자연도 1등급 면적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멸종위기 야상

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실현성

부문

지역민의

호응도

사업의 이미지 지역에 공헌도,

주민의 반대 가능성

- 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사건 등을 고려5등급으로 구분

사업의 시급성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같은

재난방지 공평한 수자원이용

국가나 지역발전에 기여도

-식수, 가뭄, 홍수 등 국민생활과의 연관성을 고려 사업의

시급성을 5등급으로 구분

사회적 저항
댐건설에 대한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반대 정도

-댐 건설 추진시 반대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슈들의

정도를 5등급으로 구분

표 2.123 댐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기준 평가방법(수자원공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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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로 기존 댐의 월류 위

험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방어책이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하천사업평가연구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비교했

을 때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존의 댐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한계성을 확

인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한 기준은 총 20개가 넘었으며, 그 중 공공서비스 향상 측

면에서 과거의 갈수 실적, 고령화율과 안전 측면에서 인구자산의 규모, 환경측면에서 지구온난

화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측면에서 지역관광 및 댐 관광의 기여 등의 평가항목들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기술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실

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는 수명이 오래된 국내 댐들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댐 재개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2.205 댐 사업 우선순위 결정 평가 구조(일본 국토교통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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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를 위한 표준 D/B구축 및 평가모듈 설게

① 국내 적용대상유역 댐 현황 등 조건별 DB 구축

상기 기술된 사업들에 의해 수행된 댐 및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수문량과 사업에 의해 재 산정된 PMP 및 PMF와의 비교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의 댐에서 PMP 및 PMF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댐일수록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PMP 및 PMF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고수위의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② 시범유역에 대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

㉮ 한강유역 대상 댐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

절차 주요 인자 주요 인자

유역조건
-유역의 수문·지형조건

-유역의 토양조건 등

홍수량 산정

-가능최대강수량(PMP) 활용

-강우 시간분포

-강우-유출모형

-임계지속시간 고려

저수지

홍수추적

-저수지 저류용량

-여수로 방류량

-저수지 운영

-여유고 산정

댐 하류부 피해 -댐 하류부 인구 및 자산 평가

표 2.124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절차 및 인자

㉯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제 I 단계: 댐의 형식 및 상태별 여유고에 대한 평가 (50%)

제 II 단계: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 (30%)-콘크리트댐

제 III 단계: 하류부의 위험도에 따른 평가 (20%)

상기 3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수행

* 필댐의 경우 I 단계와 III 단계 평가를 7:3의 가중치로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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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00댐

주요 제원

댐형식 중심 코어형사력댐

댐마루표고(EL.m), ① 203.0

상시만수위(EL.m) 193.5

댐높이(m) 123.0

설계 홍수위(EL.m), ② 198.0

검토 최고수위(EL.m), ③ 200.5

수심, Ho(m) 113.5

적용자료

풍속, U(m/s), 춘천(서) 22.8

대안거리, F(m) 950.0

설계진도, Kh, (지진 II 구역, 1000년빈도) 0.098

여수로형식안전고, ha(m) 0.5

댐형식안전고, hi(m) 1.0

상류사면 경사 1:2.3

상류사면 상태 사석

여유고 산정

유의파고, hw(m) 0.59

파장, L(m) 8.11

바람에 의한 파랑고, R(m) 0.51

지진에 의한 파랑고, he(m) 0.52

기준 여유고
설계홍수위기준(m), ④ 2.27

최고수위기준(m), ⑤ 2.01

상승가능

최고수위

설계홍수위기준(m), ①-④ 200.73

최고수위기준(EL.m), ①-⑤ 200.99

소요 댐마루표고
설계홍수위기준(m), ②+④ 200.27

최고수위기준(EL.m), ③+⑤ 202.51

월류/여유고 만족 여부 만족

표 2.125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 제 I 단계: 댐의 형식 및 상태별 여유고에 대한 평가

▸‘여유고 높이가 여유고 기준을 만족’되므로 I단계에서 평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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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모듈 시범 설계

그림 2.206 설문지를 통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적절성 및 중요도 조사 검토

그림 2.207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중요도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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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8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모듈 시범 설계 (안)

④ 기후변화에 따른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모듈 설계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시스템은 Geometry Database, Attribute Database, Evaluation

Database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댐 재개발의 의사결정 지원하도록 한다(그림 2.209). 본 시

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

이스와 수자원이용율,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속성자료를 검색

할 수 있으며,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검색은 권역별 또는 댐/저수지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를 손쉽게 조

회할 수 있다(그림 2.210).

평가모듈 설계 절차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2차년도 전반

기에는 댐 재개발 평가모듈설계에 대한 요구사항과 개발범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각 모듈별 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설계하는 모듈 설계와 프로그램 화면 설계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ER-Diagram을 작성하여 모듈설계 분석 공정 중 설계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이다. 산출

물인 요구사항정의서, 메뉴설계서, 화면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계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각 모듈 기능을 구현하고 통합시키는

구현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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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9 시스템 개요

그림 2.210 시스템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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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댐 재개발 평가기준 선정 및 중요도 평가

국제대댐회(ICOLD)의 WRD(World Register of Dams)에 등록된 전 세계의 댐은 58,000여

개이며, 9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적 분포는 극히 편재되어 있다. 이중

90%에 달하는 51,500개가 불과 15개국이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41.4%), 미국(16.1%), 인도

(8.8%), 일본(5.4%) 등의 4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댐의 수가 전체 댐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ICOLD, 2015; KNCOLD, 2015).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집중호우, 돌발호

우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한 댐 및 저수지 붕괴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

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건 이상의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댐 하류지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약 11,000여명 이상

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댐 붕괴사례로, 중국 Banquiao Dam은 1975년 8월

태풍 NiNa로 인해 동반된 폭우로 붕괴함에 따라 약 171,000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대 인명피

해를 발생시켰으며, 인도 Machchu-2 Dam 은 1979년 8월 홍수범람으로 인해 댐이 붕괴하여

약 1,800〜2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400만 달러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최근 국

제대댐회의에서도 기후변화와 댐안전, 노후화된 댐 성능개선 및 재개발, 유지관리 효율화 증대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평가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

화 적응 재개발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사례 및 기술조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재개발 평가항목의 선정과 전문도를 고려한 Delphi-AHP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중요도 결정을 하고자 한다.

㉮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표 개발을 위한 절차로 다음과

같다. 기존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수행한 국내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술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댐 재개발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였다. 조사·정리된 평가기준은 전문가 자문위

원(대학교 2인, 연구기관 1인, 공기업 2인, 사기업 2인)을 선정하여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그림 2.211). 선정된 재개발 평가기준

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AHP-Delphi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

은 학회/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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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평가기준 선정절차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1970대에 Thomas L. Saaty 교수가 개발한 계층분

석방법으로, 다수의 평가항목을 쌍대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다. 이는 간편성과 명확성, 활용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

게 쓰이고 싶으나, 평가항목이 많으며 용어가 어려울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

향을 나타낸다. 또한 조사대상자 해당분야별 전문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에 Helmer, Dalkey, Gordon이 개발한 미

래예측 방법인 Delphi기법을 적용시켰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수

렴할 수 있으며, 여러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기준 중요

도 결정을 위해 총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조사를 실시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댐 분야 전문도(경력, 학술발표/논문/자문 횟수)를 고려

한 온라인 설문지와 오프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각종 학회, 포럼 등의 외부행사 방

문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

시에 수행하였다. 완료된 1차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문도 평가, 신뢰성 평가, 통계분석

(quar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ovariance),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212). 본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차에 수행한 설문조사자 신뢰성지수(CR)와 통계분석

내용을 제시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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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평가기준 중요도 결정 절차

⑥ 평가기준 선정 및 중요도 분석결과

댐 재개발 평가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술 조사 분석과 전문

가 자문위원의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기준은 경제성, 환경성, 정

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댐 재개

발 영향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성 평가지표는 용수개발단가와 수자원이용율을

통해 댐의 경제적인 능력1을 고려하였으며, 환경성 평가지표는 수질(BOD),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 보호대상·동식물 개체수, 안개일수 증가 영향을 통해 댐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였다.

정책·사회성은 식수, 가뭄 등 국민 복지와 재산보호등을 고려한 사업의 시급성과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지차체 및 지역민 의견, 보전 문화재수, 지역발전 기여도를 통해 실제 댐 재개발에

대한 정책/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은 댐 상태평가 등급과 PMF에 의한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 및 하류부 위험도 분석을 통해 댐이 수문학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고

려하였다.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RCP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연평균강우량/강우강도/결빙

일수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표 2.1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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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경제성
B/C 용수개발단가

댐 규모 및 효용성 수자원이용율

환경성

하천 수질 수질(BOD)

생태자연도 면적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

보호대상 생물 보호대상 동·식물 개체수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영향 안개일수

정책

·

사회성

사업의 시급성
식수, 가뭄, 홍수 등 국민 복지 및

재산보호 현황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조사

지자체 및 지역민 의견 지자체 및 지역민 의견 조사

문화재 보전 보전 문화재 수

지역발전 기여도
댐 주변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정밀안전진단 토목시설의

상태평가 등급

최근 수행된 댐 정밀안전진단 토목시설

상태 평가 참고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 댐 여유고 확보여부

PMF에 대한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콘크리트댐)

PMF에 대한 월류시 구조적 안전성

평가

하류부 위험도 PMF에 대한 하류부 위험도 평가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

댐 구역별 연평균 미래 강우량 기후변화시나리오별 미래 강우량 영향

댐 구역별 미래 강우강도 기후변화시나리오별 미래 강우강도 영향

댐 구역별 결빙일수 기후변화시나리오별 미래 결빙일수 영향

표 2.126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

평가기준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댐 분야 전문도를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댐 분야 전

문도는 3개 항목(경력, 학술발표/논문발표 횟수, 심의/자문 횟수)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

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전문도가 높은 조사자가 선택한 쌍대비교 결과는 비전문가에

중요도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도 분석을 위한 절차로, 먼저 상위레벨인

대항목간(경제성, 환경성, 정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나서 하위레벨의 세부항목들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분석결과는 전문도를 고려한 가중

치로 1차 설문조사결과와 2차 설문결과를 도시하였다. 대항목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

과, 경제성(1차:0.11, 2차:0.10), 환경성(1차 0.14, 2차:0.12), 정책/사회성(1차:0.10, 2차0.10), 수

문학적 안전성(1차:0.51, 2차:0.54),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1차:0.16, 2차:0.15)로 분석되었으

며, 댐 재개발을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평가항목은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영향,

환경성, 경제성, 정책/사회성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PMF에 따른 댐의 수문학적

인 안전성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그림 2.213과 같으며, 종합

평과 결과는 그림 2.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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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경제성 환경성

정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영향

그림 2.213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그림 2.214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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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① 댐 재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개선 연구

본 연구에서는 그림 2.215와 같이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 댐 재개

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중요도 결정,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로 분류하였다. 먼

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과학기술부, 국토부에서 수행한 신규수자원 개발사업 및 댐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 검토하

였으며, 국외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공기업, 용역사 등에서 종사하는 댐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평가기준의 적절

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Delphi-AHP기법을 적용한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학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조사와 E-mail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총 2차에 걸쳐 수행하였

다(1차:150명 중 86명, 2차: 86명 중 43명).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댐을 선

정을 하였으며, 각 댐에 대해 경제성, 정책․사회성, 환경성, 수문학적 안전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평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발 되어야할 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2.215 연구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 다양한 평가항목들

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다. 그러나 기법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수치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많은 척도(Scale)는 오히려 일

관성을 낮추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평가기준의 중요도 결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

법을 적용한 17점-척도(17-Scale) 설문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댐 우선순위 평가기

준의 개선을 위해 척도변환을 실시하여 일관성(Consistency Ratio)과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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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ing Factor)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크게 경제성,

환경성, 정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기후변화영향으로 그림 2.216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216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

척도변환에 따른 일관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CR(Consistency Ratio) 50%에 해당하는 값

을 도시한 결과이다. 17점 척도는 설문조사 당시 양방향이 8점 척도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9점

척도와 5점 척도는 기존의 17점 척도를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척도별 일관성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CR(Consistency Ratio) 50%에 해당하는 값을 분석한 결과, 17점 척도에서 대항목은

0.11, 환경성은 0.07, 정책․사회성은 0.08, 수문학적 안전성은 0.06,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나타났고, 9점 척도에서 0.04, 환경성은 0.03, 정책․사회성은 0.04, 수문학적 안전성은 0.02,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 5점 척도에서 대항목은 0.03, 환경성은 0.02, 정책․사회성은

0.03, 수문학적 안전성은 0.03,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으로 나타났다. 대항목에서 17점

척도에서 9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CR(Consistency Ratio)은 약 59% 감소하였으며, 9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CR(Consistency Ratio)은 약 26%로 나타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17점 척도에서 다소 높은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가 9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5점 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관성 비율의 감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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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환경성, 정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척도변환에 따른 일관성 비율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대항목 간의 CR(Consistency

Ratio)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척도에 따른 일관성 분석결과를 1차 설문조사와 2

차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Boxplot(Quartile 1∼4분위)로 도시한 결과는 그림 2.217과 같다. 여

기서 2차 설문조사는 기존에 수행했던 설문조사자를 대상으로 요약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요

약 및 제시하여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대해 수렴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217 척도에 따른 평가기준 Consistency Ratio(CR)

최적척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와 2차 설문조사에 따른 척도별 일관

성 분석결과 중 그림 2.218과 같이 CR(Consistency Ratio)>0.2인 값이 설문조사자 전체의

95% 이상인 결과를 도시한 결과, 2차 설문조사 결과의 9점 척도와 5점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평가항목별 중요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존 설문조사결과인 17점 척도에서는 수문

학적 안전성 항목이 0.50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5점 척도에서는 0.36으로 약 0.14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

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는 설문조사자의 주관이 다소 사라지도록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

하여 2차례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18점 척도보다는 9점 척도로 분석하는 것이 평가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유역에 농업용 저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재

개발 평가 시 척도변환을 통해 개선된 평가항목 중요도를 기반으로 재개발 우선순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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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CR<0.2 분포도 그림 2.219 척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요도(대항목)

그림 2.220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세부항목)

② 기후변화 고려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한강유역)

본 연구에서는 그림 2.221과 같이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다목적/발전용댐(소양강댐, 충주댐, 괴산댐), 농업용 저수지(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기흥

저수지, 이동저수지, 오봉저수지)를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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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대상유역 선정-한강유역

그림 2.222와 같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용수개발단가를 구하는 비용편익방법

(B/C)으로 용수공급량과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각 저수지별 미래 용수공급량은 1990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존의 용수공급량자료를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하였으며, 사업

비는 장기유출모형인 Tank 모형과 RCP 8.5, 4.5 시나리오를 이용한 2100년까지의 저수지별

연평균 유입량으로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2.222 경제성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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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였다.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고삼저수지유역에 대한 가능최대강우량(PMP)를

산정하였다. 가능최대강우량(PMP)은 1-1-1세세부(부경대)에서 제공하는 격자형태의 파일로

제공받았으며, 공간분포를 통해 PMP도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고삼저수지의 가능최대홍수량

(PMF)을 산정하였다. 가능최대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토지이용도, DEM 등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매개변수(유역면적, CN, 도달시간 등)를 결정하였으며, 손실우량은 SCS방법, 합성단위도

는 SCS, Clark방법을 이용하였다.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저수치 추적을

실시하였다. 저수지 추적은 여수로/저수지에 대한 제원을 입력하고, PMF를 유입량으로 홍수위

를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 설계된 댐 규모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된 PMF를 허용할 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댐 적정규모 분석결과를 이용

하여 재개발 사업비를 산정하였다(그림 2.223).

그림 2.223 댐 적정규모 분석결과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그림 2.224와 같이 하

천수질, 생태자연도 면적,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 안개일 수를 분석하였다. 댐 상․하류유역에

대한 하천 수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COD를 이용하였으며, 생태자연도 면적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된 생태자연도면적을 기반으로 저수지 유역별 생태자연도

면적을 조사하였다.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자연환경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대상 저수지 유역 내 보호대상 생물을 조사하였으며, 안개일 수는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안개일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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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환경성 평가절차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정책․사회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지자체 및 지역민 의견, 문화재 보전, 지역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그림 2.225). 사업의 시급성 평가를 위해서는 용수수급현황, 가뭄이력, 홍수이력

등 국민생활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5등급(매우 시급∼매우 시급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과 지자체 및 지역민의견은 댐 재개발에 대한 입장 및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댐 관리자 및 전문가, 지자체, 지역민에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며,

문화재 보전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용하여 저수지별 문화재 현황을 파

악하였다.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는 댐 주변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평

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KID)에서 제시한 지역별 낙후도 지표를 반영하였다.

그림 2.225 정책․사회성 평가절차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는 4가지 평가기준(댐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등급,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 PMF에 대한 월류시 구조적 안전성(콘크리트댐), 하류부 위험도)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그림 2.226). 댐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등급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

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하며, 각 댐 시설물에 대한 평가등급을 A(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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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매우위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서는 확률강우량과 PMP를 산정하였다. PMP는 1-1-1세세부(부경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홍수해석 및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댐 여유고를 산정하였다. PMF에 대한 월류시

구조적 안전성은 가능최대홍수량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이며, 콘크리트 댐

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류부 위험도는 댐 월류 및 파괴시 하류부 또는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 범

위를 평가하였다.

그림 2.226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절차

③ 기후변화 고려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시스템은 Geometry Database, Attribute Database, Evaluation

Database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댐 재개발의 의사결정 지원하도록 하며,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와 수자원

이용율,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속성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검색은 권역별

또는 댐/저수지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227).

그림 2.227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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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평가항목 적절성 및 중요
도 조사

그림 2.228와 같은 평가절차를 통해 전문가 2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항목 서면 조사 실시하였다. 또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CR<0.2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산정).

그림 2.228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평가항목 적절성 및 중요도 조사 방법

그림 2.229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취약댐 평가 위한

평가항목 가중치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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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적용한 기후변화 적응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분석 모듈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월최대강수량, 연강우강도, 최소기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댐 별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등급

➡ 댐 별 기후변화 적응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분석 모듈에 활용

그림 2.231 다기준의사결정 Payoff Matrix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PMF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

하류부

위험도

월최대강수량

변화율(RCP4.

5 2040)

연강우강도

변화율(RCP4

.5 2040)

최소기온

(RCP4.5

2040)

가중치 33 30 19 8 7 3

Min o

Max
Min Min Min Max Max Min

A댐 E(1) B(4) E(1) 20.8 13.4 -17.3

B댐 E(1) A(5) E(1) 22.9 14.7 -19.1

C댐 A(5) A(5) A(5) 28.5 19.2 -19.8

표 2.127 RCP 4.5시나리오 2040년 기준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Payoff Matrix

그림 2.230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중요도 선정 결과



- 282 -

(라)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치수안전도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

① 시범유역 적용을 통한 기술검증 및 고도화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위해 실시한 ‘기존 저수지 수문조사 지원사업 조사 보고서(농림부, 2004

∼2005)’에서는 총 25개소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총 25개소 농업용 저수지 중 1종 댐 시설물 6개소인 한강유역의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금

강유역의 동부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 영산강유역의 광주저수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

하였다.

현재 농업용저수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수문학적 안전성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중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저수지는 저수용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 하류

하천 2급 이상인 저수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저수용량 100만㎥ 이상인

저수지는 월류 및 붕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을 의

무화 하고 있다.

그림 2.232 대상유역 선정-1종댐 농업용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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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등급,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PMF에 따른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 월류부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2.233).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등급을 위해 제시된 시설물 안전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

일수록 시설물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댐 정밀안전진단 토목시설의 상태평가 등

급 평가는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안전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 내 농업용저수지 1종 댐 시설물의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

등급을 조사한 결과, 광주저수지 댐 시설물은 A등급, 고삼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는 B

등급, 금광저수지, 동부저수지는 C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본연구에서는한반도농업용저수지 6개소를대상으로기후변화영향을고려한수문학적안전성평

가를 위해서 강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수 유출모형 및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구축하여 강우시나리

오 (Design Rainfall,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농업용저수지댐최고수위를분석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저수지수위법에서 제시한 홍수등급을 고려하였다. 홍수등급은

총 5단계로 정상유지, 홍수예비, 호우주의보, 홍수 경보, EAP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의

홍수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계산된 최고수위 (highest water level)가 홍수기제한수위

(restricted water level) 이하일 때 `정상유지`단계이며, 계산된 최고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고 설계홍수위의 50% 도달한 경우에는 `홍수예비`단계, 계산된 최고수위가 홍수기제한

수위를 초과하고 설계홍수위의 70% 도달한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단계로 구분한다. 계산된 최

고수위가 설계홍수위에 도달했을 경우 `홍수경보`단계, 설계홍수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EAP’단

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시나리오 (RCP4.5, RCP8.5) 및 목표기간 (전반기

(2011-2040년), 중반기 (2041-2070년), 후반기 (2071-2100년))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를 위해 제방고 (levee level)를 넘어서는 최고수위를 ‘Failure’ 단계로 새로 정의하였다.

RCP8.5, 전반기 (2011-2040년)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Table 5.6,

Fig. 5.10), 고삼저수지, 청천저수지는 ‘Failureail광주저수지, 금광저수지, 동부저수지, 미호저수

지는 ‘EAP’로 분석되었다. 중반기 (2041-2070년)에는 전반기와 동일하나 금광저수지만 ‘EAP’

에서 ‘Failure’로 홍수등급이 변경되었으며, 후반기 (2071-2100년)에는 고삼저수지, 광주저수지,

금광저수지, 청천저수지는 ‘Failure100동부저수지, 미호저수지는 ‘EAP’로 모든 저수지에서 수

문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학적 안전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후반기: 2071-2100년), RCP8.5(후반기: 2071-2100년))에 대한 payoff matrix를 나타

냈다 (Table 5.7).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Fig. 5.11), 가장 시

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기후변화 미고려 시 고삼저수지이며, RCP4.5에서 동부저수

지, RCP8.5에서 광주 저수지와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고려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은 동부저수지와 광주저수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며, 수문학

적 안전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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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 기후변화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기후변화

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미래 강우강도, 미래 강우량, 미래 결빙일수에 대한 항목

을 고려한 대상유역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RCP8.5시나리오에 대한 미래강우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

는 16.9mm/day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6%, 중반기 18%, 후반기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광주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5.1mm/day이며, 전반기 4%, 중반기 17%, 후반

기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6.9mm/day이며, 전

반기 6%, 중반기 18%, 후반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

도는 14.9mm/day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7%, 중반기 21%, 후반기 26%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였으며, 미호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4.7mm/day이며, 전반기 7%, 중반기 18%, 후

반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4.9mm/day이며,

전반기 12%, 중반기 26%, 후반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체기간에서 강우강도 증

가율이 가장 큰 유역은 청천저수지 (22%)로 분석되어 미래기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나타났다.

RCP8.5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지 유역별 미래 강우량을 산정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2001-2010년) 연평균강우량은 1,354mm 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2011-2040년) 20%, 중

반기 (2041-2070년) 36%, 후반기 (2071-2100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광주저수

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429mm이며, 전반기 16%, 중반기 32%, 후반기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441mm이며, 전반기 15%, 중반

기 30%, 후반기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214mm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30%, 중반기 49%, 후반기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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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호 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273mm이며, 전반기 18%, 중반기 33%, 후반

기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337mm이며,

전반기 24%, 중반기 40%, 후반기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전체기간에서 연평균강우

량 증가율이 가장 큰 유역은 동부저수지 (43%)로 분석되어 미래기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받

을 것으로 나타났다.

RCP8.5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지 유역별 미래결빙일수를 산정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2001-2010년) 결빙일수는 18일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2011-2040년) -3일, 중반기

(2041-2070년) -12일, 후반기 (2071-2100년)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광주저수지

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5일이며, 전반기 -1일, 중반기 -4일, 후반기 –5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8일이며, 전반기 -4일, 중반기 -12일, 후반기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8일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1일, 중반기 –6일, 후반기 -8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호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7일이며, 전반기 -5일, 중반기 -12일, 후반기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7일이며, 전반기 -1일, 중반기 -10일, 후반기 -15일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후반기에서 결빙일수 감소일이 가장 많은 유역은 고삼저수지, 금광저수

지, 미호저수지 (-12일)로 분석되었다(그림 2.234).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RCP4.5 (후반기: 2071-2100년),

RCP8.5 (후반기: 2071-2100년))에 대한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따

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RCP4.5에서 광주저수

지,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그림 2.234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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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1종댐 시설물에 대해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비용 편익비 (B/C ratio)와 댐 규모 및 효용성 (수

자원이용률)이 있다. 비용 편익비 (B/C ratio)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적정규모에 따른 재개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장 경제성을 갖는 댐을 평가하는 것이 목

적이다. 댐 규모 및 효용성은 규모 및 수자원의 고도 활용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댐 규

모에 비해 수자원이용률이 큰 댐을 경제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수자원이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용수 공급량과 댐 유입량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1종 댐 시설물 6개소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소 농업용저수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 미래 연평균 유입량을 산정하기

장기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관기상관측

장비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지점에 대한 RCP4.5 및 8.5시나리오에 대해

BCSD (bias-correction/spatial disaggregation)와 기후변화시나리오의 장기적인 추세를 반

영할 수 있는 QDM (quantile delta mapping)기법을 적용한 통계적 상세화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기후변화시나리오를 선정하

였다. Seo et al. (2018)이 제시한 연구결과에서는 7가지 ETCCDI (expert team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를 KKZ (katsavounidis-kuo-zhang) 알고리즘에 의해 산정

된 GCM (global climate model) 1순위인 BCC-CSM1-1을 본 연구의 기후변화 고려 유입량

산정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저수지 유역의 연평균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tank모형을 이용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입량 산정을 위해 미래 연평균 강우량을 시기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상유역의 미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Tank모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추정을 실시하였다. 장기유출모

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시행착오법 (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관측자료는

과거 20년 기간 (1991-2010년)의 일 단위 면적평균강우량과 장기유출자료를 이용하였다.

과거관측유출량자료 (1991-2010년)와 기후변화시나리오자료 (2011-2099년, RCP4.5,

RCP8.5)에 의해 모의된 유입량을 월별로 분석하였다. 과거 대비 미래 홍수기 (6-9월)의 연평균

유입량을 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과거 3.25㎥/sec, RCP4.5에서 3.20㎥/sec, RCP8.5에서

3.33㎥/sec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저수지는 과거 2.18㎥/sec, RCP4.5에서 2.24㎥/sec, RCP8.5

에서 2.48㎥/sec으로 분석 되었으며, 금광저수지는 과거 2.33㎥/sec, RCP4.5에서 2.41㎥/sec,

RCP8.5에서 2.55㎥/sec, 동부저수지는 과거 1.19㎥/sec, RCP4.5에서 1.22㎥/sec, RCP8.5에서

1.30㎥/sec으로 분석되었다., 미호저수지는 과거 5.81㎥/sec, RCP4.5에서 6.26㎥/sec, RCP8.5

에서 6.68㎥/sec이며, 청천저수지는 과거 3.30㎥/sec, RCP4.5에서 3.19㎥/sec, RCP8.5에서

3.39㎥/sec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홍수기 연평균 유입량은 관측자료에 비해 기후변화가 고

려된 RCP4.5, RCP8.5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

화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항목 중 수자원 이용률 (용수공급량/연평균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연

평균유입량을 산정하였으나, 홍수기의 댐 유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수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치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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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댐 시설물 경제성 평가 중 수자원이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용수공급량을 추

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한 이유로 농업용수공급량을 조

사하였다. 여기서 용수공급량이란 시설물에서 농업용수의 수요에 의해 공급되는 용수량이며, 강

우발생에 의해 농경지 작물재배기간 중 이용되는 유효우량을 제외하고 농경지에 작물재배를 위

해 실제 이루어지는 공급량을 말한다. 미래 용수공급량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

영하고 있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의 용수구역별 실측 공급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5년도까

지 측정된 실측 용수공급량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미래기간의 용수공급량을 예측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용수개발단가를 구하는 비용편익방법(B/C)으로 용수공급량

과 사업비를 산정한다(그림 2.235). 각 저수지별 미래 용수공급량은 1990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존의 용수공급량자료를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장기유출

모형인 Tank 모형과 RCP 8.5, 4.5 시나리오를 이용한 2100년까지의 저수지별 연평균 유입량

으로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여 산정하였다.

한강유역 5개 저수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B/C와 댐 규모 및 효용성에 대한 항목으로 나뉘

어 평가하였다. 여기서, 경제성 분석 항목에 대한 각 지표점수는 표준화를 통해 비교하도록 하

였으며, 각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저수지가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 평가기준에서 비용 편익비 (B/C ratio)의 비용 (cost)은 댐 재개발을 위한 증고 사업

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댐 시설물의 재개발 사업비 산정을 위해 기후변

화 고려 PMP 및 PMF를 산정하였으며,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통해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였

다. 댐 적정규모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대덕댐 건설사업의 산출내역 단가를 참조 하였

다. 다수의 댐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댐의 재개발 유형은 `기존 댐

증고`로 결정하였다. 강우시나리오 (Present PMP, Future PMP)에 대한 증고 높이를 결정하

여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경제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현 시

점에서 경제성이 낮은 댐에 대해서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부여하였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경제성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에는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평가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기후

변화 미고려 시 미호저수지이며, RCP4.5 및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낮은 경제

성을 갖는 미호저수지는 기후변화 미고려에 따른 현재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높은

경제성을 갖는 동부저수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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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경제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 환경성 평가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하천수질, 생태자

연도 면적,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 안개일 수를 분석하였다. 댐 상․하류유역에 대한 하천 수

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OD를 이용하였으며, 생태자연도 면적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된 생태자연도면적을 기반으로 저수지 유역별 생태자연도 면적을 조

사하였다.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

서를 참고하여 대상 저수지 유역 내 보호대상 생물을 조사하였으며, 안개일 수는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기상관측자료의 안개일수를 이용하였다(그림 2.236).

저수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위해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용수 종합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저수지 수질현황을 조사하였

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수질측정을 위해서는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를

측정하지만, 물의 흐름이 없거나 매우 느린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COD (chemical

oxygen demand)로 수질오염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의 COD 정보를 활용하였다

댐 환경성 평가항목 중 생태자연도 면적 조사항목은 각 저수지 유역에 대한 생태 및 자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면적 조사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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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avam.kei.re.kr)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1등급 면적을 조사하였으며, 유역 중심

20㎢ 격자를 기준으로 환경적 가치를 판단하였다.

보호대상생물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디지털도서관의 대상유역에 대한 전국자

연환경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보호대상생물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담수어류, 식물에

대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및 보호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댐 유역의 안개일수 변화는 유역의 환경,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큰 연관이 있으며, 대상유역에

대한 안개일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환경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

정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시점에서의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환경성 평가

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동부저수지로 분석

되었다. 여기서,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환경성 평가는 RCP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현상태의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236 환경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 정책 사회성 평가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정책․사회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의 시

급성,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지자체 및 지역민 의견, 문화재 보전, 지역발전 기여도를 분석

하였다. 사업의 시급성 평가를 위해서는 용수수급현황, 가뭄이력, 홍수이력 등 국민생활과 연관

성을 고려하며,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과 지자체 및 지역민의견은 댐 재개발에 대한 입장 및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댐 관리자 및 전문가, 지자체, 지역민에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

시한다. 문화재 보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용하여 저수지별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며,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는 댐 주변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제시한 지역별 낙후도 지표를 반영한다. 정책 사회

성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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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유역에 대한 사업시급성을 평가하기 위해 침수이력과 가뭄이력을 조사하였다. 과거의

침수이력 및 가뭄이력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책 사회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댐 재개발에 있어서 대상유역의 문화재 유무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문화

재가 많을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수 조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중 인구증가율 대상유역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대상유역 내에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발전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인구현황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5년까

지의 저수지인구증가율 및 감소율을 5년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 –4.4%, 광주저수

지 –7.3%, 금광저수지 +19.5%, 동부저수지 –9.0%, 미호저수지 –4.1%, 청천저수지 –0.1%

이며, 금광저수지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의 분산, 재원의 분배 등 정책적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결정에 있어 대상 지

역의 상대적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KDI,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의

지역발전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낙후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정책·사회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시점에서

의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정책·사회성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

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미호저수지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정책·사회성 평가는 환경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RCP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

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237 정책⦁사회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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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 영향인자 값 산출 방법 제시

기후변화영향인자를고려한댐수문학적안전성재평가를위한관련인자값도출방법제시하였다.

평가지

표
평가기준 평가 내용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대상댐의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의 평균

○ 강수량의 증가로 인해 댐 운영에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댐의

영향값(월강수량)의 변화율을 산출함

○ 장기적 관점의 판단을 위하여 연평균값을 30년단위로 구분하였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단위

보다는 월단위 강수량 활용함

연강우

강도

변화율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대상댐의

연강우강도

변화율의 평균

○ 강수량의 강도로 인해 댐 운영에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

○ 연중 발생한 강우일수와 강수량이 장기적으로 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상자료의 연 중 발생한 강수일수와

강수량을 활용하여 대상댐의 영향값(연강우강도) 변화율을 산출함

○ 장기적 관점의 판단을 위하여 연평균값을 30년단위로 구분하였음

최소

기온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대상댐의

최소기온의

평균

○ 댐의 상태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손상과 연관성이 있는

기후인자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최소기온값을 활용하여 대상댐의

영향값(최소온도) 변화율을 산출함

○ 장기적 관점의 판단을 위하여 연평균값을 30년단위로 구분하였음

표 2.128 기후변화 영향인자

그림 2.238 1종 댐시설물 기후변화 영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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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

A댐 B댐 C댐 I댐

기간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
20.8 25.8 22.7 22.9 30.3 23.1 28.5 25.8 28.1 4.1 28.0 26.7

연강우강도 변화율(%) 13.4 18.5 15.2 14.7 20.3 16.0 19.2 21.0 20.2 7.4 17.5 14.2

최소기온(℃) -17.3 -15.1 -13.8 -19.1 -16.7 -15.3 -19.8 -17.4 -16.1 -14.9 -12.8 -11.9

표 2.129 대상 댐의 기후변화 영향인자 값 산출(RCP 4.5)

RCP 8.5

A댐 B댐 C댐 I댐

기간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2040 2070 2100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
15.8 16.3 36.4 17.5 17.6 36.3 22.4 12.8 32.4 12.2 22.0 31.6

연강우강도 변화율(%) 12.9 19.8 25.2 14.4 20.0 25.5 19.7 24.9 28.2 10.2 15.4 19.3

최소기온(℃) -16.6 -14.3 -12.3 -18.6 -16.7 -13.9 -19.9 -17.2 -14.8 -15.0 -12.5 -10.4

표 2.130 대상 댐의 기후변화 영향인자 값 산출(RCP 8.5)

③ 시스템 고도화

본 연구에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댐 평가시스템 설계도는 그림 2.239와 같다.

평가 시스템은 댐 개발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댐 주민 및 지역민

또는 일반인들에게 댐 재개발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속성정보 (attribute data), 주요기능 (main function), 가시화

(visualization)로 구성하였다.

Database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 (ASOS) 지점의 기상관측자료, 관측지

점정보, 기후변화시나리오가 있으며, WAMIS에서 제공하는 장기유출자료, 면적평균강우자료,

유역특성인자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도 등), 기타기관에서 제공받는 자료 (기후변화 고려

PMP 변화율, 기후변화고려 미래 일 단위 강수량,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댐 상태평가등급

자료 등으로 구축하였다.

속성정보는 댐 제원 및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와 수자원이용률,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댐 재개발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6가지 평가기준 (경제

성, 환경성, 정책·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댐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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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댐 평가시스템 설계도

본 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와 수자원이

용율,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속성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검색은 권역별 또

는 댐/저수지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댐

평가시스템 개발화면은 그림 2.240과 같다.

그림 2.240 댐 평가시스템 개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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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

①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절차 제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재개발

댐 유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민 설문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2.241).

그림 2.241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절차 제시

대상유역의 댐 재개발 평가개선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

성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 고려 PMP 변화

율 자료를 활용하여 댐 저수지홍수추적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분석 (수자원이용율)을 위해

APCC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고려 일단위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 2.242).

그림 2.242 RCP 시나리오를 이용한 수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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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댐 재개

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농업용저수지 대상으로 댐 재개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243과 같이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는 나타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댐 재개발 우선순위는 미호저수지, 고삼저수지, 광주저수지, 동부저수지, 금광저수지, 청천저수

지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호저수지가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RCP4.5 및 RCP8.5에서는 동부저수지

가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CP4.5와 RCP8.5에 대한 댐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가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대상유역별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대한 연평균유입량,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43 댐 재개발 종합우선순위 평가 

댐 재개발 평가 절차, 평가기준 및 기법 개발, 대상유역 선정, 강우분석, 댐 재개발 평가,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뉴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44 기술보고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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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개정 시 연구 성과 반영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제 개정 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내

용을 포함하였다.

현행 세부지침의 평가 내용을 보존하면서 책임기술자와 관리주체의 합의 하에 대상 댐의 기

후변화 관련인자에 대해 제언함에 따라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구성하였

다.

• 책임기술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댐 시설물의 안전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후변화 관련인자를 참고하여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기후변화 관련인자로는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및 이에 따

른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 연강우강도 변화율, 최소기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245 성능평가 세부지침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발췌

③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대상 댐 시설물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현황정보 DB 구축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상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 기축된 댐 시

설물 현황 DB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취약댐 순위 산정

모듈 프로그램과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관련 자료 DB구

축은 그림 2.246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결과는 그림 2.2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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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수문학적 안전성평가관련 자료 DB 구축

  

그림 2.247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관련 프로그램 결과

㉯ 댐 상태결과에 따른 부재별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취약순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문학적 안전성평

가에서 고려되는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재별 취약순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정밀안전진단 시 댐의 상태점검을 수행 할 때 개별부재별로 손상정보를 기록하여 댐의 상태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평가된 결과를 활용하여 댐별로 발생한 손상정도에 따른 부재별 취약순

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댐 및 저수지의 상태평가 시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하부 단계인 개별부재의 가중

치 및 평가지수를 역산하고, 재 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취약순

위를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자료는 정밀안전진단 시 조사된 손상정보(평가지수, 가중치 등)

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된 손상에 따른 각 복합부재의 순위를 산정하게 된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기상현상 발생 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뿐만 아니라 댐의 상태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댐의 상태를 활용한 취약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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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증연구 및 정책화 기반마련

① 실증을 위한 댐유입량 예측

본 연구는 LSTM모형을 구축하여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다목적댐의 유입량을 예측하고 실

측값과 비교하여 모형의 성능 및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입력 자료에 따른 예측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댐 운영 기초 자료로서의 적용성을 판단

하였다.

한강 유역에는 총 9개의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다목적댐으로는 대청댐과 용담댐이 있

다. 대청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내 3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과거

유입량 자료만을 활용하여 미래의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류댐에 의한 인위적 영향이

적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 용담 다목적댐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248).

그림 2.248 대상유역 선정-용담댐

지금까지 다른 변수의 값은 고정한 채 하나의 변수변화에 따른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

음은 다양한 변수 조합에 따른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 16개의 모형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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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지 모형의 RMSE는 0.004∼0.0197사이의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8번과 11번 모형의

RMSE는 0.0006(0.06%)과 0.0004(0.04%)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MAE 값은 6.85∼

9.56으로 10번과 11번 모형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VE는 14번 모형을 제외하고는 0.1∼3.57

사이의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6번과 8번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learning rate와

iteration의 값은 작을수록, sequence length와 hidden dim과 값은 클수록 모형의 성능은 향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오차를 기준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은 M3, M6, M8, M11 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131, 그림 2.249와 같다. 모든 모형의 결과에서 예측된 유입량은 실제 관측된 유입

량보다 작게 산출되었으며, 특히 최대 유량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중 모형 M8의 예측

유입량이 관측유입량에 가장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sequence length가 3,

hidden dim이 20, learning rate가 0.0001, iteration이 5000일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

단된다.

Case
Sequence

Length

Hidden

Dimension

Learning

Rate
Iteration RMSE MAE VE

M1

1

5 0.1 500 0.0178 7.83 3.57
M2 10 0.01 1000 0.0117 7.74 2.90
M3 15 0.001 3000 0.0022 7.44 0.94
M4 20 0.0001 5000 0.0030 7.55 0.99
M5

3

5 0.1 500 0.0197 7.34 3.19
M6 10 0.01 1000 0.0068 7.23 0.16
M7 15 0.001 3000 0.0072 7.58 -1.19
M8 20 0.0001 5000 0.0006 7.01 0.10
M9

6

5 0.1 500 0.0162 7.30 2.66
M10 10 0.01 1000 0.0071 6.85 1.44
M11 15 0.001 3000 0.0004 6.97 0.96
M12 20 0.0001 5000 0.0063 7.14 -0.78
M13

9

5 0.1 500 0.0148 7.25 2.31
M14 10 0.01 1000 0.0040 9.56 -12.82
M15 15 0.001 3000 0.0052 7.49 -1.73
M16 20 0.0001 5000 0.0084 7.20 -0.85

표 2.131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LST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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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3 (b) M6

(c) M8 (d) M11

그림 2.249 Comparison of Observed and Predicted Inflow Rate Time Series

② 종합평가 및 정책화 기반 제시

경제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현 시

점에서 경제성이 낮은 댐에 대해서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부여하였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경제성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림 2.251과 같다. 경제성 평가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

하는 유역은 기후변화 미고려 시 미호저수지이며, RCP4.5 및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

되었다. 낮은 경제성을 갖는 미호저수지는 기후변화 미고려에 따른 현재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

장 높았으며, 높은 경제성을 갖는 동부저수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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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종합)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기후

변화에 따른 댐 수문학적 위험도 및 댐 노후화에 대한 선진적인 연구이나 이는 국내 댐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범유역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댐 재개발 우선순

위 평가기준의 중요도 결정을 위해서 기존에 수행했던 설문조사보다 많은 분야에서의 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의 개선을 위해 노후화 댐이 포함

된 유역을 선정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예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대상 유역에 거주하는 지

역민, 유관기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댐 정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를 최종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및

홍보회가 필요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평가결과를 토대로 댐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화 기반 마

련을 위한 절차는 그림 2.2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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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1 정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

③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시설물안전법」과 이에 따른 ‘세부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을 근간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RCP 4.5, RCP 8.5)하

여 새로 산출된 PMP(1-1 세세부)와 장기적 관점에서 댐의 상태와 운영 및 수문학적으로 부담

을 야기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선정하고 이를 추가요인으로 고려하여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실용적 절차를 간략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RCP 8.5)에 따른 PMP 및 PMF 산정

2) 장기적 관점의 기후변화 영향인자 추가 선정 및 공간적 분석

3) ‘세부지침’에 근거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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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의 결과와 추가 영향인자를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 취약순위 산정

이러한 절차에 따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방법을 기술하였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본 연구성과의 적정성과 실무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댐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결과를 기술보고서를 통해 기술하였다.

그림 2.252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기술보고서)

연구절차는 그림 2.253과 같이 가능최대강수량(PMP)/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기후변화

영향인자 고려, 수문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댐별 취약순위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의 주요 기후인자 선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각 댐유역 대표값 산정

↓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의 개별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

댐별 상대적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

그림 2.253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별 취약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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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기술 특허출원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성과인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평가’에 대한 특허출원을 실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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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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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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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가)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유역 홍수저감기술 현황 및 조사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기술의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홍수저감기술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댐을 건설하거나 저수지 건설, 제방 쌓기, 배수관

로 개량,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조물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국

내 홍수저감기술 관련된 논문 현황은 표 2.132와 같다.

또한, 비구조물적 대응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비구조물적 홍수대응방안에 대

해서 강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방부터 홍수교육 대응방안을 실천해서

도시계획시 녹색 건축 방안을 보급하고, 홍수를 고려해여 토지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홍수대응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홍수대응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풍수해로 인해 매

년 수 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대부분 구조물적 대응방안에 집

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극한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 정책적 규제방안 등 비구조물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1

대한

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한건연

김지성

백진규

박홍성

하천에서

천변저류지의

홍수저감효과 분석

2005

하천변에 설치된 다양한

조건의 저류지에 대한

수리학적 하도추적을

수행함으로서 천변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2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홍준범

김병식

서병하

김형수

XP-SWMM을

이용한

도시하천에서의

홍수소통능력 평가

2006

XP-SWMM모형을 이용해

굴포천 방수로 확장에 따른

홍수소통능력을 분석하였다

표 2.132 홍수저감기술 관련 국내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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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3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최승안

이충성

심명필

김형수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경제적

효과분석

2007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효과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위저감효과와 더불어

홍수피해 절감량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4 대한토목학

회논문집 B

유병국

곽재원

김형수

김재근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효과분석 : (2)

경제적 가치 평가

2010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홍수

조절 효과와 수질개선효과 및

생태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였다.

5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안재황

이재응

최창원

이상홍수에 따른

남한강 유역의

홍수저감대책 분석

2011

홍수 취약성을 기초로

홍수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충주댐 유역에 PMF가 발생할

경우 각 저감대책에 따른

홍수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6
한국습지학

회지

김덕길

이임열

이창원

강나래

이종소

김형수

수리실험을 이용한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분석

2011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을

이용한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7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강나래

이건행

노희성

김형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를

이용한 도시지역

빗물펌프장의 미래

필요용량 산정

2012

미래 모의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XP-SWMM을 이용하여 미래

강우가 도시배수시스템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8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정재원

김연수

홍승진

권형수

김정욱

김형수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효과

분석

2014

안양천중류 유역에 속하는

목감천에 대하여 인공습지

조성 전과 후의 수리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 309 -

㉯ 국외 홍수저감기술 연구 동향

국외의 경우 표 2.133과 같이 일본에서는 하천개수, 조절지, 수방재 종합 정보 시스템 등을 통

해 홍수저감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전홍수위험도 평가과 홍수위험 관리계획, 홍수

보험, 홍수교육을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홍수 보

험 프로그램, 홍수터 관리, 홍수위험구역 평가, 실시간 홍수범람 모의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어 지고 있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9
한국습지학

회지
안태진

강변저류지

월류부에서 월류제

또는 수문 형식에

따른

홍수저감효과에

관한 개략적 연구

2013

강변 저류지에서 월류부의

형식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10
한국습지학

회지

최천규

최윤석

김경탁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분포형 모형의

적용

2014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 하류

유역에 대하여 남강댐과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에 미치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1

Flood Risk

Managemen

t: Hazards,

Vulnerabilit

y and

Mitigation

Measures

Hutter, G

Strategies for flood

risk

management–A

process

perspective.

2006

2002년에 Elbe강에서 극한

홍수와 돌발홍수에 의한 홍수

피해와 방어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표 2.133 홍수저감기술 관련 국외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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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2

Flood Risk

Managemen

t: Hazards,

Vulnerabilit

y and

Mitigation

Measures

PH. D,

B. J

Overview of us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Regional

2006

홍수저감 시설의 비구조적

대책으로 미국의 홍수 보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Urban

Water

Journal

Gupta, K

Urban flood

resilience planning

and management

and lessons for the

future: a case

study of Mumbai,

India

2007

2005년 뭄바이의 돌발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고 도시 탄력성을

홍수저감 전략으로

살펴보았다.

4

Water

resources

management

Ngigi, S

N.

Savenije,

H. H.

Gichuki,

F. N

Hydrological

impacts of flood

storage and

management on

irrigation water

abstraction in

upper Ewaso

Ng’iro river basin,

Kenya

2008

케냐 Ewaso Ng’iro 유역의

홍수저류지의 저감 효과

분석하였다.

5

Journal of

Flood Risk

Managemen

t

Osti, R.

Miyake,

K.

Terakaw

a, A

Application and

operational

procedure for

formulating

guidelines on flood

emergency

response mapping

for public use

2009
비구조적 대책으로 홍수 비상

대책 지도를 설명하였다

6

Environment

al

Engineering

Research

Gil, K.

D.

Won, K.

J.

Jun, K.

S.

Jin, A. T

Wetland

Construction: Flood

Control and Water

Balance Analysis

2010
습지 건설을 통한 홍수저감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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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7

Environment

al Science

& Policy

Borga,

M.

Anagnost

ou, E. N.

Blöschl,

G.

Creutin,

J. D

Flash flood

forecasting,

warning and risk

management

2011

유럽의 돌발홍수 예경보

관리기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8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

t: An

International

Journal

Abon, C.

C. Primo

C. David,

C.

Tabios

III, G. Q

Community-based

monitoring for

flood early warning

system: An

example in central

Bicol River basin,

Philippines

2012

Bicol 유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기반 홍수조기경보

시스템을 알아보았다.

9

China

Water &

Wastewater

Che, W.

Ma, Z.

Wang, S.

S.

Zhang,

Q.

Wang, J.

L.

Specific Planning

for Stormwater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Chinese Urban

Planning System

2013
중국도시의 빗물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

Journal of

Flood Risk

Managemen

t

Kim, B.

S

Kim, H.

S

Evaluation of flash

flood severity in

Korea using the

modified flash

flood index (MFFI)

2014
한국 실정에 맞는 수정된

돌발홍수 지수를 산정하였다.

11
Natural

Hazards

Kim, S.

Kwak, J.

Noh, H.

S.

Kim, H.

S

Evaluation of

drought and flood

risks in a

multipurpose dam

under climate

change: a case

study of Chungju

Dam in Korea

2014

청주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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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외 거대홍수 및 거대홍수 피해 사례

•일본 태풍 ‘판폰’, 태풍 ‘봉퐁’ (2014)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2014년 10월 6일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 18호 태풍 ‘판폰’으로 나라

현에는 시간당 107mm의 호우가 발생해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시즈오카에선 산사태가 발

생하였다. 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고, 강풍으로 인하여 전선이 끊어져 약 2만

3,900가구가 전정이 되었으며, 33만명이 대피하는 등의 사고를 겪었다. 이어 1주일 간격으로 태

풍 19호 ‘봉퐁’의 영향으로 치바현에서는 총 64가구 109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규슈와 시

코쿠를 중심으로 63만 725가구 151만 5,919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다. 한편 도호쿠에서는

최대 9만 3,139가구가 정전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51년 이후 10월에 두

개의 태풍이 2주에 걸쳐 연이어 상륙한 것은 1955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라 밝혔다. 이는 지

난 2004년에 이어 10년만이다.

•중국 태풍 ‘피토’, 태풍 ‘다나스’ (2013)

중국 동남부지역에 2013년 10월 7일 제 23호 태풍 ‘피토’와 제 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홍수피해를 입었다. 저장성, 상하이, 장시성, 장쑤성 동남부 지역에 50 ∼ 28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저장성 북부지역은 최고 62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약 500만명의 이재민

이 발생하였으며, 약 4,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3.18은 태풍 ‘피토’, 그림 3.29는

태풍 ‘다나스’의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3)

제 30호 태풍 ‘하이옌’은 2013년 11월 7일 필리핀 중부를 강타해 사망자 6009명, 실종자 1779

명, 이재민 4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필리핀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

울였다. 복구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열대저기압 ‘소라이다’가 필리핀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

어 2차 피해를 입을 듯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저기압은 급격히 약화되면서 더욱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한편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용어를 잘못 선택하여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태풍으로 시작한 해일은 ‘폭풍해일(Strom surge)’, 지진으로

온 해일은 ‘쓰나미(Tsunami)’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기상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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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라 보도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피해에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수 교육 등의 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2012)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주 일대에 2012년 7월 7일 집중호우가 몰아치면서 시간당

100mm, 하루 300mm가 넘는 강우가 발생하였고, 이 수치는 월평균 강우량의 2개가 넘는 것으

로 5,000여가구의 시가지 침수와 산사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170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크림스크지역은 221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백여명

의 넘게 사망하였으며 전체 주민 5만7천여명중 25%가 이재민이 되었다. 러시아는 재해를 대비

한 사고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일본 규슈지방 집중호우, 태풍 ‘카눈’ (2012)

일본 규슈지방에 7월 11일부터 4일간 계속된 호우로 누가강우량이 800mm를 넘어 7월 중순

고우치현 지역에는 1,000mm에 육박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3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

으며, 후쿠오카현 야메지역은 수천명이 고립되었으며 야베강의 제방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하는

등 정전과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4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8,000여 가구가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일주일 이후 제 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복구 작업이 미뤄

지며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2차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미시시피강 홍수 (2011)

2011년 4월과 5월에 걸쳐 한달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미시시피강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최소 20여명이 사망했고, 16,000명이상이 대피하게 되었다. 당시 강우량은 120년만에 최고 수준

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미시시피강 홍수로 인하여 5월 14일 강 중류의 인공배수로인

모간자 수로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려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도 배턴루지와 뉴올리언스등

의 피해는 막았으나 인구 5만명의 소도시와 농경지를 물에 잠기는 희생을 치렀다. 홍수로 인하

여 미시시피주에서만 1,000여채의 가옥과 건물이 침수되고 12만ha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

1등급 규모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005년 8월 말 플로리다를 지나 멕시코만 서쪽으로 이동

하여 8월 28일 하룻동안 머무르며 최대규모인 5등급으로 성장하였다. ‘카트리나’에 의해 플로리

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주 등 약 24만㎢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뉴올리언스는 도시의 80%가 침수되었고 미시시피 남부해안은 해일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하

였다. ‘카트리나’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저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뉴올리언스는 미시시

피강 하구의 삼각지에 형성되었으며, 주변이 고지대인 제방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 또한, 뉴올

리언스의 도시화에 따른 대형 건출물과 시설물로 인한 하중이 증가하였고, 지하수 및 석유채굴

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속화 되었다. 현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명피해는 7개주에서 1,400여명

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960억달러에 해당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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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대홍수 및 거대홍수 피해 사례

•3개 태풍 ‘볼라벤·덴빈·산바’ 연속 내습 (2012년 8월 27 ∼ 31일 ,9월 16 ∼ 17일)

2012년 8 ∼ 9월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연이어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최초로 사례

이다. ‘볼라벤’ 상륙 이후 43시간 만에 ‘덴빈’이 상륙한 것은 최단시간 기록이며, ‘산바’ 상륙시

중심기압은 965hPa로 남해안 상륙 태풍 중 역대 5위로 기록되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제주 강우량은 305.9mm, 광주 무등봉 순강풍속은 59.5mm/s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서

해상으로 북상한 가장 강한 태풍이었다. 태풍 ‘볼라벤’ 및 ‘덴빈’의 연이은 내습으로 인한 인적피

해는 사망자는 10명, 실종자는 56명이었으며, 7만여 가구가 재해로 피해를 입었고 차량침수, 주

택파손, 정전 등의 재산피해는 6,365억원이었다. ‘산바’로 인한 인적피해로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수도권 집중호우 (2011년 7월 26일　∼　28일)

2011년 7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남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

사태가 발생하였다. 연평균 강수량이 1,100 ∼ 14,00mm인 지역에서 하루만에 연평균 강수량의

1/4정도가 내렸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시간당 113mm, 서초구 86mm의 비가

내렸으며, 동두천(449.5mm)과 문산(322.5mm)의 경우, 관측 이래 일 최다강수량 1위 기록을 경

신했다. 이로 인해 춘천과 서울 우면산 지역에서 사망 57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차량침수, 주택파손, 정전 등 약 2억 5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집중호우의

기상학적 원인으로는 남·동 중국해를 지나는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의 제트기류와 중국

내륙 상층 저기압으로부터 침강하는 건조한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급격하

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지형학적 원인으로는 관악산 북쪽에서 광주산맥의 북쪽으로 강한 남서류

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서울·경기 집중호우 (2010년 9월 21일)

추석 연휴 시작일 이었던 9월 21일 서울·경기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광화문 일대가 침수

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중심가 도로 및 주택이 침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

남과 강서에 293.0mm, 마포 280.5mm, 서울 전역에 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서울관측소에서는 9월 일 최다 강수량 2위를 기록하였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택파손, 차량침수, 정전 등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도심지 홍수는 하수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가 내릴 때 발생하는데, 서울시의 하수처리능

력은 75mm정도로, 이를 초과하는 양의 비가 내릴 경우의 대응방법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서울·경기 집중호우의 기상학적 원인으로는 몽골에서 발달한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사

이에 정체전선이 발생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제 12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집중호우가 발

생하였다.

•남해안 집중호우 (2009년 7월 15일 ∼ 16일)

2009년 7월 장마전선이 정체함으로 인하여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2일에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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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남해안 일대의 초등학교는 휴교를 하며, 홍수가 발생하였다. 1

시간 만에 호우경보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8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겪었으며, 주택파손, 챠량침수, 정전 등 약 2,3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기상학적 원인으로

는 서행상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지역별 기온 및 습도 차이로 인하여 장마전선의 세력이 커졌다. 두 세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남

해안 및 지리산에 일대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경기 북부·강원도 영서 집중호우 (2008년 7월 24일)

2008년 7월 제 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7월 19일, 20일에 200mm 강우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약화된 지반에 24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

생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큰 수해를 입었다. 이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

으며, 46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거대홍수의 피

해는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강우가 시작되어, 작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대규모 산사태 및

거대홍수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상학적 원인으로는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

향을 받고,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위치하였다. 서쪽에서 수직으로 발달한 상층 기압골로 인하

여 비구름이 형성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③ 국내․외 홍수저감시설의 평가기법 조사

현재 지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하여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저감대책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하고 있다. 홍수저감대책을 통한 방어계획의 수립시에도 이상호우 등 모든 변수에 대한 구조물

적 대책과 비구조물적 대책이 포함 되어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가 급증

함에 따라 기존의 홍수방어대안과 더불어 홍수저감대책을 평가 및 수립함으로써 홍수피해에 대

비 할 수 있다. 홍수저감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홍수저감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파악이

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홍수저감대책 선택을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침수심과 침수면적을 이

용하여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MD-FDA)을

통한 홍수피해액을 산정하고, 다기준의사결정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MCDM)을

이용하여 홍수저감기술 및 대책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은

다양한 홍수저감대책은 정책수단을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

여 HEC-FAD와 HAZUS-MH를 개발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 경감을 위한 각종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54에서는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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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4 최적대안 선정 절차

㉮ 국외 홍수저감시설의 평가 기법

•HAZUS-MH

HAZUS-MH는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개발한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이다. HAZUS-MH는 재

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림 2.138과 같이 재난평가, 피해목적물 구축,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재 자료를 활용하면 미국 지역 어디든 기초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피해목적물 정보를 보완하거나 재난 평가 과정을 상세화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홍수 손실 평가 분석을 통하여 홍수 피해와 손실 부분의 침수심-피해 취약성을 이용

하는 것으로 건물과 기반시설의 구조 피해를 추정한다.

그림 2.255 HAZUS-MH의 재난 손실 평가 과정(유순영과 안현욱, (2013))

•HEC-FDA

HEC-FDA(Hydrologic Engineering Center's Flood Damage Analysis)는 미 공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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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홍수피해 분석 프로그램으로 위험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홍수피해를 계산하고,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을 평가 하고 홍수피해경감계획에 의한 분석대상 기간 동안 수리 및 수문평가,

경제학적 분석, 경제적인 수리 및 수문학적 분석 평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유량-빈도, 수위

-피해 관계곡선들을 이용하여 연평균피해액을 산정하고,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하여 불확실

성 분석을 수행한다. HEC-FDA는 HEC-HMS, HEC-RAS등의 소프트웨어와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있데 설계되었으며, 개개인의 사용보다는 다수의 사용자환경의 통합된 체계이다. 따라서

사용되는 자료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많은 기관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HEC-FDA의 구성은 그림 2.256과 같다.

그림 2.256 HEC-FDA의 기본구조

㉯ 국내 홍수저감시설의 평가 기법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MD-FDA)

홍수피해액은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MD-FDA에서는 통계자료로 부터 결정하는 일반자산피해와 원단위를 이용한 인적피해, 일반자

산피해에 배율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공공시설피해 항목으로 대분류와 세분류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 자산피해 항목은 행정구역 내 해당자산의 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하며, 공공시설물은 과

거 피해 자료로 부터 일반자산 피해액과 공공시설피해액에 대한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행정구역 내에 주거, 산업, 농업 등 지역특성요소의 총자산가치를 실제 침수된 부분에 대한

자산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지역특성요소 별로 공간적 객체들의 위치정보를 침수심 별로 종합하

여 전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 그림 2.257과 같이 침수편입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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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7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한 공간자료의 중첩

(한국수자원공사, 2008)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법은 자산조사가 전제되는 일종의 원단위 방법이지만 침수지역의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하고 홍수빈도와 침수심에 따라 피해정도와 피해율을 달리 적용할수 있는 분포

형 홍수피해산정방법이다. 그림 2.258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홍수피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

그림 2.258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방법 개념도

(한국수자원공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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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준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다기준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은 다양한 목적과 대안을 지닌

의사결정문제의 최적화 과정을 형식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기준의사결정은 크게 두가지

유형인 다목적 의사결정법(MODM: 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과 다속성 의사결

정법(MADM: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으로 나눌 수 있다.

다목적의사결정법은 사전적으로는 대안들의 집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

들을 가장 잘 만족하는 대안들을 탐색하는 방법으로써 제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

한개의 대안집에서 선정한 목적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의사결정의

목표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서 의사결정자를

가장 만족시키는 대안을 발견하는데 두고 있다.

다속성의사결정법은 다목적의사결정법과 달리 유한 개의 대안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대안이나

선호도가 같은 여러개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목표달성 평가법(GAM), 평점 모형

(scoring method), MAUT, AHP/ANP, PROMETEHEE, ELECTRE 등이 있으며, 주로 정

성적인 방식으로 주로 공공정책의 수립, 협력 업체의 선정, 댐 입지의 선정, 공모 고제의 선정

등 대안의 수가 적고 다소 불확실성이 큰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다속성의사결정법과 다목적의사결정법은 목적 및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의사결정

자는 대안이나 평가기준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측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예

를 들면 홍수저감시설의 평가와 같이 의사결정에서 대안의 수가 유한개이고, 유한개의 대안 중

에서 우선순위나 선호를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

에 다목적의사결정법의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수저감시설의 평가로는

다속성의사결정법이 적합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다속성의사결정법도 모든 방법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의사

결정이란 것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 보면 주관

성을 어떻게 모형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방법의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선정하는데 있어 주어진 대안에 맞게

요구되는 평가목적과 각각의 송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론에 대한 우월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기법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홍수저감대책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홍수저감대

책 사례 및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신중한 의사결정기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국내․외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방법의 조사 및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댐 및 제방 등의 수공구조물 붕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 훼손, 홍수 피해 급증,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이수, 치수, 하천환경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 통합관리, 종합홍수대책 수립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전하고 종합

적인 홍수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홍수 침수 범위의 예측, 분석을 통한 다양한 홍수위



- 320 -

험지도 작성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국가 차원의 홍수위험지도가 제작되고 있다. 효율적인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른 홍수방어대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수립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홍수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

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

약성 평가 이론, OECD에서 개발한 PSR(Pressure-State-Response) 모형,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에서 개발한 DPSIR(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모형 등이 있다.

㉮ PSR 모형

P-S-R(Pressure-State-Response, P-S-R) 모형은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법 중 주제 접

근 방식 보다는 인과 관계적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개발하여 국제기구나 각국의 지

표설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P-S-R 모형은 홍수 피해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 경제 및 여타

사항간의 상호 연관된 관계를 인과 관계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 2.134는 각각 압력지수

(Pressure), 현상지수(State), 대책지수(Response) 구성에 의한 평가지표 선정 예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지표 평가기준 대체변수 예

압력지수

(Pressure)

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물리․환경적

압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의 홍수피해

대상이 재해에 취약

수문 특성

유역 특성

인문·산업·경제

홍수 피해 위험지역

현상지수

(State)

유역의 홍수에 노출되어 있는 수준 판단

및 홍수피해 현황을 파악

홍수 피해 밀도

사망자수

피해자수

침수면적밀도

대책지수

(Response)

홍수 재해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지역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능력의 분포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지역 파악 가능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기초자료로

이용 가능

재정자립도

치수시설 현황

홍수대책현황

표 2.134 PSR 모형 홍수위험도 평가방법(OEC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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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R 모형

DPSIR 모형은 지표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추진력압력-상태-영향-반응

(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DPSIR)으로 구분된다. DPSIR 모형은

OECD에서 개발한 P-S-R 모형을 개선하여 1999년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가 제안한 모형이다. DPSIR 모형은 기존의 P-S-R 모형에서는 복잡한 생태학적 과정

과 인간 환경의 상호인과관계를 포함하지 못 하는 점을 인간의 행복은 환경의 질과 관계가 있고

사회의 활동과 경제적 압력은 환경과 인간의 행복에 영행을 미친다는 개념을 추가하여 추진력

과 영향으로 반영하였다. 대상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시스템, 자연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표 2.135).

평가지표 평가기준 대체변수 예

추진력

(Driving force)

환경에 영행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홍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잠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

인구

자원 사용량

교육수준

거주자 수

압력

(Pressure)

환경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소

사회, 경제, 환경 분야별로

치수․방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인자

주요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계획

상태

(State)

환경의 질과 자연자원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

압력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

홍수․재해에 의해 예상되는 상태 또는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인자

도시지역비율

범람 위험지역

빈도별 홍수위

영향

(Impact)

환경의 상태가 인간, 동물, 생화학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임

상태에 발생하는 홍수․재해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자

인명피해

홍수 피해액

홍수발생빈도

반응

(Response)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분야별

치수․방재 대응 인자

저수지 건설

제방 증고

표 2.135 DPSIR 모형 홍수위험도 평가방법(EE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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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왕홍수분석을 통해 유역별 홍수저감 시설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① 유역 치수 시설물의 취약지역 도출 및 분석

유역 치수 시설물의 취약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강을 대상으로 단위구역별로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방어 취약성, 기후학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수문
지형학적 취약성을 합산하여 홍수위험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평창강 유역이 홍수에 취약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평창강 유역에 대한 치수 시설물을 평가하였다.

㉮ 과거 홍수피해 사례 조사

평창강 유역의 주요 홍수피해 현황을 표 2.136과 같이 조사한 결과 단기적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거대홍수와 같이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창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국지적 집중호우 외에 여러 인위적 요인이 작용하였으

며, 지형특성상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유출이 빠르고 경사가 급해 급작스런 돌방홍수의 성격

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단위
2002년, 집중호우
(8.4 〜 11)

2002년,
루사

(8.30 〜 9.1)

2003년,
매미

(9.12 〜 13)

2006년, 집중호우
(7.9 〜 29)

이재민 인 23 54 11 1,212

사망, 실종 인 0 0 0 11

건물 동 106 167 65 732

농경지 ha 113 88 22 9,497

농작물 ha 178 32 33 2,226

공공시설 개소 673 219 105 663

기타 천원 37,450 237,149 76,714 8,406,143

총피해액 천원 26,566,041 27,551,996 10,402,179 93,838,184

표 2.136 평창강 유역의 과거 주요 홍수피해 현황

㉯ 홍수피해 규모 및 원인 분석

평창강 유역은 2006년에 약 3주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홍수피해액은 표 2.137과 같으며, 10년간 항목별 피해 현황은 그림 2.259와 같

다. 또한, 평창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으며, 침수원인으

로는 하폭 및 제방고 부족, 제방붕괴 및 월류로 인한 침수, 토사퇴적으로 통수단면부족, 제방월

류 및 취수보에 의한 수위상승,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유실, 하천수위상승 및 내수배제불량 등

다양한 침수원인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 323 -

년도 총액(천원) 년도 총액(천원)

2005 2,689,775 2010 33,596

2006 508,397,484 2011 1,011,391

2007 4,960 2012 455,368

2008 1,385,676 2013 11,523,401

2009 3,611,757 2014 127,603

표 2.137 최근 10년간 평창강 유역의 연도별 홍수피해액

그림 2.259 최근 10년간 평창강 유역의 항목별 피해 현황

② 유역 치수 시설물의 홍수대응능력 분석

㉮ 거대홍수 시나리오 적용 및 모의

본 연구에서는 시범유역인 평창강 유역에서의 거대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30년치 이상의 충

분한 자료가 있는 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 기상청 강우관측소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점별로 적합도 검정에 따라 최적분포형을 결정하였으며 네 개의 관측

소가 모두 Gumbel 분포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하천설계빈도(2012)에 따르

면 구 지방 1급 및 2급 하천(준용하천), 도시하천에서는 50 ∼ 200년 빈도로 설계하게 되어 있

어, 100년 빈도를 적용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였다. 평창강 유역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산

정한 결과 대관령 관측소는 514.3mm. 원주 관측소는 385.2mm, 홍천 관측소는 386.8mm, 제천

관측소는 363.1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강우-유출 해석 모형

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려면 강우량과 유출량의 실측을 통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강우-유출

모형이 확립되어야한다. 대관령, 홍천, 원주, 제천 기상 관측소의 강우자료와 HEC-HM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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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시나리오별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미육군공병단에서 개발한 HEC-HMS는 강우-유

출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HEC-1의 확장형 모델로 단위도 및 수문학적 홍수추적, 격자형

강우자료를 이용한 유사분포 유출변환과 장기 연속 모의에 적용할 수 있는 수분 감소 등을 포

함하고 있다. 강우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표면유출(Surface runoff)은 강우량으로부

터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유효우량으로 산정을 하며, 미계측유역의 유효우량 산정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SCS방법으로 산정하였다. SCS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CN(Curve

Number)은 최근 집중호우 성향 등을 고려하여 AMC-III 조건을 적용하였다. 유역추적 기법

은 홍수량의 차이가 적고, 강우로 인한 유수의 전이 및 유역의 저류효과 등 유역의 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하는 Clark모형을 적용하였다.

㉰ 거대강우 시나리오 생성

장기간 강우 기록이나 우량그래프는 강우의 불규칙한 분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강우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에서 독립강우사상을 추출해야 한다. 관

측 자료로부터 독립강우사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여러 강

우 사상들을 각각의 일반적인 강우사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 강우의 시작과 끝을 구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IETD개념은 장기간의 강우 기록에서 각각의 강우사상

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강우사상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무강우시간의 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두 개의 강우사상 사이의 무강우시간이 IETD보다 짧

으면 두개의 강우사상은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결정되며 반대로 두개의 강우사상 사이의 무강

우시간이 IETD보다 길면 이 두 개의 강우사상은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무강우시간이 기준치보다 짧을 경우 두 개의 강우는 하나의 강우로 볼 수 있고, 무강우시간이

기준치보다 길어질 경우 두 개의 강우는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볼 수 있다(권재호, 2003).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적정 IETD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상관

(Autocorrelation)분석,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분석, 연평균 강우발생개수 분

석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상관분석과 연평균 강우발생개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IETD를 산정할 때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도 산정된 IETD 값이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

다(주진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 중 비교적 객관적으로 IETD를 산정 할 수

있는 변동계수 분석법을 통해 IETD를 산정하였다(최치현 등, 2011). 무강우시간의 확률분포

는 대략적으로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무강우시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같

아지는 시점인 변동계수가 1이 되는 시점을 찾아가는 변동계수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적정

최소 무강우시간 결정을 위해서 평창강 유역의 4개 기상 관측소(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에

서 측정된 42개년(1973∼2014년)의 우기(5월∼10월)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는 홍수를 고려한 IETD 산정이기 때문에 우기의 강우자료만을 사용하였다. IETD를 1시간

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강우사상을 분리한 후, IETD별 무강우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계산하였다. 그 결과 IETD가 증가할수록 변동계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 IETD를 변경시켜가면서 무강우시간의 변동계수가 1이 되는 시점이 각 관측소의

IETD가 된다. 각 관측소의 IETD를 산정한 결과 대관령 15시간, 원주 13시간, 홍천 17시간,

제천 16시간이 각 관측소의 IETD인 것으로 나타났다. IETD가 가장 짧은 원주 관측소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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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평창강 유역의 IETD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강우 사상을 연속적으로 발생 시

켜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 기왕자료를 이용한 거대홍수 모의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8/30∼9/1에 발생한 강우 자료를 모형에 입력하여 홍수 모의를

하였다. 단일 호우에 의한 일반 홍수는 4,705.9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고, 연속적인 호

우에 의한 거대홍수는 4,997.0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260은 태풍 '루사'의

강우자료를 이용한 일반 홍수와 거대홍수의 홍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260 태풍 ‘루사’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9/12-9/13에 발생한 강우 자료를 모형에 입력하여 홍수 모의를

하였다. 단일 호우에 의한 일반 홍수는 3,458.5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고, 연속적인 호

우에 의한 거대홍수는 3,975.8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261은 태풍 '매미'의

강우자료를 이용한 일반 홍수와 거대홍수의 홍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261 태풍 ‘매미’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평창강 유역의 4개 기상 관측소(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에서 측정된 42개년(1973∼2014

년) 강우 자료를 분석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창강 하천기본

계획에서 사용한 설계빈도 100년빈도 확률강우량을 강우-유출 모형인 HEC-HMS에 입력하

여 그림 2.262와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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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 홍수저감 대안 설정

본 연구에서는 유역홍수저감 시설물을 배수펌프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수펌프

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소유역의 출구로 우수를 집수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수위

에 따라 자연배제 시키거나 빗물펌프를 이용하여 강제 배제시키는 홍수조절 시설이다. 또한,

배수펌프의 용량과 공사비는 기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공사비를 표 2.138과 같이 추정하였다.

대 안 펌프 용량 공사비

A 3sec × 1대 = 3sec 16.3 억원

B 3sec × 3대 = 9sec 48.9 억원

C 3sec × 5대 = 15sec 81.5 억원

표 2.138 홍수저감 시설물 규모 및 공사비

홍수저감 대안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수침수를 고려하였으며, 평창강에서 현재 운영중

인 배수펌프용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배수펌프가 존재하는

위치인 강원도 평창읍 하리 291에 배수펌프를 설계하였다.

그림 2.263 평창강 유역내 배수펌프 입지 선정

㉳ 홍수저감시설물의 홍수대응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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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의 홍수저감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HEC-RAS에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배수펌프 설치 전과 후의 홍수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264와 같이 배수펌프 설치 전

에는 홍수가 발생하였지만 배수펌프 설치 후에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가지고 ArcGIS상에 홍수범람도를 도시한 결과 그림 2.265∼그림 2.267과 같이

배수펌프 설치에 따른 홍수범람지역의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배수펌프 설치전 홍수위

(b) 배수펌프 설치후 홍수위

그림 2.264 배수펌프 설치 전·후에 대한 홍수위 분석

(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265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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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266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2)

(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267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3)

③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 위험도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모형에서 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지수를 이용한 홍수 위험

지수 산정 식은 식 2.64와 같다.

홍수위험지수적응능력
민감도×노출도

(2.64)

여기서, 민감도(Sensitivity)는 홍수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1시간 최대 강

우량, 10분 최대강수량, 80mm 초과 일수, 연평균 강수량, 일 최대 강수량 등과 같은 수문 특성

이 대체 변수에 해당 한다. 노출도(Exposure)는 위험성 요소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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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며, 대체 변수로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유역에 대한 인구 밀도, 자산 밀도 등이 있

다. 적응능력(Adaptation)은 민감도 및 노출도 요소에 대한 방어 능력으로 제방과 같은 외수방

어시설의 정비 정도, 하천개수율, 배수펌프시설과 같은 내수배제시설 등이 해당 된다.

PSR 모형으로 산정하는 홍수 위험 지수 산정 식은 식 2.65와 같다.

홍수위험지수대책
압력×현상

(2.65)

여기서, 압력(Pressure) 지수는 홍수피해에 대한 물리·환경적 압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

로 수문 및 유역 특성, 인문·산업·경제 지표 등이 해당한다. 현상(State) 지수는 홍수에 노출되

어 있는 수준 판단 및 홍수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지수로 홍수 피해 밀도 및 침수면적, 사망자

및 피해자 수 등이 해당한다. 대책(Response) 지수는 홍수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을 판단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 외수방어시설, 내수배제시설 등이 해당한다.

PSR 모형을 개선한 DPSISR 모형으로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는 식은 식 2.66와 같다.

홍수위험지수반응
추진력×압력×상태×영향

(2.66)

여기서, 추진력(Driving force) 지수는 홍수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로 대

체 변수로 인구, 거주자 수, 수문 특성 등이 해당 된다. 압력(Pressure) 지수는 환경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소로 사회, 경제, 환경 분야별로 치수·방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지수이다. 상태(State) 지수는 홍수에 의해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상태가

예상되는 지표로 도시지역비율, 범람 위험지역 등이 해당된다. 영향(Impact) 지수는 홍수, 재해

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 변수는 인명 피해, 홍수 피해액, 홍수발생빈

도 등이 있다. 반응(Response) 지수는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분야별 치수·방재에 대응하는 지

수로 제방 증고, 외수방어시설, 내수배제시설 등이 해당 된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모형, PSR 모형, DPSIR 모형 등을 산

정한 결과 샘플은 다음과 같다(그림 2.268∼그림 2.273). 홍수피해등급은 홍수피해액을 이용하

여 전국 유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금액이 높은 순으로 1 ∼ 5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홍수피해금액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모형으로 산정한 홍수위험지

수도 홍수피해등급과 같이 1 ∼ 5 등급으로 산정하였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홍수위험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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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68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08)

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69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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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70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10)

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71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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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72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12)

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 홍수위험지수
IPCC 모형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홍수피해액 홍수피해등급
PSR 모형 홍수피해지수

추진력지수 압력지수 상태지수 영향지수 대책지수 홍수위험지수
DPSIR 모형

그림 2.273 훙수위험지수 산정 샘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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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2011년 홍수피해액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PSR 모형을 이용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2013년 홍수피해액과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DPSIR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홍수피해액보다는 홍수피해등급과의 극

치 사상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PCC 모형으로 산정한 홍수 위험 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PSR 모형은 현

상 지수, DPSIR 모형은 상태 지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홍수 위험 지수를 산정한다. 기후변

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모형의 민감도 지수는 광범위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며, PSR 모형의 현

상 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비하여 지역이 한정적이고, DPSIR 모형의 상태 지수는 국한된 지역

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각 모형별로 민감한 지수에 의하여 홍수 위험 지수가 광범위

하게 또는 한정적인 지역에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은 기법별 상관 계수의 변

화로 알 수 있듯이 홍수 피해액과의 대체변수의 확충 및 최적 가중 기법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

관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④ 국내 유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별 홍수위험도 평가기술의 개발

모형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수문특성, 유역특성, 사회특성, 치수에 필요한 대책 등이 있다. 수

문특성으로는 1시간 최대 강수량, 10분 최대 강수량, 강수량의 80mm 초과 일수, 연평균 강수

량, 일 최대 강수량 등이며, 유역특성으로는 유역 고도, 경사도, 시가화율 등이 있다. 사회 특성

으로는 인구 밀도, 자산 밀도,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시설 등이 있으며, 치수에 필요한 대책으

로는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율 등이 있다(그림 2.274).

1시간 최대 강수량 10분 최대 강수량 80mm 초과 일수

연평균 강수량 일 최대 강수량 유역고도

시가화률 인구 밀도 자산 밀도

사회 간접 시설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율

그림 2.274 입력자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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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홍수위험지수와의 비교 검증을 위하여 홍수피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홍수피해

관련 자료로는 인명피해 관련 적합지수를 위한 사상자, 이재민 등(인), 홍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면적 관련된 적합한 지수인 피해 면적(), 경제손실과 관련된 적합한 지수를 위한 홍수로 인

한 재산 피해(원) 등이 있다(그림 2.275).

인명피해(인) 피해면적() 재산피해(원)

그림 2.275 홍수피해관련 정보 수집

구축한 입력자료와 홍수피해 관련 정보 등은 주로 광역시도, 시군구, 행정동과 같이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있다. 유역특성에 따른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축한 자료들을 Arc

GIS의 intersect 툴을 이용하여 유역 단위의 자료로 전처리하여야 한다(그림 2.276).

그림 2.276 입력자료 전처리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홍수위험지수를 예측을 위하여 26개 GCM 모형에서 생산된

강우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GCM모형의 목록은 표 2.139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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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CMs Resolution Institution
1 CMCC-CM 0.750ⅹ0.748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2 CCSM4 1.250ⅹ0.942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3 CESM1-BGC 1.250ⅹ0.942
4 CESM1-CAM5 1.250ⅹ0.942

5 BCC-CSM1-1-M 1.125ⅹ1.122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6 MRI-CGCM3 1.125ⅹ1.122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7 CNRM-CM5 1.406ⅹ1.401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8 MIROC5 1.406ⅹ1.401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9 HadGEM2-AO 1.875ⅹ1.250

Met Office Hadley Centre10 HadGEM2-CC 1.875ⅹ1.250
11 HadGEM2-ES 1.875ⅹ1.250
12 INM-CM4 2.000ⅹ1.500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3 IPSL-CM5A-MR 2.500ⅹ1.268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14 CMCC-CMS 1.875ⅹ1.865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15 MPI-ESM-LR 1.875ⅹ1.865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16 MPI-ESM-MR 1.875ⅹ1.865

17 FGOALS-s2 2.813ⅹ1.659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8 NorESM1-M 2.500ⅹ1.895 Norwegian Climate Centre
19 GFDL-ESM2G 2.500ⅹ2.02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20 GFDL-ESM2M 2.500ⅹ2.02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21 IPSL-CM5A-LR 3.750ⅹ1.895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22 IPSL-CM5B-LR 3.750ⅹ1.895

23 BCC-CSM1-1 2.813ⅹ2.79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4 CanESM2 2.813ⅹ2.791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25 MIROC-ESM-CHEM 2.813ⅹ2.791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and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26 MIROC-ESM 2.813ⅹ2.791

표 2.139 List of used GCMs

⑤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피해 분석

홍수위험지수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이론(Flood

Vulnerability Index, FVI), OECD에서 개발한 PSR (Pressure State Response) 모형,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에서 개발한 DPSIR (Driving force Pressure

State Impact Response) 모형 등이 있다(IPCC, 2007; OECD, 1993; EEA, 1999). 2000년부

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113 중권역 단위로 FVI, PSR, DPSIR 방법론에 따른 홍수위험지수의

평균은 그림 2.277과 같다. FVI, PSR, DPSIR 지수는 수집한 홍수 영향 인자 및 방어 인자로

산정하였으며, 각 기법에 따라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동일기간에 발생한 여러 유형의 피해형태

즉 인명피해, 피해면적, 피해액, 발생빈도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 및

자산밀도가 높은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역과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유역에 각각의 방법론으

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가 공통적으로 높게 산정되고, 치수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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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남해 유역 또한 홍수위험지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홍수피해 유형별 현황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유역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홍수의 발생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홍수로 인한 피해면적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며, 홍수로 인한 피해액

은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유역

에 높게 발생하였다. FVI 방법으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PSR 방법은 현상 지수, DPSIR 방법은 상태 지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

정한다. FVI 방법의 민감도 지수는 광범위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며, PSR 모형의 현상 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비하여 지역이 한정적이고, DPSIR 방법의 상태 지수는 국한된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각 모형별로 민감한 지수에 의하여 홍수위험지수가 광범위하게 또는 한

정적인 지역에 높은 값을 보인다.

Sensitivity Exposure Adaptation FVI
(a) FVI

Pressure State Response PSR
(b) PSR

Driving force Pressure State Impact Response DPSIR
(c) DPSIR

Damage of human life Damage of area Flood damage cost Frequency
(d) Flood damage information

그림 2.277 FVI, PSR, DPSIR 방법론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평균(2000-2015)

표 2.140는 FVI, PSR, DPSIR 방법의 홍수위험지수와 홍수 피해액과의 검정통계량을 나타

내었다. 검정통계량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 RMSE(Root Mean Square Error), 상관계수 R,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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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절대 백분율 오차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사용하였다. RMSE와

MAPE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며, FVI 방법의

RMSE는 0.90∼2.53, 상관계수는 –0.25∼0.60, MAPE는 0.73∼2.07이다. PSR 방법의

RMSE는 0.30∼1.41, 상관계수는 –0.07∼0.89, MAPE는 0.22∼0.69이고, DPSIR 방법의

RMSE는 0.11∼1.54, 상관계수는 –0.12∼0.72, MAPE는 0.05∼0.21이다. 표 2.141은 각각의

모형으로 산정된 홍수위험지수와 홍수피해 유형별 현황인 인명피해, 피해면적, 홍수의 발생빈도

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FVI 방법과 인명피해의 상관계수는 0.01∼0.76, 피해면적의 상

관계수는 –0.23∼0.97,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는 0.04∼0.79이고, PSR 방법과 인명피해의 상관

계수는 –0.23∼0.90, 피해면적의 상관계수는 –0.02∼0.97,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는 0.11∼0.89

이며, DPSIR 방법과 인명피해의 상관계수는 0.02∼0.97, 피해면적의 상관계수는 –0.15∼0.99,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는 0.32∼0.93이다. PSR 방법은 다른 모형보다 홍수 피해액과의 상관관계

를 잘 구현하며, 가뭄의 영향으로 홍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2015년은 각각의 모형의 홍수

위험지수와 홍수 피해액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VI 방법과 PSR 방

법보다 DPSIR 방법에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와 홍수로 인한 피해액의 MAPE가 더 적은 값을

가진다. 홍수피해유형별 현황과 각 방법론의 홍수위험지수의 상관계수에서는 발생빈도와 홍수

위험지수의 상관관계는 각각의 모형에서 홍수 피해 유형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으며, 피해면적

과 각 모형별 상관관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ear
FVI PSR DPSIR

RMSE R MAPE RMSE R MAPE RMSE R MAPE
2000 1.98 0.25 1.63 0.85 0.48 0.66 0.24 0.43 0.07
2001 1.61 0.34 1.30 0.66 0.61 0.46 0.48 0.72 0.08
2002 2.10 0.13 1.24 0.89 0.89 0.52 1.54 0.50 0.20
2003 2.06 0.19 1.54 1.41 0.72 0.67 0.90 0.30 0.21
2004 1.87 0.00 1.62 0.76 0.18 0.60 0.18 0.08 0.07
2005 1.68 0.03 1.44 0.61 0.47 0.48 0.34 0.03 0.10
2006 1.68 0.06 1.36 0.63 0.67 0.44 0.65 0.17 0.11
2007 1.58 0.35 1.43 0.50 0.66 0.44 0.11 0.13 0.06
2008 1.72 -0.01 1.44 0.41 0.06 0.37 0.21 -0.01 0.09
2009 2.02 0.49 1.67 0.63 0.51 0.51 0.29 0.34 0.08
2010 2.33 0.57 1.97 1.04 0.61 0.69 0.89 0.43 0.15
2011 2.53 0.37 2.07 0.92 0.59 0.66 0.90 0.44 0.14
2012 2.29 0.10 1.84 0.81 0.49 0.60 0.41 0.01 0.13
2013 1.73 0.24 1.45 0.46 0.26 0.39 0.32 0.18 0.11
2014 1.68 0.60 1.48 0.51 0.77 0.43 0.15 0.58 0.07
2015 0.90 -0.25 0.73 0.30 -0.07 0.22 0.12 -0.12 0.05
평균 1.86 0.22 1.51 0.71 0.49 0.51 0.48 0.26 0.11

표 2.140 FVI, PSR, DPSIR 방법론 별 홍수로 인한 피해액과의 검정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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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VI PSR DPSIR

Victim Area
Freque

ncy
Victim Area

Freque

ncy
Victim Area

Freque

ncy
2000 0.12 0.32 0.45 0.27 0.52 0.38 0.25 0.44 0.86
2001 0.58 0.28 0.61 0.80 0.34 0.82 0.96 0.09 0.93
2002 0.13 0.13 0.44 0.86 0.04 0.13 0.49 0.24 0.79
2003 0.25 0.11 0.63 0.78 0.30 0.17 0.31 0.17 0.90
2004 0.02 0.23 0.44 0.38 0.70 0.24 0.02 0.26 0.91
2005 0.02 0.08 0.67 0.51 0.60 0.62 0.10 0.14 0.93
2006 0.05 0.17 0.71 0.62 0.35 0.41 0.19 0.22 0.89
2007 0.33 0.51 0.36 0.66 0.65 0.11 0.05 0.00 0.66
2008 0.44 -0.03 0.70 0.30 0.42 0.37 0.39 -0.15 0.86
2009 0.68 -0.09 0.77 0.68 0.39 0.68 0.59 -0.09 0.88
2010 0.76 0.37 0.79 0.89 0.68 0.89 0.97 0.23 0.89
2011 0.68 0.09 0.78 0.90 0.13 0.85 0.97 0.51 0.86
2012 0.48 -0.23 0.68 0.39 -0.02 0.39 0.67 -0.03 0.93
2013 0.73 - 0.63 0.64 - 0.61 0.82 - 0.91
2014 0.66 0.97 0.54 0.81 0.97 0.61 0.56 0.99 0.91
2015 0.01 - 0.04 -0.23 - 0.18 0.05 - 0.32
평균 0.37 0.21 0.58 0.58 0.43 0.47 0.46 0.22 0.84

표 2.141 FVI, PSR, DPSIR 방법론의 홍수피해유형별 상관계수(R)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 대안 수립

①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시설의 홍수대응능력 평가

㉮ 시험유역 선정

2차년도에 시험유역으로 선정한 평창강 이외에 홍수에 취약한 경안천과 안양천을 추가적으로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여 거대홍수대응 능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전북대학교에서 제공받은 RCP8.5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경안천, 안양천, 평창강 유역의 관측

소를 구분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 그림 2.278과 같으며, 표 2.142과 같이 양평, 대관령을

제외한 전체 지점에서 현재보다 확률강우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수원 인천 양평 서울 이천 대관령 홍천 제천 원주

2025s -13.43 -24.55 20.32 -14.56 -6.70 3.82 -1.77 -2.6 -17.24

2055s -19.73 -29.82 0.93 -18.45 -6.35 7.82 -6.42 -4.36 -17.24

2085s -14.69 -20.59 62.71 -10.03 -2.85 12.21 -0.61 -0.25 -17.82

표 2.142 확률강우량 감소율



- 339 -

(1) 경안천 유역의 확률강우량

(2) 안양천 유역의 확률강우량

(3) 평창강 유역의 확률강우량

그림 2.278 유역별 확률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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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안양천,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미래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림

2.279와 같이 HEC-HMS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최적 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측홍수

사상을 통해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경안천 안양천 평창강

그림 2.279 유역별 HEC-HMS 모형 구축

ArcGIS에서 표 2.143∼표 2.145과 같이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로경사, 형상계수 등을 계산

하여 구축한 HEC-HMS 모형의 최적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경안천 Area Length Slope
Storage Constant

Clark Linsley Russel Sabol

W360 4.80 2.81 -0.00441 - - 0.80 0.28

W370 28.05 6.16 0.010219 5.79 0.65 1.05 0.36

W380 17.39` 4.32 0.000694 15.59 1.37 1.23 0.42

W390 48.20 13.54 0.009649 13.09 1.91 2.70 1.11

W410 14.24 2.82 0.000204 18.81 1.49 0.80 0.26

W440 15.89 4.44 0.000902 14.03 1.18 1.26 0.43

W470 22.53 5.58 0.010744 5.12 0.51 0.95 0.33

W500 8.92 3.58 0.015091 2.77 0.17 0.61 0.21

W510 11.00 3.90 -0.00125 0.00 0.00 1.11 0.39

W520 5.49 1.40 -0.00214 0.00 0.00 0.40 0.13

W560 20.85 5.63 0.011667 4.95 0.48 0.96 0.34

W570 2.44 2.20 0.012266 1.88 0.06 0.37 0.14

W580 14.12 3.16 0.002851 5.62 0.44 0.90 0.30

W590 23.05 6.97 0.004589 9.78 0.99 1.98 0.72

W600 25.24 9.04 0.006635 10.55 1.12 1.80 0.71

표 2.143 경안천유역의 최적 매개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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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Area Length Slope
Storage Constant

Clark Linsley Russel Sabol

W100 3.41 1.60 -0.00188 - - 0.45 0.15

W110 53.33 10.09 -0.00020 - - 2.87 1.03

W120 13.39 0.40 -0.00500 - - 0.11 0.04

W130 13.31 2.98 0.00034 15.42 1.18 0.85 0.28

W140 43.32 13.82 0.00087 44.57 6.18 3.93 1.70

W150 45.47 6.49 0.00278 11.70 1.66 1.84 0.62

W160 37.36 6.80 0.00265 12.55 1.61 1.93 0.66

표 2.144 안양천유역의 최적 매개변수 산정

평창강 Area Length Slope
Storage Constant

Clark Linsley Russel Sabol

W280 118.27 27.13 0.01168 23.84 5.46 4.63 2.34

W290 146.89 22.76 0.01022 21.39 5.46 3.88 1.56

W320 135.59 33.65 0.01094 30.56 7.49 5.74 3.63

W330 87.22 12.30 0.01358 10.03 1.97 2.10 0.75

W420 102.51 17.64 0.01712 12.81 2.73 3.01 1.17

W430 46.96 11.51 0.00490 15.61 2.25 3.27 1.25

W440 57.47 20.16 0.00298 35.09 5.60 5.73 3.15

표 2.145 평창강유역의 최적 매개변수 산정

또한, 모형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2.280∼2.282과 같이 첨두 유량에 대한 보정을 실

시하고, 실측홍수사상을 바탕으로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안천 보정시 1.6%, 검

증시 2.2%, -11.1%의 오차값을 확인하였고, 안양천 보정시 –0.3% 검증시 –0.6%, -7.6%의

오차값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창강 유역의 경우 보정시 5.1%, 검증시 12.5%, 12.6%의 오

차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안천, 안양천, 평창강 유역 오차값을 확인한 결과 구축된 모형의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정 결과 검증 결과 검증 결과

그림 2.280 경안천 검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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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결과 검증 결과 검증 결과

그림 2.281 안양천 검보정 결과

보정 결과 검증 결과 검증 결과

그림 2.282 평창강 검보정 결과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경안천, 안양천, 평창강 유역의 HEC-HMS모형에 RCP8.5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

정한 결과 그림 2.283과 같다. 양평, 대관령 관측소를 제외한 전체 지점에서 현재보다 작은 확률

강우량의 영향으로 대관령 관측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창강을 제외한 경안천, 안양천 유역의

홍수량은 미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경안천 (2) 안양천 (3) 평창강

그림 2.283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능력 평가

현재기간, 2025s, 2055s, 2085s로 구분하여 저류지 준설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현

재기간에 대하여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현재기간에서는 표 2.146과 같이 경안천 10%, 안양천

10%, 평창강 10%의 첨두유출량이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284와 같이 기

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43 -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916.0 2,624.4

안양천 2,665.9 2399.7

평창강 4,825.2 4,342.7

표 2.146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현재)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284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현재)

202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표 2.147와 같이 경안천 12%, 안양천 12%, 평창강

10%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285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147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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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표 2.148과 같이 경안천 14%, 안양천 13%, 평창강

10%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그림 2.286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148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5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285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2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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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표 2.149와 같이 경안천 12%, 안양천 12%, 평창강

9%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287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149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8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287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85s)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286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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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수저감 시설물별 치수 경제성 분석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으로 홍수피해액을 추정해본 결과 표 2.150와 같이 경안천 6%, 안양

천 8%, 평창강 9%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30, 안양천 3.58, 평창

강 1.15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80,773 639,477 41,296 31,654 1.30

안양천 7,089,747 6,522,567 567,179 158,272 3.58

평창강 140,107 127,976 12,131 10,551 1.15

표 2.150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현재)

2025s의 경우 표 2.151과 같이 경안천 10%, 안양천 16%, 평창강 9%가 저감되었으며, 경제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93, 안양천 5.98, 평창강 1.15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05,482 544,257 61,224 31,654 1.93

안양천 5,914,137 4,967,875 946,262 158,272 5.98

평창강 139,938 127,792 12,145 10,551 1.15

표 2.151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25s)

2055s의 경우 표 2.152과 같이경안천 9%, 안양천 19%, 평창강 8%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78, 안양천 7.69, 평창강 1.09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559,474 442,354 117,119 31,654 3.70

안양천 5,389,574 3,566,817 1,822,757 158,272 11.51

평창강 141,081 130,032 11,049 10,551 1.05

표 2.152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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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s의 경우 표 2.153과 같이 경안천 9%, 안양천 19%, 평창강 8%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78, 안양천 8.96, 평창강 1.09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10,226 553,782 56,444 31,655 1.78

안양천 6,463,117 5,043,754 1,419,363 158,273 8.96

평창강 148,661 137,123 11,539 10,552 1.09

표 2.153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55s)

③ 유역특성별 치수안전도 개선 방안 도출

기후변화에 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극치 강우 사상이 증가하게 되며, 극치

강우의 증가로 인하여 IPCC에서 제시하는 FVI 방법의 민감도 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민감도

지수의 증가는 홍수위험지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치수대책 변화를 분석하여 치수안전

도 개선 및 수재해에 의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그림 2.288은 미래의 RCP 4.5와 RCP8.5 시

나리오의 민감도 지수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289은 RCP 4.5와 RCP8.5 시나리오의 민

감도 지수의 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평균을 나타내었다. 민감도 지수는 2039년까지 남해안

지역이 증가하며, 2040년부터 남해안 지역 및 서울 경기 지역이 증가한다. 홍수위험지수는 한강

서울 및 남강댐 유역이 홍수위험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민감도 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민감도 지수 평균 RCP8.5

그림 2.288미래의 민감도 지수 평균(RCP4.5,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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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

(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289 홍수위험지수 평균(RCP4.5, RCP8.5)

④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략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홍수

대응 능력 관련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홍수 대응 능력 관련 변수들은 CMLR 및 단계적 선택법

을 이용하여 산정한 회귀계수에서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홍수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 용량 등

을 증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에 대하여 순차적

으로 하천 개수율 개선, 하수도보급률 개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증가, 유수지 용량을 증가하였

을 때, 각 홍수피해 유형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그림 2.290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년도 별 홍수위험지수의 개선에 필요한 치수 대책 변

수의 현황 및 개선 가능 범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하천 개수율 및 하수도 보급률의 개선 가능

범위는 100%에서 현황을 제외한 범위이며, 우수에 대한 양수량과 유수지 용량의 개선 가능 범

위는 현황의 3배로 정하였다.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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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 수립

① 거대홍수량 산정 및 유역홍수저감시설 평가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SARR 모형을 이용하였다. SSARR

모형은 미국 공병단에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형으로, 저수지 조작,

대유역의 실시간 유출예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무강우시간을 이용한 거대강우 시나리오와, 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한 물리기반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거대홍수량을 산정하였다.

㉮ 거대홍수 산정을 위한 모형의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의 기왕 최대홍수사상을 사용하여 2009년 7월 보정을 실시하였으

며, 2002년 8월, 2006년 7월, 2008년 7월의 홍수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적

함수 SSR과 WSSE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RMSE(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 RE(Relative Error of Peak)를 사

용하였다.

목적함수 SSR과 WSSE의 보정결과는 표 2.154와 같으며, 검정결과는 표 2.155∼표 2.157과

같다. 결과에서  의 값은 0∼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 모의 효율이

우수하며, NRMES와 RE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 모형 효율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검·보정 결과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WSSR의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정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9-07-09

∼

2009-07-12

SSR
 0.8670

NRMSE 0.1063
RE 0.2583

WSSR

 0.8694

NRMSE 0.1024

RE 0.2241

표 2.154 2009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보정결과

치수 대책 변수 현황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용량

치수 대책 변수 개선 가능 범위

그림 2.290 치수 대책 현황 및 개선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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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2-08-01

∼

2002-08-31

SSR
 0.7437

NRMSE 0.0928
RE 0.3880

WSSR

 0.7525

NRMSE 0.0884

RE 0.3689

표 2.155 2002년 8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6-07-01

∼

2006-07-31

SSR
 0.8751

NRMSE 0.0724
RE 0.1613

WSSR

 0.8787

NRMSE 0.0715

RE 0.1349

표 2.156 2006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8-07-01

∼

2008-07-31

SSR
 0.8516

NRMSE 0.0627
RE 0.0394

WSSR

 0.8534

NRMSE 0.0627

RE 0.0122

표 2.157 2008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 거대강우시 시나리오를 이용한 거대홍수량 산정

검보정 결과를 통해 WSSR이 SSR보다 거대홍수를 모의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WSSR

의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IETD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한 Mega Storm

Scenarios R199907210810을 사용하여 거대홍수량을 산정하였다. IETD를 이용한 거대홍수 시

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은 표 2.158과 같으며 Mega Storm Scenarios

R199907210810의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은 표 2.159와 같다. 산정 결과

IETD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은 4802.8CMS가 산정되었으며, R199907210810을 통해 산정

된 거대홍수량은 4773.8CMS가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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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LOOD
목적함수 첨두홍수량 MEGA FLOOD

IETD를

이용한

거대홍수

시나리오

WSSR 4802.8CMS

표 2.158 IETD를 이용한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 산정

MEGA

FLOOD
목적함수 첨두홍수량 MEGA FLOOD

R199907210

810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WSSR 4773.8CMS

표 2.159 R199907210810의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 산정

㉰ 경안천 유역의 홍수저감대안 평가

경안천 유역의 기존 홍수저감대안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서하리의 서하 강변

저류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하강변 저류지는 유역종합치수계획(2008), 하천정비기본

계획(2011)에서 제시한 시설물로 사업비 총 743억원의 홍수저감대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사업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대안으로 설정한 서하 강변 저류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

행하였다.

서하 강변저류지 사업 전과 후에 대한 범람해석 및 침수구역도 작성을 통해 표 2.160과 같이

사업 전과 후에 대한 침수심별 침수면적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침수면적은 0.5m∼

1m에서 최대 7.7%감소하였고, 2m∼3m에서 1.1% 증가하였으며, 총 4.1%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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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전 () 사업 후 () 저감효과() 감소율

0∼0.5m 199,480 196,121 3,359 1.7%

0∼1m 404,688 385,503 19,185 4.7%

0∼2m 793,752 770,765 22,987 2.9%

0∼3m 1,014,253 993,728 20,525 2.0%
전체 침수

구역
1,678,828 1,610,535 68,293 4.1%

표 2.160 범람해석을 통한 침수면적 저감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안천 유역의 홍수저감 대안인 서하 강변 저류지 설정 전과 후에 따른

일반자산피해액, 인적피해액, 공공시설물피해액을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기법을 통해 표 2.161과

같이 산정하였다. 그 결과 서하 강변저류지 설정에 따른 홍수피해저감액은 일반자산피해액 123

억원, 인적 피해악 9억원, 공공시설물피해액 85억원으로 총 210억원의 홍수피해액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일반자산

피해액

인적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합계

사업 전 9,264 158 6,429 15,851

사업 후 9,141 149 6,344 15,641

저감액 123 9 85 210

표 2.161대안 설정 전과 후에 따른 홍수피해액 산정

또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홍수피해경감액을 Benefit, 사업비를 Cost로 설정하

여 B/C분석을 표 2.162와 같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B/C가 0.283으로 1이하가 산정되었다. 즉,

서하 강변저류지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로 보아 기후변화

로 인하여 미래 설계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하 강변저류지의 용량을 늘려

대안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 전 사업 후
Benefit

(홍수피해 경감액)
Cost (사업비) B/C

15,851 15,640 211 743 0.283

표 2.162 서하 강변저류지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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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해석 모형 개발

유출은 수자원 부분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수문학적 변수 중 하나이며, 유출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왔다. 그 중에서 NRCS-CN(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 방법은 강우 유출 모델링을 위한 일차적이고 간단한 방법중 하나로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NRCS 방법은 토양의 특성, 토지이용 상태, 식생피복상태, 선행토

양함수 조건 등을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우강도, 시간 분포의 영향, 공간 규모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며, 유일한 매개변수인

CN값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 또한, 인접한 수분 상태의 영향을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Hawkins, 1993; Ponce and Hawkins, 1996, Michel et al., 2005). 또한, 기존의 모델들은

실시간 기상 조건에 따른 토양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연속된 강우 사상에 대해서 CN 값 선정

이 불가능 하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입력되는 CN값이 변경되지 않아

초기손실량을 산정할 수 없으며, 연속적인 강우사상에 대한 정확한 유출해석 수행하는데 한계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291의 강우-유출 해석 절차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

선하여 연속적인 강우-유출 해석을 통한 홍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291 연속강우 유출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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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자료 분석을 통해 그림 2.292와 같이 소유역 및

하도를 구분하였으며, 표 2.163∼표 2.164와 같이 소유역별 Basin Length, Basin Slope, CN,

Area 등의 특성인자를 산정하였다. 또한, 표와 같이 하도구간별 River Length, River Slope

등의 하천특성인자를 산정하였다.

그림 2.292 소유역 및 하도 구분

구 분 Basin Length(m) Basin Slope CN Area()

1 7,637.80 0.003535 71.35 31.53

2 28,794.90 0.005973 71.10 158.30

3 6,367.75 0.007538 72.55 32.30

4 4,502.42 0.009773 73.92 23.18

5 3,157.02 0.002851 69.79 14.23

6 6,972.90 0.004589 73.26 23.05

7 9,043.45 0.006635 69.19 25.24

8 10,413.34 0.012964 72.42 48.12

9 13,388.85 0.012847 72.73 34.23

10 2,700.81 0.017772 72.10 26.58

11 4,747.57 0.013481 70.86 30.54

12 4,643.89 0.008829 69.72 28.15

13 4,322.50 0.000694 71.39 17.39

14 11,059.14 0.008319 68.41 48.20

15 2,458.23 0.000407 71.24 14.24

표 2.163 소유역별 특성인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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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iver Length (m) River Slope

A 2,195.51 0.0118

B 4,193.45 -0.0021

C 7,637.79 0.0035

D 2,458.23 0.0004

E 4,322.50 0.0007

F 5,488.97 0.0002

G 5,251.98 0.0023

H 3,798.38 0.0024

표 2.164 하도구분별 하천특성인자

기존의 홍수량 산정 모형의 경우 입력된 연속강우 전체기간을 하나의 강우 사상으로 인식하

기 때문에, CN값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으며, 초기손실우량(la) 및 토양수분량 변화 곡선이

한 개의 식으로 표현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를 분리시켜 CN값을 다르

게 나타내기 위하여 연속 강우사상을 분리하여 타나내기 위한 방법으로 IETD개념을 도입하였

다.

강우 사상을 분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강우사상 사이의 최소 무강우 기간

(Interevent time definition, IETD)를 통해 두 개의 강우 이벤트 사이의 기간이 무강우 기간

보다 ‘짧다’면, 연속적인 하나의 강우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강우 사상 사이의 기간

이 ‘길다’면 두 강우 사상은 독립된 강우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우기록을 독립 호우사상으

로 분리하기 위하여 IETD를 정의 하는 방법은 자기상관 분석(Autocorrelation analysis), 변

동계수 분석(Coefficient of Variation), 연강우 평균발생개수 분석(Average annual number

of rainfall event analysis)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그림

2.293과 같이 해당 기상관측소의 IETD를 산정하였다.

그림 2.293 기상관측소별 최소 무강우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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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 유역에 속해 있는 관측소별(서울, 이천, 수원, 양평) IETD를 산정한 결과 서울 9시간,

이천 12시간, 수원 13시간, 양평 12시간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소유역에 강우량을

적용할 때 환산강우량을 적용해야 하므로, 가장 짧은 서울 관측소의 산정값을 기준으로 9시간을

경안천 유역의 최소 무강우 시간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식량기구(FAO)는 Penman FAO-24 방법을 개선한 Penman-Monteith 방법을 발표하

였으며, 이 방법은 기존의 Penman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세계적으로 작 물 필요수량에 대

하여 일관된 값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기상자료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용성이 뛰

어난 방법이다. 또한, 각종 방법에 의한 증발산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Penman-Monteith 방

법이 정확성 과 적용성이 월등히 뛰어나며, 세계식량기구(FAO), 미국토목학회(ASCE), 세계

기상기구(WMO)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nman-Monteith 방법의 시간별 증발산량 계산식을 통해 그림 2.294와 같이 경안천 유역의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

∆   




 

(2.65)

여기서, 는 증발산량, 은 순복사량, 은 토양열속밀도, 는 건습계 상수, ∆는 기온
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의 기울기,   는 기온의 포화수증기압, 는 1시간 평균 수증기

압, 는 1시간 평균 기온, 는 2m 높이에 해당하는 1시간 평균 풍속, 과는 작물의 종

류에 다른 계수(잔디인 경우,      )

그림 2.294 관측소별 증발산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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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관측소의 경우 일사량 측정 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종관 기상

관측소의 일사량 자료를 활용하여 증발산을 산정하였다. 단,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기상상

태가 달라지므로 위도 및 거리를 고려하여 양평의 경우 인천관측소 이천의 경우 수원관측소의

일사량 자료를 활용 하였다.

유효우량 산정 방법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위하여 NRCS방법, CN, 선행토양함수조건 방

법을 검토하여 기존 유효우량 산정방법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NRCS 방법

토양특성, 토지이용상태, 식생피복상태, 선행토양함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효유량을 산정하

는 방법이다. 또한, 총우량(P)와 유효우량(Q)의 비는 토양의 최대잠재보유수량(S)과 토양의 실

제 보유수량(F)의 비와 같다는 가정을 통해 차단량, 초기침투량, 지면저류랑 등으로 구성되며,

유출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는 손실량인 초기손실우량을 고려한다. 이는 다수의 시험 유역의

자료로부터 초기손실우량과 토양의 최대잠재보류 수량의 관계를 유도한다.

•CN(runoff curve number)

CN은 실측자료로부터 총우량과 유효우량과의 관계를 도식한 곡선을 표준화하여 0∼100 사

이의 값을 가지는 무차원 지수값을 의미한다. 최대잠재보유수량(S)와 유출곡선지수(CN)의 관

계는 식 2.66과 같으며, 선행토양함수조건(AMC)에 따른 유출곡선지수(CN)의 관계는 식 2.67

과 같다.

 


  


 (2.66)

조건  


 조건


(2.67)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

선행토양함수조건은 유역 유출특성의 변화요인을 토양이 이미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이용하

여 나타내고자 선행5일 강수량을 이용한 선행토양함수조건개념을 사용하여 유출의 변송성을 표

현한다. 선행토양함수조건의 분류는 표 2.165와 같다.



- 358 -

AMC 별
비성수기 성수기

(inch) (mm) (inch) (mm)

Ⅰ <0.5 <12.70 <1.4 <35.56

Ⅱ 0.5<<1.1 12.70<<27.94 1.4<<2.1 35.56<<53.34

Ⅲ >1.1 >27.94 >2.1 >53.34

표 2.165 AMC 조건

•기존 유효유량 산정 방법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기존 방법에 따라 유효우량을 산정하게 되면, 초기에 입력되는 CN값이 변경되지 않아 분석기

간이 늘어나더라도 초기손실량을 산정할 수가 없으며, 토양수분량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 정확

한 유효우량을 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강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강우를 분리하여 CN값

을 선행5일 조건에 의해 재산정하도록 조건을 변경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선행토양

함수조건의 경우 5일간의 강우량에 따라 3가지의 CN값을 나타냄. CN값이 3가지로만 표현되어,

최대 잠재 보유수량(S)값이 3가지로 한정적이다. 그리고 분석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선행 1일

강우량과, 선행 3일, 선행 5일 강우량이 동일하면 같은 CN값을 나타내어 증발산 고려없이 동일

한 토양상태로 가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발산에 따른 토양

수분량의 변화를 산정함으로써 기상조건에 따른 토양수분함량을 산정하여 연속적인 강우가 발

생시 유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선하였다.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해석 모형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값

을 산정하기 위하여 Kraven(Ⅱ)공식과 Sabol공식을 이용하였다. 15개의 소유역별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 산정결과는 표 2.166과 같다.

Subbasin
Time of concentration

(HR)

Storage Coefficient

(HR)
1 1.010310 0.777402
2 2.666248 2.650631
3 0.589618 0.436381
4 0.416899 0.301189
5 0.417604 0.298442
6 0.922360 0.722233
7 0.837373 0.710170
8 0.826472 0.653524
9 1.062628 1.056405

10 0.214354 0.149251
11 0.376799 0.269909

표 2.166 소유역별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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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소유역별로 등시간도(isochrones)를 작도하고, 유역 면적을 고려하여 시간-면적 곡

선을 작도하였다. 또한, 순간단위도를 유도한 다음 입력 자료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수

배 방법으로 소유역별 1시간 IUH를 그림 2.295와 같이 산정하였다.

그림 2.295 소유역별 1시간 IUH

하도 홍수 추적을 위해 Muskingum 방법을 이용하였다. Muskingum 방법은 McCarthy가

미국 육군공병단 산하의 Muskingum Conservancy District의 홍수조절계획 수립을위해 사용

한 홍수 추적 방법으로, 기본방정식은 하천의 추적구간 내 저류량에 미치는 홍수유입량의 영향

을 고려하기위하여 구간내의 총저류량을 대형저류량과 쐐기저류량으로 구분하고, 대형저류량

은 유출량에만 비례하나 쐐기저류량은 유입량과 유출량의차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총 저류량

은 대형저류량과 쐐기저류량의 합으로 표현한다. 이론적으로 계산 시간간격 ∆는 추적기간으

로서 저류상수 K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저류상수 K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추적구

간의 평균유속에 의한 도달시간인 의 약 1/2 ∼2/3를 K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운동파 이

론(kinematic wave theory)에 의하면 계수  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도록 ∆를 선
정해야 하며,  는 음의 유출량이 계산될 정도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음

(-)인 것도 가능하나 는 반드시 양(+)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 홍수추적의 시간간격

∆는 2K x<∆≤(≅2/3 ) 를 만족시켜야한다.

12 0.429999 0.308556
13 0.571770 0.418321
14 1.024015 0.825818
15 0.325170 0.2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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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유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기저유량 산정을 위해 Eckhardt filter를 이용하였다. 이는 전체 유량에서 기

저유량을 분리하는 Recursive digital filter의 한 종류로서, 대수층의 유출량이 대수층의 저수

량과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Eckhardt(2004)가 개발한 filter. BFI_MAX값과

알파값을 주요인자로서 사용한다. 기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식은 2.68과 같다.

 max
max   max

(2.68)

여기서, 는 기저유량, 는 전체하천유량이다.

•홍수량 산정 결과

2009년 7월 1일∼7월 31일까지의 강우사상을 이용하여 15개의 소유역별 유출량을 산정한 결

과 그림 2.29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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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kingum 결과

2009년 7월 1일∼7월 31일까지 Channel 1부터 8까지의 Muskingum 결과는 그림 2.297과

같다.

그림 2.297 Muskingum 결과

•첨두홍수량 산정

Eckhardt filter를 통해 분리한 기저유량과 모형에서 산정된 직접유출량을 합하여 그림 2.298

그림 2.296 소유역별 홍수량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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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총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오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첨두 유량값의 차이는 34.5CMS였으며, 첨두 유량 발생시간은 1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Percent Error Peak는 0.9925, Nash효율성 계수는 0.9371로 높아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98 출구점 유출량 결과

③ 시범유역에 대한 홍수위험도 평가

홍수피해 유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를 사용

하였다. 다중선형회귀모형의 구성은 홍수유발 인자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홍수대응 인자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구속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2.69)

여기서, 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면적, 피해액, 발생빈도 등 홍수피해 유형 현황, 은

수문특성, 유역특성, 치수대책 등을 반영하는 변수, 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다중

선형회귀모형의 입력 변수는 5개의 수문변수(1시간 최대 강수량, 10분 최대 강수량, 1일 강수량

이 80mm 초과한 일수, 일 최대 강수량, 연 평균 강수량)와 5개의 유역특성(유역고도, 시가화율,

인구 밀도, 자산 밀도,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시설), 4개의 홍수대응 능력과 관련한 변수를(하

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배수펌프 시설, 유수지 용량)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문변수와

유역특성과 관련한 변수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도록, 홍수대응 능력 관련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도록 구속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2.299∼2.300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역특성을 반영한 CMLR 방법을 이용하여 인

명피해, 피해면적, 재산피해, 발생빈도 등 홍수피해유형별 홍수로 인한 피해 현황과 홍수위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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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유역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2002년과 2003

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이재민수 증가로 인명피해의 홍수위험지수가 높게 나타

났다. 또한, 홍수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역에 발생빈도의 홍수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난

다. 홍수로 인한 피해면적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 서남해 유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

나며,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는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유역에 높게 나타난다. 표 2.177∼2.178는 그림 2.299와 그림 2.300에 나

타난 홍수피해유형별 홍수위험지수와 홍수로 인한 피해 현황의 검정통계량을 기존의 FVI,

PSR, DPSIR 방법과 비교하였다. 사용된 검정통계량은 표 2.172와 같이 RMSE, R, MAPE를

사용하였다. 인명피해의 현황과 홍수위험지수의 RMSE의 평균은 0.35, R은 0.62, MAPE는

0.12로 산정되어, FVI 방법의 RMSE 1.93, R 0.37, MAPE 1.67이고, PSR 방법의 RMSE

0.79, R 0.58, MAPE 0.62이고, DPSIR 방법은 RMSE 1.93, R 0.37, MAPE 1.67이다. 피해면

적의 현황과 홍수위험지수의 RMSE의 평균은 0.43, R은 0.61, MAPE는 0.17로 산정되어, FVI

방법의 RMSE 2.14, R 0.21, MAPE 1.67이고, PSR 방법의 RMSE 1.01, R 0.43, MAPE 0.59

이고, DPSIR 방법은 RMSE 0.81, R 0.22, MAPE 0.19이다. 재산피해의 현황과 홍수위험지수

의 RMSE의 평균은 0.26, R은 0.48, MAPE는 0.12로 산정되어, FVI 방법의 RMSE 1.86, R

0.22, MAPE 1.51이고, PSR 방법의 RMSE 0.71, R 0.49, MAPE 0.51이고, DPSIR 방법은

RMSE 0.48, R 0.26, MAPE 0.11이다. 발생빈도의 현황과 홍수위험지수의 RMSE의 평균은

0.21, R은 0.94, MAPE는 0.06로 산정되어, FVI 방법의 RMSE 1.49, R 0.58, MAPE 1.01이

고, PSR 방법의 RMSE 0.68, R 0.47, MAPE 0.31이고, RMSE 0.50, R 0.84, MAPE 0.16이

다. 기존의 방법론 FVI, PSR, DPSIR에 비하여 인명피해, 피해면적, 재산피해, 발생빈도 등 홍

수피해유형별 CMLR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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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 인명피해 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b) 인명피해 홍수위험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 피해면적 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 피해면적 홍수위험지수

그림 2.299 CMLR 모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평균(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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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 재산피해 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 재산피해 홍수위험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 발생빈도 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h) 발생빈도 홍수위험지수

그림 2.300 CMLR 모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평균(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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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인명피해 피해면적

RMSE R MAPE RMSE R MAPE
2000 0.21 0.46 0.08 0.32 0.92 0.11
2001 0.41 0.99 0.09 0.32 0.48 0.16
2002 0.36 0.91 0.11 0.58 0.85 0.15
2003 0.75 0.83 0.14 0.48 0.87 0.14
2004 0.32 0.18 0.11 0.35 0.94 0.15
2005 0.19 0.32 0.10 0.79 0.80 0.13
2006 0.30 0.18 0.14 0.40 0.67 0.13
2007 0.08 0.55 0.05 0.44 0.65 0.22
2008 0.28 0.49 0.17 0.28 0.10 0.16
2009 0.31 0.69 0.13 0.49 0.27 0.26
2010 0.40 0.98 0.07 0.69 0.64 0.25
2011 0.51 0.99 0.08 0.42 0.92 0.23
2012 0.55 0.39 0.15 0.62 0.96 0.14
2013 0.46 0.67 0.14 0.17 0.39 0.09
2014 0.30 0.69 0.16 0.26 0.25 0.18
2015 0.22 - 0.21 0.22 0.07 0.16
평균 0.35 0.62 0.12 0.43 0.61 0.17
FVI 1.93 0.37 1.67 2.14 0.21 1.67
PSR 0.79 0.58 0.61 1.01 0.43 0.59
DPSIR 0.32 0.46 0.11 0.81 0.22 0.19

표 2.167 CMLR 방법론의 홍수피해유형별 검정통계량

Year
재산피해 발생빈도

RMSE R MAPE RMSE R MAPE
2000 0.18 0.38 0.10 0.23 0.98 0.06
2001 0.24 0.37 0.12 0.26 0.98 0.07
2002 0.46 0.97 0.12 0.13 0.98 0.05
2003 0.52 0.92 0.11 0.18 0.99 0.05
2004 0.33 0.28 0.16 0.14 0.95 0.05
2005 0.24 0.34 0.13 0.40 0.97 0.07
2006 0.46 0.80 0.11 0.19 0.96 0.06
2007 0.12 0.53 0.08 0.25 0.79 0.07
2008 0.11 0.03 0.07 0.23 0.98 0.06
2009 0.14 0.57 0.07 0.17 0.98 0.06
2010 0.17 0.53 0.10 0.23 0.99 0.07
2011 0.21 0.56 0.12 0.22 0.98 0.06
2012 0.24 0.21 0.12 0.18 0.99 0.07
2013 0.21 0.34 0.12 0.15 0.97 0.07
2014 0.17 0.67 0.12 0.21 0.84 0.06
2015 0.32 -0.13 0.24 0.15 0.69 0.07
평균 0.26 0.48 0.12 0.21 0.94 0.06
FVI 1.86 0.22 1.51 1.49 0.58 1.01
PSR 0.71 0.49 0.51 0.68 0.47 0.31
DPSIR 0.48 0.26 0.11 0.50 0.84 0.16

표 2.168 CMLR 방법론의 홍수피해유형별 검정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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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홍수대응능력평가 기술 및 위험관리전략의 시험유역 적용

그림 2.301∼2.304는 유역특성을 반영한 인명피해, 피해면적, 피해액, 발생빈도 등 홍수피해

유형별 홍수위험지수의 현황과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26개

GCM 모형의 극치 강우량으로 산정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년도별 홍수피해유형별 홍수위험

지수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명피해의 홍수위험지수는 현재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강 서울유

역, 수영강유역과 강원도 동해안 유역에서 높아진다. 피해면적의 홍수위험지수는 다른 유역에

비하여 농경지 면적이 넓은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한 서남해 유역에 홍수위험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피해액의 홍수위험지수는 태풍 매미와 루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홍수위험지수 현황에

서 높게 산정되는 강원도 동해안 유역에서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강댐 유역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발생빈도의 홍수위험지수는 한강 서울유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3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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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302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피해면적)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303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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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304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발생빈도)

(마) 기후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대홍수대응 Emergency Plan 수립 및 현업화
방안 제시

① 거대홍수 범람해석 및 최적대피소 선정

㉮ 거대홍수 범람해석

본 연구에서는 Level pool 방법을 이용하여 침수구역도를 작성하였다. Level-pool방법은 침

수심에 따른 월류체적을 산정하여 침수범위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내수침수해석 및 침수구역

도 작성 절차는 그림 2.305와 같다.

그림 2.305  Level pool방법을 이용한 침수구역도 작성 절차

침수구역도 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위 분석의 경우 대부분

HEC-RAS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해 왔지만, HEC-GeoRAS를 통해 홍수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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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RAS를 사용하여 홍수위를 분석할 경우 그림 2.306과 같이 단면자료가 있는곳 까지만 침

수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내지 부분의 침수피해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홍수위가 과대산정되

어 하류부 또는 모든 유역이 침수피해를 받게 되어 침수면적이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07과 같이 HEC-GeoRAS를 이용하여 DEM 등의 지형자료로부터

지형자료의 위치정보를 입력한뒤 단면을 확장하였고, 제내지로 유입되는 양을 추정하여 침수 면

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2.306 기존 방법의 문제점

그림 2.307 HEC-GeoRAS를 

이용한 홍수위 분석

4차년도에 산정한 거대홍수량을 이용하여 Level-pool방법을 통해 표 2.169와 같이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범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2.308과 같이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침수구역도를 작

성하였다. 침수구역도를 작성하여 침수지역을 과거 침수피해지역과 재해위험지구와 비교한 결

과 동일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거대홍수로 인해 과거 침수되지 않았던 지역에 피

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대홍수 발생으로 대부분의 침수구역에서 3m이상의

침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Mega Flood 1 Mega Flood 2
1 (0∼0.5m) 219,760 223,739
2 (0.5m∼1m) 198,751 196,420
3 (1m∼2m) 407,899 414,907
4 (2m∼3m 333,286 322,353
5 (3m이상) 904,765 900,889
합 계 2,064,461 2,058,308

표 2.169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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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8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침수구역도 작성

㉯ 거대홍수에 따른 최적 대피소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된 거대홍수 시나리오별 거대홍수량을 통해 거대홍수에 따른 침수구

역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통해 거대홍수에 따른 최적의 대피소를 선정하

였다.

거대홍수에 따른 최적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사용하였다. AHP기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를 ‘계층’으로

알기 쉽게 세분화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AHP기법은 먼저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구

조로 구분하고, 계층의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한뒤, 가중치 결과를 통해 대안별 평가점

수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AHP기법을 통한 최적 대안 선정

절차는 그림 2.309와 같다.

그림 2.309 AHP기법을 통한 최적 대안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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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기법을 이용하여 거대홍수 발생시 최적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림 2.310과 같이 계

층구조를 설정하였다. 계층구조는 최적의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3개의 대항목

과 6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310 대피소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

계층구조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표 2.170과 같이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항목이 0.731로 가장 큰

가중치가 산정되었다. 세부 평가항목은 ‘대피소의 건물 높이’, ‘대피시설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항목’이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항목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규모 0.188
대피자 적정 수용 가능 여부 0.167

대피소의 건물 높이 0.833

입지조건 0.731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0.174

대피시설이 하천으로 부터의 거리 0.634

대피소까지의 대피시간 0.192

지정대상 0.081
공공시설 0.750

민간시설 0.250

표 2.170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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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과 같이 거대홍수에 따른 범람해석을 통해 경안천유역의 거대홍수로 인해 침수된

행정구역별(경안동, 송정동, 쌍령동, 역동, 오프읍, 초월읍, 퇴촌면)대피소의 대안을 표 2.171과

같이 설정 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된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안들을

평가하여 행정구역별 최적의 대피소 대안을 선정하였다.

그림 2.311 거대홍수로 인해 침수된 경안천 유역의 행정구역도

행정구역 대 안 주 소

경안동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53-2

경기도립 광주도서관 경기도 광주시 경안안길58번길3

광주교회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30-7

광주초등학교 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23번길22

천주교 광주성당 경기도 광주시 경안안길44

송정동

광주고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9번길43

광주고등학교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97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송정5동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11-12

새생명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14

제일감리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20번길12-1

쌍령동 쌍령1리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6-17

역동

전심교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0-9

역4통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32

역3리 새마을회관 경기 광주시 문화로 20-8

포도원교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25 번길44

오포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양벌리21-5번지

초월읍
지월5리 경로당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현산로298

지월5리종합복지회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현산로297

퇴촌면 정지1리 복지회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지위동길10번길

표 2.171 행정구역별 대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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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별 대안별 평가점수를 표 2.172와 같이 산정하여 각각의 행정구역별 거대홍수에 따

른 최적의 대피소를 산정하였다. 또한, 산정 결과를 통해 대피소 지도를 그림 2.312와 같이 도시

하였다. 그 결과 경안동은 천주교 광주성당, 송정동은 광주고등학교, 쌍령동은 쌍령 1리 마을회

관, 역동은 역4동 마을회관, 오포읍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초월읍은 지월5리 종합복지회관, 퇴촌

면은 정지 1리 복지회관이 가장 최적의 대피소로 선정되었다.

행정구역 대 안 평가점수

경안동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0.1589
경기도립 광주도서관 0.3689

광주교회 0.0662
광주초등학교 체육관 0.1142
천주교 광주성당 0.3739

송정동

광주고등학교 0.4556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0.3518
송정5동 마을회관 0.2641
새생명교회 0.1879
제일감리교회 0.0231

쌍령동 쌍령1리 마을회관 0.7121

역동

전심교회 0.3122
역4통 마을회관 0.5111
역3리 새마을회관 0.3029
포도원교회 0.4027

오포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0.7121

초월읍
지월5리 경로당 0.2177

지월5리종합복지회관 0.2875
퇴촌면 정지1리 복지회관 0.7121

표 2.172 행정구역별 대안별 평가 점수

그림 2.312 거대홍수에 따른 행정구역별 최적 대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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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유역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전진 선택법(Forward selection)은 독립변수가 없는 회귀모형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 뒤 모

든 독립변수 가운데 반응변수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고 회귀선을

적합 시킨 후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선택

되는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 검정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나머지

독립변수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적합 시키고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 과정을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수행하고,

직전까지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회귀방정식을 적합 시키는 방법이다. 후진 제거

법(Backward elimination)은 전진 선택법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회

귀모형을 최소제곱법 등의 방법으로 적합 시킨 후,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회귀계

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각시키지 못하면 full모형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된다. 기각시키

는 경우 해당 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모형을 적합 시킨 뒤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모형 구축 시 가

장 많이 사용되며, 전진 선택법의 각 단계에서 선택된 변수들의 중요도를 다시 검사하여 중요하

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전진 선택법을 사용할 때 한 변수가 선택되면 이미 선택된

변수 중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선택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문변수, 유역특성관련 변수, 홍수 대응능력관련 변수들을 이용하여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

법, 단계적 선택법에 적용하였을 때, 전진 선택법으로 선택된 변수들은 기존의 CMLR에 사용되

는 변수와 유사하며, 후진 제거법으로 선택되는 변수들은 단계적 선택법으로 선택되는 변수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LR 방법과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피

해 유형별 홍수 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선택된 변수 또한 CMLR

방법과 마찬가지로 5개의 수문변수와 5개의 유역특성 관련 변수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고 4개

의 홍수대응 능력 관련 변수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313∼2.316는 C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한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 유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산정 및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연도별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Y0는 현황인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이고, Y1은 2010년부터 2039년

까지의 평균, Y2은 2040년부터 2069년까지의 평균, Y1은 2070년부터 2089년까지의 평균을 의

미한다. 표 2.173은 C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홍수피해

유형별 수정된 결정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모형에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해도 결

정계수는 증가하여, 반응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변수가 들어와도 이전 모형보다 더 높은

결정계수 값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수정된 결정계수는 다음 식과 같으며, 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2.70)

여기서, 
은 수정된 결정계수이고, 은 표본의 개수, 는 독립변수의 개수,  는 결정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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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유형 CMLR Stepwise

인명피해 0.32 0.34

피해면적 0.39 0.41

재산피해 0.15 0.16

발생빈도 0.87 0.86

표 2.173 홍수피해유형별 수정된 결정계수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Stepwise

그림 2.313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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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Stepwise

그림 2.314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피해면적)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CM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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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Stepwise

그림 2.316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발생빈도)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 홍수위험지수

Y1 Y2 Y3 Y1 Y2 Y3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Y0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4.5)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지수(RCP8.5)

Stepwise

그림 2.315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필요유역(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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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역특성에 적합한 현업화 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홍수대

응 능력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홍수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천에 제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방 보강 및 신설을 통한 하천

개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하수관로 증설을 통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의

신설 및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외수에 대한 방어, 내수를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하천개수율 개선, 하수도보급률 개선,

양수량 증가, 유수지 용량 증가하였을 때,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2.317은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

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개수율을 개선하였을 때의 인적피해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그림 2.318은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

략 적용 중 하천개수율 및 하수도보급률을 개선하였을 때의 피해면적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

리 대응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그림 2.319는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

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 개수율, 하수도보급률, 및 양수량을 개선하였을 때

의 재산피해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그림 2.320은 유

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 개수율, 하수

도 보급률, 양수량, 유수지 용량을 개선하였을 때의 발생 빈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추가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홍수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양수량, 유수지 용량 등 홍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는 변수를 개선하였을 때,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감소 형

태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4가지 대응변수를 전부 개선하는 경우가 대응변수를 하나만 개선

하는 경우에 비하여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감소되는 정도가 큼을 알 수 있

다. CMLR과 단계적 선택법을 비교하였을 때, 몇몇 유역에 대하여 일부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

대응 필요 여부에 대한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의 유역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든 유역에

대하여 동일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CMLR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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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317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인명피해)-하천개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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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318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피해면적)-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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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양수량 개선가능범위(RCP4.5) 양수량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319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재산피해)-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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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양수량, 유수지용량 개선가능범위(RCP4.5) 양수량, 유수지용량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320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발생빈도)-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유수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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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혈별 대응전략 수립

①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 거대홍수 유출해석 모듈

거대홍수 해석을 위한 유출해석 모듈을 개발하기 위하여 4차년도에 개발한 ConSEB모델을

모듈화 시켰다. Matlab으로 작성한 모듈을 기반으로 C++언어로 변경하였으며, 객체지향의 개

념을 도입하여 각 클래스별로 계산을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 ConSEB 모델은 각 소유역에서

유효우량을 산출하여 이를 정션에 보내고 정션에서는 하도를 따라 라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출구점에서 유출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림 2.321과 같이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2.321 ConSEB 모형의 클래스 구조.

TSubBasin 클래스는 유역의 유효우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계산된 유효우량은 채널을

통해 TJunc로 값을 보내줄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TJunc는 연결된 유역의 유량을 받아서 합해

주며 특별한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나, 정션이 출구점일 경우 기저유출과 직접유츨 전체유출을

계산한다. TChannel은 정션과 정션이 연결된 경우 Muskingum을 이용한 하도 라우팅을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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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 유역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역정보, 하천정보, 기상정보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한다. 또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설정 및 강우 자료 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유역의 소유역 정보와 하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유역 정

보와 하천 정보 메뉴를 통해 하천 길이, 경사, 면적, CN등을 입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결

과는 원하는 지점 및 최종 출구점에 대한 전체유출량과 기저유출량, 직접유출량, 첨두유출량 값

을 표출한다(그림 2.322).

(a) 기간 설정 및 강우자료 입력 메뉴 (b) 소유역 및 하천 정보 입력 메뉴

(c) 거대홍수 유출 해석 결과 표출 (d) 거대홍수 유출해석 모듈 모식도

그림 2.322 거대홍수 해석 모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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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홍수 홍수위 모듈

현재 대부분의 홍수위 산정을 위한 모형으로는 HEC-RAS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HEC-RAS는 미국육군공병단(Army Corpds of Engineers) 수문기술센터(Hydrologic

Center) 에서 개발한 HEC-RAS(River Analysis System)는 하천 해석 모형으로 수문 곡선

을 분석하는 HEC-2 모형의 후속모델로 개발되었다. 과거의 HEC-2 모형이 자연하천이나 인공

하천에서의 정상류 상태의 점변류 수문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HEC-RAS 모형은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 유사현상 해석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 하천 해석 시스템이다.

HEC-RAS 모형은 비정상류 시물레이션, 이동하는 침전물 운반계산, 교량의 세굴계산 및 각종

수공구조물의 영향을 수문곡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하천의 홍수터 잠식과 제방의 영향을 모의

하고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기

능과 자료 입·출력도구, 모의결과의 도시 등을 통해 작업시간의 최소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입력 및 출력 자료의 쉽고 다양한 화상처리, 자동 오류 검색기능, 다양한 On-line 도움말 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흐름과 흐름의 상태를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천현상에 대한

3차원 도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류 및 사류 모의가 가능하고, 교랑, 수문, 암거 등에 대한

부등류 및 부정류해석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

료관리, 결과도시,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자료 수정만으로

도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HEC-2 모형과의 호환성 및 보다 진보적인 기능

을 갖추었으며, HEC-HMS, GIS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역시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에서 거대홍수 홍수위 산정을 위하여 HEC-RAS모형의

부정류 해석 기본 방벙식 기반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HEC-RAS 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자연하

천에서 흐름의 1차원 부정류해석에 이용되는 동역학적 방적식 으로써 연속방적식과 운동량방정

식으로 구성된다.

㉰ 하천단면 확장 모듈

침수구역도 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위 분석의 경우 대부분

HEC-RAS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만, HEC-RAS의 입력자료인 하천단면 구축 여

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 특히,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위를 분석할 경우 하천

단면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곳 까지만 홍수위 분석이 가능기 때문에 제내지 부분의 범람해석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거대홍수와 같이 많은 양의 홍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침수면적 및 침수

심이 과대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그림 2.32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GIS 모듈의 HEC-GeoRAS를 이용하여 지형자료로부터 지형자료의 위치정보를 입력한 뒤 단

면확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제내지까지의 하천단면 확장을 통해 제내지로 유입되는 양을 추

정하여 침수면적과 침수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HEC-GeoRAS를 이용하여 하천단면 확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하천의

중심선과 단면확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천의 중심선을 잡아주고, 단면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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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형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단면확장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손쉽게 단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단면확장, 단면추가, 단면추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a) 단면위치 변경 기능 (b) 단면추출 기능

그림 2.323 단면확장 모듈 기능.

㉱ 거대홍수 범람해석 모듈

본 연구에서는 Level-pool 방법 기반의 범람해석 모듈을 개발하였다. Level-pool 방법은 홍

수위를 이용하여 월류 및 붕괴 유량의 체적을 산정하여 침수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그림

2.324).

그림 2.324 Level-pool 범람해석 개념도.

Level-pool 방법 기반의 범람해석 모듈은 대상유역의 지형고도자료를 바탕으로 임의의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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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에 각각 대응하는 전체 대상유역의 범람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모듈이 개발되었다.

Level-pool 방법은 먼저 대상유역의 수치고도모델(DEM)을 생성하고, 입력자료로 수치고도모

델(grid)자료와 앞서 개발한 단면확장 모듈을 통해 구축한 제내지까지 연장된 단면 자료(.Shp),

HEC-RAS 기반의 홍수위 산정모듈을 통해 산정한 홍수위가 입력자료로 필요하다. 입력자료

구축이 완료되면 홍수위 GRID 생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림 2.325와 같이 범람해석이 완료되

고 범람지도가 생성된다.

2.325 범람해석 모듈을 통한 침수지도.

②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MCDM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TOPSIS는 Hwang and Yoon(1981)에 의해 개발되어졌으

며, Chen and Hwang(1992)에 의해 더 많이 발전되었다. TOPSIS는 긍정적인 이상해, 부정적

인 이상해라는 두 가지 기준점을 도입하였다. 긍정적인 이상 해는 이익 기준을 극대화하고 비용

기준을 최소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이상 해는 비용 기준을 최대화하고 이익 기준을 최소화한다.

TOPSIS 방법은 긍정적인 이상 해와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이상 해와의 거리를 최대

화하여 최적 대안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각 속성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TOPSIS 방법은 양의 이상해와 음의 이상해를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여 대안을 측정한다.

대안의 우선순위는 Euclidean 거리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TOPSIS 방법은 다음 5 단계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Step 1. 의사 결정 행렬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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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대안과 개의 기준을 가지는 의사 결정 행렬을 상호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며 Chen and Hwang (1992)는 다음 식 2.71을 이용하여 정규화 하였다.

  / 



  




 (2.71)

여기서 는 번째 대안에 대한 번째 기준의 정규화 된 값을 의미한다.

Step 2. 가중치를 적용한 정규화 된 의사 결정 행렬 계산

   (2.72)

여기서, 는 번째 기준 또는 속성의 가중치이다.

Step 3. 최적의 이상해() 및 최악의 이상해() 결정

  
  

,    
  

 (2.73)

여기서, 는 최적의 이상해,  는 최악의 이상해이며, 번째 기준이 이익 기준일 때는


 max와 

 min를 적용하고 번째 기준이 비용 기준일 때는 
 min와


 min를 적용한다.

Step 4. 각 대안으로부터 거리 계산


  



  



 
 , 

  



  



 
 (2.74)

여기서, 
는 번째 대안과 양의 이상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번째 대안과 음

의 이상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Step 5. 이상해에 대한 상대적 근접성 계산

 







(2.75)

상대적 근접성 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대안의 순위 결정한다.

MCDM 기법 중 TOPSIS 방법은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이상해, 부정적인 이상

해라는 두 가지 기준점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이상 해는 이익 기준을 극대화하고 비용 기준을 최

소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이상 해는 비용 기준을 최대화하고 이익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는 TOPSIS 방법을 사용하여 홍수피해 유형별 치수 대책

개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WA 방법과 동일하게 TOPSIS 방법으로 결정한 치수 대책 개선 순위

를 FY1, FY2, FY3 시기 별로 적용하였다. 그림 2.336∼그림 2.338은 FY1, FY2, FY3 시기

별 치수대책 순위별로 누적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홍수위험지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유역, 최빈

치수 대책, 13개 GCM 모형에서 개선된 치수 대책의 개선된 양의 평균, 개선된 치수 대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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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예상 소요 사업비를 인적 피해,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 홍수피해 유형별로 나타난 그림이

다.

인적 피해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MCDM 기법 중 TOPSIS 방법으로 치수 대책 개선 순

위를 산정하였을 때, 1순위로 하수도 보급률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그 후 순위로 유수지 용

량, 양수량, 하천 개수율의 개선 순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개수율의

경우 4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음으로 인하여 FY3 시기까지 개선되는 유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치수 대책 개선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유역은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RCP 8.5 시나리오에서 FY3 시기에 한강 서울 유역만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치수 대책 개선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는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 공

통적으로 신안군, 한탄강, 낙동강하구언 유역 등에서 높게 산정되었다. 신안군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 공통적으로 FY2 시기부터 치수 대책이 개선되며, FY1 시기부

터 FY3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08,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16,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된다. 한탄강 유역에서는 FY1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일 때 38,800 백만

원, 105,400 백만 원, 162,900 백만 원, RCP 8.5 시나리오일 때 38,200 백만 원, 107,100 백만

원, 164,200 백만 원 산정되었다.

피해 면적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TOPSIS 방법으로 치수 대책 개선 순위를 산정하였을

때, 인적 피해 홍수위험지수와 유사하게 유수지 용량이 1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고 양수량과

하수도 보급률이 서로 다른 유역에서 2순위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 개수율이 4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기 다른 시기에 부남방조제, 만경강, 신안군, 섬진강

남해, 제주 동해 유역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 홍수위험지수 감소

를 위한 치수 대책 개선에 필요한 예상 소요 사업비는 한강서울, 남한강상류, 삼척오십천, 만경

강, 수영강 유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 그 중 한강서울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65,700 백만 원, 184,000 백만 원, 208,000 백만 원, RCP 8.5 시나리오

일 때 대략 65,700 백만 원, 180,000 백만 원, 214,000 백만 원 산정되었으며, 남한강상류 유역

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69,800 백만 원, 73,600 백만 원, 86,000 백만 원, RCP 8.5 시

나리오일 때 대략 69,900 백만 원, 79,200 백만 원, 92,700 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재산 피해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TOPSIS 방법으로 산정한 치수 대책 개선 순위는 유수

지 용량, 하수도 보급률, 양수량, 하천 개수율 순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으며, FY2 시기에 양

양남대천, RCP 8.5 시나리오 중 FY3 시기에 양양남대천 및 남한강상류 유역에서 추가 치수 대

책이 필요하며 이외의 유역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홍수위험

지수를 감소를 위한 치수 대책 개선에 필요한 예상 소요 사업비는 신안군, 한탄강 유역이 RCP

4.5 시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RCP 4.5 시나리오는 만

경강 유역이 RCP 8.5 시나리오는 금호강 유역이 높게 산정되었다. 신안군 유역은 RCP 4.5 시

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 공통적으로 FY2 시기부터 치수 대책이 개선되며, FY1 시기부터

FY3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191,000 백만 원, 208,000 백만

원이 산정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08,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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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탄강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35,000 백만 원, 147,000 백만 원, 204,000 백

만 원, RCP 8.5 시나리오일 때 대략 35,000 백만 원, 152,000 백만 원, 221,000 백만 원으로 산

정되었다.

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326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인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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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327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피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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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328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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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2 25 114 20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42 55 135 16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118 148 125 11 산출지표(양)

기술기사 게재 건수 8 8 100 10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12 14 115 16　 산출지표(양)

기술

서적 출판 건수 　 산출지표(양

특허출원 출원 건수 3 　 산출지표(양)

특허등록 등록 건수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4 12 300 12 산출지표(양)

경제
사업화/시제품

/시스템
제작 건수 1 1 100 10　 산출지표(양)

사회

법제정및개선 건수 　 산출지표(양)

제도개선 건수 　 산출지표(양)

지침 건수 2 2 100 18 산출지표(양)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결과지표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54 결과지표



- 395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목표달성도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연구동향
분석

연구동향
보고서

외부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전문가
평가점수
90점 이상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과 기준,
취약성

분석기술 현황
자료 수집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 및
설계기준,
국내외 홍수
방어 기준의
현황 수집

수집 유역 목록,
국외현황 국가
목록 확인

보고서

국내(5대강
유역) 및
국외(2개국
이상)의
하천시설물
및 홍수
방어 기준
현황 수집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을 통한
국내∙외
홍수방어
기준 현황
수집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보)의 취약성
분석 기술 수집을
통한 각각의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보)의 취약성

기술 검토

보고서

하천시설물(
제방, 호안,
보)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을 통한
하천시설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완료

치수안전도
및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현황 DB구축

댐 치수안전도
평가 DB 구축

적용대상 유역내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80% 이상
구축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댐 재개발 현황

DB구축
대상유역내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80% 이상
구축 완료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State-of-Art
기술보고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유역

홍수저감기술
현황 및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홍수저감기술

조사 여부
보고서

국내 실정에
맞는

홍수저감
기술 파악

State-of-Ar
t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인하

대학교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
분석 방법 및
전략 조사

홍수대응 능력
분석방법 조사

여부
보고서

국내실정에
적합한 기법
파악

State-of-Ar
t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2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AR5 RCM
대상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D/B 포함
보고서 작성

완료

부경
대학교

일강수량 PMP
산출

PMP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일강수량
PMP 산출

D/B 포함
보고서 작성

완료



- 396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기술

시나리오 기반
설계홍수량
산정 모형의
정확도

홍수량 산정
모형의 결과와
실제 관측값
사이의 상관계수

확인

보고서

홍수량 산정
모형의

결과와 실제
관측값 과의
상관계수
0.8 이상

한강유역
모형구축 및
검증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비교

개발된 취약성
분석 기술의
정밀도 측정을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 확인

보고서

하천시설물
의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정밀도
90%이상

취약성 평가
기술 분석
완료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모듈 설계

댐 조건별
치수안전도
평가 DB 및 댐
재개발

표준D/B구축

적용대상 유역내
조건별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100% 구축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모듈 설계

전문가 자문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만족도 80점
이상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홍수저감
시설물 및
홍수 대응
능력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홍수대응능력
취약지역 평가

취약지역 적정성
평가

보고서

기왕호우
대비

실측과의
오차
10%이내

선행강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완료

인하
대학교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평가기술개발 여부 보고서
평가기술
개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완료

3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비정상성
지역빈도

해석모형 개발

지속시간별
빈도별

강우강도 생산

지점별
D/B 목록

보고서
2100년까지
지점별
IDF 작성

D/B 포함
보고서 작성

부경
대학교

지속시간별
PMP 산출

PMP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지속시간별
PMP 산출

D/B 포함
보고서 작성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기술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대상유역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도출

확인

보고서

대상유역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향후 100년)
전망 결과
도출 여부

AR4
시나리오
기반 홍수량
산정 완료
(미래기간
2011∼2100)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취약성 분석
기술 비교를
통한 기술의
적용성 검토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실측값과
적용값의 오차범위

측정

보고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범위
± 5% 이내

실측값과의
오차 검증
완료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조건별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개발

콘텐츠를 구성한
단위모듈의 시스템

반영여부
보고서 80%이상

반영도 80%
이상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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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시스템 콘텐츠
반영도 검토

단위모듈의 시스템
반영여부

보고서 80%이상
반영도 80%
이상 완료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대안
수립

홍수저감
시설분류별
거대홍수

대응능력 평가

거대홍수대응능력
에 대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만족도
95.5점

인하
대학교

홍수위험관리대
응전략 수립

홍수위험관리대응
전략 수립 여부

보고서
위험관리전
략수립

홍수위험
관리 대응
전략 수립
완료

4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모듈 실행
안정성

모듈 구현 보고서
초기버전
모듈 설치

보고서 작성

부경
대학교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시나리오별
비교검증을
통한

불확실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논문
작성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제시

적용 및 검증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도출

확인
보고서

시험유역
(3개 대유역
이상)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향후

100년까지)
전망 결과
도출 여부

한강, 금강,
낙동강

유역의 미래
홍수량 산정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험적용

적용 및 검증
실측값과 적용값의
오차범위 측정

보고서

시험유역
(3개 대유역
이상)에

대한 취약성
분석 기술
적용을 통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범위
± 5% 이내

실측값과의
오차 검증
완료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고도화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적용 고도화

공청회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의견 반영 비율

보고서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적용 고도화

댐
치수안전도
분석 시스템
적용 고도화
80% 이상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전체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보고서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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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수립

최적홍수대응
방안 구축

최적홍수대응
방안을 통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만족도 평가
결과 96.5점

인하
대학교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실행프레임워크
구축

실행프레임워크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시험유역에
대한

홍수위험도
평가

시험유역 적용의
적합성 분석 여부

보고서 적합성 분석

홍수피해유
형별 적합한
홍수위험
지수 산정

5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알고리즘

사용자만족도

S/W 개발 및
설문결과

S/W
개발 및
설문결과

사용자
설문평가
점수

70점 이상

사용자
설문평가
점수

90점 이상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제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정성

시나리오 기반
극한 홍수 방어
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결과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자문
검토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험적용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결과만
족도 80점
이상

가이드라인
제시 완료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평가 매뉴얼

작성

매뉴얼 사용자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를 통한
매뉴얼 만족도

점수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80점 이상

서경대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적용 및
매뉴얼 작성

매뉴얼 사용자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를 통한
매뉴얼 만족도

점수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80점 이상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거대홍수대응
Emergency
Plan 수립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적홍수저감계
획수립

최적홍수저감계획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만족도 평가
결과 96.1점

인하
대학교

지역별
Emergency
Plan 수립

Emergency Plan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제시
현업화 방안 제시 보고서

평가기술
개선 및
현업화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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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6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

S/W 개발 유무
성과 관련 S/W

개발
S/W
개발

S/W 개발
유무

S/W개발
완료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보완

극항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여부
보고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완료 및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보완

취약성 지수
적용성 검토

취약성 치수
적용성 검토 여부

보고서

제방 안전율
및

홍수취약성
지수 검토

한강유역
제방의
안전율 및
홍수취약성
지수 검토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및
정책화기반
마련

실증을 위한
재개발 댐 예비

타당성
조사∙분석

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록

전세계
248개 국가
가상수
거래량

분석을 통한
국가수자원
계획의
반영전략
제시

서울시립
대학교

정책화 기반을
위한 포럼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립

보고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해설서 작성

해설서 작성
완료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정책화
기반마련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책화 기반

마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안전성 평가
제도화 기반 마련

보고서
제도화 기반

마련
전문가 자문

완료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거대홍수
강우-유출 해석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여부 논문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완료 인하

대학교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
별 대응전략
수립

대응전략별
경제성 평가 및
최적 대안제시

경제성 평가에
따른 최적 대안

제시
보고서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위험관
리대응전략
수립여부

MCDM
기법을

활용한 최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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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분야 기여도

(1)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가) AR5 극치 시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현재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그

러나 수문 설계 및 계획 시 중요한 입력자료 중 하나는 시간단위 강우 자료로서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신뢰성 있는 상세화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일단위 상세화 연구는 상당수 진행된바 있지만, 시간단위 상세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추계학적 시간단위모의기법의 경우에도 극치강수량을 효과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위 상세화 기법 적용 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변량 모형으로 활용성이 높은 조건부(conditional) Copula 모형을 활용

하여 극치시간강우량 생성기법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을 통하여 최적의 매개변수 추정과 더불

어 모형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발생하

는 극치값의 재현문제 및 불확실성 정량화 문제를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

여 미래 극치시간강우량 시나리오를 지속시간별로 생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

에 따른 극치시나리오는 미래 수자원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다양한 수문학적 적용을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다중 RCM을 이용한 PMPs 산출 및 Mega Storm Generating Tool을 이용한 최대 강수시

나리오 생산을 통해 최신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공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극한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대비 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모형인 WRF를 통해 최대강우사상을

재현 및 최대화하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써 해외 최

신 연구 경향을 반영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최대 강수 시나리오 결과값과의 비교 분석 수행을 가능케 한다.

(2) 극한홍수 방어 기준 개발

(가)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은 수자원 모든 분야에서 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고, 향후 국가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

다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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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하천시설물(하천제방)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관측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로부터 미래 강우 증가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최적

화된 도시 유출모형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하천 구조물인 제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보며, 제방의 붕괴 원인 중 침투에 관하여 Seep/w 모형을 이용한 제방의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제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을 개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수자원 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

내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안전도 및 재개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댐 재개발 평가프레임워크 개발에서 수행하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결정 기술은 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댐 관리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비용 투입 유도

와 함께 댐 붕괴로 나타나는 경제·사회·인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시설물안전법이 전부 개정(‘18.1.18)됨과 동시에 성능평가 이행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개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성과의 일부를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댐의 수문학적 안전

성평가에서 기후변화 관련인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세부지침의 평가 내용을 보존

하면서 책임기술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대상 댐의 기후변화 관련인자에 대해 제언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댐 및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성능평가 시 관련기술자들이 기후변화 관련인자들을 활용하

여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관련 교육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가)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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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홍수 시나리오의 정확한 모의를 위한 최적 방벙론 제시, 거대홍수량 산정, 거대홍수에 따

른 침수구역도 작성, 거대홍수 대비 최적 대피소 선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상대처계획, 재해지

도, 대피경로 등 수해관련 위험지구 지정 및 Emergency Plan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

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홍수량 산정,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구역도 작성, 기존 홍

수저감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제시 등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저감 대안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역특성별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며, 돌발 홍수 및 극한 강우사상이 발생한

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온 상승률 및 강수량의 증가량,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

빈도 및 발생 정도가 다르게 결정되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함에 따라 홍수위험도를 매번 산

정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에 따른

각 유역에 적합한 MLR 및 변수선택법 계수를 산정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경되더라도 일

정한 홍수위험도 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경될 때마다 일정한 홍수위험

도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에 따른 홍수위험도

를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위험지수 변화를 분석하고 치수대책 개선을 통한 치수안전도를 개선하

였다. 특히,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

정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한 각각의 유역에 홍수 피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홍수 피해 유형에 적합한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유수지용량 등의 치수대책

변화 분석을 통한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방안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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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가) AR5 극치 시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미래 극치시간강우량자료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극치강수량의 변

동성을 평가하고 수자원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다. 2차적으로 미래 수자원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다양한 수문학적 적용을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이용하

고자 한다. 3차적으로 주요 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의 활용성이 크며

향후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 등의 장기적 치수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4차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극치수문자료는 수자원뿐만 아니라 방재, 농업, 기상, 환경 등 다양한 분

야의 활용성이 크며, 이러한 점에서 타 분야와의 연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미래 PMPs의 결과는 1-3세부에서 미래 수공구조물의 치수 안전도 평가 시 수문학적 분석정

보로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해연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값(M-storm

software)은 1-4세부의 미래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홍수 시나리오 구축 및 홍수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체계 모듈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모듈은 추후 한강홍수통제소

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에 탑재되어 실무에 활용될 계획이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 연구에서 생

산된 PMPs 결과들은 본 연구단의 DB 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자체

및 정부 등 미래 극한강우 시나리오에 따른 하천 홍수방어 관련 계획 수립, 수공구조물의 평가

등의 참고자료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거대강우 생산 프로그램으로 도

출되는 결과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와 주기적인 회의 및 정보

공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할 예정에 있다.

어떤 지역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홍수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경우, 최소한 과거 발생

하였던 주요호우사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역 홍수 방어 전

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거대강우 또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등에 대비하기 위

해 저감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물리적·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홍수 방어 전략을 마련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역의 토양수

분조건을 반영한 예보 능력 향상 및 거대호우 발생 시 긴급 대피체계 수립 등과 같은 비구조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거대홍수

대응체계를 제안하는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한 적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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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가)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환경부, 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실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국내 주요 하천시설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재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비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수립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합리적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수립하여 국민

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의 규모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하천시설물(하천제방)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하천의 제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의 수문특성 변화 결과를 바탕

으로, 기존 설계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치 수문사상의 값을 반영한

설계기준강화 수방시설 계획들의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수문학적 불확실성에 의하

여 가변 가능한 도시하천의 취약성 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공구조물 설

계 및 수방전략에 활용하고자 한다.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취약댐의 조치계획을 수립

하고, 한정된 자원/자본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경제, 사회·정책, 환

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댐 평가를 통해 댐 재개발 의사결정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세부지침’에 담긴 본 연구의 성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문학적 안전성평가에 직접적·

정량적으로 즉각 반영되기보다는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선언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향

후 상위 규정·기준 등의 개정 시 보다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추후 본 기술적 지침이 정착되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댐 및 저수지의 보수·보

강, 성능개선 등의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보다 선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

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가)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극한강우 빈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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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도시화 및 범람원의 개발 등으로 홍수피해 위험도가 증가와 더불어 수공구조물의 치

수안전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연속적인 강우사상으로 거대홍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일호우사상에 대한 유출분석만 이루어지고 있을뿐, 연속

적인 호우사상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상기후에 의한 기후변화는 홍수의 빈도

와 강도를 증가 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는 사람

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홍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

발을 통하여 거대홍수 대비 Emergency Plan을 수립하고,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방

어대안 선정시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험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유역특성별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기존에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

가 이론(FVI), OECD에서 개발한 PSR 방법, EEA에서 개발한 DPSIR 방법의 홍수위험지수와

유역특성별 및 홍수 피해 유형별에 따른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

를 비교가능하다. 또한, 유역특성별 및 홍수 피해 유형별에 따른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

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각 유역별 홍수피해유형에 위험관리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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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4). 기후변화영향평가모형 개발 -물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환경부 (2019).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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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가. 연구개발실적 총괄표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2 25 114 20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42 55 135 16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118 148 125 11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12 14 100 16 산출지표(양)

기술

특허출원 출원 건수 - 3 - -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4 12 300 12 산출지표(양)

매뉴얼 작성 건수 1 1 100 3 산출지표(양)

경제 시스템 제작 건수 1 1 100 10　 산출지표(양)

사회

지침 건수 2 2 100 2 산출지표(양)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54 - - 결과지표

기술기사 건수 8 8 100 10 산출지표(양)

나. 연구개발실적 상세내역

(1) 과학적 성과

(가)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1

A case Study

of Regional

Risk

Assessment

of River

Restoration

projection

Journal of

Water and

Climate

Change

Jong-S

uk Kim
6(3) 영국

IWA

Publis

h

SCI 15.02

2

Bias

correction

methods for

regional

Journal of

Hydrology

Kue

Bum

Kim

530 네덜란드

ELSE

VIER

SCIE

NCE

SCI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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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climate model

simulations

considering

the

distributional

parametric

uncertainty

underlying

the

observations

3

Application

of entropy

method to

select

calibration

sites for

hydrologic

modeling

Water
Soojun

Kim
7 스위스 Water SCI

2015.

12.

4

Estimating

the

accelerated

sea level rise

along the

Korean

Peninsula

using

multiscale

analysi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Uranchi

meg, S.
75(sp1) 미국

COAS

TALE

DUCA

TION

&RES

EARC

HFOU

NDAT

ION

SCI 2016.03

5

A Bayesian

beta

distribution

model for

estimating

rainfall IDF

curves in a

changing

climate

Journal of

Hydrology

Lima,

Carlos

H.R.

540 네덜란드

ELSE

VIER

SCIE

NCE

SCI 2016.09

6

Projection of

Korean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under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Advances in

Meteorology

Lee,

Okjeon

g

2016 미국

HIND

AWIL

TD

SCI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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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7

Assessment

of

Meteorologica

l Drought in

Korea under

Climate

Change

Advances in

Meteorology
곽재원

2016

(187902

4)

이집트

Hinda

wi

Publis

hing

Corpor

ation

SCI 2016.11

8

Estimation of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in Korea

using a

regional

climate model

Water

Lee,

Jeongh

oon

2017 스위스 MDPI SCI 2017.03

9

A Bivariate

Frequency

Analysis of

Extreme

Wave

Heights and

Periods

Using a

Copula

Func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Kim,

Yong-

Tak

2018 미국

COAS

TALE

DUCA

TION

&RES

EARC

HFOU

NDAT

ION

SCI 2018.02

10

Stochastic

extreme

downscaling

model for an

assessment

of

changes in

rainfall

intensity-dur

ation-frequen

cy curves

over South

Korea using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Journal of

Hydrology

So,

Byeong

jin

553 네덜란드

ELSE

VIER

SCIE

NCE

SCI 2017.10

11

The Spatial

and

Temporal

Water 정영훈 9 스위스 MDPI SCI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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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Structure of

Extreme

Rainfall

Trends in

South Korea

12

Changes in

High- and

Low-Flow

Regimes: a

Diagnostic

Analysis of

Tropical

Cyclones in

theWestern

North Pacific

Water

resource

management

Ho-Ye

ong

Kang

31 독일
Spring

er
SCI 17.09

13

Dam

rehabilitation

Assessment

Using the

Delphi-AHP

Method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Journal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Ji-Hye

ok

Choi

144(2) 미국 ASCE SCI 18.02

14

Estimation of

Future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in Korea

Using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Water

Lee,

Okjeon

g

10(5) 스위스 MDPI SCI 2018.05

15

Case Study:

On Objective

Functions for

the Peak

Flow

Calibration

Water
Jungwo

ok Kim
10(5) 스위스 MDPI SCI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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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and for the

Representativ

e Parameter

Estimation of

the Basin

16

A

local-regional

scaling-invari

ant Bayesian

GEV model

for

estimating

rainfall IDF

curves in a

future climate

Journal of

hydrology

Lima,

Carlos

H.R.

566 네덜란드

ELSE

VIER

SCIE

NCE

SCI 2018.10

17

Future water

quality

analysis of

the

Anseongcheo

n River

basin, Korea

under climate

change

Membrane

and Water

Treatment

Deokw

han

Kim

10 한국

Memb

rane

and

Water

Treat

ment

SCI 2018.10

18

Inflow into

Korea’s

Soyang Dam:

Hydrologic

variability

and links to

typhoon

impacts

Journal of

Hydro-enviro

nment

Research

Jong-S

uk Kim
22 네덜란드

ELSE

VIER
SCI 19.01

19

Sensitivity

Analysis of

Extreme

Daily Rainfall

Depth in

Summer

Season on

Surface Air

Temperature

and

Dew-Point

Temperature

Water 심인경
2019,11,

771
스위스 MDPI SCI 2019.04

20
Impact of

Sea Surface

Advances in

Meteorology
최정현

20,191,9

30,453
미국

HIND

AWIL
SCI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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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Temperature

and Surface

Air

Temperature

on

Maximizing

Typhoon

Rainfall:

Focusing on

Typhoon

Maemi in

Korea

TD

21

Valorization

of sewage

sludge via

non-catalytic

transesterifica

tion

ENVIRONM

ENT

INTERNATI

ONAL

Jong-

Min

Jung

131(201

9)
미국

PERG

AMO

N-EL

SEVI

ERSCI

ENCE

SCI 2019.10

22

Combination

of Structural

Measures for

Flood

Prevention in

Anyangcheon

River Basin,

South Korea

Water

Kyung

hun

Kim

11(11) 스위스 MDPI SCI 2019.10

23

Application

of the

non-stationar

y

peak-over-th

reshold

methods for

deriving

rainfall

extremes

from

temperature

projections

Journal of

hydrology
이옥정 124318 네덜란드

ELSE

VIER

SCIE

NCE

SCI 2019.11

24

Impacts of

Climate

Change

Scenarios on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Water 리팅 11(10) 스위스 MDPI SCI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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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the

Saemangeum

Watershed,

south Korea

25

Resolving

Emerging

Issues

Associated

with Aging

Dams Under

Climate

Change

Projections

Journal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Ji-Hye

ok

Choi

미국 ASCE SCI 게제가 판정

26

1 일

가능최대강수

량 추세분석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최유진 15 대한민국

한국방

재학회
비SCI 2015.02

27

다목적댐의

수문학적

변동 경향성

분석 및

유형화

한국

수자원학회지
강호영 15(1)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15.02

28

AR5 RCPs

에 따른

우리나라 1

일

가능최대강우

량 산정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심규범 15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5.08

29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에의

한미래강수량

의지역빈도해

석

한국

습지학회지
김덕환 17(1) 한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5.08

30

기후변화에

따른 홍천강

유역의

수질 변화

분석

한국

습지학회지
김덕환 17(4) 한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5.11

31

AR5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가뭄전망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박명우 15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5.12

32

연속적인

극한호우

사상의

발생을

한국

습지학회지
최창현 18(1) 한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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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가정한

거대홍수모의

33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강수량

변화에 따른

미래 PMPs

의 전망

한국

수자원학회지
이옥정 49(2)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6.02

34

Bayesian

기반

Multi-Segme

nted 곡선식을

활용한

수위-유량

곡선의

불확실성

분석

한국

수자원학회지
김진영 49(3)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6.03

35

경험적

모드분해법을

이용한

기상인자와

우리나라

강수 및

기온의

상관관계

분석 : I.

자료의 분해

및 특성 분석

한국

수자원학회지
안시권 49(3)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6.03

36

경험적

모드분해법을

이용한

기상인자와

우리나라

강수 및

기온의

상관관계

분석 :

II. 상관관계

분석

한국

수자원학회지
안시권 49(3)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6.03.

37

추계학적

강우모형을

이용한

한강유역에

강우사상의

구조적인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조현곤 16(2)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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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변동 특성

분석

38

AHP분석을

통한 댐

재개발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

한국

수자원학회지
최지혁 49(5)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16.05

3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안천

유역의

홍수저감

대안 선정

한국

습지학회지
한대건 한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6.

05

40

기존댐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를

활용한

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

방재학회지
박지연 5호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16.10

41

조건부

Copula

모형을

활용한

시간단위

극치강우량

상세화 기법

한국

수자원학회지
김진영 49(10)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6.10

42

기후변화에

따른

한강유역의

기상학적

가뭄지수

분석

한국

습지학회지
김덕환 18(5)

대한

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6.11

43

극치자료계열

의 Scaling

특성과

Bayesian

GLM Model

을 이용한

지역빈도해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김진영 37(1) 대한민국

대한

토목

학회

비SCI 2017.02

44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충주댐

유역 미래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이옥정 2017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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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PMP 산정

45

지역대기모델

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대 강수량

추정을 위한

사전 연구:

태풍 루사

강수량 재현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이정훈 2017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7.02

46

우리나라

강우자료의

무차원

L-moment

ratio를 통한

Burr XII

분포의

수문학적

적용성 검토

한국수자원학

회 논문집
서정호 50(3)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7.03.

47

한반도 영향

태풍의 경로

유형에 따른

섬진강댐

유역의

수문변동

특성 분석

한국수자원학

회지
강호영 50(4)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17.04

48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법을

활용한

비정상성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수자원학

회 논문집
김한빈 50(4)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7.04.

49

베이지안

다중 비교차

분위회귀

분석 기법을

이용한

비정상성

빈도해석

모형 개발

한국연안방재

학회지
김용탁 4 대한민국

한국

연안

방재

학회

비SCI 2017.07

50

AR5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금호강

유역

수문변화지표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차우영 2017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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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분석

51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성천

유역의 미래

물 부족량

평가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정재원 19(3)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7.08

52

강우모의모형

의 모수 추정

최적화

기법의

적합성 분석

한국데이터

정보과학회지
조현곤 28(6) 대한민국

한국

데이터

정보과

학회

비SCI 2017.11

53

기후변화를

고려한

핵발전소

지역의 PMP

추정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이정훈 2017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7.12

54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소양강댐

유역

댐유입량 및

증발산량의

변화 분석

한국농공학회

논문집
도연수 60(1) 대한민국

한국

농공

학회

비SCI 2018.01

55

홍수피해유형

별 홍수 위험

지수 적용성

분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김묘정 38(1) 대한민국

대한

토목

학회

비SCI 2018.02

56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저수지

여유고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수자원학회지
최지혁 51(4)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8.04

57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한

제방홍수취약

성지수의

적용

한국

수자원학회지
이후상 51(4)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8.04

58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한

풍수해 복원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김연수 18(4)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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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탄력성 지표

개발 및 평가

: (1)

복원탄력성

지표개발

59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한

풍수해 복원

탄력성 지표

개발 및 평가

: (2)

복원탄력성

평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최창현 18(4)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8.06

60

스케일링

기법 기반의

지역화를

통한 미계측

유역의 설계

홍수량 산정

한국

수자원학회지
김진국 51(9)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8.07

61

집중호우의

시, 공간적

특성과

유역특성을

고려한

강우분석

연구

한국

수자원학회지
김민석 51(8)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18.08

62

26 GCM

결과를

이용한 미래

홍수피해액

예측

한국

수자원학회지
김묘정

S-1,

18(51)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8.11

63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홍수취약성지

수 민감도

분석

한국

수자원학회지
이후상 51(S-1) 대한민국

한국

수자원

학회

비SCI 2018.11.

64

기상변수를

이용한

일강우량

비정상성

빈도해석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이옥정 18(7)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8.12

65

지표면 기온

및 이슬점

온도를

고려한

여름철 월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이옥정 20(4)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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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최대 일

강수량의

비정상성

빈도해석

66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에

따른 강우

분해 성능

평가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이정훈 20(4)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8.12

67

미래

극한강우량

산정을 위한

기후모델의

선정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김성훈 19(1)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9.02.

68

Monte Carlo

모의실험을

이용한 Burr

XII 분포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서정호 19(3)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9.06.

69

Wind-induced

Aerodynamic

Instability of

Super-tall

Buildings

with Various

Cross-section

al Shap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Rise

Buildings

김원술 4 대한민국
ctbuh-

korea
비SCI 2019.8

70

VARMA와

머신러닝

모형을

이용한

소양강댐

월유입량

예측

기후

연구논문집
배영혜 14(3) 대한민국

한국

기후

변화

학회

비SCI 2019.08

71

ERA-Interim

자료와

결합된 WRF

모형의

호우사상

모의능력평가:

1999년

임진강 유역

호우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원정은 19(4) 대한민국

한국

방재

학회

비SCI 2019.08

72
지역기후모델

을 이용한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이정훈 19(5) 대한민국

한국

방재
비SCI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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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2006년 7월

충주댐 유역

호우사상

재현

학회

73

낙동강

유역의 SPI

예측을 위한

심층신경망

개발 및 검증

한국데이터

정보과학회지
최영태 30(6) 대한민국

한국

데이터

정보과

학회

비SCI 2019.11

74

도시

생태공원의

풍환경 평가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김원술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19.12

75

기후변화에

따른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적응방안

고찰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박지연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19.12

76

HadGEM3-R

A 기후모델

일강우자료를

이용한

빈도해석

성능 평가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김성훈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9.12.

77

장기 기후

변동성을

고려한

인공신경망

앙상블 모형

적용: 한강

유역 댐

유입량

예측을

중심으로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김태림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9.12.

78

하천 제방의

취약성 분석

지수 개발 및

적용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이후상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9.12.

79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이용한

거대홍수량

산정

한국습지학회

논문집
한대건 21(s-1) 대한민국

한국

습지

학회

비SCI 2019.12.

80 Copula 한국 김진국 52(12) 대한민국 한국 비SCI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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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함수를

이용한

이변량 가뭄

지역빈도해석

모형 개발

수자원학회지
수자원

학회

81

하수관망

규모에 따른

단순화

SWMM에

대한 2차원

침수분석결과

의 정확성

평가

이정환 52(12)
대한민

국

한국

수자원학

회

비SCI 2019.12.

한국

수자원학회

지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1

3nd Asia Conference

on Urban Disaster

Reduction(ACUDR)

이옥정 2015.11 경기도 고양시 대한민국

2 2015 CRIPE 김종석 2015.08
Georges-V

Ouest
캐나다

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김수영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4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김태림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5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안현준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6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이후상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7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김묘정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8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김경태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9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최창현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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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10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5

한대건 2015.08 싱가포르 싱가포르

11
International Coastal

Symposium 2016
오랑치맥솜야 2016.03 Sydney 호주

12
EGU General

Assembly 2016
이옥정 2016.04

Austria Center

Vienna
오스트리아

13
2016 Society of

Wetland Scientists
김정욱 2016.05 텍사스 미국

14
2016 Society of

Wetland Scientists
한대건 2016.05 텍사스 미국

15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Chemistry and

Sustainable

Engineering

이정훈 2016.07 Tor Vergata 이탈리아

16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Water,

Waste and Energy

Management

최정현 2016.07 Tor Vergata 이탈리아

17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Water,

Waste and Energy

Management

이정훈 2016.07 Tor Vergata 이탈리아

18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김진영 2016.08 Beijing 중국

19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김민지 2016.08 Beijing 중국

20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문영일 2016.07 Beijing 중국

21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김묘정 2016.07 Beijing 중국

22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김성훈 2016.07 Beijing 중국

2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주경원 2016.07 Beijing 중국

24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6

이후상 2016.07 Beijing 중국

25
2016 ASDSO

(Dam Safety 2016)
문영일 2016.09 펜실베니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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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26
2016 AGU Fall

Meeting
박윤경 2016.12 Moscone center 미국

27

2017 World

Environmental &

Water Resources

Congress

한대건 2017.05

Sacramento,

Sacramento

Convention

center

미국

28

2017 World

Environmental &

Water Resources

Congress

김정욱 2017.05

Sacramento,

Sacramento

Convention

center

미국

29

2017 World

Environmental &

Water Resources

Congress

이옥정 2017.05

Sacramento,

Sacramento

Convention

center

미국

30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김용탁 2017.08 Singapore 싱가폴

31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김묘정 2017.08 Singapore 싱가폴

32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정영훈 2017.08 Singapore 싱가폴

3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주경원 2017.08 Singapore 싱가폴

34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정진석 2017.08 Singapore 싱가폴

35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7

이후상 2017.08 Singapore 싱가폴

36

18th IW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iffuse

Pollution &

Eutrophication

이정훈 2017.08

Los Angeles,

Luskin

Conference

Center

미국

37 IAMAS 2017 문영일 2017.08.27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Cape Town)

남아공

38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8

심인경 2018.04
Austria Center

Vienna (Vienna)
오스트리아

39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8

원정은 2018.04
Austria Center

Vienna (Vienna)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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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40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8

김묘정 2018.04
Austria Center

Vienna (Vienna)
오스트리아

41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용탁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2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진국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안현준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4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이후상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5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성훈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6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이성호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7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한대건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8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형수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49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도연수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50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묘정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51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2018

김경훈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52
American Geophysical

Union 2018
김진국 2018.12

Washington,

D.C.
미국

53
American Geophysical

Union 2018
김용탁 2018.12

Washington,

D.C.
미국

54
American Geophysical

Union 2018
오랑치맥솜야 2018.12

Washington,

D.C.
미국

55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9

최홍근 2019.04 Austria 오스트리아

56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9

김용탁 2019.04 Austria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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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57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최정현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58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원정은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59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심인경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60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김경민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61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주경원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62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한대건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63

European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ference 2019

김정욱 2019.05

Centro cultural

de belem

(리스본)

포르투갈

64 ICOLD 2019 문영일 2019.06 오타와 캐나다

65
2019 AGU FALL

MEETING
김성훈 2019.12 샌프란시스코 미국

66
2019 AGU FALL

MEETING
김묘정 2019.12 샌프란시스코 미국

67
2015년도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5.02 서울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68
2015년도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5.02 서울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69
2015년도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5.02 서울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70
2015년도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최창현 2015.05 제주도 컨벤션 대한민국

71
2015년도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5.02 서울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72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3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4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이옥정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5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6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7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장한진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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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79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묘정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80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최창현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81
2015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한대건 2015.05

강원도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82
2015년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
김진영 2015.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83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4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5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6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7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한대건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8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최창현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89
2015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묘정 2015.10 군산 GSCO 대한민국

90
2016년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6.02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

91
2016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이옥정 2016.02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

92
2016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6.02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한민국

93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이옥정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4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5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김진영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6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7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8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정진석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99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100
2016 한국수자원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김묘정 2016.05

대전 수자원공사

연구소
대한민국

101

2016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김진영 2016.06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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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16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김용탁 2016.06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03
2016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이옥정 2016.08

인천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대한민국

104 2016 HIC 정진석 2016.08. 대한민국

105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박윤경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06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07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08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정진석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09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0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묘정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1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덕환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2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한대건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3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김보란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4
2016년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
이명진 2016.1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15
2017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이옥정 2017.02 서울 건국대학교 대한민국

116
2017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7.02 서울 건국대학교 대한민국

117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용탁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8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9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0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신주영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1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정진석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2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3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주홍준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4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신훈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25
2017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남지수 2017.05

창원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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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년 상반기학술대회
김상단 2017.06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한국

127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문영일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28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한대건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29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김성훈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0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정영훈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1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이후상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2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도연수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3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김묘정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4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김상단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5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김용탁 2017.10

BEXCO

(부산)
대한민국

136
한국습지학회 2017

학술발표회
이정훈 2017.08

부산, 부산

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대한민국

137
한국습지학회 2017

학술발표회
한대건 2017.08

부산, 부산

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대한민국

138
International Coastal

Symposium 2018
김용탁 2018.05

부산

해운대그랜드

호텔

대한민국

139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찬드라세카라라쿨라

라슨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0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정민규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1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문영일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2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성훈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3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안현준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4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정영훈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5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이후상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6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응웬딘휘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7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용탁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148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
도연수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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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활용여부

기술 미활용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

허용방식

(라)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마)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 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여

부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미래 가능최대강수량 

산출방법

대

한

민

국

부경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8.05
10-2018-

0057952

2

과거 극한 강우 사상 

기반 강우량 예측 

프로그램

대

한

민

국

부경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9.12
10-2019-

0165690

3

연속호우사상

기반의거대홍수 및

댐붕괴 해석 시스템

대

한

민

국

인하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9.12 10-2019-017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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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비고

1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100년
빈도 이슬점 산출
프로그램

이옥정 2016-11-08 C-2016-0
26320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2 호우사상 유역 전이
프로그램 이옥정 2017-11-02 C-2017-0

26630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3 극한호우 전이 및
최대화 프로그램 이옥정 2018-04-30 C-2018-0

11114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4
전국 유역별 티센가중치
산정을 통한 유역 대표
값 산정프로그램

김용탁 2018-10-17 C-2018-0
27654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5
댐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한 부재별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한국시설안전공
단 2018-10-19. C-2018-027900

한국시설안
전공단 100% 응용

6 댐 상태평가 결과
DB구축 프로그램

한국시설안전공
단 2018-10-19 C-2018-0

27899
한국시설안
전공단 100% 응용

7 증발수요 가뭄지수 산정
프로그램 원정은 2018-10-23 C-2018-0

28338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8 IHDAM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2-13 C-2018-0.7712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9
Copula-based Joint

Drought
Index(결합가뭄지수)산

정 프로그램

원정은 2019-10-18 C-2019-0
29385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10 INHAFlood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12-12 C-2019-0

4131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11 댐평가기준 가중치산정
모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01(예정) 문영일 80%

12
OpenAPI 자료를 이용한

초단기 강우예측
프로그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01(예정) 문영일 80%

(다)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라)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 440 -

(마)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체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3) 경제적 성과

(가)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나)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누적 징수현황

(다)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라) 사업화 현황(누적)
(단위: 명, 년)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년도

기술

수명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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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출실적
(단위: 원)

번호
사업화명

(공사명/제품명)

매출형태

(공사수주/제

품판매)

계약 체결일

공사계약금액/제품

판매금액

(원, ＄)

발주처/

판매처

발주/

판매국가
산정방법

합계 원

(바) 고용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고용창출형태 고용창출인원 근거

OOOO년 명

합계 명

(사) 비용 절감(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방법

합계

(아)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원)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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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업지원(기술지도)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

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1 지침 개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018.4.

기후변화

관련인자를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2 지침 개선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진행중 진행중

(4) 사회적 성과

(가) 법령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나)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다)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

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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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연구 인력양성

번호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 2015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0 5 4 1 5 0 0

2 2016 0 11 10 1 7 2 1 1

3 2017 7 4 9 2 7 1 3

4 2018 2 4 4 2 3 1 2

5 2019 10 9 17 2 9 5 5

(마)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원)

(바)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

교류

구분 성명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국제

협력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체결

일자

대상

국

대상기

관

체결자

료

(건)

대상

국

과제접

수

(건)

과제도

출

(건)

조사기

간

대상

국

협약연구

개발비

(원)

체결

건수

체결일

자
수행기간

(사) 기술무역

번호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해당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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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홍보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적응기술

홍수 위험 지수 산정 기법의 비교 검토

미국 오로빌(Oroville) 댐 사례가 보여준 예방적

유지관리의 가치

한반도 연속호우 발생 사례 및 전망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2015. 02

2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2016. 01

3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2017. 03

4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2018. 10

5 기술기사 대한토목학회지 2019. 10

6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2019. 11.

7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HadGEM3-RA 기후모델을 이용한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량 산정 절차
2020. 02.

8 기술기사 한국수자원학회지 제방의 구성 인자를 활용한 취약성 분석 기술 2020. 02.

9 홍보부스
(사)한국습지학회

2015정기학술발표회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5. 05.

26∼27

10 홍보부스
(사)한국습지학회

2016정기학술발표회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6. 08.

25∼26

11 홍보부스
(사)한국습지학회

2017정기학술발표회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7. 08.

24∼25

12 홍보부스
(사)한국습지학회

2018정기학술발표회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8. 08.

22∼23

13 홍보부스
(사)한국습지학회

2019국제학술발표회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9. 08.

19∼20

14 홍보부스
IWAInternational

Conference
IWA 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를 통한 홍보

2019. 10.

27∼31

(자)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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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