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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부족 문제 심화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물 공급

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용수수급 기술

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개의 

세세부 연구과제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

을 평가하기 위해 AR5 기반 기후·수문 시나리오 표준생산기술 개발 및 시나리오

를 생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 수자원공급 시설물의 물공급 안전도를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물공급 예비율 산정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공급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발생가능한 극한 물부족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정립하였다.

연구개발 목표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개발

연구 내용

  • AR5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연구개발성과

 • AR5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 40개 이상 GCM에 대해 AR5 RCP별 기후전망 자료, 5개의 지역기후모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상세화된 CORDEX 상세 자료, 2개의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수집함. 국내외 100여 편의 문헌조사를 통해 CMIP5 기후모델의 기

온과 강수 모사 성능 평가와 상세 시나리오 생산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기술보

고서를 작성함

  -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평가/선정 기법 및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개발하

고 AR5 RCP 4.5와 RCP8.5 기후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국내 기상관측소에 대해 

상세화된 중권역 규모의 일단위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함. 기후 시나

리오는 통계적 상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추세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추세보정 누적분위대응(quantile delta mapping) 기법인 

SDQDM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수문 시나리오는 수량 및 수질, 단기 및 장기 유

출, 도시 및 농촌 복합 유역에서 활용 가능한 HSPF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함. 

상세 기후 및 수문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남한 유역과 5대강 대권역 유역에서 

기후 특성 및 미래 전망과 수문 요소 특성 및 미래 전망을 분석함. CMIP5에서 

decadal 예측을 수행한 11개 GCM에 대해 예측자료를 수집하여 동아시아와 한

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문기후의 시공간 특성 및 극한 지수의 특성을 비교적 

잘 재현하는 3개의 GCM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최고온도/일최저

온도/강수량의 계절별 공간 모사력과 예측 선행시간별 모사력을 평가함

  - 5개 대권역별 수문순환 요소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기후 전망, 장기

유출량 전망, 유황 곡선 및 수문 지수 등을 평가함.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처리부터 자료 생성까지 수행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의 스트림라인화 및 모듈화를 완성함.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

템을 통해 SDQDM 기법으로 생산된 한반도 상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최고 기

온, 최저기온, 상수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되어 환경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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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

됨

  -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소스 코드 포팅함. 윈도

우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기존 SDQDM 코드를 윈도우, 맥, 리눅스 및 다양한 클

러스터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함.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 SDQDM 프로그램 수

정 및 컴파일이 쉽게 가능하도록 Makefile을 개발함. SDQDM 내의 여러 모델들

을 병렬로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CPU 코어 4

개)에서 최대 2~3배 계산 시간을 단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최종 교육 수행 시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은 SDQDM 

병렬화 기능을 포함하여 100% 구동하였으며,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0.6점

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 국내외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용수수요 추정기술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부분

의 수자원계획은 향후 발생가능한 몇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유역 수문순환 평가 및 용수수요 추정 모듈을 탑재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을 개발함. 미래 기후변화, 사회/경제 조건 변화 시나리오를 종합적

으로 반영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를 용도별로 추정하여 제시함

  - 개발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을 시범유역인 낙동강 유역에 적용함.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고 각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

해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여 제시하였으며 물 공급 취약시설 

분석 및 지역을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용수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 체계를 

개발함. 최적연계 운영에 따른 추가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여 제시하였으며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함.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경제 미 물 부족 감소 분석

을 수행하는 등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평가함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을 통해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함. 미래 기후변화와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종합한 권역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별 51개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고 분석을 통

해 권역별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

함.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통한 권역별 추가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개

발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의 사용자 안내서와 지침서를 작성함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을 통해 한강권역에 대한 기후변화 수자원 영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미래 51개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통

해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 평가,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및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함. 한강권역의 수자원시설물의 최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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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운영을 통한 물 부족 감소를 평가함. 기후변화 적응 전략으로 대체수원 개

발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물 공급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 평가를 통해 물 

공급 증대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 기후변화 영향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 다목적 댐 비상용수 적용 및 사용 사례 조사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다목적댐

에는 비상용수를 가지고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사용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며, 

가뭄시 비상용수를 활용하게 되면 용수공급 안정성이 향상됨, 국내외 가뭄 대

응을 위한 저수지 운영 기법을 조사하고, 국내 가뭄 대응 체계에 적용 가능한 

저수지 운영 기법을 선별하였음 

  -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 구축을 위해 시범유역(낙동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전후 기후/수문 특성 분석함, 가뭄대비 저수지 운영 현황 및 특성 분석,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을 평가함,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에 대한 저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준 곡선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모의 운영 

결과가 용수 공급 안정성에서 과거 댐 운영 실적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수립 저수지 운영 기준 개선(안) 보완을 위해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 도입을 

위한 SFI(Standard Flow Index)지수 개발하고 이를 저수위(저수량)을 연계한 

가뭄단계 해제기준 시나리오 모의 및 효과분석 수행하여 과학적근거를 마련

함,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용수공급 능력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함, 기후변

화 시나리오 반영 다목적댐 가뭄단계별 기준저수량 및 운영기준(안) 도출함,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댐 군 독립 운영과 비교를 통해 연계 운영의 효과를 입증하였음

  - 가뭄 대응 Action Plan을 사전에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저수

량 세분화하여 댐운영 실무자 및 관계자의 용수공급 및 감축,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활용가능한 기술을 제시함, 점진적 용수제한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용수 제한공급 단계를 5단계(기존)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여 용수공급 시나리

오를 사용하여 과거 가뭄사상에 대한 저수지 운영 효과를 분석함, 장기(2년 

연속 등)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및 52개 RCP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기준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함, 부족량 분석을 통한 대

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낙동강수계 다목적댐별 예비율 산정 모형을 구축

하여 적정 예비율 산정함, 표준 유출량 지수를 활용하여 52 개 기후변화 시나

리오 중 대표 극한 가뭄 시나리오를 선별하였으며,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의 연계 모의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댐 군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

였음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운영기준 적용하여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기준(안)을 제시 하였고, 저수지 운영 핵

심요소기술의 현업 실용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요소기술 S/W 개발을 완

료하였음, 또한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응 댐 운영관리 시스템의 사용

자편의환경(GUI)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음,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저수지 모의 운영을 통해 댐 예비율 확보 기준을 제시함, 낙동강 주요 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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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군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하였으며, 개

발된 모형의 사용자 맞춤화(용수공급 조정기준, 회복수위 적용)를 통해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선하였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기술 및 기후변화 반영 기준저

수량 산정 기술 등을 반영한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

(안)을 보완하여 현업 실무자에게 배포하였고,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시스템”(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Tool,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Tool,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

의 운영 Tool,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의 사용자편의환경

(GUI)를 개발완료하여 K-water 댐운영 현업부서에 배포하여 실용화 하였음, 

또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부족분 공급방식, 비상용량을 

활용한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제시함

 •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 가뭄 평가기법 개발과 가뭄취약지역, 수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외 가뭄평

가기법 조사 및 분석, 가뭄관련 기록 구축, 수자원 DB 구축, 국내외 가뭄 현

황 조사를 수행함

  - 기후변화 고려하여 가뭄시나리오의 개발 및 평가와 이에 따른 유역 및 권역별 

극한가뭄 취약지역을 평가하였음, 또한 극한가뭄의 정의 기준 제시와 가뭄대

응에 필요한 가뭄취약지역 선정과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을 제시함

  -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극치수문자료에 대한 

가뭄 전망 및 평가와 극한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맵핑을 실시하였으며, 극한가

뭄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 극힌가뭄을 고려한 수자원 취약지역의 분류와 수자원 취약지역의 분포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수문-기상학적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극한가뭄에 대비한 

가뭄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기후-수문-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가뭄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극한가

뭄이 발생했을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비상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Emergency 

Plan 수립(안)을 제시

  - 기후변화를 고려한 Multi GCM 기반의 가뭄 위해성 및 미래 용수부족량, 사회

경제적 인자기반의 가뭄취약성을 반영한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평가 및 가

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뭄대응종합계획 세부수립지침(안) 개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반도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국가인증(기상청) 기

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아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신뢰성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수급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 수

자원 용수수급 능력 평가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

니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시스템(WAMIS-CC)에 탑재하여 학계, 산업계 

등 대국민서비스로 제공 예정임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1차 평가보고서부터 제5차 평가보고

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개선된 기후모델을 통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기후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IPCC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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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후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자료가 공유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지

구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수집, 기후모델의 모사능력 평가, 상세화, 유출 시나

리오 생산이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

스템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보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역수자원계획 수립 및 해외사업 진출 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전

망 자료생산 및 평가 등에 활용,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4-3차 수정계획)에 

기 반영됨

 • 수자원계획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수자원계획 수립 지원 

가능함

 • 해외유역에도 적용가능한 확장모듈 개발을 통해 ODA사업 등 해외사업에 활용 

가능함

 • 다양한 물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복잡한 수자원 관련 사업 및 물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지원 가능함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비 비구조적 차원의 다목적댐 운영계획에 활용

(신기후체제 대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목

적댐 운영 실무 활용을 위한 사용자 편의환경시스템, 운영기준, 프로그램 등은 

현업부서의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등에 탑재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댐 예비율을 적용한 모형을 활용하여 이상갈수시 가뭄취약 지역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 시설물 

설계 및 운영기준을 정립하여 용수공급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극한가

뭄시 댐비상용량 활용을 예비율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극한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중앙 정부의 지자체 기후변화/가뭄 대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

공함으로써 지자체가 가뭄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극한 물부족 대비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로 지역적 극한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가뭄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음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기후변화

안정적 

용수수급
수자원계획 저수지운영 비상계획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limate change 

Sustainable water 

supply

Water  resources 

plan
Reservoir operation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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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필요성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기해 왔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수문환경뿐아니라인간생활패턴에도영향을 미쳐용수공급과수요의예측오차

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불확실성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표준화된 기후 및 수문시나리오 생산체계의 부재, 기후변화에 대

한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공급능력 평가 기술 부재 그리고 국가차원의 가뭄대응 방안 계획 부재 등

은 미래 수자원 안보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AR5 작성에 활용된 CMIP5 결과

는 개선된 지구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변동성의 이해 향상, 자연적 및 인위적 요소

에 의한 기후 반응 예측, 십년(decadal) 단위 기후예측성 평가, 다중 기후모델 결과 제공 등을

통해 기후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최신 기후연구 성과

를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적응정책수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 물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한 향후 안정적인 물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용수공급 시스템의 공급능력 및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AR5 RCP 기후시나리오로부터 현재의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 시스템의 공급능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예비율 개념 도입 및 용수공급시설 최적 연계 운영 체계 개발을 통해 물

부족 상황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전망은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가뭄심도가 커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극한가

뭄 시나리오에 대비한 국가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구성

2세부 과제(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는 4개의 세세부 연구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세세부 과제의 성과 달성 뿐 아니라 연구단 타 세부과제 연구 및 연구단의 핵심성과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 2세부 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AR5

기반 기후·수문 시나리오 표준생산기술 개발 및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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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급 시설물의 물공급 안전도를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물공급 예비율 산정기술 개

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공급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발생가능한 극한 물

부족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정립하였다.

2-1세부과제에서는 IPCC AR5에서 활용된 최신 기후전망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 및 수문 시

나리오를 신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R5 RCP를 기반으로 하

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상세 기후 시나리오와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제공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2세부과제에서는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모

형 개발을 통해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 시설물의 최적 용수공급체계를 개

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한 신규수원개발 투자 우선순위 결정지원 기술을 개발하였다.

2-3세부과제에서는 기후변화의 따른 이상가뭄 시 방어대책을 위해 댐 등 수자원 시설물의 예

비율 및 운영룰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였다. 댐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저수지

운영기준을 표준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비율 개념을 댐 물에 적용하는 댐 물공급 예

비율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댐 운영의 실제에 부합하고 저수지군을 운영하는 가뭄 및 기후변

화 대응 저수지 이수 운영 방안을 개발하였다.

2-4세부과제에서는 발생 가능한 극한가뭄에 대비하여 물 관리 기구(국토해양부, 기상청, 수자

원공사 등)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가뭄 대응을 위해 극한 가뭄에 따른 국가

Emergency Plan을 개발하였다. 이을 위해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 우심지역을 평가하

고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와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을 개발하였다.

그림 1.2 2세부 연구과제 최종목표 및 과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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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범위 및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기존 연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차별화

2세부 과제의 연구성과 조기달성을 위해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

동안 개발되지 못한 기술은 본 연구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차별화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장기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분석기술, 물부족/가뭄 전망 기술, 미래 물

수급 전망 기술 등을 개발한 연구자를 본 연구진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IPCC AR5 기

준시나리오를 적용 및 평가하여 기후변화 한반도 수자원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

으로 적응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1.3 기존 연구와의 연계방안 및 차별성

(나) 1단계 / 2단계 연구과제 진행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6년간의 연구를 1단계: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개발(3년), 2

단계: 기후변화 적응 실용화 및 현업화(3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차년도는 국내외 기술동향

을 분석하여 최신기술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며, 2차년도는 각 기술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3차

년도는 시험 유역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평가하고 개발기술을 보완하였다. 4차년도는 개발기술

의 고도화와 현업화를 수행하였다. 5차년도에는 실용화 및 사업화를 수행하였다. 6차년도에는

실용화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보완하고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업에 적용가능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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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스템)을 실제 활용처(K-water 통합물관리처)에 설치하여 적용성을 고도화하였다. 성공적

인 기술 현업화를 위해 핵심 연구성과의 활용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2세부에서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기후·수문) 자료는 1세부(치수), 2세부(이수), 3

세부(유역관리), 4세부(수자원산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연구단 성과의 일관성 확보 및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한 연구단 공식 기후변화 시나리오(기후·수문)를 생산 후,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등록하였다. 또한, 세부과제의 핵심성과를 연계하여 정책반영 지원을 위한 기후

변화 영향평가 국가보고서(환경부, 예정)를 발간 예정이며, 2세부는 기후전망 및 이수분야 평가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단 6대 핵심성과 도출(2세부: 2개 핵심성과)을 위해 각 세

부과제별 성과 조정 및 연계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3세부 및 4세부의 정보제공 시스템

(WAMIS-CC, GWB) D/B에 탑재 예정이다.

그림 1.4 2세부 연구과제의 단계별 연구수행 전략

그림 1.5 2세부 연구과제의 낙동강 시범유역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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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범위 및 일정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AR5 기후전망 D/B 구축 및

상세시나리오 작성 기술 동향

분석

•AR5 RCP별 기후전망 자료 수집

•국가표준시나리오 및 CORDEX 상세 자료 수집

•Reanalysis 자료 수집

•상세시나리오 작성기술 현황 조사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

립을 위한 기존기술 조사

•용수공급 능력 및 취약성 평가 기술 조사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기술 조사

◦예비율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 대응 댐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문헌 및 유역조사를 통해 예비율 개념 도입과 국내외 연구

동향분석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 방안의 문헌연구 및 선정

◦기후변화 가뭄평가 기법 조사

및 가뭄 관리현황/ 전략 조사

•국내외 가뭄평가 기법 조사 분석

•가뭄관측 및 가뭄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수자원정밀 조사 및 DB 구축

•국내외 가뭄 관리 현황 조사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사

•수자원 D/B(수자원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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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차년도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

리오 생산기술 개발 및 분석

•AR5 RCP별 자료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유역규모 상세화 기술 개발

•유역 수문순환해석 기술 개발

•한반도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불확실성 평가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모

듈 및 용수수요 변화 추정기

술 개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개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 추정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물수급 네트워크 구축

◦수자원 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법론 개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 구축

•예비율 적용 시 수질 고려 가능성 검토

•수자원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안 및 모형 개발

•두개 댐의 가뭄 및 평상시 저수지군 운영모형 구성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

발

•AR5 기반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불확실성 평가

•고기후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불확실성 평가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및 권역별 극한가뭄 취약지

역 평가

•수자원확보 취약지역 조사 및 선정

•수자원 확보 취약지역의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

•극한 가뭄 시,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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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차년도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및 적용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D/B 구축

•AR5 Decadal 전망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AR5 Decadal 전망의 유역규모 상세화

•AR5 Decadal 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기술의 시범유역 적용

•현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취약시설 및 지역 도출

◦댐 예비율 적용모형 및 운영

기준의 시범유역 적용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개발

•댐 예비율의 시범유역 적용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모형 구성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 및 실

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치수문자료에 대한 선형/비선형 모형을 통한 가뭄전망 및

평가

•대규모 기상정보를 통한 비정상성 가뭄 빈도해석기법 개발

•극한가뭄 우심지역 매핑 (중권역별, 행정구역별)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개발

•수자원의 유역간 이동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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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차년도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

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

발

•시스템 기능 및 요구사항 정의, D/B 설계

•시나리오 생산 모듈 시스템 연계기술 개발

•가시화/분석 프로그램 개발

•자료제공 프로그램 개발

◦용수공급 시설물 최적연계운

영체계 및 신규수원 개발 우

선투자결정지원 기술 개발

•용수공급시설물 최적 연계 운영체계 개발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부족 시나리오 전망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지원 기술 개발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최적

적용 방안 및 모의운영을 통

한 평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술 방안 수립

•댐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기후변화와 과거 시나리오별 가뭄 및 평상시 대권역 저수지

군의 운영모형 적용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

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

석 및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장기유출 모의를 통한 미래 수자원 취약지역의 분류(중권역

별, 행정구역별)

•극한가뭄 우심지역과 수자원 취약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분석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별 목표 안전도 설정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역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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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차년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

템 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시범운영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추가 요구사항 반영 및 편의성 개선

•서비스 오픈 및 시스템 안정화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

략 수립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물 부족 대응을 위한 적응체계 도출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댐 예비율 및 저수지운영 표

준화 기준의 정립 및 가이드

라인 제시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댐 예비율 기준 정립

•기후변화 적응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대상 지표분류 및 선정

•유역별/권역별 세부지표 자료수집 및 구축

•세부지표 표준화 및 가중치 결정

•민감도 분석을 통한 통합가뭄평가지수 개발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가뭄상황대응 체계 구축

•극한가뭄에 대비한 가뭄단계별 국가 Emergency Pla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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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차년도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

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

육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유지보수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및 적용성 평가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

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

화 적응전략 개발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

물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 구축

⦁댐 군 연계 및 유역상황을 고려한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회복수위를 적용한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보완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Multi

GCM 기반의 가뭄 위해성 및

미래 용수부족량, 사회경제적

인자기반의 가뭄취약성을 반

영한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

도 평가 및 가뭄대응종합계획

세부수립지침 개발

⦁가뭄 지수를 활용한 GCM에 따른 미래 가뭄 위해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미래 용수 부족량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반영한 가뭄 취약

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가뭄 위해성 지수와 가뭄 취약성 지수기반인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시·군의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행정구역 내의 기초조사, 가뭄위험지역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등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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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연구성과

(1) 주요 연구성과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개의 세세부 연구과제를 연계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AR5 기반 기후·수문 시나리

오 표준생산기술 개발 및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 수자원공급 시설물의 물공

급 안전도를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물공급 예비율 산정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공급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발생가능한 극한 물부족 시나리오 상황에

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정립하였다. 각 세세부 연구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 기후모형에서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역기후모형이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해당

분야에 적합하게 시공간적으로 상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역학적 상세화는 기후모형의 모사(simulation) 오차로 인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상세

화는 현재 통용되는 “누적분위대응(quantile mapping) 기법”의 한계로 인해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장기추세(trend)를 왜곡하여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장

기추세를 보존하는 “추세보정 누적분위대응(quantile delta mapping) 기법”인 SDQDM을 개

발하여 통계적 상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추세의 왜곡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추세 왜곡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신

뢰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및 상세화 자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전처리부터 시나리오 생성까지 스트림라인화 및 모듈화 형태로 구현되었고, 각 모듈 간의 코드

호환성을 높이고 SDQDM 통계적 상세화에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계산 효율을

높였다. 특히 유료 상업용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자제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포팅하여 추후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였으며, 윈도우/맥/리눅스 및 다양한 클러스터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 대상의 통계적 상세

한 시나리오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되어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수자원계획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공급 취약성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과 모형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방법론과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 경로로 구성하고 각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수자

원시설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미래 물 공

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수자원시설의 최적 연계운영 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함



- 12 -

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술 개발과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국가

및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

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대체수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자원평가시스템인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의 수자원평가 계획 모형에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용량 산정 모듈,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다양한 수원

평가 모듈과 국내외 유역 자료 및 수문자료 활용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ODA 사업 등 해외사업

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는 가뭄 시 댐 용수부족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적 재난예방

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

다. 본 연구를 통해 최초 개발한 가뭄대응 단계별 용수공급 및 운영기준을 4가지 핵심요소기술

로 구분하여 각 요소 기술의 고도화를 수행하고, 이를 26개 GCMs RCP4.5/8.5 시나리오에 적

용하여 최적 저수지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가지 핵심요소기술은 ① 추계학적 유입

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저수량 산정 기술, ②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세분화, ③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수립 및 평가 기술, ④ 가뭄대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술로 나

누어진다.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기술 내용으로는 추계학적 500년 모의유입량과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전국 다목적댐의 일단위 기준저수량 개선, 기후변화 기반 기준저수량

평가, 급격한 용수공급 감량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및 점진적 용수 제

한공급 기준 개발,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제시, 유입량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

전망 및 운영 방법 모의, 그리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개발된 핵심요소기술 들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장기(2년 연속 등)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및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의 내

용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통합 댐운영관리 시스템 구

축을 안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다목적댐의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화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 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 내 기준저수량 산정 시스템(S/W)은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갈수기 용수공급 확보를 위한 상시만수위를 모두 연계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류하천의 환경용수의 추가확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저수량 산정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반도 곳곳에 위치하

고 있다. 중위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홍수기와 갈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을 보여

수자원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을 추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갈

수기의 가뭄에 대비하는 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의 능력을 평가하고

댐의 비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

원 시설물의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수 활용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운영 가이드라인으

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댐 예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댐의 잠재 용수공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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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가뭄이 심각할 때에도 국민들이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예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댐들의 비상용량만으

로 극심한 가뭄 대비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 갈수기 댐 운영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

될 것이다.

비상 가뭄 시 제한적 물 공급의 실현 방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부족의 심

도를 약화시켜 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으며, 미래의 비상 가뭄 시 저수지 군 운영의 활용 기술

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뭄 피해 완화(hedging) 목적의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 공급 실행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최적화 기법 적용 기술을 축적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서 혼합정수계획법

과 차원변화 탐색기법을 적용하였다. 모의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GoldSim을 사용

하여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운영 모형 엔진과 도표식 사용자 편의 환경을 일

체로 개발하였다. 문숫자 모형과 달리 사용자는 엔진과 편의 환경의 일체 모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저수지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자료 기반의 한반도 극한 가뭄에 대한 취약지역 선정 기술 개발/가뭄 사전감지기술 및 물

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극한 가뭄에 대한 학술적-정량적 정의, 단일변

량-이변량 가뭄 빈도해석에 의한 관측소별-권역별 SDF 곡선의 개발, Drought Spell에 의한

유역별 극한가뭄의 지속기간, 평균심도, Magnitude 분석 및 가뭄 취약지역의 선정, 수자원 확

보 취약지역의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 그리고 극한 가뭄 시,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과 극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Emergency Plan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뭄

의 규모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4차년에 개발된

GCM 평가 및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미래 극한가뭄을 효율적으로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공구조물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이수분야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여 가뭄 규모를 반영한 이수안전도 평가기준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26개 GCM에서 생산되는 미래 강수량 자료를 기반으로 가

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자를 선정하여 GCM별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출하는 모델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GCM을 기반으로 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을 통해 극한가뭄 취약지역을 도출하

였다. 그동안의 GCM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극치사상 추정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극한가뭄을 정량적

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가뭄 대응 매뉴얼은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주된 내용으

로 효율적이지 못한 가뭄 대응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

역 기반의 사전가뭄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극한가뭄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정부주도적인 가뭄대응에서 벗어나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지역 및 가뭄 분석을 통해 효율적

인 가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뭄 취약지역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뭄을 사전

에 대비하고, 운영과 관리 및 평가·수정을 통해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꾸준한 보완을

통해 기후변화 대비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술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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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장기추세를 보존하는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

술을 확보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모형(SDQDM)”이란 명칭으로 소프트웨어 등

록(등록번호: C-2017-002843)을 완료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및 상세화 자료

생산 시스템 역시 소프트웨어 등록(명칭: 한반도 기후변화 상세화 프로그램, 등록번호:

C-2018-038586)과 특허 출원(명칭: 외부 스크립트 실행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기후모델링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2018-0154496)을 완료하였다. 또한 AR5 상세 기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통해 SDQDM 기법으로 생산된 한반도 상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최고 기온, 최

저기온, 상수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되어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되었다.

국내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형 개발

이 전무한 실정이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여 국내 유역에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전망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국가 및 지역

수자원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

은 해외기술수준 대비 90%를 달성하였으며, 관련 연구성과는 4개의 S/W 등록과 함께 기술보

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는 가뭄 시 댐 용수부족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적 재난예방

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다목

적댐 운영의 주체인 K-water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실무주체인 통합물관리처 및 사업

기획처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며 기후

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극한가뭄에 대비한 Emergency Plan을 수립하기 위하여 극한가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극한가뭄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한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제시와 극한가뭄 대응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SCI 논문 34편 게재(달성도 131%), 비SCI 논문 52편

게재(달성도 153%), 학술발표 145편 발표(달성도 181%), 기술기사 23편 게재(달성도 460%)되

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만들어지 소프트웨어는 14건으로 목표대비 175%를 달성하였

다.

(3) 경제적 성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물 공급 관리 기술 확보로 수자원계획의 경제성

평가에 의해 최소비용에 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가능

한 여건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장래 수자원 계획에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은 국외 수자원계획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하며, 해외

수자원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다양한 수자원 계획 수립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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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비구

조적인 방법인 댐 예비율 개념을 도입한 댐 운영 방안을 재정립한다면 효율적인 수자원계획 수

립이 가능하고 댐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생·공용수의 합리적인 공급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경제적 피해가 감소 될 것이다. 비상용량과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

용한 댐 운영 방안은 시작과 종료 시점이 불분명한 가뭄의 경제적 피해가 저감 될 것이다.

극한가뭄에 대비한 Emergency Plan(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극한가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극한가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가뭄 대응은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가

뭄 대응이 가능해 지고, 이로인해 가뭄 대응 비용 및 피해액을 절감할 수 있다.

(4) 사회적 성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안)에 수자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연구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및 모형은 지역별

물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물복지 국가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댐내 저수율과 비상용량을 활용한 댐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

면 물 부족 발생이 저감되고 물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소비활동을 직·간적접으로 지원할 수 있

게 된다.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뭄계획 구성(안)을 제시하여 가뭄 대응 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가뭄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

안하였다. 이로 인해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구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 대응을 위한 기술들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6차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24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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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1) AR5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가) AR5 기후전망 D/B 구축 및 상세시나리오 작성 기술 동향 분석

① AR5 기후전망 D/B 구축

㉮ AR5 historica/RCP별 기후전망 자료 수집

CMIP5 모델의 다양한 시간 규모 중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자료 및 월자료 위주로 다운

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변수는 강수량(pr) 및 평균, 최저, 최고기온(tas,

tasmin, tasmax), 지표풍속(sfcWind), 일사량(rsds)으로 총 6개이고, 위 변수 중 최고기온, 최

저기온, 강수에 대하여 과거 및 현재를 재현한 historical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모사력이 평

가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자료에 대해서는 RCP 2.6 및 4.5, 6.0, 8.5 4가지 시나리오 중, RCP4.5

와 RCP8.5 시나리오의 일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총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44개의 모형에 대해 수집이 이루어졌고 그 중 일자료에 대해서는

총 40개 모델이 구축되었다. 각 시나리오별 현황을 살펴보면, historical 및 RCP 4.5, 8.5 시나

리오에 대해 각각 2.7TB, 1.36TB, 1.18TB으로, 도합 5.23TB의 대용량 자료가 구축되었다. 월

자료는 비교적 용량이 작아 총 192GB 정도 구축되었다. Historical 자료를 포함하여 미래 시나

리오 자료의 6개 변수 중 4개의 변수(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에 대하여 일자료가

모두 구축된 모델은 40개 모형 중 29개이다. 모든 모델 자료는 관측자료의 공간 해상도와 동일

하게 맞추어 위도 2.5도, 경도 2.5도로 변환하였다.

그림 2.1 CMIP5 모델의 시나리오별 일자료 및 월자료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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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ing
center Model Institution Resolutiion

Lon. x Lat.
1

BCC
BCC-CSM1.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28x64

2 BCC-CSM1.1(m) 320x160

3
CCCma

CanCM4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128x64

4 CanESM2

5
CMCC

CMCC-CESM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96x48

6 CMCC-CM 480x240

7 CMCC-CMS 192x96

8
CNRM-CER

FACS
CNRM-CM5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et Formation Avancees en Calcul
Scientifique

256x128

9
CSIRO-BOM

ACCESS1.0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and BOM (Bureau of Meteorology,
Australia)

192x145
10 ACCESS1.3

11
CSIRO-QCC

CE
CSIRO-Mk3.6.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Queensland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192x96

12 EC-EARTH EC-EARTH EC-EARTH consortium 320x160

13 FIO FIO-ESM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SOA, China 128x64

14 GCESS BNU-ESM College of Global Change and Earth System Science,
Beijing Normal University 128x64

15 INM INM-CM4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80x120

16
IPSL

IPSL-CM5A-LR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96x96

17 IPSL-CM5A-MR 144x143

18 IPSL-CM5B-LR 96x96

19 LASG-CESS FGOALS-g2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nd CESS, Tsinghua University 128x60

20 LASG-IAP FGOALS-s2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28x108

21
MIROC

MIROC4h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640x320

22 MIROC5 256x128

23
MIROC

MIROC-ESM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and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128x64
24 MIROC-ESM-CHEM

25 MOHC
(add i t i o n a l
real izat ions
by INPE)

HadCM3 Met Office Hadley Centre (additional HadGEM2-ES
realizations contributed by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96x73

26 HadGEM2-CC
192x145

27 HadGEM2-ES

28
MPI-M

MPI-ESM-LR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192x9629 MPI-ESM-MR

30 MPI-ESM-P

31
MRI

MRI-CGCM3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320x160

32 MRI-ESM1

33
NASA GISS

GISS-E2-H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144x90

34 GISS-E2-R

35 NCAR CCSM4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88x192

36
NCC

NorESM1-M
Norwegian Climate Centre 144x96

37 NorESM1-ME

38 NIMR/KMA HadGEM2-AO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92x145

39
NOAAGFDL

GFDL-CM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144x9040 GFDL-ESM2G

41 GFDL-ESM2M

42
NSF-DOE-N
CAR

CESM1(BG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88x19243 CESM1(CAM5)

44 CESM1(FASTCHEM)

표 2.1 CMIP5 mode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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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1975-2005 1950-2005 1975-2005 fail 1975-2005 fail
2 bcc-csm1-1-m 1850-2012 1975-2012 1975-2012 1850-2012 1850-2012 fail
3 bcc-csm1-1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1950-2012
4 BNU-ESM 1950-2005 1950-2005 1950-2005 fail 1950-2005 fail
5 CanCM4 1961-2005 1961-2005 1961-2005 X X X
6 CanESM2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7 CCSM4 1955-2005 1955-2005 1955-2005 1850-2005 X 1850-2005
8 CESM1-BGC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X X
9 CESM1-CAM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X X
10 CESM1-FASTCHEM 1955-2005 1955-2005 1955-2005 X X X
11 CMCC-CESM 1975-2005 1975-2005 1975-2005 X 1975-2005 1975-2005
12 CMCC-C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3 CMCC-CMS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4 CNRM-CM5 1975-2005 1975-2005 1975-2005 1850-2005 1975-2005 1975-2005
15 CSIRO-Mk3-6-0 1970-2005 1970-2005 1970-2005 1850-2005 1970-2005 1970-2005
16 EC-EARTH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12 1850-2012
17 FGOALS-g2 1976-2005 1976-2005 1976-2005 1950-2005 X 1976-2005
18 FGOALS-s2 1976-2005 1976-2005 1976-2005 1850-2005 X X
19 GFDL-CM3 186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1975-2005
20 GFDL-ESM2G 1976-2005 1976-2005 1976-2005 1861-2005 1976-2005 1976-2005
21 GFDL-ESM2M 1976-2005 1976-2005 1976-2005 1861-2005 1976-2005 1976-2005
22 GISS-E2-R 1959-2005 1959-2005 1959-2005 1959-2005 1959-2005 X
23 HadCM3 195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1950-2005 1950-2005
24 HadGEM2-AO 1974-2005 1974-2005 1974-2005 1959-2005 1974-2005 1974-2005
25 HadGEM2-CC 1969-2005 1969-2005 1969-2005 1959-2005 1959-2005 1969-2005
26 HadGEM2-ES 1970-2005 1970-2005 1970-2005 1850-2005 1970-2005 1970-2005
27 INM=CM4 1950-2005 1950-2005 1950-2005 1850-2005 1950-2005 1950-2005
28 IPSL-CM5A-LR 1950-2005 1950-2005 1950-2005 1850-2005 1950-2005 1950-1999
29 IPSL-CM5A-M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0 IPSL-CM5B-LR 1976-2005 1976-2005 1976-2005 1950-2005 1950-2005 1976-2005
31 MIROC4h 1970-2012 1970-2012 1970-2012 1850-2005 1970-2012 1970-2012
32 MIROC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950-2005
33 MIROC-ESM-CHE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950-2005
34 MIROC-ESM 1970-2005 1970-2005 1970-2005 1850-2005 1970-2005 1970-2005
35 MPI-ESM-L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950-2005
36 MPI-ESM-M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950-2005
37 MPI-ESM-P 1970-2005 1970-2005 1970-2005 1850-2005 1970-2005 1970-2005
38 MRI-CGCM3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12 1850-2012
39 MRI-ESM1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40 NorESM1-M 1950-2005 1950-2005 1950-2005 1850-2005 X 1950-2005

표 2.2 CMIP5 daily data (historic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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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2006-2055 2006-2055 2006-2055 fail fail fail
2 bcc-csm1-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 bcc-csm1-1 2006-2199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100
4 BNU-ESM fail fail fail fail fail fail
5 CanCM4 2006-2035 2006-2035 2006-2035 X X X
6 CanESM2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7 CCS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2006-2100
8 CESM1-BGC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X
9 CESM1-CAM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X
10 CESM1-FASTCHEM X X X X X X
11 CMCC-CESM X X X X X X
12 CMCC-C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3 CMCC-CMS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4 CNRM-CM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5 CSIRO-Mk3-6-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fail 2006-2100
16 EC-EARTH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7 FGOALS-g2 2006-2100 2006-2100 2006-2100 fail fail 2006-2100
18 FGOALS-s2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X X
19 GFDL-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 GFDL-ESM2G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1 GFDL-ESM2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2 GISS-E2-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23 HadCM3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X
24 HadGEM2-AO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5 HadGEM2-CC 2005-2100 2005-2100 2005-2100 2005-2099 2005-2100 2005-2100
26 HadGEM2-ES 2005-2109 2005-2099 2005-2099 2005-2299 2005-2099 2005-2099
27 INM=C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8 IPSL-CM5A-LR 2006-2205 2006-2205 2006-2205 2006-2100 2006-2205 2006-2205
29 IPSL-CM5A-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2006-2100 2006-2100
30 IPSL-CM5B-L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1 MIROC4h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32 MIROC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049
33 MIROC-ESM-CHE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4 MIROC-ES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2006-2100 2006-2100
35 MPI-ESM-L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2006-2100 2006-2049
36 MPI-ESM-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7 MPI-ESM-P X X X X X X
38 MRI-CG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9 MRI-ESM1 X X X X X X
40 NorESM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X 2006-2300

표 2.3 CMIP5 daily data (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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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2006-2055 2006-2055 2006-2055 fail fail fail
2 bcc-csm1-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 bcc-csm1-1 2006-2199 2006-2199 2006-2199 2006-2300 2006-2199 2006-2100
4 BNU-ESM X X X X X X
5 CanCM4 X X X
6 CanESM2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7 CCS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r6
8 CESM1-BGC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X
9 CESM1-CAM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X
10 CESM1-FASTCHEM X X X X X X
11 CMCC-CESM 2000-2100 2000-2100 2000-2100 X 2000-2100 2000-2100
12 CMCC-C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3 CMCC-CMS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4 CNRM-CM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66-2095
15 CSIRO-Mk3-6-0 2006-2100 2006-2100 2006-2100 fail fail fail
16 EC-EARTH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7 FGOALS-g2 2006-2100 2006-2100 2006-2100 fail fail 2006-2100
18 FGOALS-s2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X
19 GFDL-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 GFDL-ESM2G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1 GFDL-ESM2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2 GISS-E2-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23 HadCM3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2006-2035 X
24 HadGEM2-AO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5 HadGEM2-CC 2005-2100 2005-2100 2005-2100 2005-2099 2005-2100 2005-2100
26 HadGEM2-ES 2005-2109 2005-2109 2005-2109 2005-2099 2005-2092 2005-2092
27 INM=C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8 IPSL-CM5A-LR 2006-2205 2006-2205 2006-2205 2006-2300 2006-2205 2006-2205
29 IPSL-CM5A-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0 IPSL-CM5B-L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1 MIROC4h X X X X X X
32 MIROC5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059
33 MIROC-ESM-CHE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4 MIROC-ES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5 MPI-ESM-L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300 2006-2300 2006-2100
36 MPI-ESM-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7 MPI-ESM-P X X X X X X
38 MRI-CG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9 MRI-ESM1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40 NorESM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X 2006-2100

표 2.4 CMIP5 daily data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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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2 ACCESS1-3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 bcc-csm1-1-m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4 bcc-csm1-1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1850-2012
5 BNU-ES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6 CanCM4 1961-2005 1961-2005 1861-2005
7 CanESM2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8 CCSM4 1850-2005 1850-2005 1850-2005
9 CESM1-BGC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0 CESM1-CAM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1 CESM1-FASTCHEM 1850-2005
12 CMCC-CESM
13 CMCC-C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4 CNRM-CM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5 CSIRO-Mk3-6-0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6 EC-EARTH 1850-2009 1850-2005
17 FGOALS-g2 1850-2005 1850-2005 1900-2005
18 FGOALS-s2 1850-2005 1850-2005
19 FIO-ES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20 GFDL-CM3 1860-2005 1860-2005 1860-2005
21 GFDL-ESM2G 1861-2005 1900-2005 1861-2005
22 GFDL-ESM2M 1861-2005 1861-2005 1861-2005
23 GISS-E2-H 1850-2005 1850-2005 1850-2005
24 GISS-E2-R 1850-2005 1850-2005
25 HadCM3 1860-2005 1860-2005 1860-2005
26 HadGEM2-AO 186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27 HadGEM2-CC 186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28 HadGEM2-ES 1860-2005 1860-2005 1860-2005 1860-2005
29 inmcm4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0 IPSL-CM5A-L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1 IPSL-CM5A-M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2 IPSL-CM5B-L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3 MIROC4h 1950-2005 1950-2005 1950-2005 1950-2005
34 MIROC5 1850-2012 1850-2005 1850-2012 1850-2005
35 MIROC-ESM-CHE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6 MIROC-ESM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7 MPI-ESM-L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8 MPI-ESM-MR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39 MPI-ESM-P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40 MRI-CGCM3 1850-2005 1850-2005 1850-2005 1850-2005
41 NorESM1-ME 1850-2005 1850-2005
42 NorESM1-M 1850-2005 1850-2005 1850-2005

표 2.5 CMIP5 monthly data (historic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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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 ACCESS1-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 bcc-csm1-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4 bcc-csm1-1 2006-2300 2006-2300 2006-2300
5 BNU-ESM
6 CanCM4 2006-2035 2006-2035 2006-2035
7 CanESM2 2006-2300 2006-2300 2006-2300
8 CCSM4 2006-2299 2006-2100 2005-2299
9 CESM1-BGC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0 CESM1-CAM5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11 CESM1-FASTCHEM
12 CMCC-CESM
13 CMCC-C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14 CNRM-CM5 2006-2300 2006-2300 2006-2300
15 CSIRO-Mk3-6-0 2006-2300 2006-2300 2006-2300
16 EC-EARTH 2006-2009 2006-2100
17 FGOALS-g2 2006-2275 2006-2275 2006-2275
18 FGOALS-s2
19 FIO-ES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 GFDL-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1 GFDL-ESM2G 2006-2100 2006-2100 2006-2100
22 GFDL-ESM2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3 GISS-E2-H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4 GISS-E2-R 2006-2300 2006-2300 2006-2300
25 HadCM3 2006-2035 2006-2035 2006-2035
26 HadGEM2-AO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7 HadGEM2-CC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8 HadGEM2-ES 2006-2099 2006-2124 2006-2299
29 inmc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30 IPSL-CM5A-LR 2006-2300 2006-2300 2006-2300
31 IPSL-CM5A-MR 2006-2100 2006-2300 2006-2100
32 IPSL-CM5B-L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3 MIROC4h 2006-2035 2006-2035 2006-2035
34 MIROC5 2006-2100 2006-2100 2006-2100
35 MIROC-ESM-CHEM 2006-2100 2006-2100 2006-2100
36 MIROC-ESM 2006-2300 2006-2300 2006-2300
37 MPI-ESM-LR 2006-2300 2006-2300 2006-2300
38 MPI-ESM-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06-2100
39 MPI-ESM-P
40 MRI-CG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41 NorESM1-ME 2006-2100 2006-2100 2006-2100
42 NorESM1-M 2006-2300 2006-2300 2006-2300

표 2.6 CMIP5 monthly data (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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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Model pr tasmin tasmax tas sfcWind rsds

1 ACCESS1-0 2006-2100 2006-2100 2006-2100
2 ACCESS1-3
3 bcc-csm1-1-m 2006-2099 2006-2099
4 bcc-csm1-1 2006-2300 2006-2300 2006-2300
5 BNU-ESM
6 CanCM4
7 CanESM2 2006-2100 2006-2100 2006-2100
8 CCSM4 2006-2300 2006-2100 2006-2300
9 CESM1-BGC 2006-2100 2006-2100
10 CESM1-CAM5 2006-2100 2006-2100
11 CESM1-FASTCHEM
12 CMCC-CESM
13 CMCC-CM
14 CNRM-CM5 2006-2300 2006-2300 2006-2300
15 CSIRO-Mk3-6-0 2006-2300 2006-2300 2006-2300
16 EC-EARTH 2006-2100 2006-2100
17 FGOALS-g2 2006-2100 2006-2101 2006-2101
18 FGOALS-s2 2006-2100 2006-2100
19 FIO-ES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0 GFDL-CM3 2006-2100 2006-2100 2006-2100
21 GFDL-ESM2G 2006-2100 2006-2100 2006-2100
22 GFDL-ESM2M 2006-2100 2006-2100 2006-2100
23 GISS-E2-H 2006-2300 2006-2300 2006-2300 2006-2300
24 GISS-E2-R 2006-2300 2006-2300 2006-2300
25 HadCM3
26 HadGEM2-AO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006-2099
27 HadGEM2-CC 2006-2100 2006-2100 2006-2100
28 HadGEM2-ES 2006-2299 2006-2299 2006-2299
29 inmcm4 2006-2100 2006-2100 2006-2100
30 IPSL-CM5A-LR 2006-2300
31 IPSL-CM5A-MR 2006-2100
32 IPSL-CM5B-LR 2006-2100
33 MIROC4h
34 MIROC5 2006-2100 2006-2100 2006-2100
35 MIROC-ESM-CHEM 2006-2100 2006-2100 2006-2100
36 MIROC-ESM 2006-2100 2006-2100 2006-2100
37 MPI-ESM-LR 2006-2300 2006-2300 2006-2300
38 MPI-ESM-MR 2006-2100 2006-2100 2006-2100
39 MPI-ESM-P
40 MRI-CGCM3 2006-2100 2006-2100
41 NorESM1-ME 2006-2100 2006-2100 2006-2100
42 NorESM1-M 2006-2100 2006-2100 2006-2100

표 2.7 CMIP5 monthly data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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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 No. Model

1 bcc-csm1-1-m 16 HadGEM2-AO

2 bcc-csm1-1 17 HadGEM2-CC

3 CanESM2 18 HadGEM2-ES

4 CCSM4 19 INM=CM4

5 CESM1-BGC 20 IPSL-CM5A-LR

6 CESM1-CAM5 21 IPSL-CM5A-MR

7 CMCC-CM 22 IPSL-CM5B-LR

8 CMCC-CMS 23 MIROC5

9 CNRM-CM5 24 MIROC-ESM-CHEM

10 FGOALS-s2 25 MIROC-ESM

11 GFDL-CM3 26 MPI-ESM-LR

12 GFDL-ESM2G 27 MPI-ESM-MR

13 GFDL-ESM2M 28 MRI-CGCM3

14 GISS-E2-R 29 NorESM1-M

15 HadCM3

표 2.8 CMIP5 models with 4 variables (tas, tasmax, tasmin, pr) for historical and RCP scenarios

② CORDEX 및 국가표준시나리오 상세 자료 수집

㉮ CORDEX 자료 수집

CORDEX East Asia(https://cordex-ea.climate.go.kr)에서는 기상청에서 생산된

HadGEM2-AO 기후모델결과를 이용하여 5개의 지역기후모델(HadGEM3-RA, RegCM4,

SNU-MM5, SNU-WRF, YSU-RSM)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상세화된(공간해상도

0.44°, 50km) 5개 역학적 상세화 결과를 수집하였다.

No. Model Historical RCP 4.5 RCP 8.5

1 HadGEM3-RA 1950-2005 2006-2100 2006-2100

2 RegCM4 1979-2005 2006-2050 2006-2050

3 SNU-MM5 1980-2005 2006-2049 2006-2049

4 SNU-WRF 1980-2005 2006-2049 2006-2049

5 YSU-RSM 1980-2005 2006-2050 2006-2050

표 2.9 List of CORDEX-East Asia dynamical downscaling data for historical and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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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RDEX East Asia domain for dynamical downscaling

㉯ 국가표준 시나리오 자료 수집

영국기상청의 지역기후모델인 HadGEM3-RA를 통해 생산된 12.5km 한반도 국가표준시나

리오와 통계적 상세화 모델인 PRISM을 통해 생산된 1km 남한 상세 국가표준시나리오를 기상

청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림 2.3 HadGEM3-RA domain(left) and dynamical/statistical procedures for National 

Standard Climate Change Scenario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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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세 시나리오 작성 선행연구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

국내외 100여 편의 문헌조사를 통해 CMIP5 기후모델의 기온과 강수 모사 성능 평가와 상세

시나리오 생산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기술보고서(“수자원의 기후변화전망 활용을 위한 기후모델의

성능평가 및 상세화 연구동향 분석”)를 작성하였다. 본 기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CMIP5 전구기후모델들의 모사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도출

ㆍ기후전망결과의 국내외 상세화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선진국대비 국내기술 수준 및 한계점

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제안

(나)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① AR5 모델별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 수문기후(Hydroclimate) 평가지표 개발

IPCC 5차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CMIP5에서는 50개 이상의 기후모델이 참여하여 미래 기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기후모델 결과가 다양해짐에 따라 선진국(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후모델

의 모사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모델의 선정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추세이다.

그림 2.4 기후모델 북미지역 모사성능평가, Rank 1: Best model, Rank 17: Worst 

model

수문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는 강수가 가장 중요한 기후인자이다. 그러나 기후모델내

에서 강수량은 다른 기후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강수만을 평가하게

될 경우 신뢰성 있는 기후예측모델 선정에 불확실성이 내포될 수 있다. 따라서 강수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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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간장, 주요 기후모드평가, 기온 등의 추가 변수 평가가 병행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수

자원 관련 변수들 중 기온에 대한 CMIP5 기후모델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공간적 기후값과 시간

에 따른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간적 기후값 평가를 위해 연평균(annual

mean)과 계절 평균(seasonal mean), 극한값(extremes)들의 기본 기후장에 대한 모형 성능을

평가체계에 포함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변동성(long-term

trend), 경년 변동성(year-to-year variability) 등을 고려하였다. 강수량의 경우 기후모델의 모

의한 기후특성의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모형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는 전지구 몬순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시아 몬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모의 검

증 체계를, 시간 규모로는 기후학적 연평균(annual mean), 계절 평균(seasonal mean) 연변동

(annual variability) 및 경년 변동(year-to-year variability)의 측면에서 강수량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 공간 및 시간 변동성, 극한지수 평가체계 구축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CMIP5 모형의 기온/강수 등 hydroclimate의 기후모사

력 비교 분석을 통해 수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모델 성능 평가 matrix를 구축하였다. 이

때 평가를 위한 관측기후로는 NCEP/NCAR 재분석 일자료를 사용하였다. 수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강수 및 최고․최저기온에 대한 평균 기후장(spatial climatology)과 연변동성

(interannual variability)의 모사력을 각 모형별, 계절별로 평가하였다. 또한 모형 및 재분석 자

료로부터 극한 지수를 산출하여 각 모형별 극한기후 모사력 비교하였다. CMIP5 모형성능의 정

량적 비교평가를 위해 각 기후특성 별로 공간적인 패턴의 유사성(PCC; 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과 변동의 유사성(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을 고려하였

다. 기후모형간의 평균 성능보다 PCC가 높고 NRMSE가 낮은 모형군(GOOD)과 PCC가 낮으

면서 NRMSE가 높은 모형군(BAD)으로 분류하여 수문 분야에서 각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모

형을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2.5 CMIP5 기후모델 평가 체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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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MIP5 기후모델 평가 예시: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의 공간유사성(좌)과 

기후모델 성능 판정(우)

㉰ 수문기후(Hydroclimate) 평가지표를 이용한 CMIP5 기후모델 성능평가

RCP4.5와 8.5 시나리오에 대해 기후전망 정보를 공통으로 제공하는 29개 기후모델을 선정하

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절 평균 및 계절 변동성, 극한 변동 등 서로 다른 특징에 기반하여 최

적의 모델을 선택해 보면 우수한 기후 모델의 순위가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기온이

강수에 비해 그 불확실성이 적다하여도, 기후 변화의 자세한 특징을 조사하고 본 자료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그 목표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선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

로 한반도 지역의 강수 및 기온의 공간 기후도 및 시간 변동성 모의 성능 평가에 따라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들은 CCSM4, CESM1-BGC, CESM2-CAM5, MRI-CGCM3였으며,

비교적 안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은 HadCM3, HadGEM2-ES, MIROC-ESM-CHEM,

MIROC-ESM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동아시아 여름 및 겨울 강수량의 기후학적 연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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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9개 기후모델의 동아시아 여름 (a, b) 및 겨울 (c, d) 일 최고․최저 기온의 

기후값 공간분포 모의 성능

그림 2.9 CMIP5 모델 평가 결과 Matrix: 시공간 기후장 모사능력

극한값 모의 성능 평가에 따라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들은 CCSM4, CESM1-BGC,

CESM2-CAM5, MRI-CGCM3, NorESM2-M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은 IPSL-CM5B-LR, MIROC5, MIROC-ESM-CHEM, MIROC-ESM으로 나타났다.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우수 또는 성능이 낮은 기후모델은 없었으나, 일부모델(CCSM4,

CESM1-BGC, CESM2-CAM5, MRI-CGCM3)은 일관성 있게 평균적인 기후 및 극한값 모

의 성능에서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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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일최고강수량(RX1day)과 5일 누적 강수 최고값(RX5day)의 공간 분포도 

(좌), 모델별 모의 성능 (우)

그림 2.11 CMIP5 모델 평가 결과 Matrix: 극한지수(Extreme) 모사능력

㉱ CMIP5 기후모델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기후모사능력 비교 평가

기후모델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모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성능을 앞에 제시

된 그림에서 모델 평균보다 우수한 경우 1점(빨간색), 유사한 경우 0.5점(흰색), 성능이 낮은 경

우(파란색) 0점으로 정량화하였다. 공간해상도가 높은 경우(고해상도) 기후모델의 모사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모델(NorESM1-M, GISS-E2-R)은 공

간해상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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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CMIP5 모델 공간해상도에 따른 기후 모사능력

②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 ETCCDI(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기반 통계적 상세화 평
가체계 개발

세계기상기수(WMO)에서는 기후의 빈도와 심도를 평가할 수 있는 27개의 기후지표

ETCCDI(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24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상세화 결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ID Variable Description Unit

SU

TMAX

Annual count of days when TMAX > 25°C Days

ID Annual count of days when TMAX < 0°C Days

TXn Annual minimum value of TMAX °C

TXx Annual maximum value of TMAX °C

TX10p Percentage of days when TMAX < 10th percentile %

TX90p Percentage of days when TMAX > 90th percentile %

WSDI
Annual count of days with at least 6 consecutive days when TMAX > 

90th percentile
Days

FD

TMIN

Annual count of days when TMIN < 0°C Days

TR Annual count of days when TMIN > 20°C Days

TNn Annual minimum value of TMIN °C

TNx Annual maximum value of TMIN °C

TN10p Percentage of days when TMIN < 10th percentile %

TN90p Percentage of days when TMIN > 90th percentile %

CSDI
Annual count of days with at least 6 consecutive days when TMIN < 

10th percentile
Days

DTR
TMAX   & 

TMIN

Annual mean difference between daily maximum temperature TMAX 

and TMIN
°C

CDD

PRCP

Maximum number of consecutive days with daily PRCP < 1mm Days

CWD Maximum number of consecutive days with daily PRCP ≥ 1mm Days

PRCPTOT Annual total PRCP in wet days (daily PRCP ≥   1mm) mm

Rx1day Annual maximum 1-day precipitation mm

Rx5day Annual maximum 5-day   precipitation (PRCP) mm

R95pTOT Annual total PRCP when daily PRCP > 95 percentile mm

R99pTOT Annual total PRCP when daily PRCP > 99 percentile mm

SDII Annual precipitation divided by the number of wet days mm/day

표 2.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ETC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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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평가체계 구축

National Climate Predictions & Projections (NCPP)에서 제시한 평가체계와 더불어 다수

의 저널에서 사용한 평가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climatological biases, correlation,

variance, extremes, persistence와 같이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Hayhoe의 평가체계를 검토

하여, 시계열, 분포, 지속성, 극한값, 공간분포(Time-series related, distribution related,

multi-day persistence, extremes, spatial structure)와 같은 5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평가체

계 제시하였다. 또한 강수, 최고 및 최저기온과 같이 기후변수 별 5가지 기후요소에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ETCCDI) 극한기후지수를 사용하여 평가

기준별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Criteria

Evaluation   method

PRCP TMAX TMIN

Indicator
Evaluation  

 method
Indicator

Evaluation  

 method
Indicator

Evaluation  

 method

Time-series  

 related 

PRCPTOT

SDII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value*

SU

ID

DTR

GSL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score

FD

TR

DTR

GSL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value

Tau**,   

annual 

average

RMSE of   

tau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Tau,   

annual 

average

RMSE of   

tau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Tau,   

annual 

average

RMSE of   

tau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Distribution  

 related

Distribution  

 of values

K-S D   

statistic

Distribution  

 of values

K-S D   

statistic

Distribution  

 of values

K-S D   

statistic

Multi-day  

 

persistence

CDD   & 

CWD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value

WSDI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value

CSDI

Distance   

of RMSEs 

from the 

perfect 

value
Extremes

Rx5day

Rx1day

R95pTOT

R99pTOT

TXn

TXx

TX10p

TX90p

TNn

TNx

TN10p

TN90p

Spatial   

structur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stations

RMSE of   

spatial 

correlation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Spatial   

correlation 

between 

stations

RMSE of   

spatial 

correlation

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Spatial   

correlation 

between 

stations

RMSE of   

spatial 

correlation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values

표 2.11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평가체계

*: 관측값에 대한 RMSE이므로 0을 의미함.

**: Mann-Kendall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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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추세를 반영한 통계적 상세화 기술 개발

최근 연구들은 기존의 통계적 상세화 기법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BCSD, BCCA, MACA, BCCI 등). 국내 통

계적 상세화 관련 기후변화적응포럼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용되어온 통계적 상세화 방법

의 한계와 개선점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결론중의 하나는 각각의 상세화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

고 있어 특정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세화 방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중인 BCSD, BCCA, MACA,

BCCI 기법을 비교하여 BCSD 기법을 선정하였다. BCSD 기법은 대규모 지역에서 일관성있는

상세 기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상세화방법으로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

고 있다.

그림 2.13 BCSD(Bias Correction & Spatial Downscaling) 방법(위), 미국과 전구지역 

적용사례(아래)

최근 연구들에서는 BCSD 방법에서 편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Quantile Mapping

(QM) 방법이 관측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에 대해 외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후모델이

모의한 변동성을 왜곡(inflation)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QM(Detrended Quantile Mapping)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이 방법은 평균적인 장기추세를 반

영하여 inflation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극치값에 대해서 여전히 과다, 과소 모의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간의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BCSD-Quantile Delta Mapping (QDM) 방법을 개발하여 상세 기후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BCSD-QDM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지표들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BCSD, BCSD-DQM 방법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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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Quantile Mapping (QM)과 Deterended Quantile Mapping (DQM)

기존의 일반적인 QM 방식과 전지구모형에서 모의된 장기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 중

DQM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QM 함수는 식 (2.1)과 같다.

   
    (2.1)

여기서  와  는 각각 미래 시간 t에서 편이보정이 이루어진 전과 후의 값을 나타

내고 Fm,h는 참조기간동안 전지구모형을 통해 생성된 누가밀도함수를 나타내며 
 는 참조기

간동안 관측자료의 누가밀도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낸다. 식(2.1)에서 p는projection을 h는 참조

기간을, m은 전지구모형을, o는 관측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반적인 QM방식은 과거 관측자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삽법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에 대해 극대값에 대해서는

Gumbel 분포에 의해 극소값에 대해서는 Weibull 분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온에 대해서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사용하여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각 분포의 매개변수는 일

별로 구성된 자료를 통해 산정하였다. QM은 미래기간의 장기추세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

거 관측자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극한기후현상이 빈번

하게 나타나 전지구모형을 통해 모의된 장기추세가 과장되게 모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기추세를 반영한 편이보정을 위한 방법으로 식 (2.2)와 (2.3)과 같은 DQM방식이

제시되었다.

   
 














  












 (2.2)

   
            (2.3)

여기서 와 는 각각 전지구모형을 통해 예측된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의 평균을 나타

낸다. 식(2.2)는 강수에 적용되고 식 (2.3)은 기온에 적용된다는 점의 주의해야 한다. 즉, 강수는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리고 온도는 변화값을 적용하여 장기추세를 반영한다.

이러한 DQM은 단지 미래의 평균에 대한 장기추세는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극값에 대한 추세변

화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ㆍQuantile Delta Mapping (QDM)

미래기간의 극대 및 극소, 평균값 등의 장기추세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기준기간과 미래기간

의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QDM 기법이 제시되었다. 이는 식 (2.4)를 통해 얻은

미래기간의 분위수()에 대한 과거기간의 분위수의 비율(△m)을 산정한다 (참조 식 2.5). 즉,

이 비율은 어느 하나의 분위수에 대한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

한 비율은 강수의 장기추세변화를 고려할 때 사용되고 온도의 경우 식 (2.6)과 같이 변화값을

사용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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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6)

그리고 과거기간 동안 관측값에 기인한 누가확률밀도함수를 통해 편이보정을 실시하고 (식

2.7 참조) 식 (2.8)과 (2.9)에서와 같이 편이보정된 값에 과거와 미래의 백분위수 비율을 곱하거

나 더하는 방식으로 장기추세를 반영하게 된다.

       
   (2.7)

         ∆  (2.8)

         ∆  (2.9)

이러한 QDM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에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상단

의 그림은 식 (2.4)와 (2.5)를 적용하여 백분위수()에 대한 과거기간과 미래기간의 비율(△

m)을 산정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경우, 99분위수에 대한 비율이 1.28이 됨을 의미한

다. 하단의 그림은 이후 식 (2.7)과 (2.8)이 적용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즉, 관측자료를 통

해 99분위수에 대한 값을 찾고 기존에 산정된 비율 1.28을 곱하여 최종적인 다운스케일링된 값

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전지구모형을 통해 모의된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QM, DQM, QDM 방식을 통해 2006-2035

(2020s), 2036-2065(2050s), 2066-2095(2080s)와 같이 3가지 미래기간에 대한 장기추세를 반

영하여 다운스케일링을 실시하였다.

그림 2.14 QDM에 의한 장기추세를 반영한 편이보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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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운스케일링 기법을 통한 개선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준기간(1976-2005) 30년 동안 BCSD 기법을 통해 각 일자료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편이보정을 위해 QM, DQM, QDM이 기준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 BCSD/QM의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60개 관측점의 연평균강수 및 최대·최소기온을 대상으로 Taylor diagram을 생성하였다.

이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은 27개 전지구모형의 일자료를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기법을 통해 단순 보간한 값을 나타내며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은 BCSD를

통해 다운스케일링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pattern correlation과 정규화된 standard

deviation이 모두 1에 가까운 값이 좋은 정확도를 의미한다. 이를 보면, 27개 전지구모형의 정

확도가 강수보다는 최대·최소기온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에 대해

BCSD를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모두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강수

(b) 최고기온

그림 2.15 BCSD를 통한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별수별 Taylo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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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각 관측점별 연평균자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지점별 분포 및 오차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평균값에 대한 분포 및 오차를 KS-D statistic과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KS-D는 관측값과 모의값에 대

한 누가확률분포의 최대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값이 적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의미한다. 이를

보면 앞의 Taylor diagram에서 보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간해상도에 따른 의미있는 정확도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소기온의 경우 해상도가 높은 CMCC-CM과 CCSM4의 경

우 다른 전지구모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BCSD에 의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6 BCSD를 통한 분포 및 오차 개선효과(우측 강수, 중앙 최고기온, 좌측 최저기온)

24개 ETCCDI 극한지수가 각 모형별로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았

다. 연별로 산정된 각 극한지수에 대해 two sample K-S test를 지점별로 실시하여 95 % 신뢰

구간에 대해 K-S test를 통과한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BCSD를 적용하기 전 결과를 보면

TX10p, TX90p, TN10p, TN90p를 제외한 모든 극한지수에서 대부분 50 % 이하의 값을 보이

고 있다. 반면 BCSD를 적용한 후의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지수에서 80 % 이상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간해상도가 높은 CMCC-CM, CCSM4, CESM1-BGC,

CESM1-CAM5, BCC-CSM1-1-M. MRI-CGCM3, CNRM-CM5 등이 공간해상도가 낮은

전지구모형에 비해 더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 모형을 통해

강우일수 및 무강우일수에 대한 빈도를 더욱 정밀하게 모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7 60개 기후관측소에 대한 K-S 적합도 평가 결과, 기후모델원자료(좌), BCSD 적용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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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기추세를 반영한 통계학적 다운스케일링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지구모형 시나리오 내에 존재하는 장기추세를 고려

하지 않은 기존의 QM과 장기추세를 반영한 DQM과 QDM을 적용하여 이를 BCSD/QM,

BCSD/DQM, BCSD/QDM이라 칭하였다. 이를 2020s, 2050s, 2080s와 같이 3개 미래구간에

대해 기준기간에 대한 상대적 변화(relative change)를 ETCCDI 극한지수별로 산정하였다. 이

러한 각 변수별 상대변화와 더불어 전지구모형의 상대변화에 대한 BCSD/QM, BCSD/DQM,

BCSD/QDM의 오차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상대변화 및 오차에 대한 결과

를 언급하고자 한다.

전지구모형에서 모의된 미래 구간별 상대변화를 기준으로 BCSD/QM, BCSD/DQM,

BCSD/QDM 3가지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생성된 각 미래시나리오의 상대변화를 산정하여 전지

구모형의 상대변화와의 오차(relative change bias)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강수관련 극한기

후지수의 미래 구간별 전지구모형의 상대변화와 3가지 기법에 따른 상대변화오차를 제시하였

다. 장기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BCSD/QM에 비해 장기추세를 반영한 BCSD/DQM과

BCSD/QDM의 상대변화오차가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BCSD/QM은 미

래의 기후사상 중 과거 기후사상의 범위를 자주 벗어난 사상이 자주 나타다 자주 외삽법을 사용

함으로써 GCM의 상대변화를 주로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

기간별 평균에 대한 추세만 반영한 BCSD/DQM에 비해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한

BCSD/QDM이 상대적으로 GCM의 상대변화를 왜곡하지 않고 잘 반영한 미래시나리오를 생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8 ETCCDI 강수와 관련된 극한지수에 대한 GCM의 상대변화 및 QM, DQM, 

QDM에 따른 GCM의 상대변화에 대한 오차 비교

최대·최소기온관련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전지모형의 상대변화 및 상대변화오차는 강수와 마

찬가지로 대부분 BCSD/QM에 비해 BCSD/DQM과 BCSD/QDM의 오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

으나 WSDI(보라색 box-plot)의 오차를 보면 GCM의 상대변화에 비해 BCSD/DQM과

BCSD/QDM이 과소하게 모의하고 있어 상당한 음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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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미래기간의 다운스케일링을 실시할 때 설정된 미래기간의 평균 혹은 분위수의 변화를

산정할 때 미래기간의 설정을 2020s를 2006년～2035년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해, 2006년 미래기간 모의시 평균 혹은 분위수 변화산정을 위한 미래기간을 설정할

때 2006년～2035년 대신 1991～2020으로 설정하여 기준기간에 대한 변화를 산정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반해, 일최고 및 최저기온에 관한 상대변화오차는 BCSD/DQM과 BCSD/QDM을 통

해 오차가 상당히 감소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수와 마찬가지로 BCSD/QDM이 GCM의 상

대변화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9 ETCCDI 최고·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지수에 대한 GCM의 상대변화 및 QM, 

DQM, QDM에 따른 GCM의 상대변화에 대한 오차 비교

강수 및 최대 최소기온과 관련된 ETCCDI 극한지수의 결과를 보면 BCSD/QDM이 다른 기

법과 비교하여 GCM의 장기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CSD/QDM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수에 대한 Menn-Kendall 검정을 실시하여 각 극한지수의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Menn-Kendall 검정기법은 비모수적 경향성 검정기법으로 시계열자료에 이웃한

관측자료간의 차분값을 이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얻은 부호를 검정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기법

으로 국내 외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세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95 %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tau는 추세의 정도를 나

타내며 27개 전지구모형 시나리오의 앙상블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bracket 내 숫자는 27개 시

나리오의 최대 및 최소 tau 값을 의미한다. Passing proportion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60개

ASOS 관측점 중 M-K test를 95 % 신뢰구간에서 통과한 비율을 의미한다. 즉, 1 은 모든 관

측점에서 test를 통과하여 증 감 추세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0은 모든 관측점에서 test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최대 최소기온과 관련된 극한지수에 대한 추세분석을 보면 평균

일교차를 의미하는 DTR에서 앙상블에서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60개 관측점 중 30 %

정도만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모든 극한지수에서는 증 감 경향이 뚜렷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TX90p, TN90p 등과 같은 폭염과 관련된 지수의 증가가 온난

화로 인해 TX10p와 TN10p와 같이 혹한과 관련된 지수의 감소가 다른 지수에 비해 추세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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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수와 관련된 극한지수는 기온과 관련된 지수에 비해

추세가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속 강우일수와 관련된 CDD와 CWD는 증 감 추세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CSD/QDM에서는 60개 관측점 중 단 2개 지점에서만 유의한 추세를

보였다. 강수관련 극한지수 중 RX1day, RX5day, R95pTOT, R99pTOT 등 폭우와 관련된 지

수의 증가추세가 다른 지수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강우강도인 SDII의 증

가추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무강우일수 및 강우일수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큰 강우강도를 나타내는 강우사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여름철 재해

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폭우사상이 미래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폭

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그 피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ndices
Tau

ensemble mean/[Min, Max]

Passing proportion of
MK-test

GCMs BCSD/QDM GCMs BCSD/QDM

SU 0.63/[0.38,0.76] 0.57/[0.33,0.71] 1.00 1.00

ID -0.43[-1.59,-0.24] -0.41[-0.58,-0.24] 1.00 1.00

TXn 0.39[0.18,0.56] 0.36[0.21,0.50] 1.00 1.00

TXx 0.51[0.22,0.71] 0.40[0.18,0.57] 1.00 1.00

TX10p -0.58[-0.74,0.13] -0.52[-0.72,0.11] 1.00 0.96

TX90p 0.681[0.50,0.78] 0.60[0.35,0.73] 1.00 1.00

WSDI 0.66[0.45,0.78] 0.56[0.29,0.72] 1.00 1.00

FD -0.51[-0.65,-0.27] -0.53[-0.67,-0.26] 1.00 1.00

TR 0.60[0.43,0.78] 0.55[0.36,0.73] 1.00 1.00

TNn 0.42/[0.22,0.61] 0.34[0.19,0.47] 1.00 1.00

TNx 0.60[0.47,0.72] 0.50[0.36,0.66] 1.00 1.00

TN10p -0.59[-0.76,0.16] -0.55[-0.70,0.16] 1.00 1.00

TN90p 0.68[0.54,0.79] 0.62[0.45,0.76] 1.00 1.00

CSDI -0.38[-0.50,0.19] -0.33[-0.48,0.18] 0.96 0.96

DTR -0.01[-0.41,0.38] 0.01[-0.32,0.33] 0.37 0.33

GSL 0.42[-0.02,0.62] 0.43[0.20,0.60] 0.96 1.00

PRCPTOT 0.14[-0.01,0.27] 0.10[-0.10,0.20] 0.56 0.44

CDD 0.01[-0.17,0.26] 0.02[-0.10,0.15] 0.19 0.04

CWD 0.05[-0.11,0.16] 0.01[-0.11,0.13] 0.22 0.04

R95pTOT 0.19[0.03,0.35] 0.12[-0.10,0.23] 0.74 0.41

R99pTOT 0.19[0.03,0.37] 0.12[-0.08,0.23] 0.78 0.48

Rx1day 0.17[0.01,0.31] 0.11[-0.06,0.21] 0.74 0.48

Rx5day 0.14[0.01,0.28] 0.10[-0.08,0.21] 0.56 0.44

SDII 0.19[-0.04,0.4] 0.15[-0.04,0.30] 0.81 0.67

표 2.12 GCM과 BCSD/QDM에 의해 생성된 시나리오에 기인한 극한지수별 M-K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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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 수문 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 이용될 수문모형은 상세화된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유역단위의 수문순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상세화 된 기후정보는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정보로 제공된

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제한된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유출분석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입력자료에 유연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 다음 유역단위의 수문순환분석인데, 국내의 경우

고도(elevation), 토양, 토지피복, 경사 등에 따라 유역특성이 지역적으로 다른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 고도에 따라 강설과 융설의 반응이 다르며, 토양특성에 따라 침투

량, 증발량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유출모델이 이러한 공간적인 차이를 고려할 수 있

으며 하며, 융설 모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에는 모델 구축의 편리성, 모델구입가격, 국내 유

역 적용성, 모델개발자/기관의 공신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대표 수문모델들을 조사한 다음 유출모델의 적용성, 성숙도, 기후

정보 연계성을 기준으로 1차 후보 모델을 선정하였다. 적용성은 국내 유역에 대한 기존 적용사

례, 국외 다양한 유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성숙도는 모델이 업데이

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정도로, 버전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정보 연계성은 앞에서 기술한 기후정보를 활용한 유출분석의 가능 여부를 기준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문모델 중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 시나리오 생산에 적합

한 수문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수문모형 선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 CAT3.0, K-DRUM, SWAT, HSPF 등의 모형의 특징과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

을 선정하였다.

㉯ HSPF 모형의 개요

HSPF 모형은 강우에 의한 유역 유출과 수체 내의 수리/수질을 모의할 수 있는 준분포형 장

기 유출 모형이다. HSPF 모형은 강우차단, 증발산, 토양저류, 지표유출, 중간유출, 지하수유출,

적설모의, 융설, DO, 영양물질, BOD, 온도, 농약, 대장균, 유사이동, pH, 식물 및 동물성플랑크

톤 등을 모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복잡한 유역에서 수문/수질 모의가 가능하다.

HSPF 모형은 1960년대 초반 스탠포드 유역모형(Standford Watershed Model) 기반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에 수질 기작, 1980년대에 전처리와 후처리 프로그램 등의 모형 모

의에 필요한 각종 모듈이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전문가 프로그램

(HSPEXP), 입출력 관리 시스템(WDMUtil), 시각화 프로그램(GenScn), WinHSPF 등이 개

발되었다.

HSPF 모형은 3개의 Application module과 각 Application module 내의 sub-module로

구성되어있다 (Table 2.1). PERLND module은 유역 내의 투수지역, IMPLND module은 유

역 내의 불투수지역에서 유출량 모의를 수행한다. RCHRES module은 PERLND, IMPLND

module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받아 수체 내의 수리 및 오염물질에 대한 모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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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PF 모형의 적합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수문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선정한 HSPF 모형은 수량과 수질을 모의하기 위

해 설계된 개념적, 연속적 유역 모형이다. 타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한의 슈퍼태풍, 거대홍

수와 극한가뭄 대비, 수질 관리를 포함한 통합유역관리 확장가능성, 해외 사업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출모형을 선정하였다.

HSPF 모형은 계산 시간 간격을 1분부터 1일까지 설정 가능하고 수분에서 수백 년까지 기

간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여, 단기유출과 장기유출을 모두 모의 할 수 있다. HSPF 모형은 강우

사상을 모의할 수 있는 시간단위 설정이 가능하여 태풍, 홍수 등의 해석을 위한 단기유출모형으

로 적합하다. 또한 ha 크기의 시험포장 단위에서 160,000 의 Chesapeake 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적의 유역에 적용할 수 있어 추후 연구를 확장하는 데 수월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과 도시과 다양하게 혼재된 지형학적 특징을 가지므로 다양한 토지이용 및

투수지형, 불투수지형에 대한 수문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HSPF 모형은 투수지형과 불투수지형

에 대한 모의가 모두 가능하여 도시와 농촌유역이 혼재된 복합유역에 적용하기 적합하여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유출 모형으로 적합하다. 또한 최근에는 종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댐, 보 등과 같은 기초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방류량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HSPF 모형은 이러한 기초시설을 모의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HSPF 모형은 복잡한 유역에 대해 광범위한 유기 및 무기물질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여 기후

변화가 장기유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한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HSPF

모형은 T-N, T-P에 대한 모의 능력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BOD에 대한 기작 또한 검증

되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을 모두 분석할 수 있다.

㉱ HSPF 모형 입력 자료 구축

ㆍ수문기상자료 구축

HSPF 모형의 관측자료는 우리나라 전역의 수리·수문 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HSPF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을 위한 유량자료는 WAMIS(댐/댐수문정보)와 MyWater(물

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댐유입량 자료를 유량자료를 검토하여 보정에 사용 가능한 자료를 선

정하였다.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간섭이 적은 자연상태의 유량자료가

이상적이며, 상류댐 유역의 유입량 자료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

용되어 왔다. 특히 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적용된 것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용하였다.

미래 수문 시나리오 생산을 위해서 13개 GCM을 사용하여 수문기상자료를 구축하였다(“(다)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의 “③ 대표 상세화 모형 및 기후변하 시나리오

선정” 참조). 모의기간은 S0: reference period (1976-2005), S1: near future period

(2011-2040), S2: mid-century period (2041-2070), S3: distance future period (2071-2100)

총 4개로 구분하였다. 미래 기간에 대해 RCP4.5, 8.5 시나리오에 대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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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F 기상입력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WDM 입력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HSPF 내부

알고리즘이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실행되도록 초기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기상자료를 시간 단위

로 구축하는 것이 모의를 하는데 수월하다. 모의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수량, 기온, 풍속, 일사량, 잠재증발산량, 증발량, 이슬점, 운량의 자료

를 구축하여 모의한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을 제외하면 다른 기상 자료는 시간 단위로 자료를 수

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WDM UTIL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자료를 시간별 기상자료로 분할

(disaggregate)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 자료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WDM

UTIL을 사용하여 RCP4.5, 8.5 시나리오에 대한 13개 GCM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ㆍ지형자료 구축

HSPF 모형 모의를 위한 입력파일은 BASINS (Better Assessment Science Integrating

Point and Nonpoint Sources)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BASINS는 미환경부(USEPA)에서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역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원을 종합하고, 방대한 GIS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역관리 시스템이다.

BASINS는 다양한 GIS파일을 사용하여 입력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0m

격자크기의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이용도, 유역도 그리고 하천도

등을 포함한 기타 GIS파일은 환경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제공받은 GIS자료와 함께 수치고도모

델(DEM)을 이용하여 BASINS Automatic Delineation Tool에서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소

유역 분할 후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시화건조지역(Urban or Built-up Land), 농업지역

(Agricultural Land), 초지(Forest Land), 습지(Wet land), 수역(Water)으로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중권역 개수는 109개, 대권역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륙지역, 해

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a) DEM (b) Land Use (c) Stream
그림 2.20 HSPF input data – Topograph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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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Five large river and coastal basins

㉲ HSPF 매개변수 보정

모형의 평가를 위한 통계량는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SE (Nash-Sutcliffe

Efficiency), PBIAS (percent bias)를 사용하였다. R2는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상관성을 평가

해 주는 통계지표로서,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의 경우 완전한 선형관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NSE는 실측치와 모의치 간의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의 상대적 크기를 정규화한

것으로 -∞∼1의 범위로 계산되며, NSE=1인 경우는 실측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나타낸

다. PBIAS는 실측치로부터의 상대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수는 모의치가 과대산정된

경우이고, 음수는 모의치가 과소산정된 것을 보여준다. HSPF 모형의 매개변수 보검정은 댐 상

류유역을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유량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에 따라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일별유량자료가 구축된 괴산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의 총 6개 지점에 대해

모형을 보검정하였다. 모형의 유량보정에 이용된 매개변수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

을 바탕으로, LZSN, INFILT, LSUR, SLSUR, KVARY, AGWRC의 총 6개를 이용하였다.

일별 보검정결과 6개 댐유역의 일단위 자료들에 대해 R2는 0.66∼0.82(“Fair”∼“Very Good”),

NSE는 0.67∼0.82(“Fair”∼“Good”), PBIAS는 –13∼5%(“Good”∼“Very Good”) 사이 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섬진강댐의 경우 R2와 NSE가 “Fair” 와

“Good” 수준으로 실측치보다 다소 과소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통

계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결과, 6개 댐 유역에서 HSPF의 매개변수 보검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Statistics
Station

달천(괴산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Calibration

PBIAS(%) -10.3914 -8.7788 -10.1586 -8.3744 -16.0404 -4.7378

R2 0.7405 0.7479 0.7195 0.7361 0.7634 0.6963

NSE 0.7292 0.7201 0.7187 0.7165 0.6679 0.6937

Validation

PBIAS(%) 2.2801 7.4059 6.2297 5.1429 14.2007 -13.6201

R2 0.7941 0.8232 0.7260 0.6670 0.8234 0.7882

NSE 0.7083 0.8181 0.6761 0.6656 0.8201 0.7823

표 2.13 Result of calibra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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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산정한 최적 매개변수 값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토대로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기 위

해 다변량 통계기법인 주성분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연계한 매개변수 지역화 기법을 바탕으로

적용하였다. 103개의 미계측 유역을 6개 계측유역으로 분류한 결과 괴삼댐 23개, 안동댐 6개, 임

하댐 5개, 합천댐 21개, 용담댐 4개, 섬진강댐 44개의 미계측 유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N Parameter Description Units Urban Agricultural Forest Wetland Water

괴산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54 4.654 4.654 4.154 2.154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003246 0.003246 0.003246 0.003246
0.00324

6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897 4.897 4.897 4.897 4.89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84 0.8584 0.8584 0.8584 0.8584

안동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135 4.635 4.635 2.135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003 0.003 0.003 0.003 0.003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임하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045 4.045 4.545 4.545 2.045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002 0.002 0.002 0.002 0.002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133 4.133 4.133 4.133 4.133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9893 0.9893 0.9893 0.9893 0.9893

합천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031 0.031 0.031 0.031 0.031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용담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003 0.003 0.003 0.003 0.003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섬진

강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INFILT Index to mean soil infiltration rate in/hr 0.2098 0.2098 0.2098 0.2098 0.2098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6 4.6 4.6 4.6 4.6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9256 0.9256 0.9256 0.9256 0.9256

표 2.14 Optimal Parameters for Regions Used in the HSP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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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유역 미래 기후 및 장기유출량 전망

ㆍ남한 기후 전망 분석

남한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강우량 및 기

온에 대한 변화량을 시계열 분석하였다. 강우량, 기온, 증발산량, 유출량을 13개 기후변화 시나

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

된 영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기준기간(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란색

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강수량과 유출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RCP4.5 와 RCP8.5

에서 변동폭은 점점 증가하며, 2050년 이후에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을 보

인다. 기온과 잠재증발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RCP4.5와 RCP8.5의 평균값 차이는 확연히

두드러지며,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 및 유출량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1976-2005) 남한 연평균 강수량은 1,305mm, 기온은 12.4℃잠재증발산량은 1,055mm, 유출량

은 844,533 m³/s 에서, 미래(2071-2100) RCP8.5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1,540mm, 기

온은 16.5℃, 잠재 증발산량은 1,187mm, 유출량은 1,051,234 m³/s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a) Precipitation (b) Temperature

(c)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d) Flow

그림 2.22 Change of annual mean (a)precipitation, (b)temperature, (c)Potential 

Evapotranspiration and (d) flow during historical(1976-2005) and future(2005-2099) period 

for the RCP4.5 and RCP8.5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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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한 기후 특성 분석

평균 기온값의 상대 변화량에 대해서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10년

이동평균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상대 변화량은 과거 30년 평균값(S0:1976-2005)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2010s: 1981-2010, 2020s: 1991-2020, … , 2090s: 2061-2090, 2100s:

2071-2099)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해 4분위수 범위(Quartile range), 최소

(Min), 최대(Max),중앙값(Median)을 도시하였다. 연평균 기온은 2090 년까지 RCP4.5 시나리

오에서는 2.3℃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4.1℃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

으로 RCP4.5에 비해 RCP8.5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RCP4.5 RCP8.5

그림 2.23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Temperature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과거(1976-2005) 대비 미래 기간별(S1: 2011-2040, S2: 2041-2070, S3: 2071-2100) 연평균

강수량의 상대 변화율로 나타내었다. 연평균 강수량은 RCP4.5의 경우 11.34%, RCP8.5의 경우

17.8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RCP4.5 RCP8.5

그림 2.24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Precipit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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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증발산 산정방법은 Hargreaves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정된 Hargreaves식은 다음과

같다.

  


 max min

여기서, 는 잠재증발산량(mm/h), min과 max는 기온의 최대값과 최소값(℃), 는

외기복사량()을 의미한다. 연간 잠재증발산의 평균 변화는 RCP4.5의 경우 6.87%,

RCP8.5의 경우 12.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P4.5 RCP8.5
그림 2.25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연평균 유출량 변화율은 RCP4.5의 경우 15.09%, RCP8.5의 경우 24.47%까지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강우와 증발산량에 크게 의존하는 유출량은 강우가 17.85%까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증발산량은 12.4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유출량의 증가율은 더욱 커질 것

으로 판단된다.

RCP4.5 RCP8.5
그림 2.26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Flow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 남한 유역 계절별 미래 기후 및 장기유출량 전망

ㆍ남한 계절별 기후 및 장기유출량 특성 분석

아래 그림에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기온의 상대변화량에 대해 상자그림의 형태로 나타

내었다. 봄의 기간은 3월부터 5월, 여름은 6월부터 8월, 가을은 9월부터 11월, 겨울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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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월로 지정하였다. 기온의 상대 변화량은 과거 30년 평균값(S0:1976-2005)과 미래 기

간별 30년 평균값(2010s: 1981-2010, 2020s: 1991-2020, … , 2080s: 2051-2080, 2090s:

2061-2090)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남한 계절별 평균 기온 증가량은 후반기

(S3:2071-2099)의 RCP4.5 시나리오에서 가을,겨울(2.37℃) > 여름(2.31℃) > 봄(2.1℃) 순

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가을(4.33℃) > 겨울(4.13℃) > 여름(4.04℃) > 봄(3.7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 기온 증가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4계절이 S1기간(2011-2040)에서 S2기간(2041-2070)의 기온 상승

량이 큰 반면, RCP8.5 시나리오에서는 S2기간(2041-2070)에서 S3기간(2071-2100)의 기온

상승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CP4.5 및 8.5 시나리오에서 미래로 갈수록 각 계절의 기

온이 증가하는 양상은 뚜렷하지만, GCM 모델별 변동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Temperature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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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Temperature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남한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에 각각 과거(S0 : 1976-2005) 대비

미래 기간별(S1 : 2011-2040, S2 : 2041-2070, S3 : 2071-2099)로 기온 변화량을 도시하였다.

그림의 ○는 한강 유역을 의미하고, △는 낙동강 유역, □는 금강 유역, ◇는 섬진강 유역 그리

고 X는 영산강 유역을 의미한다. 그림의 빨간색은 과거(S0)대비 전반기(S1) 기온 변화량, 파란

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화량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기온의 경우 남한 전체 유역의 공간 변동성은 크지 않으며, 전반기(S1)에서

후반기(S3)로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성을 보여준다.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4계절 모

두 전반기(S1)에서 중반기(S2)로 진행할 때 기온 증가량보다 중반기(S2)에서 후반기(S3)로 진

행 될 때 기온이 작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CP8.5 시나리오에서는 4계절 모두 전

체 기간(S1∼S3)에서 동일하게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RCP4.5 시나리오에 비해

RCP8.5 시나리오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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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29 Relative change(℃) of mean seasonal temperature for 2025s(2011-2040), 

2055s(2041-2070), 2085s(2071-2099) periods compared to the reference periods for 

the RCP4.5 and 8.5 over South Korea

아래 그림에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강수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의 형태로 나타내

었다. 계절별 기간 및 미래 기간은 위의 기온특성과 동일하다. 남한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은 후

반기(S3: 2071-2099)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RCP4.5 시나리오에서 봄(14.28%) > 여름(12.12%)

> 가을(9.86%) > 겨울(2.05%)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여름(19.94%) > 봄(17.95%)

> 가을(16.26%) > 겨울(6.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상대변화율은 계절별로 다소 큰 편

차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에 RCP8.5시나리오에서 전반기(S1:2011-2040)에서는

2.96% 상승에 비해 후반기(S3: 2071-2099)에서는 19.94%로 여름철 장마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 된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4계절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RCP8.5 시나리오에서는 봄, 여름에 비해 가을, 겨울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

로 RCP4.5시나리오에 비해 8.5 시나리오에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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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Precipit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그림 2.31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Precipit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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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남한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에 각각 과거(S0) 대비 미

래 기간별(S1, S2, S3)로 강수량 변화율을 도시하였다. 그림의 ○는 한강 유역을 의미하고, △

는 낙동강 유역, □는 금강 유역, ◇는 섬진강 유역 그리고 X는 영산강 유역을 의미한다. 그림

의 빨간색은 과거(S0)대비 전반기(S1) 기온 변화량, 파란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화량을 의미한다. 강수량의 경우 RCP4.5 와 RCP8.5 시나리오에

서 봄-여름에 비해 가을-겨울에서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겨울에 공

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CP8.5 시나리오에서는 후반기(S3)기간에서는 가을에

도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강수량 변동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

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32 Relative change(%) of mean seasonal Precipitation for 2025s, 2055s, 2085s 

periods compared to the reference periods for the RCP4.5 and 8.5 over South Korea

아래 그림은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잠재증발산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

었다. 남한 계절별 잠재증발산량 변화율은 후반기(S3: 2071-2099)의 RCP4.5 시나리오에서 겨

울(13.14%) > 봄(6.81%) > 가을(6.63%) > 여름(5.66%)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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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 봄(12.55%) > 가을(12.25%) > 여름(10.33%) 순으로 나타났으며 RCP4.5 및 8.5

시나리오 모두 겨울철에 증발산량 증가율이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RCP4.5 와 RCP8.5 시

나리오 모두 겨울철에 증발산량 변화율이 높은 만큼 변동폭 또한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3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그림 2.34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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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남한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에 각각 과거(S0) 대비 미

래 기간별(S1, S2, S3)로 잠재 증발산량 변화율을 도시하였다. 그림의 ○는 한강 유역을 의미하

고, △는 낙동강 유역, □는 금강 유역, ◇는 섬진강 유역 그리고 X는 영산강 유역을 의미한다.

그림의 빨간색은 과거(S0)대비 전반기(S1) 기온 변화량, 파란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

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화량을 의미한다. 잠재 증발산량의 상대 변화율의 경우

RCP4.5 와 RCP8.5 시나리오에서 봄, 여름, 가을에는 증발산량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겨울에

증가율 및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35 Relative change(%) of mean seasonal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for 2025s, 2055s, 

2085s periods compared to the reference periods for the RCP4.5 and 8.5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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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유출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남한 계절별 유출량 변화율은 후반기(S3:2071-2099)의 RCP4.5 시나리오에서 여름(17.02%) >

가을(16.00%) > 봄(14.75%) > 겨울(-4.97%)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여름(28.18%)

> 가을(26.58%) > 봄(19.52%) > 겨울(-5.47%) 순으로 나타났으며 RCP4.5 시나리오에서는

봄, 가을에 유출량이 많이 증가하고,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에 유출량 증가율이 컸다.

RCP8.5의 여름철 극한 강우량이 더욱 심화된다고 전망된다.

연평균 미래 유출량에서 후반기(S3:2071-2099)의 RCP4.5 시나리오 유출량은 15.09%,

RCP8.5 시나리오에서는 24.47%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 계절별 유출량 특성에서는 겨울철

에는 RCP4.5 시나리오에서는 4.97% 감소하고, RCP8.5 시나리오에서는 5.47 %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RCP4.5 및 8.5 시나리오 3개의 기간(S1,S2,S3) 모두 겨울철에는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겨울철 미래 강우량이 다소 미약하게 증가하는 반면, 증발산량

이 대폭 증가하여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도 겨울철에는 여전히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RCP4.5 및 8.5 시나리오에서 계절별 유출량 상대변화율의

변동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6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flow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4.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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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seasonal flow compared to the 

baseline(1976-2005) for the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아래 그림은 남한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에 각각 과거(S0) 대비

미래 기간별(S1, S2, S3)로 30년 평균 연 유출량 변화율을 도시하였다. 그림의 ○는 한강 유역

을 의미하고, △는 낙동강 유역, □는 금강 유역, ◇는 섬진강 유역 그리고 X는 영산강 유역을

의미한다. 그림의 빨간색은 과거(S0)대비 전반기(S1) 기온 변화량, 파란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화량을 의미한다. 30년 평균 연 유출량의 상대 변화

율의 RCP4.5 시나리오 경우 4계절 모두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으며, 다른계절에 비해 겨울에

는 유출량이 작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에

유출량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겨울에는 중권역별로 유출량 변화율 범위가 -20 ∼ +30 %

까지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한강권역에 포함되는 중권역의 유출

량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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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38 Relative change(%) of mean seasonal flow for 2025s, 2055s, 2085s 

periods compared to the reference periods for the RCP4.5 and 8.5 over South Korea

㉵ 남한 유역 월별 미래 기후 및 장기유출량 전망

ㆍ남한 유역 월별 미래 기후 및 장기유출량 특성

남한 유역의 월별 기온값을 기간별(Historical : 1976-2005, S1 : 2011-2040, S2 :

2041-2070, S3 : 2071-2099)로 나타내었다. 과거기간(Historical)에는 최난월은 8월에, 최한월

은 1월에 발생하며, 연교차는 26.84 ℃ 정도이다. 각 RCP 시나리오의 기간별(S1, S2, S3) 최난

월과 최한월은 같은 달에 발생하며, 연교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유역의 월별,

과거 대비(1976-2005) 미래 기간(2025s:2011-2040s, 2055s:2041-2070, 2085s:2071-2099)에

대해서 기온의 상대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막대그래프는 13개 GCMs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

표시는 평균값. 막대그래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13개 GCMs의 최댓값, 최솟값을 의미한다.

RCP4.5 및 8.5 시나리오 모두 기온은 계절 및 월별로 균등하게 증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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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Relative change(℃) of monthly mean Temperature(Mean) under 13 GCMs for 

2025s(2011-2040), 2055s(2041-2070) and 2085s(2071-2099) in the RCP4.5(Green) and 

RCP8.5(Red) over South Korea

남한 유역의 월별, 미래 기간(2025s:2011-2040s, 2055s:2041-2070, 2085s:2071-2099)에 대

해서 강우의 상대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RCP4.5 시나리오 미래 전기간에서 3, 5, 9월이 강수량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RCP8.5시나리오에서는 전기간에서 9월이 강수량 증가율이 가

장 컸다. 장마기간에 포함되는 9월의 강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미래에는 더 극한 강우

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건기기간에 포함되는 11월, 12월의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가뭄

의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0 Relative change(%) of monthly mean Precipitation under 13 GCMs for 

2025s(2011-2040), 2055s(2041-2070) and 2085s(2071-2099) in the RCP4.5(Green) and 

RCP8.5(Red)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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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유역의 월별, 미래 기간에 대해서 잠재 증발산량 상대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RCP4.5 및

8.5 시나리오 모두 미래 전 기간에서 12, 1, 2월이 잠재 증발산량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41 Relative change(%) of monthly mean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under 13 

GCMs for 2025s(2011-2040), 2055s(2041-2070) and 2085s(2071-2099) in the 

RCP4.5(Green) and RCP8.5(Red) over South Korea

남한 유역의 월별, 미래 기간에 대해서 유출량 상대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RCP4.5 시나리오

후반기(S3:2071-2099)에서 5, 6, 9월에 유출량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1월에 유출량 감

소율이 가장 큰 경향을 보인다. RCP8.5 시나리오에서는 6월부터 10월(여름 및 우기)까지 유출

량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1월(겨울 및 건기)에서 유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절별 유출량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름철(6월∼10월) 및 겨울철

(12월∼1월)에서 극한 강우 및 가뭄이 발생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42 Relative change(%) of monthly mean flow under 13 GCMs for 2025s(2011-2040), 

2055s(2041-2070) and 2085s(2071-2099) in the RCP4.5(Green) and RCP8.5(Red)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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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유역 건기/우기별 미래 기후 및 장기유출량 전망

ㆍ남한 유역 건기/우기별 기후 및 장기유출량 특성 분석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기온의 상대변화량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의 기간

은 10월부터 3월, 우기는 6월부터 9월로 지정하였다. 기온의 상대 변화량은 과거 30년 평균값

(S0:1976-2005)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2010s: 1981-2010, 2020s: 1991-2020, … ,

2080s: 2051-2080, 2090s: 2061-2090)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기와 우기 모두 RCP4.5에

비해 8.5 시나리오에서 기온 증가량은 뚜렷하지만, 건기와 우기의 기온 증가량은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와 우기의 13개 GCM모델의 기온 상대변화량 변동성은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Dry

Wet

RCP4.5 RCP8.5

그림 2.43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Temperature during dry(upper)/wet(bottom) 

season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강수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의 기

간은 10월부터 3월, 우기는 6월부터 9월로 지정하였다. 강수량의 상대 변화율은 과거 30년 평균

값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기에 비해 우기의 강수량 상대 변화율

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RCP8.5 시나리오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건

기와 우기의 13개 GCM모델의 강수량 상대변화율 변동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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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Wet

RCP4.5 RCP8.5

그림 2.44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Precipitation during dry(upper)/wet(bottom) 

season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남한유역의 건기/우기 별잠재 증발산량의상대변화율에 대해상자그림으로나타내었다. 건기의

기간은 10월부터 3월, 우기는 6월부터 9월로 지정하였다. 잠재 증발산량의 상대 변화율은 과거 30

년 평균값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우기에 비해 건기의 잠재증발산량

상대 변화율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RCP8.5 시나리오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

된다. 건기의 13개 GCM모델 별 잠재 증발산량 상대변화율 변동성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Dry

Wet

RCP4.5 RCP8.5

그림 2.45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during 

dry(upper)/wet(bottom) season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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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유출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의 기

간은 10월부터 3월, 우기는 6월부터 9월로 지정하였다. 유출량의 상대 변화율은 과거 30년 평균

값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기에 비해 우기의 유출량 상대 변화율

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의 경우 RCP4.5 시나리오에서는 유출량 증가율이

RCP8.5 시나리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의 경우 RCP8.5 시나리오가 RCP4.5 시나리

오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기때의 극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ry

Wet

RCP4.5 RCP8.5

그림 2.46 Relative change(℃) of 30-year mean flow during dry(upper)/wet(bottom) season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South Korea

(다)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및 적용

①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D/B 구축

㉮ 11개 GCM 자료 수집 및 최상위 3개 GCM 평가

decadal hindcast/prediction 실험은 일정한 간격마다 관측된 기후의 상태(대기 조성과 해양

및 해빙 조성)로 초기 조건을 정하여 10년 예측 결과를 산출해낸다. decadal hindcast 예측의

10년 예측은 1960년부터 5년 간격으로 2005년까지의 각 해 마지막 4개월치를 초기 정보로 집

어 넣고, 그 다음해부터 10년치의 예측 결과를 산출한다. 1960년, 1965년, ... , 2005년의 각 마

지막 4개월 초기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1961년~1970년, 1966년~1975년, ..., 2006년~201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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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년치 예측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60년, 1980년, 2005년에 대해 30년 예측

결과를 얻는 것이다. 해양과 해빙 초기 조건은 시작 날짜의 관측 아노말리 또는 전체 필드의 상

태로 주어진다.

그림 2.47 Decadal 실험의 모식도

CMIP5에서 제공하는 모형들 중 decadal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11개 모형에 한해서 일자료

및 월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변수는 강수량(pr) 및 평균, 최저, 최고기온(tas, tasmin,

tasmax)며, 일자료에 대해서는 9.1TB, 월자료에 대해서는 2.9TB로 총 13TB 정도의 대용량

자료가 구축되었다. 관측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decadal 자료의 공간 해상도를 위도 2.5도,

경도 2.5도로 변환하였다.

Modeling

Center

Model

Identification
Number of ensembles

INI1 INI5 NoINI1 NoINI5
BCC bcc-csm1-1 3 3 1 1
CMCC CMCC-CM - 3 - 1
CCCma CanCM4 10 10 10 10

CNRM, CERFACS CNRM-CM5 - 10 - 1
EC-Earth EC-EARTH 10 10 3 3
MOHC HadCM3 10 10 10 10
IPSL IPSL-CM5A-LR - 6 - 4
MIROC MIROC4h - 3 - 3
MIROC MIROC5 - 6 - 3
MPI-M MPI-ESM-LR 3 3 3 3
MPI-M MPI-ESM-MR - 3 - 3

표 2.15 Decadal hindcast/prediction 모형의 초기와 조건에 대한 앙상블 개수

그림 2.48 CMIP5 모델의 시나리오별 decadal 일자료 및 월자료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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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CMIP5 모형의 기온/강

수 등 hydroclimate의 기후모사력 비교 분석을 통해 수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모델 성능

평가 matrix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CMIP5 29개 모형과 NCEP/NCAR 재분석 일자료

를 사용하여, 강수 및 최고․최저기온에 대한 평균 기후장(spatial climatology)과 연변동성

(interannual variability)의 모사력을 각 모형별, 계절별로 평가함으로써 모의 특성을 살펴보았

다. 또한 모형 및 재분석 자료로부터 극한 지수를 산출하여 각 모형별 극한기후 모사력을 비교

하였다. 2차년도 모형 검증 matrix에 의해 평가된 모형들 중 decadal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모

형을 순위 순으로 정리하고, 3위까지의 모형만을 본 과제에서 사용하였다. 사용된 모형은

CNRM-CM5, IPSL-CM5A-LR, MPI-ESM-LR 모형이다.

Rank Model Name
1 CNRM-CM5
2 IPSL-CM5A-LR
3 MPI-ESM-LR
4 MPI-ESM-MR
5 BCC-CSM1-1
6 MIROC5
7 CMCC-CM
8 HadCM3

표 2.16 평가 matrix에 따른 decadal 모형 순위

② Decadal 전망의 모사력 평가

㉮ AR5 decadal 자료의 동아시아지역 기온 모사력 평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최저 기온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강수에

비해 기온은 상대적으로 현재 기후 모형들의 재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기후학적 공간 패

턴을 모의하는데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여름철 일 최고기온 보다는 일 최저기온의

공간 패턴을 더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겨울철 최고․최저 기온 분포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개별 모형의 모의 성능을 살펴보면 여름철 최저 기온의 경우 세 모형 모두 0.96

이상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 최고 기온의 경우 모형별 성능 차이를 보였다. 동아시아 영

역에서의 최고 온도 공간 분포는 MPI가 가장 잘 모의하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소 과소모

의하며 CNRM의 경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0.98이상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위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매우 잘 모의함을 볼 수 있었다.

historical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decadal 실험으로 인한 계절 평균장 모의 스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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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저온도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그림 2.50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온도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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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일 최저온도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그림 2.52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일 최고온도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최저 기온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의 모사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관측 및 모형자료에서 계산된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여름철 최저온도의 경우 관측에

서 나타나는 티벳고원에서의 강한 연변동성이 모형에서 과소 모의 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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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를 중심으로 연변동성이 세 모형 모두에서 과소 모의되고 있으며 decadal 실험에서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겨울철의 경우 여름에 비해 고위도 및 대륙 내부로 갈수록 기후학적 연변

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CNRM의 경우 겨울철 최고기온의 연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지

만 decadal 실험의 경우 연변동성의 모의 성능이 매우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53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저온도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그림 2.54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온도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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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최저 기온에 대한 연변동성은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크게 나타났다. 일 최고․최

저 기온의 연변동성은 위도에 따른 분포를 보이며 고위도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historical 실험의 경우 겨울철 기온 연변동성의 위도별 분포를 잘 모의하는 반면 decadal 실험

은 이러한 연변동 분포를 거의 모의하지 못하며 세 모형 모두 연변동성의 크기를 과소 모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55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일 최저온도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그림 2.56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일 최고온도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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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5 decadal 자료의 동아시아지역 강수 모사력 평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 및 겨울철 강수량에 대한 관측과 개별 모형의 기후값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강수 기후값 공간 분포에 대해, 전반적인 강수 밴드는 잘 모의하지

만 여름철 한반도 강수량은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강수

면적 또한 모델에서 모의한 강수 면적에 비해 관측에서 다소 넓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경우 CNRM이 PCC 0.8 이상으로 가장 잘 모의하며 decadal 실험에서

좀 더 향상된 스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수량을 과소 모의

하는 경향이 있으며 IPSL의 경우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을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겨울철 강수의 경우 세 모형 모두 높은 모의 성능을 보였으며,

decadal 실험에서 강수 모의 성능이 상당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57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강수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그림 2.58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강수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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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여름 및 겨울철 강수량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의 모사 정보를 표준편차를

이용해 나타내었다.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 강수량이 연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모형의 모의 성능

또한 여름철에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Historical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decadal 실험

의 경우 여름철에 스킬이 다소 향상되는 반면 겨울철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형별 성능

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영역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계절별 강수 연변동성의 크기를 MPI

가 가장 잘 모의하였다.

그림 2.59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강수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그림 2.60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강수에 대한 기후학적 연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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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타임(Lead Time)에 따른 3개 및 최상위 GCM (MPI) 예측성 평가

여름철 온도 및 강수에 대한 공간 분포 모사력을 리드 타임별로 분석하였다. 최고 온도의 경

우 대부분의 PCC가 모두 0.85 이상으로 최저기온보다는 공간 모사력이 낮지만 전체적 높은 스

킬을 나타내며 MPI와 IPSL은 decadal run 에서 더 높은 스킬을 나타내었다. 최저기온의 경우

PCC 스킬이 모두 0.9이상으로 공간 모사력이 매우 높고 대체로 decadal 에서 공간 모사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강수의 경우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PCC 스킬을 보이며 리드타임에 따

른 변화가 온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CNRM의 경우 강수의 PCC가 decadal 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도와 강수 모든 변수에서 decadal 에서의 PCC 성능이 높게 나타

나며 리드타임에 대한 차이보다 모형별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2.61 리드타임에 따른 여름철 (JJA) 최고온도, 최저온도, 

강수량의 PCC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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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간격에 따른 예측 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PI 모형을 선택하여 1년과 5년 초

기화된 결과의 PCC 스킬을 비교하였다. 리드타임 1, 2 에서는 1년 간격 예측 자료의 PCC가 더

욱 높게 나오긴 하지만, 5년 간격 예측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오히려 Best

model(historical) 그룹이 뛰어난 모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일최고 기온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

간패턴을 매우 잘 모의하고 있으나 decadal 보다 best model(historical)이 가장 좋은 모의 성

능을 나타내었다. 1년 간격 예측자료는 각 리드타임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일최저

기온의 경우 공간모사력이 대부분 0.95 이상으로 매우 좋고 리드타임 초반에는 1년 간격 자료의

모사력이 약간 더 높지만 전체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수의 경우 리드타임 1, 2

에서는 1년 간격 예측자료의 PCC가 더욱 높게 나타나지만, 5년 간격 예측자료와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best model(historical)이 일관적으로 가장 뛰어난 모의 성능을 나타내었

다.

그림 2.62 리드타임에 따른 여름철 (JJA) 최고온도, 최저온도, 

강수량의 PCC 스킬, MPI 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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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 상세화 모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관측자료 범위 밖에 있는 자료의 편이보정 시 기존 quntile mapping(QM)방식의 “variance

inflation”으로 인한 장기추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값뿐만 아니라 극값을 포함한 모든 분

위수에 대한 장기추세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한 Quantile Delta Mapping (QDM)을 적용할

때 시나리오 내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 15일 moving time window를 적용하였으며, moving

time window 크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5일, 30일, 90일, 180일로 설정하여 비교하

였다. 대표 상세화 모형은 Simple Quantile Mapping(SQM)과 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SDQDM)을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SQM은 CMIP5 기후변화 시나

리오 데이터를 empirical qunatile mapping 방법을 통해 관측점 단위로 상세화하는 통계적 상

세화 방법이다. SDQDM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CSD와 QDM을 결합한 형태의 통계적 상

세화 방법이다. SQM과 SDQDM을 적용하여 26개 GCM에 대한 국내 60개 ASOS관측점의 상

세화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상세화 자료를 통해 ETCCDI를 이용

한 미래기간의 장기추세를 비교해본 결과 극값에 대한 장기추세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만들어진 SDQDM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63 연 총강수량의 미래기간에 대한 장기추세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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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표시나리오 선택을 위한 평가방법은 RCP4.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2가

지 방식으로 기후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한반도 영역을 기준으로 공간기후도와 경년

변동, 1st order annual cycle과 같은 기후평균장과 더불어 WMO에서 제시한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중 극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만을 선별하여 모

형 성능을 비교하였다. 한반도 영역으로 평가한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남한지역에

대한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통

계적 상세화를 통해 각 관측점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평가를 통해 계산된 한반도 범위의 skill score와 상세화 자료의 skill score를 이용하여 두

skill score가 모두 양수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worst GCM을 선택하였다.

우선순위 전지구모형
정규화된 Skill score

한반도 범위 상세화 자료 합계
1 CESM1-BGC -1.475 -1.618 -3.093

2 CCSM4 -1.286 -1.516 -2.803

3 MRI-CGCM3 -1.286 -1.111 -2.398

4 NorESM1-M -1.853 -0.357 -2.211

5 CESM1-CAM5 -1.475 -0.623 -2.098

6 CNRM-CM5 -0.531 -1.223 -1.754

7 MPI-ESM-LR 0.036 -0.878 -0.841

8 MPI-ESM-MR 0.225 -0.973 -0.748

9 HadGEM2-ES -0.342 0.029 -0.312

10 INM-CM4 0.036 -0.313 -0.277

11 GFDL-ESM2M -0.720 0.514 -0.206

12 GFDL-ESM2G -0.909 0.762 -0.147

13 MIROC5 0.981 -1.118 -0.137

14 CMCC-CMS 0.414 -0.516 -0.102

15 CMCC-CM 1.170 -1.127 0.044

16 HadGEM2-AO 0.414 0.127 0.542

17 CanESM2 -0.153 0.813 0.660

18 IPSL-CM5A-MR -0.153 0.922 0.769

19 IPSL-CM5A-LR -0.153 1.186 1.033

20 FGOALS-s2 0.036 1.112 1.149

21 IPSL-CM5B-LR 1.359 0.105 1.464

22 BCC-CSM1-1-M 0.792 1.116 1.908

23 BCC-CSM1-1 0.414 1.545 1.959

24 MIROC-ESM 1.737 0.609 2.346

25 MIROC-ESM-CHEM 1.359 1.253 2.612

26 HadGEM2-CC 1.359 1.279 2.639

표 2.17 한반도 영역과 상세화된 자료에 대한 skill score에 따른 26개 GCM에 대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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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기법 중 하나인 KKZ 기법을 활용하여 RCP별 그리고 미래 3개 구간 즉,

2011-2040(2025s), 2041-2070(2055s), 2071-2099(2085s)에 대해 각각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RCP별 그리고 미래 3개 구간에 대해 24개

ETCCDI의 상대변화를 90%이상 포함시키는 최소의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RCP4.5와

RCP8.5 시나리오에서 미래 3개 구간에서 ETCCDI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GCM

을 파악하기 위해 19개 GCM에 대한 우선순위별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증가시켜 시나리오가 증

가할 때 마다 미래 기후변동성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구간에서 GCM의

우선순위는 KKZ기법을 통해 계산된 우선순위를 사용하였다. 전체 24개 ETCCDI 중 80%이상

인 20개 이상의 지수에서 90%이상 설명이 되기 위한 최소의 GCM 개수가 13개로 선정되었다.

표 2.18 6가지 경우에 대한 GCM의 개별 우선순위 및 통합 우선순위 선정 결과

번호
RCP4.5

2020s

RCP4.5

2050s

RCP4.5

2080s

RCP8.5

2020s

RCP8.5

2050s

RCP8.5

2080s
통합

1 HadGEM2-AO NorESM1-M NorESM1-M CESM1-BGC NorESM1-M MIROC5 INM-CM4

2 CMCC-CMS CMCC-CMS CMCC-CMS MRI-CGCM3 INM-CM4 INM-CM4 HadGEM2-ES

3 HadGEM2-ES INM-CM4 INM-CM4 HadGEM2-AO GFDL-ESM2G CanESM2 NorESM1-M

4 INM-CM4 HadGEM2-ES HadGEM2-ES GFDL-ESM2G HadGEM2-ES CNRM-CM5 MRI-CGCM3

5 GFDL-ESM2G CNRM-CM5 MPI-ESM-MR
IPSL-CM5A-M

R

IPSL-CM5A-M

R

IPSL-CM5A-M

R
GFDL-ESM2G

6
IPSL-CM5A-M

R
IPSL-CM5A-LR MRI-CGCM3 HadGEM2-ES CMCC-CM HadGEM2-ES CNRM-CM5

7 CESM1-BGC GFDL-ESM2G IPSL-CM5A-LR INM-CM4 CNRM-CM5 CMCC-CM CESM1-BGC

8 MRI-CGCM3 MRI-CGCM3 CCSM4 MPI-ESM-LR CCSM4 MPI-ESM-LR IPSL-CM5A-MR

9 CNRM-CM5 CCSM4 CMCC-CM NorESM1-M MRI-CGCM3 CESM1-BGC CMCC-CMS

10 CanESM2 CESM1-BGC CanESM2 MPI-ESM-MR MIROC5 MRI-CGCM3 CMCC-CM

11 CESM1-CAM5 GFDL-ESM2M CNRM-CM5 IPSL-CM5A-LR CanESM2 IPSL-CM5A-LR IPSL-CM5A-LR

12 CCSM4 CMCC-CM GFDL-ESM2M CMCC-CM CESM1-BGC NorESM1-M CanESM2

13 CMCC-CM MPI-ESM-MR CESM1-BGC CNRM-CM5
IPSL-CM5A-L

R
HadGEM2-AO HadGEM2-AO

14 MIROC5
IPSL-CM5A-M

R
MIROC5 CanESM2 CMCC-CMS GFDL-ESM2M CCSM4

15 IPSL-CM5A-LR CESM1-CAM5 GFDL-ESM2G CMCC-CMS MPI-ESM-LR GFDL-ESM2G MIROC5

16 MPI-ESM-LR CanESM2 HadGEM2-AO GFDL-ESM2M CESM1-CAM5 MPI-ESM-MR MPI-ESM-MR

17 NorESM1-M MPI-ESM-LR
IPSL-CM5A-M

R
MIROC5 GFDL-ESM2M CMCC-CMS MPI-ESM-LR

18 GFDL-ESM2M MIROC5 MPI-ESM-LR CCSM4 HadGEM2-AO CESM1-CAM5 GFDL-ESM2M

19 MPI-ESM-MR HadGEM2-AO CESM1-CAM5 CESM1-CAM5 MPI-ESM-MR CCSM4 CESM1-CA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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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ETCCDI 전체변동률의 90%이상을 설명하는 지수의 개수에 대한 비율

(라)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발

① 5대강 대권역 장기유출량 특성 분석

㉮ 5대강 대권역 미래 기후 전망

ㆍ기후 전망 분석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강수량, 기

온, 잠재증발산량에 대한 변화량을 시계열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 강수량을 13개 기후변화 시

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

시된 영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현재(1973-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

란색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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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65 Change of annual mean precipitation during historical(1976-2005) and 

future(2005-2099) period for the RCP4.5 and RCP8.5 over five large basins

5대강 권역에서 비슷한 강우특성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RCP4.5 와 RCP8.5에서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점점 증가하며, 2050년 이후에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을 보인다. 과거(1976-2005) 연평균 강수량은 섬진강권역(1,421 mm) > 한강권역(1,345

mm) > 영산강권역(1,330 mm) > 금강권역(1,297 mm) > 낙동강권역(1,219 mm) 순으로, 권

역별 강수량은 최대 200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미래 후반기(S3: 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섬진강권역(1,665 mm) > 한강권역(1,602 mm) > 영산강권역(1,592

mm) > 금강권역(1,537 mm) > 낙동강권역(1,435 mm)로 순서는 동일하지만 권역별 강수량은

최대 230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5대강 권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아래 그림은 기온값을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 모두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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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1976-2005) 연평균 기온은 영산강권역(14 ℃) > 섬진강권역(12.9 ℃) > 낙동강권역(12.8

℃) > 금강권역(12.3 ℃) > 한강권역(10.9 ℃) 순으로, 권역별 기온값은 최대 3.1 ℃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미래 후반기(S3: 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영산강권역(18

℃) > 섬진강권역(16.8 ℃) ≈ 낙동강권역(16.8 ℃) > 금강권역(16.4 ℃) > 한강권역(15.1 ℃)

로 순서는 동일하며, 권역별 기온값은 최대 2.9 ℃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과거 권역별

기온 값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망된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66 Change of annual mean temperature during historical(1976-2005) and 

future(2005-2099) period for the RCP4.5 and RCP8.5 over five large basins

아래 그림은 잠재 증발산량을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

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 모두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기온값 보다는 크지만

강수량 보다는 작은 정도로 나타났다. 과거(1976-2005) 연평균 잠재 증발산량은 섬진강권역

(1,138 mm) > 낙동강권역(1,113 mm) > 금강권역(1,083 mm) > 영산강권역(1,069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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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권역(1,026 mm) 순으로, 권역별 잠재 증발산량은 최대 110 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

정되었다. 미래 S3기간(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섬진강권역(1,278 mm) > 낙동강권

역(1,250 mm) > 금강권역(1,221 mm) > 영산강권역(1,194 mm) > 한강권역(1,162 mm)로 순

서는 동일하며, 권역별 증발산량은 최대 115 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과거 권역별

잠재 증발산량과 같은 것으로 전망된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67 Change of annual mean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during historical(1976-2005) 

and future(2005-2099) period for the RCP4.5 and RCP8.5 over five large basins

ㆍ기간별 기후 특성 분석

5대강 권역별 연평균 강수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

별(S0 :1976-2005, S1: 2011-2040, S2: 2041-2070, S3: 2071-2099)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4분위수 범위(Quartile range), 최소(Min), 최대(Max),중앙값

(Median)을 도시하였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강수량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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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간 별로 큰 변동폭을 보였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리오 후반기(S3:

2071-2099)에서 한강권역의 경우 250 mm, 낙동강권역은 215 mm, 금강권역은 240 mm, 섬진

강권역은 245mm, 영산강권역은 225 m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한강권역(105 mm) > 금강권역(85 mm) > 낙동강권역(70 mm)

> 섬진강권역(65mm) ≈ 금강권역(65 mm) 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 강수량이 증가하였

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68 Change of annual mean precipitation during S0(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5대강 권역별 연평균 기온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평균 기온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RCP8.5 시나리오의 후반기(S3 :2071-2099)에 큰 변동폭을 보였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리오 S3(2071-2099)기간에서 5대강 권역별기온 증가량은 3.9

∼ 4.2 ℃ 정도로 유역별로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후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

를 비교하면 5대강 권역 모두 1.7 ∼ 1.8 ℃ 정도 균등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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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69 Change of annual mean temperature during S0(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5대강 권역별 연평균 잠재 증발산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

년 기간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평균 잠재 증발산량 변동

성 및 변동폭은 기온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

리오 후반기(S3 :2071-2099)에서 5대강 권역별로 125 ∼ 140 mm 정도로 고르게 증가하며, 후

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보면 5대강 권역 모두 55 ∼ 60 mm 정도

로 균등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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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70 Change of annual mean temperature during S0(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 5대강 대권역 장기유출량 분석

ㆍ장기유출량 전망 분석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유출량을 시

계열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 유출량을 13개 기후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에 대해

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현재

(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란색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과거(S0 : 1976-2005) 남한의 연 평균 유출량은 844,553 m³/s이며, 대권역별 평균 유출량은 한

강 유역(268,786 m³/s) > 낙동강 유역(169,630 m³/s) > 금강 유역(84,880 m³/s) > 섬진강 유

역(44,911 m³/s) > 영산강유역(26,752 m³/s) 순서로 나타났다. 미래 RCP4.5 시나리오의 5대강

권역별 후반기(S3:2071-2099)에서 최대 유출량 증가율은 낙동강 유역(17.6 %), 섬진강 유역

(17.4 %) 영산강 유역(17.6 %)이고, 최소 유출량 증가율은 한강 유역(12.5%)으로 전망된다. 후

반기(S3:2071-2099)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의 유출량 상대 변화율 차이를 비교하면, 한

강 유역(10.5 %) > 금강유역(9.7 %) ≈ 낙동강유역(9.4 %) > 영산강유역(7.8 %) > 섬진강유

역(6.4 %) 순으로 한강 유역에서 유출량 차이(28,121 m³/s)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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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71 Change of annual mean flow during historical(1976-2005) and 

future(2005-2099) period for the RCP4.5 and RCP8.5 over five large basins

5대강 유역별 연평균 유출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

별(S0 :1976-2005, S1: 2011-2040, S2: 2041-2070, S3: 2071-2099)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4분위수 범위(Quartile range), 최소(Min), 최대(Max),중앙값

(Median)을 도시하였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RCP4.5 와 8.5 시나리오의 기간별 유

출량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RCP4.5 시나리오에서 과거(S0 : 1976-2005) 연평균 유

출량 대비 미래 전반기(S1 : 2011-2040)에는 섬진강 유역에서 +6.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

고, 중반기(S2 : 2041-2070)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11.3%로 큰 증가율을 보였고, 후반기(S3 :

2071-2099)에서는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에서 +17.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RCP8.5 시

나리에서는 과거 대비 미래 전반기(S1), 중반기(S2), 후반기(S3) 모두 낙동강 유역에서 +5.8

%, +14.1 %, 27.1 %로 가장 크게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강 유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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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시나리오에서 전반기(S1)에서 후반기(S3)로 진행됨에 따라 증가 경향이 완만한 특징을

보이며, RCP8.5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S1)에서 중반기(S2)로 진행될 때 보다 중반기(S2)에서

후반기(S3)로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72 Change of annual mean flow during S0(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 and RCP8.5 estimated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 5대강 대권역 유황곡선 및 수문지수

ㆍ유황곡선

아래 그림에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RCP4.5 및 8.5 시나리오에 대해 기간별(Historical, S1,

S2, S3)로 30년 기간에 대해 유황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x축은 30년 기간을 초과확률

(%), y축은 유출량(m³/s)을 의미한다. 유황곡선 그래프에서 특정 사상이 발생하는 풍수량, 평

수량 저수량, 갈수량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각 특정 사상의 값은 비 초과확률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대강 유역의 유황곡선의 특성은 대부분 남한 유황곡선과 같이 완만한 형태를 보이

며, 과거 대비 평수량, 풍수량 구간에서 유출량이 큰 반면 과거 대비 저수량, 갈수량 구간에서는

유출량이 작은 경향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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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b) Nakdong

(c) Geum (d) Yeongsan

(e) Seomjin

그림 2.73 [Flow duration curves for Historical(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 scenario using 13 GCMs mean over five large basins]

(a) Han (b) Nakdong

(c) Geum (d) Yeongsan

(e) Seomjin

그림 2.74 Flow duration curves for Historical(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8.5 scenario using 13 GCMs mean over five large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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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유역별 그래프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시각적으로 유역 별 특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래 표를 참고하여 5대강 유역별 유황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유역별 안전성

을 평가하였다. 현재 기간(Historical)에서 5대강 유역 중 낙동강 유역 유황계수가 가장 크며

(14.7 %), 영산강 유역이 유황계수가 가장 작은 것(9.6 %)으로 나타났다. 미래 전기간 역시 낙

동강유역이 가장 취약하고, 영산강 유역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RCP4.5(8.5) 시나리

오의 미래 후반기(S3)에서 유황계수 증가는 한강유역은 +2.0 %(+5.2 %), 낙동강 유역은, +3.8

%(+9.2 %), 금강 유역은 +4.2 %(+10.1 %). 영산강 유역은 +2.1 %(+4.2 %), 섬진강 유역은

+5.5 %(+12.3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섬진강 유역의 유황계수 변화가 가장 높고, 영산강

유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Abundant Water 
flow (m³/s)

Ordinary Water 
Flow (m³/s)

Low Water Flow 
(m³/s)

Drought Water 
Flow (m³/s)

Coefficient of 
Flow Regime

Han

Historical 898 341 170 78 11.6 

RCP4.
5

S1 925 329 164 77 12.0 

S2 1026 361 181 75 13.6 

S3 1036 376 184 76 13.6 

RCP8.
5

S1 995 343 168 72 13.8 

S2 1060 366 176 75 14.1 

S3 1155 392 189 69 16.8 

Nakdo
ng

Historical 600 236 120 41 14.7 

RCP4.
5

S1 631 237 111 38 16.7 

S2 669 254 122 38 17.7 

S3 729 276 123 39 18.6 

RCP8.
5

S1 664 249 115 39 16.9 

S2 710 266 118 35 20.3 

S3 777 291 127 32 23.9 

Geum

Historical 280 112 62 25 11.2 

RCP4.
5

S1 290 109 56 21 13.7 

S2 307 120 60 21 14.6 

S3 330 126 61 21 15.4 

RCP8.
5

S1 309 115 57 23 13.6 

S2 339 123 58 20 16.8 

S3 356 132 60 17 21.2 

Yeong
san

Historical 84 34 18 9 9.6 

RCP4.
5

S1 86 33 16 8 10.3 

S2 92 35 17 8 11.1 

S3 100 37 17 9 11.7 

RCP8.
5

S1 89 34 17 8 10.6 

S2 95 36 17 8 11.5 

S3 110 38 17 8 13.8 

Seomj
in

Historical 147 60 32 12 12.7 

RCP4.
5

S1 152 59 29 9 16.3 

S2 163 63 31 9 17.7 

S3 179 66 30 10 18.1 

RCP8.
5

S1 160 62 30 10 16.5 

S2 170 64 29 9 19.2 

S3 189 68 29 8 25.0

표 2.19 Alteration of Flow Duration and Coefficient of Flow Regime Characteristics over

five large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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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문지수

5대강 유역의 연중 3 / 7 / 30 일의 최소 유출량에 대해서 30년 기간별로 상자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5대강 별 연중 최소 유출량 크기는 한강 > 낙동강 > 금강 > 섬진강 > 영산강 순이며,

권역 별 변동성 경향은 비슷하며, 유출량 변화량은 미미하다. 단 영산강 유역의 RCP4.5 및 8.5

시나리오에서 연중 3 / 7 일의 최소 유출량 변동성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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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b) RCP8.5

그림 2.75 Box-Whisker plot of 3/7/30 Day Annual Minimum Flow for 

Historical(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scenario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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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유역의 연중 3 / 7 / 30 일의 최대 유출량에 대해서 30년 기간별로 상자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남한 유역의 경우와 같이 연중 3일의 최대 유출량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미래 후반기(S3 : 2071-2099)에서 연중 3일의 최대 유출량의 변동폭과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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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b) RCP8.5

그림 2.76 Box-Whisker plot of 3/7/30 Day Annual Maximum Flow for 

Historical(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and S3(2071-2099) for the 

RCP4.5(Left) and RCP8.5(Right) scenario using 13 GCMs over five large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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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시스템 개선 및 상세화 자료 후처리 모듈 개발

기존의 NetCDF에서 ASCII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동적인 전처리,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도록 자동화 코드를 개발하였다. 자동으로 전처리부터 자료 생성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의 스트림라인화 및 모듈화를 완성하였고 각 모듈 간의 코드 호환성을 높이고 자료 처리 코드

최적화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였다.

그림 2.77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의 단위모듈 구현 모식도

㉯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AR5 상세 기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통해 SDQDM 기법으로 생산된 한반도 상

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최고 기온, 최저기온, 상수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되

어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

재되었다.

그림 2.78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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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① 시스템 안정화 및 SDQDM 병렬화

㉮ SDQDM에서 사용 중인 상용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의 오픈소스 기반 포팅

기존에 의존적으로 사용된 유료 상업용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를 모두 걷어내고 오픈소

스 기반으로 소스 코드 포팅하여 추후 어떠한 사용에도 제약이 없도록 개발하였다.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기존 SDQDM 코드를 윈도우, 맥, 리눅스 및 다양한 클러스터 환경에

서 구동하도록 포트란 코드를 포팅하고 POSIX 기반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 간의 코드 연결성을 위해 각종 모듈의 전처리, 후처리 연결

코드를 정리하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행하였고 여러 코드 간의 에러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방법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 SDQDM 프로그램 수정 및 컴파일이 쉽게 가능하도록 Makefile

프로젝트 파일 및 리눅스, 맥,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파이썬 기반의 래

퍼(Wrapper)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여 SDQDM 호출 가능

하며 다른 전처리 후처리 모듈과 쉽게 연동 가능한 기능을 개발 완성하였다.

㉯ SDQDM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한 병렬화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SDQDM 내의 여러 모델들을 병렬로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개

발하여 고성능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 (CPU 코어 4개)에서 최대 2~3배 계산 시간 단축을 가능

하게 하였다. 개발된 파이썬 래퍼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러스터 및 슈퍼컴퓨터 환경에서도 병렬

로 구동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 소프트웨어 등록 및 특허 출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및 상세화 자료 생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등록(명칭: 한반도

기후변화 상세화 프로그램, 등록번호: C-2018-038586)과 특허 출원(명칭: 외부 스크립트 실행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기후모델링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2018-0154496)을 완료하였다.

그림 2.79 한반도 기후변화 상세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록증(좌측) 및 특허출원증(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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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개발

기반 코드에 대한 복잡한 설치법, 사용법을 익힐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프로그램 개발하였고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하여 프로젝트 연혁에서 과거에 생

성한 자료를 재현해 볼 수 있다. 또한 구동되는 여러 내부 모듈을 섹션으로 나누어서 복잡한 내

부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 없이 상세화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추후 공개될 AR6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코드를 소프트웨어에 개발 및 탑재하여 AR6

포맷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소한의 코드 변환 작업으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AR6 자료가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따라서 AR6 뿐만 아니라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반 기술 개발 및 탑재할 수 있다.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윈도우, 리눅스, 맥에서 모두 구동 가능하다. 세부 기능에 대해 모듈화 작업이 진행

되었고, 각각의 모듈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 사용자 매뉴얼 작성

설치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치 방법을 단순화하여 설치 파일을 단순 클릭하여 설치가 가능하

게 하였다. 또한 윈도우의 소프트웨어 추가/삭제 기능에서 삭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실행에

서부터 에러 발생 시 해결 방법까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세부 기능에 대해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법을 확인하면서 소프트웨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80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GUI 화면(좌측)과 사용자 매뉴얼(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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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①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유지보수

SDQDM 상세화는 모든 GCM, 변수, 관측소에 의해 만들어 지는 모든 조합에 대해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 버전에서는 다중 코어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해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사용자 매뉴얼

이 보완되었다.

그림 2.81 SDQDM 포트란 코드를 이용한 상세화 자료 생산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16개 코어가 장착된 데스크탑에서 병렬로 수행되는 상세화 구동 사례

②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교육

㉮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상세화 시스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상세화 자료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

다.

ㆍAR5 상세화 시스템 다운로드 및 설치

ㆍAR5 상세화 패키지 설치

ㆍ한반도 기상 관측 자료 다운로드

ㆍAR5 상세화 시스템 구동

ㆍ실행 스크립트 기반의 상세화 자료 생산



- 94 -

㉯ AR6 상세화 자료 생산을 위한 모듈

향후 AR6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CMIP6 자료의 전처리 등을 포함하여 AR5 상세화 시스템

을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사용 및 관련 정보도

함께 교육하였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원시 GCM 평가를 위한 재격자 자료 생산

ㆍ상세화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한반도 아스키 자료 생산

ㆍSDQDM 포트란 코드 컴파일

㉰ 교육생 설문 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크게 교육 효과 및 활용성, 교육 내용, 전체 만족도, 후속 활용 희망도로 구성되었

으며, 각 항목별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최종 교육 수

행 시(2019.11.13./부산역 회의실)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은 SDQDM 병렬화 기능을 포함하여

100% 구동하였으며,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90.6점으로 측

정되었다.

그림 2.82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최종 교육(2019.11.13./부산역 회의실)



- 95 -

(2)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가)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기술 조사

① 국내·외 수자원계획 수립 방법 비교 및 검토

㉮ 국내 수자원 계획

국내에서는 수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내에서 수립된 주요 계획은 그

림 2.83과 같으며 1965년에 수립된 수자원개발 10개년을 시작으로 최근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

계획까지 많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1965년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은 주로 다목적댐

개발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1971년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은 4대강의 수자원 관련 종합적

인 개발을 위주로 수립된 바 있다.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

자원장기종합계획은 1980년에 댐 개발 및 치수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0년 수자

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개발 및 관리, 1996년 수정보완 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목표로 수립된 바 있다. 건전한 물 활용, 안전하고 친근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으

로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2006년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비전으로 국민과 자연에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물이용 분야), 홍수에 대한 사회적 대

응력 강화(치수 분야), 생명이 살아있는 물 환경 조성(하천환경 분야)을 목표로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고 2011년에는 2020 녹색국토를 위한 물강국 실현으로 목표로 수

정·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림 2.83 수자원 계획 수립 연혁 

국내에서 수립된 다양한 수자원 계획 중 물 이용 분야에 대한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2.84

와 같다. 먼저 계획 수립은 20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5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을

해오고 있다. 이 때 경제·사회 발전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조건변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변화를 토대로 각 물 이용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

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수요량을 전망하고, 과거 기후상황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는 가정 하에 과거 가뭄 상황을 고려한 지표수, 댐, 지하수, 보조수자원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 96 -

공급가능량을 평가한다. 전망되고 분석된 장래 수요량, 공급량과 함께 국가 수자원 관련 정책을

반영한 물 수요 관리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 지역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 필요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자원계획은 수자원 확보 대책, 최적 대책의 평가 및 이상 가뭄/기후 대

책은 수립하지 않고 수자원 확보량과 필요성만이 강조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석되고

전망된 수요량과 공급량은 불확실한 미래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도 의문을 낳고 있는 실정

이다. 향후 예측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최

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

술한 바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그림 2.84 국내 수자원 계획의 수립과정 

수자원 계획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수자원계획은 주로 미래에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조건(시나리오)만을 전제

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공급과 수요량 패턴에 기반 한 미래 예측 방법은 그림 2.85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과 같이 미래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 기술발전 및 기후변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예

측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된 대부분의 수

자원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조건만을 고려한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85 수자원계획의 미래 예측 방법(출처 : 

Global Business Network, Marr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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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는 수자원 분야에 있어 특히 물 공급에 있어 수요량 뿐만 아니

라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까지 국내 수자원 상황을 살펴보

면 5∼8년 주기로 대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3년마다 국지적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자원계획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최대가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다양한 가뭄 조건과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기존 수자원 계획 중 물 수급전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토해양부, 2011).

∙분석 기본설정 :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물 수급 전망을 위한 공간범위는 6대권

역(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기타(제주도 및 울릉도)권역) 및 117개의 중권역으

로 정하고 있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해서 각 공간범위에 대한 수요처를 생성하고 공급원(하

천수, 댐 등)을 고려하여 K-WEAP 모형을 통해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다. 이 때 수요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즉 취수수요량에 대해서는 미취수

수요량인 하천유지용수보다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수요처에서 물

을 공급받아 사용한 수량에 대해서는 그 유역 하류로 회귀되는 회귀수량을 고려하며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65%의 회귀율을, 농업용수의 경우 35%의 회귀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

급원 중 저수지의 경우 각 권역에 위치한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저수지는 동일저수율을 가지도록 운영함으로써 최대공급가능량을 고려한다.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 후 지역공급원(암반지하수 및 저수지(생활, 공업 및 농업용))을 반영하여 목표연도

에 대한 중권역별 물 부족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물 수요 전망 : 물 수요 전망에 있어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각 용도별 수요량은 목표연도에 대해 전망하고

있으며 물 수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가 이에 속한다. 장래 목

표연도에 대한 사회/경제 전망을 통한 수요량을 예측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요량 추정 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

려하기 위해 각 용도별로 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미래 수요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공업용수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농업용수의 경우 경지

면적 변화율을 반영한 수요량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 수급 전망 : 전망된 각 용도별 3가지 수요 시나리오와 함께 과거 기

상상황이 목표연도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 하의 1가지 기후시나리오를 토대로 물수지

분석을 통해 목표연도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중권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수자원의 취약성만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물 수

급 전망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국토해양부(2009)는 한강권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여러 기

후변화 시나리오 중 A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한 하천유출량을 산정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 제시한 3가지 수요변화(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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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장래 한강권역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분석 역시 미래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물

부족 해소 즉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8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 수급 전망 방법

㉯ 국외 수자원 계획

국외에서 수립된 수자원 계획 중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을 들 수 있다. DWR(2014)은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 업데이트 2013을 수립하

였으며 EPA와 DWR(2011)의 지역 수자원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 핸드북에 제시된 방법에 따

라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은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 및 구현을 목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략과 대책을 추천하는 것을 수자

원 계획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수자원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

및 향후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수자원 계획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수자원 계획에는 전략과 대책

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교 및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주요 현안으로 물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캘리포니아 수자

원 시스템의 위기로 가뭄 및 홍수 위험 증가, 지하수 고갈 및 침하, 수질 및 환경 조건 악화, 시

설물 노후화 및 통합, 조정, 투자를 통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계획의 3가지

핵심 주제로는 통합 수자원 관리 실행을 위한 로드맵(비전과 임무, 7가지 목표, 17개 주제, 350+

관련 행동, 30+ 자원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기관간 조정력 강화를 위해 조정 원칙 개

선, 정부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물 관리 혁신과 기반시설에 투자강화를 위한 지방정

부와 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였다. 수자원 평가 및 결과로 물 사용 및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정보와 대중의 이해력을 동반한 효과적 행동을 제시하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이용한 전략 및 대책을 평가하여

공공 투자의 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역 자립을 위해 통

합 지역수자원관리를 강화하고 행동의 실행, 촉진, 개선과 자원/환경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지

역적 토지이용계획과 통합수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목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 강화를 강조

하였고 정부기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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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물 수요 전망은 EPA와 DWR(2011)의 지역 수자원 계획을 위한

기후변화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 수요 추정과정을 토대로 과거 수요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고 계절별, 지역별 분석을 통해 수요 관련 인자와 물 사용량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다양한 조건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물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방법은 그림 2.87과 같으며 미래 인구 및 개발 시나리

오 9가지와 과거 평균온도 및 12가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총 13가지의 기후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의 도시 및 농업 물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용수수요 추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도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2.88).

기후변화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공급의 기후변화 분석 방법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나리오 계획 방법(scenario planning)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래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강우-유출 모형과 수자원시스템 모형을 결합한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적용하였다. 용수공급 능력 평가를 위해 고려된 시

나리오로는 사회/경제 변화 시나리오인 9가지 성장 시나리오(인구 및 개발 시나리오)와 함께 22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함께 반영한 총 198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시

나리오별 도시 및 농업용수 공급신뢰도, 지하수 수위 변화 및 하천유지유량 공급신뢰도를 분석

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 수자원계획과는 달리 신뢰도 및 취약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 전략으로 도시 물이용 효율

증대, 농업 물이용 효율 증대, 도시 물 재이용, 지하수 수위 복원, 하천유지유량 확보 및 저수지

신설과 같은 지표수 저류 등이 있으며 수자원 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관리 전략의

효과 및 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림 2.8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 전략에

따른 공급 신뢰도를 각 대안별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지원 데이

터를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대안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용수공급 신

뢰도만을 분석하지 않고 다양한 질적, 양적 변수로 구성된 수자원지속가능성 지표 체계

(california water sustainability indicators framework, CWSIF)를 개발하여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여 생태계, 사회 및 경제시스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림 2.87 캘리포니아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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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 평가

㉰ 최근 수자원 계획 수립 기법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는 수자원 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조건 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iu et al., 2007; Rowland et al., 2014).

수자원 계획 수립 시 수많은 요인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

가능하다. 다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의 현상,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처함으로

써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나리오 계획(scenario planning)이라 한다. 따라서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물 수급 전망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 즉

시나리오 계획을 통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최시중, 2016).

그림 2.89 시나리오 계획 방법 모식도(출처 : Global Business Network, Marra, 2013)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다양한 미래 조건에 대한 탄력적 대응전략과 함께 대책의 포트폴리오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그림 2.89와 같이 현재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까운 미래의 경우 적은 후회비용

을 지불하도록 견고한 계획을 수립하며 먼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다양한 미래 시나

리오별로 분석을 수행하여 적응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단계별로 다양한 조건변화를 조사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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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립된 수자원계획은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시나리오만

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 및 조건의 변화에 안정적으

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보다 유연한 수자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래 수자원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영향 인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인자로는 인구 및 경제성장, 사회 및 환경의 가치 변화, 기후변화와 수자원

공급 가용성 변화,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와 도시성장 패턴 고려, 에너지/경제/물 수요 변화, 정

책 및 규제의 변화,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이 이에 속한다.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는 영향인자를

기반으로 일부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가 아닌 폭넓은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어져

야 한다.

시나리오 계획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Schwartz, 1991). 먼저 핵심이슈를 파악한다.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를 파악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를 선정

한다. 두 번째 변화 동인을 파악한다. 핵심이슈와 관련된 변화동인을 파악한다. 변화동인의 중요

도와 불확실성에 따라 구분하고 가장 중요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변화동인들을 결정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변화 동인들을 통해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핵심

변화동인을 조합함으로써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별 경로를 구성한

다. 구성된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한다. 현

재로부터 향후 계획기간까지 정리된 것을 시나리오 경로라고 하며, 각 경로에 대해 시나리오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소라 한다. 마지막으로 공통요소를 분석한다. 각 시나리오 경

로에 대해 제시된 요소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공통요소를 제시한다.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분석을 통해 제시된 공통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미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시나리오의 변화가 발생할 경

우 시나리오를 추가 및 변경하고 새롭게 구성된 시나리오 경로별 공통요소를 재분석함으로써

수자원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다는 것이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 방안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계획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미래에 변할 수 있는 여러 인자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수자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먼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수자원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크게 수요변화 시나리오와 공급변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및 기술발전 등 다양한 조건 변화 시

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예측 자료 및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략적으

로 반영한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기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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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는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GCM 및 다운스케일

링 기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과

거 국내 기후상황을 합리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몇몇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별하고 이들을 반

영한 공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 사회/경제 조건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미래에 대한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취약성 평

가가 아닌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시나리오 계획 방법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90과 같

다.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망연도를 목표연도인 2020년으로 설정하고

분석에 사용되는 기후자료로 과거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유출 모형을 통해 하나의 자연유

출량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즉 하나의 기후시나리오와 목표연도별 3가지 수요량 시나리오를 물

수급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반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방안은 전망연도를 가까운 미래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포함하고자 하며 단일 기후 시나리오가 아닌 다양한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을 통해 자연유출량을 생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자연

유출량 시나리오는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위한 공급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 조건 변

화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결과는 다양한

수요량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용수공급능력 평가모듈을 통해 미래에 대한 물 수

급 전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기존 물 수급 전망 결과가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3가지 경우에 대해 제시되는데 반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 방안을 통한 물 수급 전망

결과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 구성된 공급 시나리오와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

됨으로써 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0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 시나리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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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기술 조사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 물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는 물수지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은 수자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수자원 계획은 미래의 물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시간적, 공간적인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를 현재의 공급체계를 통해 물 부족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

며 만약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가뭄, 즉 물 부족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분석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계획 수립의 선행 작업인 물수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용수수요량에 대

한 정의와 함께 국내·외에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물 수요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유량이 이에 속한다.

㉮ 용수수요량 정의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6)의 용도별 수요량 정의로 생활용수는 음식, 목욕, 세탁,

청소 및 수세식 화장실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정용수와 관공서, 상업시설, 사무소, 숙박시설,

병원의료, 복지시설 등 도시 활동에 사용되는 도시용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진 용수

를 총칭한다. 생활용수 이용량은 급수방식에 따라 상수도 이용량, 미급수지역 이용량, 기타 이용

량으로 구분된다. 상수도 이용량은 상수도시설에 의해 공급되어 이용되는 양이며, 미급수지역

이용량은 지하수, 우물, 계곡표류수 등을 수원으로 한 간이 및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어 이용되는 양이며, 기타 이용량은 상수도 급수지역 및 미급수지역내의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자체 지하수 취수시설에 의하여 공급 이용되는 양을 의미한다.

공업용수는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가동,

세척, 냉각 등에 사용되는 용수를 총칭한다. 공업용수 이용량은 입지여건에 따라 공업 및 농공

단지의 계획입지공단 이용량과 자유입지업체 이용량으로 구분 산정한다.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의 계획입지공단 이용용수는 계획입지공단별 실제이용량을 조사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

실제이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공단자체 취수시설, 공단 내 개별 취수시설 등 용수공급수원 및 공급체계가 복합되어 있어 실제

이용량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획입지공단의 이용량은 일반적으로 원단위를 이용

한 간접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원단위, 종업원 수 원단위, 단위생산액 원단위 이용

법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용수는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로서 벼 등의 작물재배 및 가축의 생육, 일반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용수로 정의할 수 있다. 물수지 분석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고

려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는 달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등 보다 세부적인 용도로 구분하

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모두 농업용수에 포함되지만 이용 특성에 있

어서는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논용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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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부터 9월까지를 관개기간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는 논용수 수요가 없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밭용수는 특정한 관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수요 패턴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용수와 차이가 있

다. 이와 함께 축산용수는 가축의 생육 및 축산 관련 가공용수로 이용되는 물을 의미하며, 연중

거의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용수 및 밭용수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농업용

수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별로 서로 다른 이용 특성이 있으

므로 물수지 분석 과정에서는 세부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제51조에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하

고 있다.

㉯ 용수수요량 추정방법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201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은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과 회귀분석 및 계량경제 모델의 인과형 예측기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은 개별도시의 특성 반영과 과거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며, 인과형 예측기법은 정부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에 유리하고 개별 수요 관련인자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가능하나 대량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의 확보가 필요하다. 생활용수 추정 방법론의 산정방법 및 특징은 표 2.20과 같다.

구분 구성요소
인과형 예측기법

회귀분석 경량경제모델

산정
방법

Ÿ 과거 실적추세에 적합한 추세
선 추정

Ÿ 시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을
주로 사용

Ÿ 목표유수율 및 급수보급율 등
주요 정책목표 별도 반영

Ÿ 과거 실적추세에 적합한 추세
선 산정 및 추정

Ÿ 시간외에 수요에 미치는 변수
등을 추가하여 시계열 예측기
법 적용

Ÿ 수요에미치는변수를수도요금, 소득
등경제적관련요소와연계추정

Ÿ 시간외에 수요에 미치는 변수 등
을 추가하여 시계열 예측기법 적
용

특징

Ÿ 개별도시 특성반영에 유리
Ÿ 과거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유리

Ÿ 수요관련 인자에 대한 정책목
표 반영 제한

Ÿ 단시간내 쉽게 적용가능

Ÿ 정부정책의 실현도가 높은 안
정적 도시에 적합

Ÿ 적용대상 수요관련 인자에 대
한 신뢰성 있는 다량의 통계자
료 확보 필요

Ÿ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Ÿ 정부정책의 실현도가 높은 안정적
도시에적합

Ÿ 적용대상 수요관련 인자에 대
한 신뢰성 있는 다량의 통계자
료 확보 필요

Ÿ 많은시간과노력소요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2011).

표 2.20 생활용수 추정방법론 검토

일본의 경우는 생활용수를 가정용수 및 도시활동용수로 구분하여 주로 회귀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장에서 이용한 양을 제외하고 있으나,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

도의 수요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외의 기타지하수 이용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

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계획에서는 도시용수, 농업용수, 환경 용수

로 구분하여 물수요량을 추정하였으며, 도시용수는 주거부문, 상업부문, 공업부문 및 공공부문

으로 분류하고 시계열 예측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특징은 물 공급 및 수요의 다양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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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택사스주의 수자원계획에서는 도시용수, 공업

용수, 관개용수, 축산용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도시용수 수요량은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하

게 시계열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였다(국토교통부, 201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에 있어 특히 도시 물 수요 추정에 있어

과거 자료를 기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자료(인구, 강우량, 온도, 수자원 공급)를 조

사 및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월별 평균/최고기온, 월 강수량, 연간 지역 이용량 간의 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대입하여 미래 도시용수 수요량

을 추정하고 있다.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을 적

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수요량은 국가 계획지침과 전차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단변량시계열 추세 모형을 적용한 후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09)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한 정책지표인 급수보급률 및

목표유수율 등을 최근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보정․반영하고, 미급수지역 수요량 및 기타 지하

수 이용량은 기존의 반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수요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장래

물 절약을 감안한 수요관리량을 토대로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시나리오별로 수요량을 산정

하였다. 국토해양부(2011)에서 제시한 생활용수 수요추정 흐름도는 그림 2.91과 같다.

그림 2.91 생활용수 수요추정 흐름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2014)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는 장래인구 및 1인 1일 평균사

용량 산정 시 일반적인 시계열모형 4~5가지를 사용하여 추정한 후에 평균값을 채택하여 사용하

는 방법은 몇 개의 자료에 의해 장래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람에서 제시하는

6가지 모델(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지수함수식, 베기함수식, 로지스틱식, 수정지수식)을 이용

하여 추정하고 각 회귀식의 계수결정에는 상관계수, 오차자승합, 평균절대비율오차 및 오차자승

의 합(10년)을 사용한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보다는 오차자승합이나 평균절대오차 비율로 선택된 곡선이 보다 과거 자료치를 적절

히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근사한 값을 가지는 후보곡선식 중 최근 10년의 경향을 나타내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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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오차자승의 합이 가장 적은 추정곡선식을 최적 추정곡선식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변량 시계열 추세모형과 상관성

검증모형으로 등차급수법은 자료의 값이 매년 혹은 특정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 활용되고, 발전이 느린 도시나 발전이 진행되

는 큰 도시에 적용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등비급수법은 상당기간 같은 증가율이 지

속된 발전도시에 적용하고, 발전이 둔화되어 증가율이 체감하는 도시는 과대 추정 우려가 있다.

지수함수식은 단기간에 급격히 팽창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추정식으로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는 매우 과도하게 추정할 수 있다. 등비급수는 배기함수의 특별한 경우로서

보다 유연하게 확장하여 추정하는 곡선식이다. 로지스틱식은 수정지수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상

한선을 설정한 후 추정하는 도시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완만히 증가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증가하고 다시 완만히 증가하는 형태의 대칭모형이다. 수정

지수모형은 지수모형이 장래에 매우 과도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

구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도시의 자원, 개발가능토지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성장의 상한선이 있으

리라고 가정한 모형이다.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201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은 수학적 방법에 의한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과 부지면적, 종업원, 부가가치액, 생산액 등의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하는 원단위법, 영향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이 있으며, 2006년 이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는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생산액당 원단위를 적용하여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한 바 있다. 부지면적 원단위법은 업종별 단위 부지면적당 공업용수 사

용량과 지역 및 업종별 산업입지 현황과 계획면적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요 예측기법이다. 종업

원수 원단위법은 업종별 종업원 1인당 공업용수 값과 지역 및 업종별 종업원 수 현황과 전망에

기초하여 장래 공업용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 원단위법은 제조업의 산업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용수수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생산액 원단위법은 공

업용수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생산액과 연동하여 수요가 변화한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이다.

국외의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량모형, 즉 시계열모형과 수요모형을 포함한 다변

량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시계열모형은 시계열이 풍부하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단기적 기간

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계열 모형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정

기화하기 어려우며, 용수수요의 변동을 유발하는 설명변수, 즉 인과관계를 가진 변수를 포괄하

는 데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출하액 원단위법

을 적용하고 있으며 출하액과 용수수요간의 고정된 비율을 장래 출하액 전망에 적용하여 용수

수요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단순히 출하액에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설비와 신규설비에 의해서 산출되는 출하액을 구분하고 각각의 원단위와 회수율을 적용하

는 방식으로 모형을 정교화한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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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공업용수를 추정하기 위해 상수

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공업용수 수요량은 기존공

단 수요량, 신규 계획공단(조성 중 포함) 수요량, 지하수 수요량, 하천수 및 댐(저수지 포함) 수

요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우선 기존공단 수요량은 기준 이용량을 토대로 분양률 및 업체 가

동률을 종합한 실제 가동률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계획년도에 따른 실 가동률을 예측하여 산

정하였다. 신규 계획 공단 수요량은 조사된 개발계획 중 고시기준의 개발이 확정된 공단과 조성

중인 공단에 대해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된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지하수와 하천수 및 댐(저수지 포함) 사용량은 지하수 조사연보 및 하천법에 의거

취수량 보고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추세분석을 하지 않고 과거 이용량을 계획연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실사용량 기준의 이용량 조사가 정착되는 단계인 자료의 신뢰성을 감안한

것으로 하천수 및 댐(저수지 포함) 취수량은 기존공단 및 신규 계획공단과 수요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단 및 지자체 취수량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계획연도별 수요

량은 경제성장에 따른 시나리오와 재이용률 증가추이를 감안한 수요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최종

수요량으로 결정하였다(국토교통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업용수 수

요추정 흐름도는 그림 2.92와 같다.

그림 2.92 공업용수 수요추정 흐름도

국토교통부(2011)에 제시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주로 증발산량 공식을 통한 간접적

추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농업용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로 구성되며 논용수는 수리답, 불안전

답으로, 밭용수는 관개전, 비관개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논작물(벼)의 영농방식 변화에 따른

직파재배의 변화수량, 밭작물의 재배방식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고려하여 수요량을 추정할 필요

가 있다.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으로 농업용수 사용수량을 계측하여 누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논과 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실측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요량

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전국의 농경지에 대한 실 사용수량을 실측한다는 것은 여러 제

약조건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표본지구 및 대표작물의 단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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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구역별 표본지구 및 대표작물을 지정하고 실제 사용수량을 모니터링하여

수요량을 누계하는 방법으로서 전술한 방법보다 현실적인 추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히자만 대

규모 관개구역과 소규모 관개구역사이에는 관리용수량 차이가 상당량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면

적에 따라 실측자료와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밭작물의 경우 작물별 필요수량의

편차가 대단히 크고, 같은 작물이라 해도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별 유효우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

에 적절한 대표작물 및 표본지구의 선정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증발산량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

법은 작물성장에 필요한 증발산량을 산정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용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측

자료 없이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기상자료와 지역별 특성자료를 반영하므로 지역별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큰 농업용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에 적용하는 증발산량

추정이론이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수리시설물의 설계에 적용되고 있어 전

국적으로 일관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측에 의한 이용

량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기법에 따라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수리관행에 의한 실

제 이용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기후변화 조건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증발산량

공식을 이용한 간접적인 추정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Blaney-Criddle 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온도와 계절에 따라 증발산량을 계산하기에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래 월간 총 강우량, 월별 일 평균 풍속, 월별

일 평균 태양복사에너지, 월별 최대와 최소 일평균 온도, 월별 일 평균 이슬점 온도, 월별 강우

일수, 캐노피 저항(canopy resistance), 작물 및 토양 정보 등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작물에 대

한 증발산량을 산정하고 유효강우를 포함하여 작물 수요량 예측을 수행하며 관개 면적에 작물

수요량을 외삽함으로써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한 농업용수 추정방법은 그림 2.93과 같다.

그림 2.93 농업용수 수요추정 흐름도

농업용수 수요량은 논용수 수요량과 밭용수 수요량 그리고 축산용수 수요량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논용수는 과거 기상자료 분석을 통한 잠재증발산량(FAO 권장 수정 Penman식 적

용)에 벼 작물계수(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를 고려한 실제 증발산량과 토양별 침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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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구 지역별 평균)를 고려한 단위용수량을 구한 후, 60mm 담수심법을

통한 유효우량을 제외하고 관리용수량을 고려한 최종 산정된 지역별 및 영농방식별 단위경지면

적당 필요수량에 경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밭용수는 과거 기상자료 분석을 통한 잠재증발

산량(FAO 권장 수정 Penman-Monteith식 적용)에 작물별 작물계수(FAO 기준)를 고려한 실

제 증발산량에 총신속유효수분량(TRAM)을 포장용수량으로 하여 토양의 유효수분량을 고려한

일별 토양수분추적법을 통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고 필요유량에서 유효우량을 제외하고 관개효

율을 고려한 최종 작물별 및 재배방식별 단위경지면적당 필요수량에 경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

였다(국토교통부, 2011).

현재 하천유지유량은 수질보전·생태계보호·경관보전·염수 침입방지·하구 막힘 방지·하천시설

물 및 취수원 보호·지하수위 유지 등 7개 항목을 위한 필요유량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

천유지유량 산정요령(중앙하천관리위원회-2호, 2009)에서는 7개 항목의 필요유량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유량(항목별 필요유량 중 최대값)을 하천유지유량으로 결정하되, 지역의 자연·사

회환경 특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및 용수수요 변화 추정기술 개발

①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개발

㉮ 국내·외 모형 개발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중 안정적인 용수공급 차원에서는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

급능력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 요구되는

용도별 수요량과 그 시기에 하천수, 저수지, 지하수, 대체수자원 등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의 공

급량과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한 물수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운 수자원시설물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물이용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라 함은 미래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요처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용수공급 네트워크 및 공급시설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 및 모형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물 수급 전망 모형을

조사하였다. SWAT 모형은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유출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수질

모의도 가능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저수지 운영 모듈을 가지고 있다(Fontaine et al., 2002).

Riverware 모형은 저수지, 수력발전, 하도구간, 도수, 물이용 등에 대한 하천과 저수지의 통합

모의와 최적화가 가능한 수리, 수문모형이지만 상류흐름에 대해서는 수문모형으로부터 유도된

결과가 필요하다(Zagona et al., 2001). HEC-ResSim 모형은 저수지 운영룰을 반영할 수 있는

저수지 모의 모형이지만 다른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유량이 필요하다(USACE, 2003).

MODSIM 모형은 일반화된 하천유역 네트워크모형으로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이 도입되어

하천유역 관리에 있어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물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모형

이지만, 경계흐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Labadie and Sullivan, 1986). WaterWare는 수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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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 배분, 강우-유출, 지하수, 수요관리, 경제성분석, 다기준 분석 등을 통합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Jamieson et al., 1996). WEAP 모형은 유역의 수

문해석을 통한 물 공급 모형과 물 수요, 환경유량 등에 의한 물 수요 모형을 결합한 모형으로

저수지운영, 물 배분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에 적용이 쉽고 용이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시나리

오로 구축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EI-B, 1991).

이 외에도 다양한 물 수급 전망 모형들이 있다. AGNPS, BASINS, IWR-PLAN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모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분석유역의 특성과 분

석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해 개

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모형들도 많으며 WEAP, CALVIN, WDSs, IHACRES, GP, DHSVM,

WEMM, SWAP, ZRW-MSM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Medellin-Azuara et al., 2008; Pica

and Palmer, 2012; Bartel et al., 2008; Purkey et al., 2007).

㉯ 물 수급 전망 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적용된 기존의 물 수급 전망 모형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

형 중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개발된 모형 중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

하였다. 최적 대안 선정 및 평가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미국 캘리포

니아 수자원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 이용 효율 증대, 신규

수원 개발, 물 수요관리 등 많은 대책 중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이 선정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이 뛰어난 모형은 자료의 입력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 내에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

인용 컴퓨터의 프로그램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하며, 모형의 개발과 수정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한 모형구축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전문화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

는 모형 선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하고 결과를 서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선정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자원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이 동반되어 수립되어야 한

다. 따라서 물 수급 전망 모형은 단기와 장기 수자원 계획의 수립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런 분석을 위해서 미래 용도별 수요량과 공급량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분석 목적

에 맞는 물 배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형을 통해 편리하게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시

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고 물 수급 전망과

함께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 평가도 가능한 모형을 선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원을 고려한 최적의 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

용수자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해야 하며 여기서 가용수자원으로는 지표수, 지하

수, 대체수자원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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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며, 여러 대안 중 최적 대안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

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 수급계획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다양한 수자원 연계운영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분석 결과를 통해 사용자가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 : 국

내·외에는 많은 모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용 유역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러 모형 선정 기준에도 적합하지만 무엇

보다도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가 많은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적용사례가 많다

는 것은 그만큼 국내 수자원 환경을 제대로 모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가 많은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선정하였다.

K-WEAP 모형은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이용 분야에서

물 수급 전망 모형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실시간 물 관리, 지역수자원계획 평가, 하천유지유량

선정 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있어

본 연구의 목표와 부합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문장원 등, 2013; 최시중 등, 2012; 이동률 등,

2014; 최시중 등, 2010, 김수전, 2011; 최시중, 2016).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듈 개발

선정된 K-WEAP 모형은 국내 수자원 계획에 많이 적용되어 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

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모형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즉, 수요량 변화 및 공급량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K-WEAP 모형에 추가적인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듈을 개발하여 탑재하였다. 이는 미국 캘리

포니아 수자원계획에서 미래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강우-유출 모형과 수자원시스템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정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인

K-WEAP 모형에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제/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

른 수요량 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듈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

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K-WEAPccia, Korea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은 기존의 국내에서 개발된 K-WEAP 모형

의 기능을 모두 재현가능하며 수문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는 모듈과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

량 산정 모듈을 추가로 개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후자료(강수, 온도, 풍속, 습도 등)와 기타

물리적 자료(토지이용/토지피복, 투수성, 경사 등의 유역 특성)를 사용하여 지표수와 지하수 유

출, 농업 관개 수요량 등을 예측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토양수분모형을 탑재하였으며 이는 적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유역 수문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2개 토양층(버킷)으로 유역을 구성하고

상부/하부토층에서의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경험식을 바탕으로 유역의 유출, 증발산, 침

투 등의 유역 강우-유출 또한 모의가 가능하다. 과거 관측자료와 PEST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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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추정하게 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 증발산, 침투, 관개 요구량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에 따른 물 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토지이용변화 시나

리오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력자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자료(강우,

기온, 풍속 등), 유역특성자료(토지이용, 경사 등) 및 사회/경제조건 변화 자료(인구변화, 경제성

장률 등)를 필요로 하며 이를 개발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분석 모형인 K-WEAPccia모

형에 입력함으로써 기후조건별 증발산량 산정을 통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과 사회/경제 조건

변화에 따른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추정하고 유역의 증발산, 유출, 침투 등의 수문순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이를 공급원으로 간주함으로써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분석 결과로 분

석 공간단위별 용도별 수요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급시설물의 공급량 및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모형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장

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

을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와 물 공급 가능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

리오 및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도시화, 작물패턴 변화 등)에 따른 물 공급과 관개 요구량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94는 개발된 K-WEAPccia 모형에 대한 추가 개발된 모듈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거

싱며, 그림 2.95는 개발된 모듈 중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

이다. 개발된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2.94 K-WEAPccia 모형의 추가 개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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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K-WEAPccia 모형의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②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 추정

㉮ 미래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용도별 용수수요량 추정

방법에 의해 미래 수요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추정 방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미래 수요량 추정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과거 총인구자료, 미급수 인구자료, 1인1일사용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 자료

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

람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미래 수요량을 추정할 때, 과거자료의 이용기간도 매우 중요한 변

수 중 하나로써 너무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특정기간에 따라 장래예측결과에 많은 영

향을 받으므로 가능한 2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자룔를 사용하여 특정기간의 추이에 예측결과가

변화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생활용수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여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에 이용하였다.

기타 지하수 이용량의 경우 2013년 지하수조사연보에서 제공되는 지하수 생활용 이용량 중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제외한 값과 기타용 이용량 중 온천수 및 먹는 샘물을 더하여 기타 지

하수 이용량으로 간주하였으며 미래의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되어 미래에도 2013년 기타 지하수 이용량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활용수 관련 미래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 수요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고

려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APEC에서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 기상상황을 잘 재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요량 추정에 반영코자 한다. 통계청에서는 2000년부터

2040년까지 중위시나리오에 대해 시도별 인구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위/중위/저위 시

나리오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60년까지 전국 인구추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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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추계인구는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57.2백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

이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위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52.2

백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위 시나리오는 2016년

50.0백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2060년에는 34.5백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시나리오는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차

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며 불확실성

이 크기 때문이며 미래에 대해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

여 생활용수를 추정하였다.

그림 2.96 전국 추계인구(통계청)

공업용수의 경우 기준수요량을 먼저 산정하고 공단 조성후 실가동률 추이 분석을 통해 기준

수요량에 실가동률 추이를 적용하여 미래 수요량을 추정하며 조성중 또는 확정 계획공단 등을

조사하여 여기에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적용하고 기존공단의 조성후 실가동률 추이분석결과를

적용함으로써 미래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수요량 산정이 필요하며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요량의 경우 자료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자료

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업용수의 기준수요량은 공급시설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량,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통한 공업용(전용공업용) 또는 영

업용 공급량, 공단 및 개별 공장에서 지하수 개발과 댐(저수지)용수 및 하천수 점용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별 전용공업용수도 사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년 제공되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를 통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중 침전수 공급량과 지자체가 아닌 기타로 분류되어 직접요금을 부과하는 원수 및 정수 공급

량 중 공업용수량을 구분하여 실사용량을 조사할 수 있다. 지방상수도를 통한 공급량 역시 환경

부의 상수도통계를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요금부과량 중 영업용 공급량은 공업용수 구분이 어

렵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반영하고, 전용공업용수량에 유수율 등을 고려한 값과 공업용 정수시설

공급량 분석을 통해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다. 지하수와 댐(저수지)용수 및 하천수 점용 사용량

은 매년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제공하고 있는 지하수조사연보와 댐용수 공

급량, 하천법에 의거 취수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수량 현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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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업용으로 목적 외로 공급하는 양을

추가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 및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업용수 수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경제성장률 및 재

이용률 등이 있을 수 있다.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의 경우 관련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

닌 중단기 계획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고려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재이용률의 경우도 장기 추세를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 역시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서 반영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8년 미국에서 설립된 Trading

Economics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196개국의 30만개 이상의 경제지표, 환율, 주가지수 등의 데

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세계 각국에 대한 2050년

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2016년 1,391십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2,639십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이 세계 경제 지표 전

문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자료 조사 및 수집으로 인해 미래 예측치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공업용수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본과 국내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예측치

를 그림 2.97에 도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2050년까지 연간 1.7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며 일본의 경우 1.1%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림 2.97 경제성장률 예측치(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forecast)

농업용수의 경우는 수요량 추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경지면적 변화, 사육두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상황의 변화 등 많은 자료를 통해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

다. 기후상황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지면적과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를 활용한 미래 추정치가

필요하다. 즉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올바른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의 농업전망에서는 2025년까지의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

망과 함께 사육두수 추이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2.21과 표 2.22에 나

타내었다. 경지면적의 경우 2020년 165.7만 ha, 2025년 162.3만 ha로 감소할 전망이며, 농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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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조건 악화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요인으로, 농가인구의 감소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보다 상대

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농가인구 당 경지면적은 2020년 72.8a, 2025년 80.6a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축산 사육두수의 경우 축산물 소비증가로 인해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

의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지면적과 가축사육두수의 경우

2025년까지만 전망하고 있으며 전망 관련 기초자료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로

는 2025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구분 2014
2015
(추정)

2016 2020 2025
연평균 변화율(%)

15/14 16/15 25/15
경지면적(천ha) 1,730 1,711 1,698 1,657 1,623 -1.1 -0.9 -0.5
농가호당
경지면적(a)

1.54 1.59 1.60 1.65 1.71 3.3 0.2 0.7

농가 인구당
경지면적(a)

62.9 65.7 66.7 72.8 80.6 4.4 1.6 2.1

국민1인당
경지면적(a)

3.43 3.38 3.34 3.22 3.12 -1.5 -1.3 -0.8

재배면적(천ha) 1,754 1,693 1,683 1,616 1,562 -.34 -0.6 -0.8
경지이용률(%) 104.2 101.7 102.0 100.2 98.9 -2.5 0.3 -2.8

출처 : 농업전망 2016(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표 2.21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구분 2014
2015
(추정)

2016 2020 2025
연평균 변화율(%)

15/14 16/15 25/15
총 사육두수 96.8 102.3 104.5 113.2 120.3 5.7 2.2 1.6

소 2.8 2.7 2.6 2.6 2.8 -3.0 -1.9 0.5
젖소 0.4 0.4 0.4 0.4 0.4 -4.3 -0.2 -0.4
돼지 9.9 10.1 10.2 10.1 10.2 2.8 0.7 0.1
육계 83.8 89.1 91.3 100.0 106.9 6.3 2.5 1.8

출처 : 농업전망 2016(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표 2.22 사육두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두, %

㉯ 시나리오에 따른 용도별 용수수요량 변화 추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용도별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2011)에서 제시

한 추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용도별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통한 미래 수요량 예

측이 가능한지 평가하였다. 관련 기초자료로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서는 1993년부터 2005년까

지 행정구역별 월별 급수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과거 물 사용량을

평가하였다. 그림 2.98은 전국 과거(1993∼2005) 생활용수 급수량 자료를 월별로 분석하여 도

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국내의 생활용수 사용은 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보다 적은 양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활용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용수와 도시용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사용되

어지는 용수로 일년 일정한 양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로 여름철에 더 많은 생활용

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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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보다 더 많은 도시용수를 사용한다는

분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8 생활용수의 월별 과거 물 사용량

국내 월별 생활용수 사용량의 변화를 통해 과거 자료 기반 회귀분석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공되는 행정구역별 월별 과거 생활용수 급수량과 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2.99는 서울특별시의 12년간 월별 유수원단위와 월별 최저기온과의 관계를 도시한 결과이다. 분

석 결과 7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에 있어 회귀분석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내사용량과 실외사용량이 서로 구분되어 조사되며 기온 상승으

로 인해 실외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반해 국내의 경

우 실내사용량과 실외사용량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자료가 연도에 따라 월별 또는 일별 공급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제공 형식의

불연속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료조사에서 발생되는 오류도 회귀분석을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7월과 8월 최저기온과 유수량원단위의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

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수

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를 반영한 수요량 산정이 필요하다.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을 통해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과 마찬가지로 수요관리에 대해 고수요/저수요/기준수요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인구

추정에 대해 고위/중위/저위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생활용수 수요량은 총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하였다. 우선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을 산정하기 위해 시군별 인구추정을

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 추계인구를 전국 시군별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을 통해 시군별 장래

인구를 추정하였다. 또한 적용된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들은 상관성 검증모형을 통해 시군별로

적합한 추계모형을 선정하였다. 그림 2.100은 부천시에 대한 장래 인구추정을 위한 단변량 시계

열 추계모형 적용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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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그림 2.99 월별 생활용수 유수원단위와 최저기온 관계(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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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을 통한 장래 인구추정(부천시)

산정된 결과를 통해서는 어느 추계모형이 장래 인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며 상관계수, 오차자승합, 평균절대비율오차 및 10년 오차자승합의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

써 부천시의 경우 지수함수식이 적합한 추계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시

군별로 2060년까지 장래 인구를 추정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산정된 추계인구는 해당 도의 통계

청 추계인구로 보정하여 결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2040년까지 시도별 추계

인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는 전국 추계인구를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40

년 시도별 인구 비율을 토대로 2060년까지 시도별 인구를 분할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해당 시

군의 추계인구에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군 추계인구보정해당 시군의 추계인구×도 추계인구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시군별로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과 상관성 검증모형을 통해 추정된 장래 인구는 위의 식을

이용하여 보정하였으며 3가지 인구추정 시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장래인구에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

해 반영한 정책지표인 계획급수보급률을 연도별로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장래 계획급수인구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된 장래 총인구에서 장래 급수인구를 빼줌으로써 시군별 장래 미급수인

구를 산정하였다.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 산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1인1일 사용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수도통계를 통해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군별 1인1일 사용량을 조사 및 수집하였

으며 장래 인구추정 방법과 동일하게 6개의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 산정결과를 상관성 검증모

형을 통해 분석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림 2.101은 춘천시에 대한 1인1일 사용량에

대한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의 적용결과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장래 시군별 1인1일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1인1일 사용량에 장

래 목표유수율을 곱함으로써 장래 1인1일 급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장래 목표유수율은 광역상

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시군별 장래 급수인구와 장래 1인1일 급수량을 곱하여 상수도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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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량을 인구추정 시나리오별 산정하였다. 미급수지역 수요량의 경우 장래 미급수 인구와

미급수지역 원단위 215L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장래 시군별 미급수 인구는 추정된 장래

시군별 총 인구에서 시군별 계획급수인구를 감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2.101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을 통한 장래 1인1일 사용량 추정(춘천시)

기타 지하수 이용량은 2013년 지하수조사연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장래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장래에도 2013년 기타 지하수 이용량과 동

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위에서 산정된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 미급수지역 수요량 및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합산하

여 인구추정 시나리오별로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에 장래

물 절약을 감안한 수요관리량을 적용함으로써 고수요, 기준수요 및 저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최

종적인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이 때 고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누수량 저감 등 유수율

제고 절감량의 50%를 반영하였으며, 기준수요의 경우 절감량의 100%, 저수요에 대해서는

150%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에 대해서는 총 9가지 시나리

오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그림 2.102는 시나리오별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2.102 시나리오별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



- 121 -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 생활용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인구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인구추정 시나리오 중 고위 시나리오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추정 인구

가 최고를 나타내는 20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중위 시나리오에 대한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가 203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생활용수 수요량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2013년 생활용

수 수요량이 76억㎥/년인데 비해 2060년에는 60억㎥/년으로 16억㎥/년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

후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면 생활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장래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에 앞서 과거 국내·외 공업용수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국토교통부(2011)에서는 미국의 공업용수 이용량은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감소 후 정체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5년 감소 후 1990년 이후에

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그림 2.103에 도시한 바와 같이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총생

산(GDP)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공업용수 수요량은 1965년 이후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 이후로는 소

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0년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의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도 일본과 비슷하다. 그림 2.104에 도시된 국내 GDP와 공업용수 수요

량 변화를 살펴보면 GDP의 경우 198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다가 IMF였던 1997년 전후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09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0

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0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공업용수 수요량의 경우 1980년 847백만㎥/년에서 GDP가 크게 감소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로는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나타내

고는 있으나 2005년 2,235백만㎥/년에서 2010년 2,221백만㎥/년으로 대동소이한 수요량을 나

타내고 있어 최근 들어 GDP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장래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최

근 들어 GDP가 증가하더라도 공업용수 수요량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추정한 2025년 공업용수 수요량은 그 이후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으며 또 다른 추정으로는 세계 경제 지표 전문 사이트인 Trading Econnomics에서 제

공하는 국내 경제성장률 1.76%를 적용하였다. 즉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고수요/기

준수요/저수요 공업용수 수요량 시나리오 3가지와 향후 연간 1.76%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1

가지의 시나리오로 총 4가지 공업용수 수요량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하였다.

공업용수 수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 재이용률 및

경제성장률을 들 수 있다. 이 중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수는 2025년 이후에 대해 수립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요량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이용률에 대해서

는 국토교통부(201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 공업용수 재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용할만한 자료는 환경부의 공장폐수의 발생가 처리 결과이다. 이 또한 폐수배

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용수공급원에 해수를 포함하고 있어 자료를 통해 재이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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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재이용률은 79% 수준인데 반해 국내의 재이용률

은 50% 수준으로 경제규모 및 상버패턴을 감안하여도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와

K-water에서 정확한 재이용량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국내 여건상 현실적으로 재이용량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재이용률을 추정하는 것은 공업용수 수요량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재이용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03 일본의 GDP와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

그림 2.104 국내 GDP와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

농업용수 수요량의 추정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증발산량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였다. 증발산량 공식 추정방법은 논(영농방식별)과 밭(작물별)에서의 잠재증발산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실제증발산량 산정치와 침투량, 유효우량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단위용수량 및 필요

수량을 산정하며 경지면적을 곱하여 최종적인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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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발산

량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기상자료의 경우 APEC의 연구결과를 활

용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후모델 중 국내 과거 기상상황을 비교적 잘 재현한다고 판단된 몇

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으로 논/밭의 필요수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HOMWRS)을 이용하였으며 HOMWRS는 관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

역 유입량 및 관개 필요수량의 산정, 저수지 물수지 분석 및 단위용수량 산정이 가능한 통합된

시스템이다. 잠재증발산량 산정은 Penman식 및 Penman-Monteith 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작

물에 따른 영농방식 및 관개방식을 반영하여 필요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수로 및 배분관리 손

실, 다목적용수량, 관개효율 등을 고려한 조용수량 산정이 가능하며 축산용수량은 양축용수, 세

정용수 및 초지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량에 있어서 생활, 공업, 농업용수와 같은 취수 수요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

유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하천에 흘려야할 최소 유량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그 양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 판단되지

않으며 단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변할 것이라 판단된다. 4대강 본류의 경우 기존의

지점별 하천유지유량에 대해 고시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15년 10월에 지류 지점별 하천유

지유량을 새롭게 고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③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 유역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처

의 용도별 수요량과 하천유출량 등을 입력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용

수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계획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래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비교·분석하여 물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은 물수지 분석을 위한 중요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대부분 수자원계획은 분석 공간범위를 중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권역

별로 용도별(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수요처를 생성하고 수요처가 포함되어 있는 중권역의 하

천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는 간단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 다목적댐이나 하구둑 등과 같은 수자원시설물로부터 직접 수요처로 공급되는 공급

계통이 있다면 이를 물 수급 네트워크에 반영한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하천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취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취수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관

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하천수의

이용은 취수시설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급 분석은 이용가능한 수량

을 파악하여 과부족을 평가하게 되므로 하천수 취수 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물 부족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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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취수시설물 전체를 조사하여 이를 물 수급 네트워크에 반영하기란 어

려우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취수시설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펌프 등을 이용하여 물을 취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수자원계

획의 특성상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수자원 관련 시설물을 통해 장래 수요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공급량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를 파악하고 물 부족이 예상될 경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립된다는 점에

서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시설물을 반영한 현실적인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 하나의 중권역에 여러 개의 다기능 보가 건

설되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물수지 분석에 있어 공간범위를 중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무

리가 있다. 하나의 중권역에 여러 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다면 각 보로 유입되는 유입량도 차이

를 보일 수 있으며 각 보에서 공급해야 할 급수지역도 틀리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

해서는 각 보로 유입되는 집수유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05 낙동강권역의 물 수급 네트워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의 적용 시범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 관련 자료

를 조사하였으며 상수도통계에서 제시되는 취수장, 정수장 자료를 바탕으로 용수공급계통을 파

악하였으며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수도공급계통모식도와 K-water의 광역계통도를 바

탕으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 관련 용수공급 네

트워크는 다양한 정보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공업용수의 경우 K-water의 공업용수도 관

련 정보, 상수도통계의 공업용 취·정수장 관련 정보, 홍수통제소의 취수량 현황자료 등을 제공

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낙동강권역의 공업용수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용량의 시설물을 통해 어느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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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급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

다. 따라서 향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물 수급 네트워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K-WEAPccia)을

통해 구축되어야 하며 물 수급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및 공급 자료를 조사하여 모형

에 입력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

서 제공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으며 그림 2.105는

은 낙동강권역의 물 수급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다)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기술의 시범유역 적용

①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 시나리오 계획법을 통한 시나리오 구축

미래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은 사회, 경제, 제

도, 기술발전 및 기후변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

는 미래에 대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래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미래 수자

원과 관련되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수자원계

획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조건만을 고려한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계획법(Scenario planning)이라 함은 장래 여러 가지 조건변화(사회, 경제, 제도,

기술발전, 기후변화 등)를 고려하여 이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 경로로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3.2.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는 현재의 기술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과 기술

로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고 각 경로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여 각 시나리오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나리오계획법을 통

해 수립된 수자원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거에 예상했던 시나리오

를 재구성 및 재분석하여 수자원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 변화 중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및 분석 가능한 것들을 종합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수자

원 관련 조건 변화는 장래 수요량 및 공급량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농업용수 수요량이 크게 변동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강수 등이 변화할 것이며 이는 공급량

즉 유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각 경로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범유역인 낙동강권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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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서 산정한 미래 수요량 산정결과를 활용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선택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 미래 수요 시나리오 구축

미래 용도별 수요량 산정은 2차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다양한 조건(기후변화 시나리

오, 사회/경제조건 변화)을 고려한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

오의 경우 CCSM4, CESM1-BGC, CESM1-CAM5, HadGEM2-AO, MRI-CGCM3 등의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사회/경제조건 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장래 인구변화, 수

요관리 목표치, 경제성장률,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한 장래 수요 시나리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용도 구분 통계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생활
수장기

최대(108㎥) 19.8 19.5
최소(108㎥) 18.1 18.5

시나리오
최대(108㎥) 19.1 19.7 20.0 20.1 20.1
최소(108㎥) 17.1 16.4 15.7 14.5 13.2

공업
수장기

최대(108㎥) 10.3 12.1
최소(108㎥) 9.3 10.4

시나리오
최대(108㎥) 12.1 12.9 13.7 14.3 14.6
최소(108㎥) 10.4 10.4 10.4 10.4 10.4

농업
수장기

최대(108㎥) 44.7 45.0
최소(108㎥) 42.5 42.2

시나리오
최대(108㎥) 43.1 42.7 42.9 43.0 44.0
최소(108㎥) 38.7 38.3 38.3 39.2 39.0

표 2.23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수요량 전망치와 기존 연구와의 비교

생활용수의 경우 미래 3가지 수요관리 시나리오와 함께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 3가

지 인구추정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를 고려한 총 9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공업용수 수요량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 수요량이 미래에도 재현된다는 고수요/기준

수요/저수요 3가지 시나리오에 추가로 2020∼2050년 연간 1.76%의 경제성장률(Trading

Econnomics(http://www.tradingeconomics.com/south-korea/forecast))을 고려한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에서 제시한 장래 경지면적 전망

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증발산량 공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한 5가지 시나리

오로 구성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2015년 10월 고시된 본류 및 지류지점별 하천유지유량

값을 반영하였다. 각 용도별 구축된 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산정 결과를 국토해양부(2011)의 수

자원장기종합계획과 비교하여 표 2.23과 그림 2.10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장래 수요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의 변화폭이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게는 5.5억㎥/년, 많게는 15.0억㎥/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자

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요량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2020년 고수요 시나리오 대비 본 연

구에서 추정한 미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치는 최대 1.7억㎥/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2016년 저수요 시나리오 대비 미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치는 최대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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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래의 수요량을 추정함에 있어 큰 변화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수자원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요량 전망과 미래 수요 시나리오 전망 결과 비교

㉰ 미래 공급 시나리오 구축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의 경우 RCP 4.5(26가지 시나리오)와 RCP 8.5(26가지 시나리오) 시

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미래 물 수급 전망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기간에 따라 대표 시나리오를 선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즉 2025s와 2055s, 2085s에 대해 상이한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면 장래 수요변화 시나리오 및 공급변화 시나리오에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과다한 수요

-공급 시나리오가 생성됨에 따라 많은 계산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기간에 적

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기후모형 결과를 한반도 영역과 통계적 상세화

를 통해 산정된 상세화 자료(기상관측점 대상)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모형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KKZ 군집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RCP 4.5 시나리오의 경

우 CESM1-BGC, CCSM4, MRI-CGCM3, CESM1-CAM5, HadGEM2-AO 시나리오를 선

정하였으며, RCP8.5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IPSL-CM5A-MR, IINM-CM4, HadGEM2-ES,

FGOALS-s2, HadGEM2-AO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제공되

는 미래 기상변화를 활용하여 강유-유출 모형 PRMS 모형을 통해 낙동강권역의 일 유출량 분

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출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유출특성은 상이하며 특히 연 유출량의 최대치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최소치는 감소하는 시나리오와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1967-2015) 유출량에 비해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와 표준

편차가 증가하지만 변동계수가 크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물 관리가 더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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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4는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연 유출량과 과거 유출량의 통계치

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월평균 유출량은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기 쉬우나 표 2.24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연 유출량의 최저치가 감소하며, 변동계수가 과거보다 커짐에 따라 수자원관리가 더 힘

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유출량(수자원공급량)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편차가 심하며, 다

양한 수자원시설물에 의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적 물수지 분석을 통해 용수공

급의 안정성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보다 명확한 결과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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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특성 Historical
(‘67-2015)

RCP 4.5 RCP 8.5

CCSM4 CESM1
-BGC

CESM1
-CAM5

HadGEM2
-AO

MRI-
CGCM3

FGOALS
-s2

HadGEM2
-AO

HadGEM2
-ES

INM
-CM4

IPSL-CM
5A-MR

(’16-’99)

최대(109㎥) 39.8 50.8 70.6 53.1 58.5 62.6 63.0 61.8 76.9 43.6 48.6

최소(109㎥) 8.7 7.9 7.2 6.6 8.8 7.4 3.2 9.6 8.3 4.9 3.3

평균(109㎥) 21.1 24.9 26.5 27.0 27.7 24.2 25.0 28.9 26.3 20.3 21.4

표준편차(109㎥) 7.0 10.7 11.0 10.2 9.8 9.0 12.1 11.2 13.5 8.5 9.9

변동계수 0.33 0.42 0.42 0.38 0.36 0.37 0.49 0.39 0.51 0.42 0.46

비초과확률10
%
이하

횟수 4 9 7 4 2 5 12 5 10 14 16

최대지속
기간(year) 2 2 2 1 1 1 2 2 2 2 2

비초과확률20
%
이하

횟수 14 13 9 10 6 12 20 9 21 21 26

최대지속
기간(year) 3 2 2 1 1 2 3 2 3 6 4

비초과확률30
%
이하

횟수 18 20 15 16 14 20 25 14 23 33 34

최대지속
기간(year) 3 2 2 2 3 2 3 2 3 6 5

비초과확률40
%
이하

횟수 22 28 20 21 20 26 27 16 27 41 38

최대지속
기간(year) 3 4 3 2 3 3 6 2 4 8 5

평균
이하

횟수 23 36 27 26 27 32 37 22 34 50 41

최대지속
기간(year) 4 4 3 3 4 4 9 3 4 8 6

표 2.2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유출량의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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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시나리오 경로 구성

미래 수요 및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였다. 미래

수요 시나리오는 생활용수에 대한 9가지 시나리오, 공업용수의 경우 4가지 시나리오, 농업용수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RCP 4.5의 5가지 시나리

오와 함께 RCP 8.5 5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수요와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한다면 1,800

가지의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모든 시나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가장 많은

수요량이 추정된 고수요 시나리오, 가장 적은 수요량이 추정된 저수요 시나리오와 함께 평균적

인 기준수요 시나리오 3가지를 이용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요변화 시나리

오 3가지(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10가지를 고려한 30가지의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시나리오 경로는 그림 2.107과 같다.

그림 2.107 미래 시나리오경로 구성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시스템 개발

2차년도에 개발되었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을 업그레이드하였

다. 기존의 K-WEAPccia 모형은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을 통해 기후조건별 증

발산량을 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유역의 증발산, 유출,

침투 등의 수문순환을 평가할 수 있는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을 탑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다.

개발된 모형은 지하수, 대체수원 등 다양한 수원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원 평

가 모듈을 추가로 개발하였으며 기존 모형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모

형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장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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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물 수급 전망

용수공급 시스템의 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수자원시설물 운영분석(Behavior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자원시설물 자체에 대한 분석 혹은 수자원시설물이 건설되어 운영 중인 수

자원시스템 전체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수자원시설물 운영분석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형이나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다

(Dandy et al., 1997; Labadie, 2004).

분석을 위한 대상유역은 시범유역인 낙동강권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유역은 다양한 다목적

댐, 용수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낙동강하구언, 보 등의 수자원시설물이 존재하며 감포광역, 금호

강광역, 포항권광역 및 공업용수도, 구미권광역 및 공업용수도 등 많은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

급계통이 존재하고,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용수수요량도 비교적 큰 유

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은 2017∼210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기간을 기간 1의 경우 2017∼2040(2025s), 기간 2는 2041∼2070(2055s), 기간 3의 경우는

2071∼2100(2085s)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 물수지 분석을 통해 물 수급 조건에

대한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그림 2.107에 나타낸 각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

구축된 시나리오 경로에 따라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여 낙동강권역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수

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 및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급신뢰도의 경우 전체 모의기간 수에 대한 용수공급 실패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수의 비로 산정할 수 있으나 용수공급 실패사상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용수공급 실패사상의 경우 각 수자원시설물에 대해 설정된 계획공급량만큼을 공

급하지 못할 경우 용수공급 실패사상이라 간주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댐과 같이 계획공급량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용수전용댐, 하구언, 보 등과 같이 시설물

에 대해 계획공급량 즉 얼마의 물을 하류로 공급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위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4)이 제시한 용수공급 시

설물의 저수량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공급시설의 저수량이 저수위에 해당

하는 저수용량 이하로 하강한 경우를 용수공급 실패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간별 용수공급 충족기간(각 시설물의 저수량이 저수위에 해당하

는 저수용량보다 큰 반순 수)을 전체 분석기간 수(각 기간별 연수×72(반순))로 나누어 각 시나

리오경로별로 공급신뢰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는 표 2.25에 제시하였으며 각 수자원시설

물별, 기간별 및 시나리오경로별 공급신뢰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최소값

과 최고값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용수공급신뢰도에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총 30가지 시나리오 경로별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치와 최대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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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낙동강권역의 보는 미래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신뢰도 95% 이상으로 분석되어 용

수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구천댐, 낙동강하구둑, 보현산댐,

성덕댐, 안동댐, 연초댐, 영천댐, 임하댐, 합천댐 등도 신뢰도 9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자원시설물의 상류유역이 작은 감포댐, 김천부항댐, 대곡댐, 대암댐, 사연댐, 선암댐, 안계댐,

운문댐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신뢰도가 7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안

정적인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김천부항댐의 경우 최소신뢰도

39.7%, 최대 신뢰도 64.6%로 분석되어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김천부항댐 하류의 선산 하천유지유량 지점의 고시 값이 8.0

cms로 너무 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김천부항댐의 저수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또한 안계댐의 경우 43.5∼77.6%로 분석되어 이 역시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

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정한 운영 룰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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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급시설
CCSM4 CESM1-BGC CESM1-CAM5 HadGEM2-AO MRI-CGCM3 FGOALS-s2 HadGEM2-AO HadGEM2-ES INM-CM4 IPSL-CM5A-MR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감포댐 0.80 0.95 0.81 0.98 0.84 0.95 0.83 0.96 0.83 0.96 0.72 0.94 0.87 0.96 0.74 0.94 0.73 0.93 0.62 0.93
강정고령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7 1.00 0.99 1.00
구미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9 1.00
구천댐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5 1.00
군위댐 0.93 0.95 0.88 0.97 0.94 0.97 0.92 0.98 0.93 0.98 0.85 0.96 0.94 0.97 0.90 0.95 0.87 0.92 0.87 0.90
김천부항댐 0.47 0.54 0.51 0.59 0.58 0.65 0.50 0.63 0.49 0.58 0.42 0.53 0.53 0.62 0.47 0.56 0.43 0.49 0.40 0.46
낙단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낙동강하구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남강댐 0.95 0.98 0.95 0.99 0.96 0.98 0.94 0.99 0.95 0.99 0.87 0.94 0.95 0.99 0.94 0.98 0.91 0.97 0.85 0.92
달성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7 1.00 0.99 1.00
대곡댐 0.79 1.00 0.83 1.00 0.86 1.00 0.83 1.00 0.85 1.00 0.74 1.00 0.86 1.00 0.73 1.00 0.68 0.99 0.63 1.00
대암댐 0.78 1.00 0.83 1.00 0.84 1.00 0.82 1.00 0.83 1.00 0.71 1.00 0.85 1.00 0.73 1.00 0.69 0.99 0.64 1.00
밀양댐 0.84 0.96 0.84 0.98 0.90 0.99 0.89 0.99 0.87 0.99 0.76 0.97 0.86 0.97 0.77 0.97 0.72 0.90 0.67 0.89
보현산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연댐 0.79 1.00 0.83 1.00 0.86 1.00 0.83 1.00 0.85 1.00 0.74 1.00 0.86 1.00 0.73 1.00 0.68 0.99 0.63 1.00
상주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선암댐 0.81 0.88 0.79 0.94 0.79 0.91 0.75 0.91 0.79 0.90 0.71 0.86 0.80 0.89 0.71 0.90 0.70 0.84 0.67 0.78
성덕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6 1.00 1.00 1.00 0.97 1.00 0.95 1.00 0.91 0.99
안계댐 0.55 0.71 0.56 0.76 0.60 0.78 0.56 0.77 0.56 0.72 0.49 0.65 0.58 0.76 0.48 0.70 0.46 0.66 0.44 0.60
안동댐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5 1.00 1.00 1.00 0.98 1.00 0.95 1.00 0.95 0.99
연초댐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6 1.00
영주댐 0.93 0.96 0.89 0.96 0.96 0.99 0.94 0.99 0.95 0.97 0.87 0.95 0.94 0.96 0.92 0.97 0.89 0.91 0.88 0.91
영천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운문댐 0.86 0.98 0.86 0.98 0.91 1.00 0.90 1.00 0.88 0.99 0.78 0.97 0.89 0.98 0.79 0.99 0.76 0.94 0.70 0.91
임하댐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3 1.00 1.00 1.00 0.98 1.00 0.94 1.00 0.93 0.99
창녕함안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7 1.00 0.99 1.00
칠곡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9 1.00
합천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0.95 1.00 0.99 1.00
합천창녕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7 1.00 0.99 1.00

표 2.25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 신뢰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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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수급 전망을 위한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용수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래 물 수급 전망을 통해 가

능하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물 부족량과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량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물 수급 네트워크

를 구축함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와는 달리 보가 건설되어

있는 중권역에 대해서는 유역을 분할하였다. 예를 들어 달성보와 합천창녕보가 건설된 2014 중

권역에 대해서는 달성보 상류 소유역과 합천창녕보 상류 소유역으로 2014 중권역을 나누어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보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반영하고 각 보에서의 공급량을 정

확히 분석하고자 함이다. 분석모형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K-WEAPccia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해 구축된 낙동강권역의 물 수급 네트워크에 중권역 또는 소유역별, 반순별, 시나리

오경로별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를 입력하여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인 분석공

간단위별 물 부족량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회/경제 조건 변화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요량을 산정한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공되는 미래 기상상황을 반영한 수문순환

을 해석하여 장래 유출량을 모의한다. 이때 현재의 기술로 예상 가능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시나리오 경로를 구축한다. 각 시나리오 경로

별로 관련 자료(수요량과 공급량)를 구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

에 입력하고 대상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한 장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고 시나리오 경로별, 기

간별, 수요처별 물 부족량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 용수공

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방법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수요처에 대한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수요처가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용수공급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의 용수공급 네트워크로는 향후 원활한 용수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수요처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용수공급 네트워크 각각을 평가하는 것보

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지

표로 신뢰도 개념을 이용하였다.

물 수요의 신뢰도는 모의기간 동안 수요처에서 요구되는 물 수요를 물 공급이 충족시키는지

에 대한 확률이다(Hashimoto et al., 1982). 수자원시스템의 번째 수요처에 대한 신뢰도 

은 전체 모의기간 수()에 대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수의 비로 평가할 수 있다

(McMahon et al., 200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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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한 신뢰도 값이 크다는 것은 수요처에 대한 용수공급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으로 그

만큼 물 부족이 발생한 기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수요처에 대한 기간별 시나리

오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처별 물 부족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함으로

써 낙동강권역의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취약성 평가를 위해 신뢰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수안전도(신

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국내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는 20∼30년 1회

가뭄 대응으로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남강댐, 안동댐, 보령댐, 소양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

댐, 임하댐, 부안댐 등은 보장공급량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충주댐, 부항댐, 보현산댐, 횡성댐, 보

령댐 등은 신뢰도 95% 이상으로 밀양댐, 장흥댐, 영주댐 등은 신뢰도 90% 이상의 기준을 적용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다목적댐들에 대한 신뢰도가 서로 상이하며, 용수전용댐과 농업

용저수지의 경우는 10년 1회 가뭄 대응으로 설계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최대, 100년 1회, 20년 1회 가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간 수자

원 공급의 안전도가 상이하며 10년 1회 ∼40년 1회 가뭄으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 영국의 경우 50년 1회 또는 과거 최대를, 프랑스의 경우 10년 1회 가뭄을 이수안전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 국내 기존 다목적댐에 대해 적용하였던 신뢰도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 시

기존 수자원에 대한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뢰도 기준의 설정이 무엇보

다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준 설정을 위해 많은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95%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신뢰도 95%라

함은 20년 1회 수요처로 물 공급 실패 즉 물 부족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95%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다목적댐의 신뢰도와 하천의 용수공급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적정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DWR(2014)의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 업데

이트 2013에서도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용수공급 안정성을 평가한 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수요처의 공급신뢰도가 95%보다 낮은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용수공급 네트워크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이용한 장래 다양한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 네트

워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2.107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가지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낙동

강권역의 모의공간단위인 중권역 또는 소유역별, 용도별(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물 부족 발생 횟수를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용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그림 2.108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는 각 기간별, 시나리오 경

로별, 각 수요처별 신뢰도를 분석한 후 기간별로 생활 및 공업용수 신뢰도 결과와 농업용수 신

뢰도 결과를 도시한 것이며 이 때 모든 수요처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신뢰도를 나

타낸 결과이다. 분석결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보다는 농업용수에 대한 공급신뢰도가 낮게 분

석되었다. 이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현재 낙동강권역에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에 있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가 잘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여러 다목적댐 및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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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교적 공급신뢰도가 농업용수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미래 기후변화가 발생된다면 현재 용수공급 네트워크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상상황에 민감한 농업용수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보다는 용수공급 네트

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라 수요 및 작부체계의 변화 등이 예상되기 때

문에 공급신뢰도 95% 이하인 지역이 생활 및 공업용수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2101 중권역(형산강)의 경우는 신뢰도가 50% 정도로 분석되어 향후 기후변화 및 사

회/경제 조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전체 기간 중 절반 정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요처에서 공급신뢰도가 95% 이하임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

급하며 수자원시설물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재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 운영 룰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표 2.26은 각 수요처에 대한 공급 신뢰도 95% 이하인 횟수를 용도별로 분석하

여 제시한 결과이다. 분석 값의 최대치는 30으로 어느 수요처에 대한 결과가 30이라는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나리오 경로가 30개임을 감안할 때 미래 어느 상황이 재현되더라도 용수공

급 신뢰도는 항상 95% 이하라는 것이며 값이 적은 수요처는 미래 어느 상황이 재현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각 용도별 수요처 뒤의 숫자는 중권역을 의

미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보가 건설되어 운영 중인 중권역의 경우 보 상·하류 소유역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뒤에 2개의 숫자는 중권역을 구분한 소유역을 나타낸다.

(a) 기간 1(2017∼2040) (b) 기간 2(2041∼2070)

(c) 기간 3(2071∼2100)

그림 2.108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결과(신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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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기간 1 기간 2 기간 3 수요처 기간 1 기간 2 기간 3

생공2001 1 0 0 농업2001 1 0 0

생공2002_1 21 18 20 농업2002_1 23 17 19

생공2002_2 0 0 0 농업2002_2 0 0 0

생공2002_3 0 0 0 농업2002_3 0 0 0

생공2003 1 0 0 농업2003 0 0 0

생공2004 16 15 6 농업2004 14 15 6

생공2005 26 30 27 농업2005 27 30 25

생공2006 30 30 30 농업2006 30 30 30

생공200701 0 0 0 농업200701 0 0 0

생공200702 0 0 0 농업200702 0 0 0

생공2008 19 21 19 농업2008 23 21 13

생공200901 0 0 0 농업200901 0 0 0

생공200902 0 0 0 농업200902 0 0 0

생공2010 30 30 30 농업2010 30 30 30

생공201101 0 0 0 농업201101 0 0 0

생공201102 0 0 0 농업201102 0 0 0

생공2012 1 3 1 농업2012 2 2 2

생공2013 30 30 30 농업2013 30 30 30

생공201401 0 0 0 농업201401 0 0 0

생공201402 0 0 0 농업201402 0 0 0

생공2015 30 30 30 농업2015 30 30 29

생공2016 0 0 0 농업2016 0 0 0

생공2017 0 0 0 농업2017 0 0 0

생공2018 30 30 30 농업2018 30 30 27

생공2019 9 5 6 농업2019 9 5 6

생공202001 0 0 0 농업202001 0 0 0

생공202002 0 0 0 농업202002 0 0 0

생공2021 3 4 4 농업2021 10 15 10

생공2022 0 0 0 농업2022 0 0 0

생공2101 30 30 30 농업2101 30 30 30

생공2201 8 11 10 농업2201 6 11 11

생공2301 0 0 0 농업2301 30 30 30

생공2302 0 0 0 농업2302 0 0 0

생공2401 30 30 30 농업2401 30 30 30

생공2402 30 30 30 농업2402 30 30 30

생공2403 12 12 11 농업2403 29 28 22

생공2501 11 11 3 농업2501 30 30 30

생공2502 19 8 5 농업2502 18 16 12

생공2503 0 0 0 농업2503 0 0 0

생공2504 0 0 0 농업2504 30 30 30

표 2.26 분석기간별 공급신뢰도 95% 이하인 시나리오 경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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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변화 취약시설 및 지역도출

㉮ 지역별 물 수급 네트워크 분석 및 물 부족 특성 분석

미래 발생가능한 30가지 수요 및 공급시나리오에 대해 낙동강권역의 중권역 또는 소유역별,

용도별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용도별이라 함은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유량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시나리오 경로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

족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어떤 용도의 부족이 전망되는지 제시

하였다.

물 수급 전망을 통해 계산된 수요처별 모의시간단위인 반순별 물 부족량을 합산하여 연간 물

부족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별 물 부족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경로 수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산정된 물 부족량을 기

존의 연구결과인 국토해양부(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물 부족량과의 비교를 통

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논벼의

작부체계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타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논벼의 작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물 공급 취약지역 도출

물 부족량 산정을 통해 분석한 기후변화 물 공급 취약지역 결과를 그림 2.109에 도시하였다.

결과는 지역별, 용도별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는 시나리오 경로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및 공업용수의 부족보다는 농업용수 수요처에서 더 많은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대부분의 고시지점에서 안

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와 관련되어서는 2006 중권역(병성천)이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모든 시나

리오 경로에 대해 모든 기간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용수공급의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지역의 경우 수자원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 지역으로부

터의 물이동도 현재까지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 중권역(감천)

에서도 많은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유역에 위치한 김천부항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기후변화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낙동강동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물 부족 발생 확률이 높다고 분

석되었다. 그림 2.109에서 제시한 결과와 표 2.26에 나타낸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 중권역에 대해서 표 2.26에서는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신뢰도가 95% 이하일 것이라 제시한데 반해 그림 2.109에서는 이 유역의 경우 모든 시나

리오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2.26의 분석결과는 모의시간단위인 반순을 기준으로 신뢰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며, 이때 공급

량은 수자원시설물과 하천유출량만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그림 2.109의 분석결과는 연간 물 부

족량을 통해 산정된 결과이며 이 때 지역공급원(지하수, 농업용저수지 및 생공용수전용댐(공산

댐, 가창댐, 덕동댐, 회야댐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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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보다 더 많은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특히 낙동강 북서부 지역(2005, 2007, 2010 중권역)과 낙동강 동해지역(2401, 2101, 2201 중권

역)은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물 부족이 예상되

는 지역도 생활 및 공업용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업용수 부분이 기후변화에 더 취

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고시된 대부분의 지점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월포(2004 중권역), 점촌(2005 중권역), 용곡(2008 중권역), 선산(2010

중권역), 거창2(2015 중권역), 정암(2019 중권역), 밀양2(2021 중권역), 경주2(2101 중권역) 지

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물 부족이 전망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확

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낙동강 본류의 경우에도 몇몇 시나리오 경로에 대

해서는 안정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 용도별 분석 결과의 값이 크다는 것은 미래에 어떤 조건변화(기후변화, 사회/경제 조

건 변화 등)가 발생하더라도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

공급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지역에 대한 용도별 다양한 물 부족 해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기존 연구결과로는 국토해양부(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낙

동강권역의 물 부족 전망치를 말한다. 시나리오 경로별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

량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2.110에 도시하였다. 기간별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통계치는 표 2.27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일부 연도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물 부족량보다

더 많은 물 부족이 전망되었으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는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

오가 재현될 경우 물 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기간 1의 경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최대 물 부족량은 4.6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2에서는 6.1억㎥, 기간 3의 경우는 2.5억㎥의 물 부족이 전망되었다. RCP 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대한 기간 1은 8.2억㎥, 기간 2는 5.2억㎥, 기간 3의 경우는 4.7억㎥의 최대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별 최소 물 부족량은 저수요 시나리오일 경우 장래 수요량이 현

저히 줄어듦에 따라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그림 2.110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기간별 연평균 물 부족량을 통해 살펴보면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0.2∼

0.4억㎥/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0.5억㎥/년의 물 부족으로 전망되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낙동강권역의 2020년 기준수요 시나리오일 경우 물 부족량인

86백만㎥보다 시나리오 경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2∼9.5배의 더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간 1의 경우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최대 8.2억

㎥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140 -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a) 기간 1(2017∼2039)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b) 기간 2(2040∼2069)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c) 기간 3(2070∼2099)

그림 2.109 지역별/용도별 물 부족 예상지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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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GOALS-s2 (b) HadGEM2-AO (c) HadGEM2-ES

(d) INM-CM4 (e) IPSL-CM5A-MR

그림 2.110 시나리오 경로별 장래 물 부족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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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RCP 4.5 RCP 8.5

최소
(백만㎥)

최대
(백만㎥)

평균
(백만㎥/년)

최소
(백만㎥)

최소
(백만㎥)

평균
(백만㎥/년)

기간 1
(2017-2040)

0.01 456.78 31.35 0.16 820.47 51.95

기간 2
(2041-2070)

0.12 614.09 35.02 0.00 521.07 51.24

기간 3
(2071-2100)

0.03 249.97 21.78 0.03 472.27 49.74

표 2.27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물 부족량의 통계치

㉱ 논벼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의해 논벼의 작부시기 및 출수기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논벼 생육가능 기간

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어촌연구원,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작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역기후모델(MM5)과 PRISM을 기반으로 하여 국립기상연구

소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벼의 생육기간을 평가하였다. 제시된 분

석결과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일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앙기 조한일이 앞당

겨질 수 있으며, 수확기 만한일이 늦춰질 수 있어 이앙기조한일로부터 수확기만한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하는 재배가능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시된 분석 결과 중

낙동강권역에 해당하는 경북 포항과 경남 진주 지역에 대한 논벼의 작부체계 변화를 그림 2.111

과 같이 제시하였다(농어촌연구원, 2010).

(a) 경북 포항

(b) 경남 진주

그림 2.111 논벼 작부체계 변화(농어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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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 작부체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미래 농업용수 수요패턴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과거 논용수 이용량 자료를 활용한 수요패턴을 적용한 물 수급 전망(Case 1), 그

림 2.111에 제시된 지역별 이앙기조한일이 빨라질 경우에 대한 분석(Case 2). 지역별 수확기만

한일이 늦춰질 경우(Case 3) 및 재배가능기간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분석(Case 4)으로 구분하

여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 작부체계변화를 반영한 논용수 수요패턴은 그림 2.112와

같다. 과거수요패턴(Case 1)은 과거 논용수 이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반순별 이용패턴을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이며, 이앙기조한일(Case 2)의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앙기조한일이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과거 논용수 이용패턴을 지역별 이양기조한일까지 앞당긴 것이다.

수확기만한일(Case 3)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기만한일이 늦춰질 수 있어 과거 논용수 이용패

턴을 수확기만한일까지 뒤로 이동한 패턴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배가능기간(이앙기조한일

로부터 수확기만한일까지의 기간, Case 4)에 대해서는 빨라질 수 있는 이앙기조한일과 늦춰질

수 있는 수확기만한일을 모두 반영하여 과거 논용수 이용패턴을 확장한 것으로 Case 2와 Case

3의 평균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12 논벼 작부체계 변화를 반영한 논용수 이용패턴 변화

그림 2.112에 제시된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낙동강권역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

였다. 논벼 작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많은 시나리오 경로를 적용

하지는 않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RCP 4.5 시나리오 중 CESM1-BGC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미래 수요 변화 시나리오 중에서는 고수요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다. 물 수급 전

망을 위한 분석방법은 전술한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분석 결과 수요처의 신뢰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림 2.113은 수요처에 대한 공급신뢰

도의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논용수 이용패턴의 변화는 단지 농업용수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 초의 경우 논용수

이용량이 적어 생활 및 공업용수만을 공급하였으나 기후변화로 논벼 작부체계가 변화한다면 4

월 초에도 논용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10월

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던 논용수를 작부체계의 변화로 인해 공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의 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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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준다. 표 2.28은 Case에 따른 공급신뢰도 변화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기간별, Case별 공급신뢰도 분석 결과 95% 미만인 수요처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간 1에

대해서는 Case 1보다 Case 2의 공급신뢰도가 더 낮아지며 Case 3과 4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Case 4의 경우 공급신뢰도 95% 미만인 수요처가 7로 줄어듦에 따라 더 안정적

으로 수요처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간 2의 경우 Case 2는 Case

1가 동일한 16개의 수요처에서 공급신뢰도 95% 미만을 나타낸데 반해 Case 3는 오히려 24개

수요처로 증가하였고, Case 4는 14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간 3에 대해서는 기간

1과 동일한 증감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되었다. 다시 말해 공급신뢰도로 분석한 결과 이앙

기조한일이 앞당겨질 경우 공급신뢰도는 더 낮아져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수확기만한일이 늦춰질 경우 공급신뢰도는 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

막으로 재배가능기간이 늘어나 과거 논용수 이용패턴보다 첨두이용량이 줄어들고 이용기간이

늘어날 경우 공급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라 전망되었다.

(a) 기간 1(2017∼2040) (b) 기간 2(2041∼2070)

(c) 기간 3(2071∼2100)

그림 2.113 논벼 작부체계 변화로 인한 수요처 공급신뢰도 변화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활용한 기간별 용도별 연평균 물 부족량을 표 2.29에 제시하였다.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과거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한 물 부족 결과보다 작부체계의 변화에 따른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한 물 부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간 1의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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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간 2에 대한 Case 2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Case 1보다 생활 및 공업용수 연 평균 물 부족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농업용수 부족은 이앙기조한일이 빨라질 경우 즉 갈

수기에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수 부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만한일이 늦춰질 경우 기간 1과 기간 2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크게 감소하는데 반해 기간 3의

경우 더 많은 농업용수 부족이 전망되었다. 재배가능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과거 논용수 이용

패턴을 반영한 물 수급 전망 결과보다 적은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논벼의 작부체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로의 용수공급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급신뢰도와 연평균 물 부족량 분석만으로 논벼

작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논벼 작부체

계의 변화는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간
용수공급 신뢰도 95% 미만인 수요처 수

Case1 Case2 Case3 Case4

기간 1 (2017-2040) 10 11 9 7

기간 2 (2041-2070) 16 16 24 14

기간 3 (2071-2100) 11 13 10 9

표 2.28 논벼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수요처의 용수공급 신뢰도 변화

분석기간 용도 Case1 Case2 Case3 Case4

기간1
(2017-2040)

생공 2.10 2.47 2.02 2.57

농업 32.35 47.26 19.39 13.13

기간2
(2041-2070)

생공 10.57 10.44 12.98 13.09

농업 54.90 57.58 48.64 29.29

기간3
(2071-2100)

생공 2.08 2.35 3.30 3.33

농업 14.17 18.99 18.82 4.49

표 2.29 논벼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장래 연평균 물 부족량 변화

(라) 용수공급 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및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지원 기술 개발

①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

㉮ 물 수급 전망 절차 및 방법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에 있어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수자원시설

물의 운영방식에 따라 용수공급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시설물을 포함한 유역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 수급 전망을 위해 국토교통부(2016)에

서 수행하였던 물 수급 전망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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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급 전망 절차로는 먼저 연구의 대상권역인 낙동강 권역의 33개 중권역별로 장래 용도별

수요량 자료를 추정하여야 하며 이는 본 연구의 2차년도 연구성과를 활용하였다. 이후 기존 및

계획되어 있는 시설을 고려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시공간적인 물 과부족을 평가하여

야 한다. 이 때 물 수급 네트워크는 3차년도에서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으며 4대

강 보가 포함되지 않는 중권역의 경우는 중권역별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4대강 본류, 즉 보가 포

함된 중권역의 경우는 보 상·하류를 기준으로 표준유역을 통합한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소유역

별로 수요량 및 공급량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 수급 전망

을 위해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결정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고자 분석기간을 2017∼210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연도별 생활, 공업, 농업용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 가능량과의 균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급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용수수요

중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용가능한 하천수를 통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

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수요를 공급한 후 하천수를 통해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다목적댐

등 수자원시설물을 통해 용수를 공급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에 있어 4대강 보와 신규댐 모의운

영을 반영하였으며 하천수 및 댐 등을 통한 용수 공급 후 물 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하수, 용수

전용댐 및 농업용저수지를 통해 추가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물 수급 전망 방법으로는 분석기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17∼2100년을 기준으로 미래에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반영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수행한 후 결

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한 물수지 분석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글로벌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모형(G-K-WEAPccia)을 활용하였으며 물수지 분석을 위한 계산 시간 단위는

5일 간격(반순 단위)으로 고려하여 연간 총 72개 반순으로 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미래 각 연도

별 추정된 용도별 수요량과 함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공급가능량을 통해 물

수급 상황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는 연중 일정한 이용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농업용수의 경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활용하였던 중권역별 과거 용수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된 이용 패턴을 이용하였다. 이 때 농업용수를 구성하는 논용수, 밭용수

및 축산용수는 각각 다른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권역에서 이용된 용수에 대한 회

귀수량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수요량의 65%가 회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즉, 생활 및

공업용수 수요처로 공급된 물의 35%는 수요처에서 소모되며 나머지 65%는 하천으로 회귀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용수 중 화력발전의 냉각용수에 대한 회귀율은 90%를 적용하였다. 농업

용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35%의 회귀율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용수 반복이용 특

성상 수요량의 65%를 순물소모량으로 고려하여 국내 농업용수 물관리 효율을 종합적으로 반영

코자 하였다. 각 중권역의 수요처로부터 회귀된 물은 직하류에 위치한 중권역의 용수공급량으로

간주되며 하류 수요처에서 재이용 또는 하천유지유량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였다.

용수전용댐, 다목적댐 및 보에 대해서는 초기 저수지 수위는 상시만수위로 설정하고 다목적댐

별로 설정된 홍수기 제한수위를 반영하였으며 저수지별 총 저수용량 중 사수량을 제외한 양을

댐 하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목적댐의 경우 댐별로 설정되어 있는 비상용수

공급량(저수량-사수량)을 활용하기 위해 조절방류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댐 수위가 저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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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하강하였을 경우 댐별 계획공급량 중 생활 및 공업용수 용도의 공급량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미래 시나리오 구축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의 경우 3차년도 연구에서는 RCP 4.5 5가지 시나리오(CESM1-BGC,

CCSM4, MRI-CGCM3, CESM1-CAM5, HadGEM2-AO와 RCP 8.5 5가지 시나리오

(IPSL-CM5A-MR, IINM-CM4, HadGEM2-ES, FGOALS-s2, HadGEM2-AO)를 선정하

여 이에 대한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용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변동성을

8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19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로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MPI-ESM-LR, CMCC-CMS, HadGEM2-ES, INM-CM4,

IPSL-CM5A-MR, GFDL-ESM2G, CanESM2, CESM1-BGC, FGOALS-s2,

IPSL-CM5A-LR 시나리오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CMCC-CMS, IPSL-CM5A-LR, INM-CM4, HadGEM2-ES, GFDL-ESM2G,

MRI-CGCM3, MPI-ESM-LR, CESM1-CAM5, IPSL-CM5A-MR 시나리오 9개를 선정하

였다.

각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강우-유출 모형 PRMS 모형을 통한 낙동강 권역의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출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유출특성을

살펴보면 연 유출량의 최대치는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RCP 4.5 CMCC-CMS 시나리오의 경우 과거 연 유출량의 최

대치가 398억㎥보다 적은 368억㎥으로 분석되었다. 최소치의 경우 대부분의 시나리오의 연 유

출량이 과거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RCP 4.5 CanESM2 시나리오의 경우는 104억㎥

으로 과거 최소치인 87억㎥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평균치는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과거보

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RCP 4.5 CMCC-CMS 시나리오, RCP 4.5 IPSL-CM5A-MR과

RCP 8.5 INM-CM4 시나리오는 적게 분석되었다. 변동계수에 있어서는 과거(1967∼2015)보

다 대부분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미래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의 어려

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용도별 수요량에 있어서는 2차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수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총 180가지 장래 수요변화 시나리오 중 가장 큰 값을 나타

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고수요로 고려하였으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

를 저수요, 평균적인 수요량을 나타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수요로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19개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미래 공급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조건 변화를 반영한 3개의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결합한 미래 57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

다. 낙동강 권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3차년도 연구에서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으

나 분석모형에 있어 K-WEAPccia모형이 아닌 본 연구에서 추가 모듈을 탑재한

G-K-WEAPccia(Global 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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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개발

3차년도에 개발되었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 업그레이드한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그림 2.114는 개발된 G-K-WEAPccia 모형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K-WEAPccia는 국내 물 수급 전망에 활용되었던 K-WEAP의 기능을 그래도 재현함과 동

시에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및 다양한 수원 평가 모

듈을 추가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본 연구에

서는 K-WEAPccia의 기능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역에도 적용가능토록 국내·외 유역

수자원시스템 구축 모듈을 추가로 탑재한 G-K-WEAPccia를 개발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코자 하였다. 추가된 모듈로는 국내·외 유역 자료 활용을 위한 자동

유역 생성 모듈과 국외 수문 자료 활용을 위한 국내·외 유역에 대한 수문 자료 활용 모듈이 있

다.

그림 2.114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G-K-WEAPccia)

개발된 G-K-WEAPccia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지역의 임진강유역을 모형을 통해

구축하였다. 추가로 개발된 자동유역생성 모듈을 통해 임진강 유역의 유출구를 클릭함으로써 자

동적으로 임진강유역을 생성하였으며 오른쪽 창을 통해 유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15). 임진강유역은 면적이 813,160ha이며 한탄강유역 면적은 248,038ha로 표시되었다. 또한

표고별로 면적을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피복별 항목에 대한 면적 정보도 함께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모형을 통해 구축된 임진강유역에 대한 기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G-K-WEAPccia의 유역 기후데이터 활용 모듈을 이용하여 임진강유역의 월별 강수량 자료를

다운로드하였으며 그림 2.116은 임진강유역의 표고 1000m∼1500m에 대한 2010년 월별 강수

량 자료를 도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G-K-WEAPccia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역에 대

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후데이터를 통해 수문순환과 함께 수

자원시스템 분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G-K-WEAPccia에 내장된 DEM

자료와 기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G-K-WEAPccia의 적용성 검증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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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그림 2.115 G-K-WEAPccia를 활용한 북한 임진강유역 자동 생성

그림 2.116 G-K-WEAPccia를 통한 북한 임진강유역 기후 데이터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 저수지 운영 방식

저수지 운영조작방식에는 용수공급기준에 따라 Deficit supply 방식과 Firm supply 또는

Prime flow 방식이 있다. Deficit supply 방식의 저수지 운영은 유역 내 대규모 저수지의 개발

적지가 없고 물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비교적 부족한 유역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저수지 하

류유역의 물 부족량만큼만 저수지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과는 상관없이 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저수량의 여유가 있는 한 저수지 하

류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는 수자원 시스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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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상적인 방법으로 강우 및 하천유량의 예측, 수요처 수요량의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가

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각 저수지들의 용수공급 최대가능량을 고려한다

는 점에서 수자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최시중 등, 2014).

Firm supply 또는 Prime flow 방식은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수력발전이 상대적으로 중요

한 유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수지에서 이미 정해진 방류량(하천유지용수, 첨두발전수량 등)

인 계획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방류하는 운영방식이다. 저수지별로 설정된 계획공급량을 만족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며 저수지 하류로의 추가 방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무효방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저수지 하류의 유량이 풍부하여 수

요처의 수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저수지에서 계획공급량을 방류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다. 그림 2.17은 유역 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저수지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

우 두 가지 운영 방식을 도시한 것이다. Firm supply 방식은 두 개의 저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을 먼저 방류하고 각 저수지의 저수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류 수

요처의 물 부족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그림 2.117과 같이 용수공급

우선순위는 각 저수지별 계획공급량이 1순위, 저수지의 저수량이 2순위, 마지막으로 하류의 수

요처가 3순위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Deficit supply 방식은 각 저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

급량에 대한 고려 없이 하류에 위치한 수요처의 물 부족량만을 고려하게 되며, 하류 물 부족을

공급한 후 저수지의 저수량을 채우는 순서로 운영된다(이동률 등, 2014). 따라서 Deficit supply

방식에서는 저수지 하류의 수요처의 용수공급 우선순위가 1이 되며 각 저수지의 저수량이 우선

순위 2가 되는 것이다.

그림 2.117 저수지 운영방식 모식도

두 가지 저수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점은 저수지로의 유입량, 직접 취수량 및 저수지로부터

의 방류량이다. 저수지로부터의 방류량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용수공급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Firm supply 방식의 경우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만큼을 방류

하게 되며, Deficit supply 방식의 경우 먼저 하천유출량으로 저수지 하류의 수요처로 물을 공

급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수지로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방류량의 차이

는 크다. 또한 각 저수지가 유역 상류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저수지로의 유입량은 차이

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직렬로 연결된 경우는 두 가지 운영방식에 의해 유입량이 크게 달라

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강권역에 위치한 용담댐과 대청댐이라 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저수지로부터 하류로 방류되는 양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대청댐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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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양은 방식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최적연계 운영체계

현재 국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수지 분석 수행 시 저수지 운영방식을 Deficit

supply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저수지 운영이긴 하나 미래의 물 수요에 대해 현

재의 물 공급 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Deficit supply 방식의 저수지 운영은 저수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공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수지를 운영한 후 물 공급 안정성을 제시할

경우 이는 해당 저수지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물 공급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률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시설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저수지 운영에 대해서는

Deficit supply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유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저수

지 군의 연계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Firm supply 방식의 경우 각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만을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유역 내의 저수지 군을 연계운영하지 못하는 반면

Deficit supply 방식의 경우 저수지 하류 수요처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수지의 저수량

이 충분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유역 내 저수지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저수지 하

류의 수요처 수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저수지별로 어느 정도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지가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저수지의 연계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의 저수지 군의

연계 운영을 위해 유효저수율(effective storage rate, ESR) 기준을 고려하였다.

그림 2.118 저수지의 저수영역

그림 2.118은 국내 댐에 대한 저수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부터 상시만

수위까지를 홍수조절용량이라 하며 이는 홍수조절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상사만수위부터 저수

위까지의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이며 생활, 공업, 농업 및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게 되며 수력

발전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저수위부터 사수위까지의 저수량은 비상용수공급가능량이고

이는 이상가뭄 시 비상방류관을 통해 비상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각 댐별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

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152 -

유효저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최적연계 운영을 위해 각 저수지별로 동일한 유

효저수율을 가지도록 운영하였다.

  

 
(2.11)

여기서, 는 현재 저수지의 저수량을 나타내며, 는 저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사수량,

은 저수지의 유효저수용량을 의미하며, 는 조절방류역(비상용수공급가능량)을 뜻한다.

유역 내 저수지 군의 유효저수율이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운영한다는 것은 유효저수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저수지에서 우선적으로 하류 수요처의 수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을 공급하며

유효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지에서는 저수지의 저수량을 채움으로써 유역 내의 각 저수

지들의 유효저수율을 분석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최대 물 공급가능량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 최적연계 운영 효과 분석

제시된 수자원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유역인 낙동강권

역에 대한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57개 미래 시나리오 중 12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보다 명확한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모든 미

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통해 저수지로부터 어느 정

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2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만

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는 표 2.30과 같다.

수요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RCP 4.5

CanESM2 ○

CMCC-CMS ○

FGOALS-s2 ○ ○

IPSL-CM5A-MR ○

CESM1-BGC ○

RCP 8.5

CESM1-CAM5 ○

CMCC-CMS ○

MPI-ESM-LR ○

MRI-CGCM3 ○

INM-CM4 ○

HadGEM2-ES ○

표 2.30 최적연계 운영 효과 분석 시나리오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저수지 운영 방식은 용수공급시

설물의 기존 운영 룰인 계획공급량 공급 방식 Firm supply 방식에 의한 결과와 최적연계 운영

체계인 Deficit supply 방식과 동일 유효저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12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기존 운영 룰과 최적연계운영

을 적용한 총 24개 시나리오에 대해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미래 낙동강 권역의 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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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검토하여 최적연계 운영에 따른 추가 공급 가능량을 평가하였다. 용수공급시설물의 기존

운영 룰에 있어서는 기존 및 계획된 수자원시설물을 반영하고 시설물 제원 및 계획공급량을 반

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낙동강권역의 10개의 다목적댐과

10개의 용수전용댐, 8개의 보를 연계운영하여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표 2.31은 12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룰보다 최적연

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을 기간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이며, 그림 2.119는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기존 운영 룰 적용한 물 수급 전망 결과와 최적연계 운영을 반영

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함께 도시한 결과이고 그림 2.120은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

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 효과
42.42
∼
484.93

50.27
∼
101.07

19.82
∼
72.51

30.70
∼
374.89

17.57
∼
219.21

4.16
∼
143.83

44.36
∼
387.00

18.64
∼
268.89

4.76
∼
331.68

RCP
4.5

CanESM2 - - 19.82 - - 10.44 - - 8.03

CMCC-CMS 484.93 - - 374.89 - - 250.15 - -

FGOALS-s2 60.88 58.46 - 217.79 219.21 - 198.03 144.14 -

IPSL-CM5A-MR - 101.07 - - 128.95 - - 268.89 -

CESM1-BGC - - 40.57 - - 143.83 - - 4.76

RCP
8.5

CESM1-CAM5 - - 59.07 - - 32.36 - - 9.06

CMCC-CMS 42.42 - - 30.70 - - 44.36 - -

MPI-ESM-LR - - 72.51 - - 4.16 - - 331.68

MRI-CGCM3 - 53.71 - - 17.57 - - 18.64 -

INM-CM4 61.00 - - 31.44 - - 387.00 - -

HadGEM2_ES - 50.27 - - 89.89 - - 97.00 -

표 2.31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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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CC-CMS 고수요 (b) FGOALS-s2 기준수요 (c) CanESM2 저수요

(d) FGOALS-s2 고수요 (e) IPSL-CM5A-MR 기준수요 (f) CESM1-BGC 저수요

그림 2.119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효과(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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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CC-CMS 고수요 (b) MRI-CGCM3 기준수요 (c) MPI-ESM-LR 저수요

(d) INM-CM4 고수요 (e) HadGEM2-ES 기준수요 (f) CESM1-CAM5 저수요

그림 2.120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효과(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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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연계운영 효과 분석 결과 각 미래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미래 시나리오에 대

해 기존 운영 룰을 통해 저수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물을 공

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변화 시나리오 중 고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 공급 가능

량이 가장 많았으며 저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1의 경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19.82∼484.93백만㎥/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2.42∼72.51백만㎥/년을 더 공급할

수 있었으며, 기간 2에 대해서는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10.44∼374.89백만㎥/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16∼89.89백만㎥/년의 추가 공급이 최적연계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3의 경우 RCP 4.5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76∼268.89백만㎥/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18.646∼387.00백만㎥/년으로 분석되어 미래 기후변화와 수요변화 시

나리오에 따라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운영 효과 결과는 기간별 시나리오별 추가 공급 가능량의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최적연계 운

영효과는 4.16∼484.93백만㎥/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기간(2017∼2100) 전체에 대한 최

적연계 운영 효과는 84년 동안 적게는 116백만㎥, 많게는 6,871백만㎥으로 분석되어 향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된다.

②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 미래 시나리오별 물 수급 전망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기 위해 최적연계 운영체계에서 수행하였던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미래 시나리오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19개

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3개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결합한 총 57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저수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결과를 도시하여

그림 2.121 ∼ 그림 2.123에 제시하였다. 표 2.32는 미래 중권역별, 기간별, 용도별 물 부족 발생

시나리오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에 활용된 미래 57개 시나리오 중 용도별(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유량) 물 부족이 나타나는 미래 시나리오 개수를 기준으로 중권

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기간 1(2017∼2040)에 대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병성천(2006) 유역과 감천(2010) 유

역은 미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7개의 미래 시나리오

에 대해 모두 물 부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성천 유역의 경우 상주시가 속해 있는 유역으로

광역상수도 등과 같은 대단위 물 공급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 수원만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를 공급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유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생

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감천 유역의 경우는 상류에

김천부항댐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물 부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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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다. 이 지역은 김천시와 구미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필요하긴 하나 물 부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천 하류에 위치한 선산 하천유지유량 고시지

점 때문이다. 현재 고시된 선산 하천유지유량 값은 8.00㎥/s로 매우 큰 값인데 반해 현재 확보

가능량은 0.39㎥/s, 향후 확보필요량은 7.61㎥/s로 장래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천부항댐으

로부터의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됨에 따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별도의 신규수원을 개

발하던지 아니면 선산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영강(2005) 유역, 병성천(2006) 유역, 감천(2010) 유역, 형산강(2101)

유역, 회야강(2301) 유역 및 왕피천(2401) 유역이 물 부족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도서산간 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물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보다 기

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된 많은 지역에서 하천유지유

량 공급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성천(2004) 유역의 월포지점, 영강(2005) 유역의

점촌지점, 위천(2008) 유역의 용곡지점, 감천(2010) 유역의 선산지점, 합천댐(2015) 유역의 거

창2지점, 남강(2019) 유역의 정암지점, 밀양강(2021) 유역의 밀양2지점, 형산강(2101) 유역의

경주2지점 및 왕피천(2401) 유역의 울진지점은 57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별 물 부족 발생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

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의 경우 몇몇 유역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및 수

요변화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강 유역, 병성천 유역, 감천 유역, 형산강 유역 및 왕피천

유역에 대해서는 장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간 2와 기간 3의 경우 기간 1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나타내며 몇몇 유역의 물 부족 발생 시

나리오가 다소 증감할 뿐 물 부족 취약지역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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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2001 0 31 0 0 27 0 0 38 0

2002 5 19 33 5 12 39 2 15 39

2003 0 11 27 3 10 23 0 13 31

2004 23 43 57 13 51 57 11 51 57

2005 39 57 57 44 57 57 36 57 57

2006 57 57 0 57 57 0 57 57 0

2007 3 3 28 1 4 23 1 3 32

2008 3 53 57 1 47 57 1 45 57

2009 23 14 29 21 20 23 29 20 32

2010 57 57 57 57 57 57 56 57 57

2011 9 8 29 6 10 23 7 7 32

2012 0 0 54 3 0 50 2 0 47

2013 9 25 0 10 21 0 11 14 0

2014 13 1 29 6 1 23 7 0 32

2015 3 48 57 4 47 57 5 31 57

2016 0 3 16 0 5 6 0 3 10

2017 0 0 17 0 1 6 0 0 11

2018 13 30 0 9 33 0 10 21 0

2019 6 7 57 5 14 57 9 14 57

2020 0 3 15 1 6 7 1 0 11

2021 0 15 57 0 19 57 0 18 57

2022 0 5 0 0 6 0 0 2 0

2101 25 57 57 24 57 57 26 57 57

2201 7 18 41 20 23 41 20 20 38

2301 0 56 0 0 57 0 0 57 0

2302 0 0 0 0 5 0 0 6 0

2401 0 57 57 0 57 57 0 57 57

2402 38 53 0 36 54 0 40 50 0

2403 6 51 0 18 50 0 16 46 0

2501 3 26 0 3 21 0 7 13 0

2502 2 13 0 0 13 0 0 8 0

2503 6 0 0 10 6 0 18 6 0

2504 0 37 0 0 37 0 0 25 0

표 2.32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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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 1(2017-2040) (b) 기간 2(2041-2070)

(c) 기간 3(2071-2100)

그림 2.121 미래 물 부족 취약성 평가(생활 및 공업용수)



- 160 -

(a) 기간 1(2017-2040) (b) 기간 2(2041-2070)

(c) 기간 3(2071-2100)

그림 2.122 미래 물 부족 취약성 평가(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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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 1(2017-2040) (b) 기간 2(2041-2070)

(c) 기간 3(2071-2100)

그림 2.123 미래 물 부족 취약성 평가(하천유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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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여 제시하였다.

낙동강권역의 33개 중권역에 대한 지역별, 용도별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를 평가하였으며 그 중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통해 물 부족 취약지역으로 평가된 영강(2005) 유역과 감천

(2010) 유역에 대한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비교적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

는 임하댐(2002) 유역과 남강(2019) 유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나타내

었다.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24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임하댐 유역)

그림 2.124 ∼ 그림 2.127에 유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임하댐 유역의

경우 생활, 공업용수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은 특정 연도에 특정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천유지유량 부족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임하

댐 유역의 경우 미래의 상황에 따라 물 부족의 발생여부와 그 크기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신

규수원 개발보다는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수자원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강

유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임하댐 유역과는 달리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물 부

족량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강 유역의 하천유지유량인 정암 지점에 대한

물 공급은 기후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유역과는 달리 미래 시나리

오에 대한 물 부족 취약성이 큰 영강 유역과 감천 유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물 부족이 예상

됨을 알 수 있다. 영강 유역의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물 부족 최소치와 최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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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대책 수립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커 어느 정도의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지는 향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강 유역과는 달리 감천 유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물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산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에 의해 시나리오별 물 부족량이 크게

변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치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기간 3(2071-2100)

그림 2.125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영강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26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감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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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기간 3(2071-2100)

그림 2.127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남강 유역)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는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

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 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낙동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과 함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

여 낙동강권역 전체에 대한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동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는 수자원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을 고려한 결과로써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

오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2.33에 나타낸 낙동강권역의 물 부족량은 기간 1에 대해 고수

요 시나리오의 경우 0.3∼820.5백만㎥/년, 기준수요 시나리오는 0.1∼742.8백만㎥/년으로 분석

되었으며 저수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0.1∼529.1백만㎥/년으로 전망되었다. 기간 2의 경우 고

수요 0.1∼1,205.5백만㎥/년, 기준수요 0.1∼813.7백만㎥/년, 저수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0.1∼

597.6백만㎥/년으로 나타났다. 2071∼2100년에 대해 분석한 기간 3은 고수요 시나리오의 물 부

족은 0.1∼655.1백만㎥/년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수요 0.1∼531.1백만㎥/년, 저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0.02∼512.2백만㎥/년으로 전망되었다. 수요가 클수록 최대 물 부족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물 부족량이 크게 변동됨을 알 수 있다. 기간 2(2041∼

2070)의 낙동강권역의 물 부족량이 다른 기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1, 기간 3 순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간 2의 고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물 부족량이 1,205백만㎥/년으로 분석되

어 미래 낙동강권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수원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그림 2.128은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오별 낙동강권역의 물 부족 변동폭을 도시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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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동강권역의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오별 물 부족

량의 제3사분위에 해당하는 부족량은 50∼80백만㎥/년으로 분석되어 어느 특정기간과 특정 시

나리오에 의해 물 부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수안전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변화
시나리오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물부족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간1
(2017-2040)

0.3 820.5 0.1 742.8 0.1 529.1

기간2
(2041-2070)

0.1 1,205.5 0.1 813.7 0.1 597.6

기간3
(2071-2100)

0.1 655.1 0.1 531.1 0.02 512.2

표 2.33 낙동강 권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그림 2.128 낙동강 권역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물 부족량 변동

③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지원 기술 개발

㉮ 신규수원 개발 시범유역 선정

미래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산정된 용도별,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신규수원 개

발을 위한 시범유역을 선정하였다. 표 2.32에 제시된 기간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가 57개인

유역 즉 미래 기후변화 및 수요변화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유역을 그림 2.129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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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9 신규수원 개발 시범유역

미래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범유역은 수자원시설물 부족 지역, 도서산간지역, 대

단위 공업단지 조성 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이 큰 지역들이다. 시범유역에 대한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표 2.34에 나타내었다. 영강(2005) 유역은 미래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유량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시나리오가 57개이며, 병성천(2006)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유역에 고시된 하천유지유량

지점이 없어 하천유지유량 부족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감천(2010) 유역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등 미래 용도별 수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형산

강(2101) 유역의 경우에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물 부족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물 부족시나리오 전망치가 57개로 분석되어 물 부족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다. 왕피천(2401) 유역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물 부족 예상 시나리오가 0으로 미래 어떠한 상

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

지유량 공급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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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용도
물 부족량 및 물
부족 시나리오

영강
(2005)

병성천
(2006)

감천
(2010)

형산강
(2101)

왕피천
(2401)

기간1
(2017-2040)

생활 및
공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3 0.0

최대(백만㎥/년) 7.3 9.2 25.6 44.2 0.0

시나리오(개) 39 57 57 25 0

농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1 0.1

최대(백만㎥/년) 18.4 37.4 58.2 88.7 35.9

시나리오(개) 57 57 57 57 57

하천유지
유량

최소(백만㎥/년) 0.1 0.0 1.7 0.1 0.1

최대(백만㎥/년) 64.2 0.0 221.2 60.9 6.1

시나리오(개) 57 0 57 57 57

기간2
(2041-2070)

생활 및
공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2 0.0

최대(백만㎥/년) 7.6 6.0 29.2 64.5 0.0

시나리오(개) 44 57 57 24 0

농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1 0.1

최대(백만㎥/년) 19.7 37.6 58.8 90.3 34.3

시나리오(개) 57 57 57 57 57

하천유지
유량

최소(백만㎥/년) 0.1 0.0 0.1 0.1 0.1

최대(백만㎥/년) 62.8 0.0 220.6 61.4 8.4

시나리오(개) 57 0 57 57 57

기간3
(2071-2100)

생활 및
공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1 0.0

최대(백만㎥/년) 5.4 5.6 25.8 43.7 0.0

시나리오(개) 36 57 56 26 0

농업용수

최소(백만㎥/년) 0.1 0.1 0.1 0.2 0.1

최대(백만㎥/년) 16.3 36.2 56.5 89.3 39.0

시나리오(개) 57 57 57 57 57

하천유지
유량

최소(백만㎥/년) 0.3 0.0 0.6 0.1 0.1

최대(백만㎥/년) 63.8 0.0 222.9 61.3 9.1

시나리오(개) 57 0 57 57 57

표 2.34 신규수원 개발 시범유역 물 부족 시나리오

5개의 시범유역에 대한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중 영강 유역과 감천 유역에 대

한 결과는 그림 2.125와 그림 2.126에 제시하였으며 병성천 유역, 형산강 유역 및 왕피천 유역

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치를 그림 2.130 ∼ 그림 2.132에 도시하였다.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병성천 유역의 경우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없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에 대

한 물 부족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왕피천 유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미래 57개 시나리

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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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수원 개발을 위한 물 부족 해소 기준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은 미래의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시스템을 구축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수자원시스템을 구축, 즉 수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불투명한 미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지가 그 핵심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에 발생가능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그것에 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연성을 발휘하여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혼란 야기 및 추가 후회비용 지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최시중, 2015).

이는 3차년도 연구에서도 제시한 시나리오계획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미래에 발생가능하

고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 경로로 구성하고 분석을 통해 각 시나리오 경로별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며 각각의 시나리오 경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공통요소를 시행함으로써

미래의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경로별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정된 시범유역의 최대 물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미래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크며 현

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물 부족 모두를 해소하기에

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물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하였으나 미래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보다 적은

물 부족이 나타난다면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간별 시나리오별 물 부족량의 제3사분위(75% 백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 중앙값(50%

백분위) 및 제1사분위(25% 백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자원시스템 구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인 합의 등을 거쳐

상황에 맞는 기준을 채택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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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30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병성천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기간 3(2071-2100)

그림 2.131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형산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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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32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왕피천 유역)

표 2.35는은 시범유역에 대한 물 부족 해소 기준에 따른 미래 물 부족량을 제시하였으며 표

2.36은 물 부족 해소 기준 75%에 대한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을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물 부족

해소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 수원에 대한 추가 개발량 및 신규수원 개발량이 줄어들며 기간

별로 물 부족 해소 기준에 해당하는 미래 시나리오도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부족

해소 기준 75%에 대한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은 비교적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 2에 대해 병성천 유역, 감천 유역, 형산강 유역에서 0.2∼1.3백

만㎥/5일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35∼55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물 부족량도 클 뿐만 아니라 물 부족 최대 지속기

간도 길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수원을 개발하거나 기존 수원을

활용하여 유역에 적합한 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천유지유량은 부족량

도 클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우선순위에 있어 취수수요량(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 대안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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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물부족해소
기준

미래 시나리오
시범유역(중권역)

2005 2006 2010 2101 2401

기간1
(2017-2040)

75% RCP4.5 HadGEM2-ES 저수요 0.2 14.2 11.0 21.6 0.2

50%
RCP4.5 GFDL-ESM2G

저수요
0.0 10.0 3.0 0.0 0.0

25%
RCP8.5 CMCC-CMS

기준수요
0.0 3.7 0.0 0.0 0.0

기간2
(2041-2070)

75%
RCP8.5 IPSL-CM5A-MR

고수요
0.8 13.6 16.2 32.1 3.8

50% RCP4.5 HadGEM2-ES 저수요 0.0 12.1 4.9 0.0 0.0

25% RCP8.5 CMCC-CMS 저수요 0.0 4.0 0.0 0.0 0.0

기간3
(2071-2100)

75% RCP4.5 CanESM2 저수요 1.4 13.1 12.2 24.7 3.4
50% RCP4.5 MPI-ESM-LR 고수요 0.1 12.0 11.1 0.0 0.0
25% RCP8.5 CMCC-CMS 저수요 0.0 2.9 0.0 0.0 0.0

표 2.35 물 부족 해소 기준(75%)에 따른 시범유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기간 용도 물 부족 특성
영강
(2005)

병성
천
(2006)

감천
(2010)

형산
강
(2101)

왕피
천
(2401)

기간1
(2017-
2040)

생활 및
공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1 0.0 0.0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5 - - -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0 0.1 0.0 0.0 0.0

농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2 3.1 3.1 8.4 0.2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5 25 20 25 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2 14.1 11.0 21.6 0.2

기간2
(2041-
2070)

생활 및
공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2 0.5 1.3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40 35 55 -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0 2.1 5.9 17.6 0.0

농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4 3.7 5.5 6.5 2.1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10 30 15 10 1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8 11.5 10.3 14.5 3.8

기간3
(2071-
2100)

생활 및
공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0 0.0 0.0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 - - -
연간 물 부족량
(백만㎥/년)

0.0 0.0 0.0 0.0 0.0

농업용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백만㎥/5일)

0.7 3.8 4.3 7.7 2.3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10 45 30 25 1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1.5 13.1 12.2 24.7 3.4

표 2.36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 평가(물 부족 해소 기준 75%)



- 172 -

㉰ 신규수원 개발 가능량

미래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역 중심으로 선정된 시범유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

급하기 위해서는 낙동강권역 수자원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물이 남아 있는지 즉 어느 정도의 수

자원시설물을 통해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시나리오에 대

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기간별 수자원시설물의 추가 개발 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물 수급 전망을 위해 저수지 운영은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공급 가능량을 고려하는 수자원계획 차원에서 추가 개발

가능량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림 2.133 ∼ 그림 2.135는 기간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저수지 운영 결과 중 합천창녕보에

대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합천창녕보 운영 결과와 함께 표시된 합천창녕보의 하한수위 저수

량과 합천창녕보 운영 결과 중 최저수위 저수량과의 차이가 합천창녕보의 추가 개발 가능량이

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간의 물 공급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수위 저수량과 하한수위 저수량과의 차이를 최대 추가 개발 가능

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수자원시설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다목적댐과 용

수전용댐의 경우 저수지 운영결과 중 기간별 최저수위 저수량과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저

수량 또는 사수량과의 차이를 추가 개발 가능량으로 간주하였다. 각 수자원시설물의 저수지 운

영 결과에 의한 최저수위 저수량이 저수량 또는 사수량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추가 개발

가능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기간별 수자원시설물별 추가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

후 각 수자원시설물별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은 각 기간별 추가 개발 가능량 중 가장 작은 값으

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기간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방법을 통해 각 수자원시설물의 추가 개발 가능량을 산정하였으며 기간별 추가 개발

가능량 및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을 표 2.37에 제시하였다. 물 부족 해소 기준 75%에 대한 시

범유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수자원시설물로부터 추가로 개발 가능량은 낙동강하굿둑

750.00백만㎥/년, 창녕함안보 9.16백만㎥/년, 합천댐 16.02㎥/년 및 합천창녕보 1.49백만㎥/년

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개발 가능량은 각 수자원시설물로부터 물 부족 지역으로 물 이동을 통해

물 부족 해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규수원으로는 유역 내의 신규 지하수 개발, 해안지역의 해수담수화, 신규 댐 및

저수지 개발, 수요관리 및 기존 시설물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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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저수지 운영 결과 및 추가개발가능량(합천창녕보, 기간 1)

그림 2.134 저수지 운영 결과 및 추가개발가능량(합천창녕보, 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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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저수지 운영 결과 및 추가개발가능량(합천창녕보, 기간 3) 

기간 1
(2017-2040)

기간 2
(2041-2070)

기간3
(2071-2100)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덕동댐 16.43
낙동강
하굿둑

750.00 덕동댐 16.43 대곡댐 16.18 임하댐 125.28

낙동강
하굿둑

750.00
창녕함
안보

9.16
강정고
령보

15.74 대암댐 2.14
창녕함
안보

46.02

창녕함
안보

14.28 합천댐 108.02 구미보 13.80 사연댐 11.00 칠곡보 3.65

합천댐 16.02
합천창
녕보

10.05 구천댐 5.74 상주보 3.90 합천댐 517.80

합천창
녕보

1.49 낙단보 3.57 성덕댐 6.17
합천창
녕보

50.48

낙동강
하굿둑

750.00 안동댐 281.06

달성보 14.30 연초댐 2.20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

낙동강하굿둑 750.00 합천댐 16.02

창녕함안보 9.16 합천창녕보 1.49

표 2.37 기존 수자원시설물 추가 개발가능량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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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및 추가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방안

예상되는 물 부족을 해소 즉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최적 대안 선정 절차는 그림 2.136과

같으며 우선적으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물 부족 지역, 부족량 및 기간을

평가하고,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 제안된 대안별 물 수급 전

망을 재수행하며 이 때 대안에 따라 유역 수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역 전

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물 부족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한다면 그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하

므로 수자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 수급 전망과 함께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편익·비용비(B/C)가 가장 높은 대안을 즉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대

안으로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서 예비사업들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정

책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전체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검토는 주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분석,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국토해양부, 한국수

자원공사, 2008).

그림 2.136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안 평가 절차

■ 시범유역에 적합한 물 부족 해소 대안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범유역에 예상되는 물 부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기존 수자원시설물

활용과 함께 신규수원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 부족 해소 기준

75%인 경우 추가 개발가능량을 가진 수자원시설물로는 낙동강하굿둑,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및 합천댐이 있으며 신규수원 개발로는 댐 및 저수지 건설, 지하수 신규 개발과 함께 확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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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큰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에 대한 공급 제한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누수율 제고, 절

수기기 보급 등과 같은 수요관리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37은 시범유역 중 감천 유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도시한 것이다. 감

천 유역에 적합한 대안으로는 추가 개발 가능량을 보유하고 있는 합천댐과 합천창녕보로부터의

물 이동, 유역 내의 댐 및 저수지 신규 개발, 유역 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수요관리 등이 있

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대안에 대해서는 그림 2.1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안별 물 수급

전망과 함께 대안별 경제성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G-K-WEAPccia를 통해 가능하다. 그림 2.138은 G-K-WEAPccia를 통해 제안된 대안별 분

석을 위해 모형의 기능 중 하나인 시나리오 관리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동

시에 모든 대안에 대한 평가(물 수급 전망 및 경제성 분석)가 가능하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각 대안별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39는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위

해 비용과 편익을 모형에 입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G-K-WEAPccia는 다양한

대안 평가가 가능하며 물 수급 전망 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수행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

른 수자원 영향 평가도 가능하여 수자원계획 및 평가에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축된 여러 대안을 시나리오로 구축하고 각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입력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시

된 대안에 의해 시범유역 이외의 수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 대안별 경

제성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됨에 따라 최적 대안 선정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여러

대안들 중 수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편익·비용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137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위한 대안(감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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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 G-K-WEAPccia 시나리오 관리 기능을 대안 구축

그림 2.139 G-K-WEAPccia를 통한 대안별 비용과 편익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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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 부족대응 적응체계도출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①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 미래 시나리오 구축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의 경우 4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변동성을 80% 이상을 설

명할 수 있는 19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한 바 있다.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RCP 4.5 시나리

오의 경우 MPI-ESM-LR, CMCC-CMS, HadGEM2-ES, INM-CM4, IPSL-CM5A-MR,

GFDL-ESM2G, CanESM2, CESM1-BGC, FGOALS-s2, IPSL-CM5A-LR 시나리오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CMCC-CMS, IPSL-CM5A-LR,

INM-CM4, HadGEM2-ES, GFDL-ESM2G, MRI-CGCM3, MPI-ESM-LR,

CESM1-CAM5, IPSL-CM5A-MR 시나리오 9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타 연구에서 선정한 대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대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4.5/8.5에 대해

INM-CM4, HadGEM2-ES, NorESM1-M, MRI-CGCM3, GFDL-ESM2G, CNRM-CM5,

CESM1-BGC, IPSL-CM5A-MR, CMCC-CMS, CMCC-CM, IPSL-CM5A-LR,

CanESM2, HadGEM2-AO 시나리오이다. 선정된 모든 대표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 권역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전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선정된 대표 시나리오 26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2.140은 타 연구에서 4개의 지

표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 때 평가기준으로 연평

균 강수량, 연속무강우일수, 가뭄발생빈도, 평균가뭄심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동일한 단위인 0∼1 사이로 표준화를 하였고 동일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각각의 분석방

법에 대한 순위를 도출한 결과이다. 도출된 값을 합산하여 1∼26개의 극한 가뭄(dry) 시나리오

와 습윤(wet) 시나리오를 선별하였다.

그림 2.140의 결과와 선정된 대표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17개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Dry 시나리오는 RPC 4.5(CMCC-CMS, IPSL-CM5A-LR), RCP

8.5(IPSL-CM5A-MR, IPSL-CM5A-LR, INM-CM4, GFDL-ESM1-M, CMCC-CMS),

Moderate 시나리오로 RCP 4.5(NorESM1-M, HadGEM2-AO), RCP 8.5(HadGEM2-AO,

CESM1-BGC, MRI-CGCM3), Wet 시나리오로 RCP 4.5(CNRM-CM5, CESM1-BGC,

MRI-CGCM3, CanESM2), RCP 8.5(CanESM2)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선정된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대해 강우-유출 모형 HSPF 모형을 통한 전국 유역의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

용하여 권역별 17개의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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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0 극한가뭄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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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의 경우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토지이용 변화, 수문인자 등)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준증발산량을 재산정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을 재 산정하였다.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절

차는 그림 2.141과 같다.

그림 2.141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추정된 다양한 수요변화 시나리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고수요 시나리오,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저수요 시나리오와 평균적인 수요량을 나타내는 기준수요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는 장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구변화

시나리오, 경제성장 시나리오,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국내 5대강 권역에 대해 산정된 미래 수요량 변화는 그림 2.1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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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5대강 권역)

시나리오별 용수수요량 추정결과는 변화폭이 굉장히 크다. 이는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의 변동

에 의한 것이며 시나리오별로 적게는 31.9억/년㎥에서 많게는 109.1억㎥/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추정한 2025년 고수요 시나리오 대비 미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

요량 추정치는 최대 29.1억㎥/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30년 저수요 시나리오 대비 미

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치는 최대 93.0억㎥/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7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물 공급 시나리오와 함께 기후변화, 사

회/경제조건 변화를 반영한 3개의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권역별로 51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에 있어서는 2017∼2100년을 시간적인 범위로 설정하였

으며 반순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권역별 51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

오를 구성하였으며, 수자원단위지도의 중권역을 기준으로 보가 위치한 중권역의 경우 보 상·하

류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4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글로벌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모형인 G-K-WEAPccia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각 중권역별로 생활/공업용수

수요처와 농업용수 수요처 등 용도별 수요처를 구성하였다. 또한 광역 물 이동을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지방상수도 이용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취수시스템을 반영코자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이

거나 계획된 시설물을 반영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물 공급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수

자원장기종합계획과 동일하게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수요처는 공급 1순위로, 하천유지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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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공급 2순위를 설정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수행하였던 물 수급 전망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43 ∼ 그림 2.145은 G-K-WEAPccia 모형을 통해 구축된 낙동강, 금강, 섬진강/영

산강 권역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도시한 것이다. 섬진강과 영산강 권역은 하나의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섬진강과 영산강의 경우 타 권역과는 달

리 유역 간 물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림 2.143 G-K-WEAPccia를 이용한 낙동강권역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그림 2.144 G-K-WEAPccia를 이용한 금강권역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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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G-K-WEAPccia를 이용한 섬진강/영산강권역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 용수공급시설물 공급능력 평가

선정된 미래 51개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권역별로 수행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수

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신뢰도 위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 시간단위를 반순단위로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

2070), 기간 3(2071∼2100)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물 공급 충족기간(실패사상이 발생

하지 않은 모의단위 수)을 총 분석기간(기간별 모의단위 수)으로 나누어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기간별로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를 산정하였다.

분석된 권역별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는 기간별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 따른 최솟값과 최댓값을 그림 2.146 ∼ 그림 2.148에 권

역별로 도시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수자원시설물

의 용수공급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차이는 있으나

낙동강권역의 수자원시설물 중 김천부항댐, 구천댐, 군위댐, 밀양댐, 대곡댐, 대암댐, 사연댐, 안

계댐, 운문댐 등이 낮은 용수공급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금강권역의 경우 대부분의 수자원시설물

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진영산강권역의 수자원시설물 중에는 동

복댐, 동화댐, 장흥댐, 주암댐, 평림댐 등이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자원시설물들은 상류유역이 비교

적 작은 시설물로 기후변화로 인해 유입량이 적어질 경우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목적댐보다는 용수전용댐의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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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6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낙동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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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금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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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섬진영산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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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권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분석

미래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권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표 2.38

∼ 표 2.40은 미래 권역별, 중권역별, 기간별, 용도별 물 부족 발생 시나리오 개수를 나타낸 것

이다. 이는 용도별로 해당 기간에 한번이라도 물 부족이 발생한 시나리오의 개수를 평가한 결과

이다.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통해 장래에 어느 지역이 어느 용도에서 물이 부족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중권역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2001 3 0 0 0 0 0 0 0 0
2002 8 0 27 4 1 27 5 1 25
2003 0 0 0 0 0 1 0 0 0
2004 28 13 51 18 19 51 12 23 51
2005 51 19 51 51 27 51 51 21 51
2006 51 47 0 51 49 0 51 49 0
2007 0 0 0 0 0 1 0 0 0
2008 7 8 51 3 12 51 2 9 50
2009 0 0 0 0 0 1 0 0 0
2010 51 48 51 51 50 51 51 50 51
2011 0 0 0 0 0 1 0 0 0
2012 2 0 31 3 0 34 5 0 28
2013 51 0 0 51 0 0 51 0 0
2014 0 0 0 0 0 1 0 0 0
2015 51 34 51 51 36 51 51 36 51
2016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0
2018 10 3 0 5 4 0 4 3 0
2019 10 0 47 10 0 50 7 0 51
2020 0 0 0 0 0 0 0 0 0
2021 0 0 51 0 2 51 0 1 49
2022 0 0 0 0 0 0 0 0 0
2101 35 11 51 35 14 51 30 11 51
2201 2 2 19 17 12 21 14 10 20
2301 0 22 0 0 27 0 0 26 0
2302 0 3 0 0 2 0 0 4 0
2401 24 49 51 5 49 51 5 48 51
2402 51 12 0 51 17 0 48 15 0
2403 17 12 0 17 14 0 17 17 0
2501 3 7 0 3 8 0 4 7 0
2502 0 19 0 0 24 0 0 26 0
2503 22 3 0 32 24 0 32 20 0
2504 0 37 0 0 35 0 0 35 0

표 2.38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낙동강 권역)

(단위 : 시나리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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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3001 0 2 0 0 3 0 0 2 0
3002 0 0 0 0 0 0 0 0 0
3003 22 0 0 7 2 0 7 0 0
3004 0 0 0 0 0 1 0 0 0
3005 23 3 51 15 3 51 13 4 51
3006 0 0 0 0 0 1 0 0 0
3007 51 26 51 51 28 51 50 29 51
3008 0 0 0 0 0 0 0 0 0
3009 0 5 0 0 8 0 0 6 0
3010 0 0 0 0 0 0 0 0 0
3011 51 22 51 51 31 51 51 27 51
3012 0 0 0 0 0 1 0 0 0
3013 14 51 51 3 51 51 0 51 51
3014 0 0 0 0 0 1 0 0 0
3101 0 4 0 17 9 0 17 5 0
3201 15 0 0 17 1 0 17 0 0
3202 17 12 0 17 18 0 17 18 0
3203 0 0 0 0 0 0 0 0 0
3301 51 0 51 51 0 51 51 0 51

표 2.39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금강 권역)

(단위 : 시나리오 수)

낙동강 권역에 대한 생활 및 공업용수 물 부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영강(2005), 병성천

(2006), 감천(2010), 회천(2013), 합천댐(2015) 및 영덕오십천(2402) 유역에서 분석된 51개 시

나리오 경로에 대해 대부분의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금강 권역의 경우 보청

천(3007), 미호천(3011) 및 만경강(3301) 유역에서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전망되었

으며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오수천(4003)과 여수시(4106) 유역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이들 유역의 경우 광역상수도 등과 같은 대단위 물 공급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 수원만으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지역으로 미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유출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생

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낙동강 권역 중 병성천(2006), 감천(2010) 및 왕피천(2401) 유역에서 대부분

의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금강에서는 논산천(3013) 유역만이 모든 시나리

오 경로에서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전망되었다.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오수천(4003), 요천(4005), 섬진강서남해(4101), 완도(4102), 영산강상류(5001), 황룡강(5002),

진도(5201), 주진천(5301), 와탄천(5302) 및 신안군(5303) 등 많은 유역에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다. 이 들 지역들은 대부분 도서산간 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 다

른 지역보다 농업용저수지 저수량 및 지하수 이용량이 적어 대부분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므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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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역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4001 27 51 51 23 51 51 25 51 51
4002 1 13 16 1 19 19 3 16 18
4003 51 51 51 51 51 51 50 51 51
4004 1 9 16 1 14 22 3 11 21
4005 51 51 51 51 51 51 51 51 51
4006 0 7 16 0 8 22 3 4 21
4007 47 41 51 38 43 51 45 45 51
4008 1 5 20 6 6 25 5 2 20
4009 2 9 15 4 10 20 5 4 20
4101 25 51 0 20 51 0 15 51 0
4102 0 51 0 0 51 0 0 51 0
4103 34 26 0 32 26 0 31 30 0
4104 16 13 0 19 18 0 17 18 0
4105 16 7 0 19 12 0 17 4 0
4106 51 47 0 51 47 0 51 47 0
5001 3 50 17 7 50 22 5 51 18
5002 50 51 51 44 51 51 46 51 51
5003 0 26 51 0 28 51 2 28 51
5004 0 30 26 2 34 32 0 33 31
5005 48 17 51 50 20 51 48 20 51
5006 0 0 47 1 2 51 0 0 50
5007 9 0 0 19 0 0 16 0 0
5008 0 0 0 0 0 0 0 0 0
5101 18 37 47 16 42 49 12 31 47
5201 5 51 0 0 51 0 0 51 0
5202 8 0 0 3 0 0 3 0 0
5301 0 51 0 0 51 0 0 51 0
5302 48 51 0 50 51 0 43 51 0
5303 15 51 0 8 51 0 5 51 0

표 2.40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섬진강/영산강 권역)

(단위 : 시나리오 수)

낙동강 권역에 대한 하천유지유량 물 부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내성천(2004) 유역의 월포지

점, 영강(2005) 유역의 점촌지점, 위천(2008) 유역의 용곡지점, 감천(2010) 유역의 선산지점, 합

천댐(2015) 유역의 거창2지점, 남강(2019) 유역의 정암지점, 밀양강(2021) 유역의 밀양2지점,

형산강(2101) 유역의 경주2지점 및 왕피천(2401) 유역의 울진지점은 대부분의 시나리오 경로에

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다시 말해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을 원활

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강 권역의 경우 초강(3005) 유역의 심천지점, 보청천(3007) 유역의 청성지점, 미

호천(3011) 유역의 석화지점, 논산천(3013) 유역의 논산지점 및 만경강(3301) 유역의 대천지점

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어 낙동강 권역과 마찬가지로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 하천유

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유역의 쌍

치2지점, 오수천(4003) 유역의 오수지점, 요천(4005) 유역의 남원지점, 주암댐(4007) 유역의 겸

백지점, 황룡강(5002) 유역의 선암지점, 지석천(5003) 유역의 남평지점 및 고막원천(5005) 유역

의 학교지점이 하천유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 미래 권역별 물 공급 취약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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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권역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

을 선정하였다. 취약지역은 두 개 이상의 용도별 물 부족이 대부분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서

발생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때 물 부족이 발생하는 최소 시나리오 경로로 48개를 설정

하였다. 이는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권역의 경우 영강(2005), 병성천(2006), 감천(2010), 합

천댐(2015) 및 왕피천(2401) 유역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용수공급시설물 부족 지역, 도서

산간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이 큰 유역들이다.

금강 권역에 대한 물 공급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유역은 보청천(3007), 미호천(3011), 논산천

(3013) 및 만경강(3301) 유역이며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오수천(4003), 요

천(4005), 황룡강(5002), 고막원천(5005) 및 와탄천(5302) 유역이 선정되었다.

표 2.41에 권역별 물 공급 취약지역의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제시하였다. 미래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역은 감천 유역으로 기간별 차이는

있으나 0.00∼27.36백만㎥/년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유역의 경우 예상 물 부족량이 크

지 않아 수요관리 등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용수의 경우 합천댐 유역

에서 가장 큰 63.07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감천 유역의 경우 가장 큰 하천유지유량

부족이 전망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선산 하천유지유량 값은 8.00㎥/s로 매우 큰 값인데 반해 현

재 확보 가능량은 0.39㎥/s, 향후 확보 필요량은 7.61㎥/s로 미래에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류의 김천부항댐의 공급신뢰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금강 권역의 경우 미호천과 만경강 유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이 가장 클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용수는 논산천 유역, 하천유지유량에 대해서는 보청천 유역의 청성지점

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와탄천 유

역에서 79.74백만㎥/년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농업용수도 동

일하게 와탄천 유역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는 오수천 유역의

오수지점에서 물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에서 제시한 결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물 부족량을 제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망된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

이 아니라 물 부족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권역별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권역별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낙동강 권역의 33개 중권역과 금강 권역의 19개 중권역, 섬진강/영산강 권역의 29

개 중권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그 중 일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향후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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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기간 용도 통계
중권역

2005 2006 2010 2015 2401

낙

동

강

기간 1

(2017-

204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3/12.76 1.44/8.97 0.00/25.00 0.00/7.98 0.01/3.83

농업 최소/최대 0.10/9.83 0.00/27.32 0.12/39.48 0.02/56.38 0.01/28.21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9.48/74.11 0.00/0.00 9.25/209.52 0.38/12.50 0.00/10.22

기간 2

(2041-

207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3/9.54 0.44/7.85 0.04/26.97 0.00/7.29 0.12/1.13

농업 최소/최대 0.03/16.73 0.00/29.65 0.01/55.88 0.01/63.07 0.01/38.83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11.94/73.89 0.00/0.00 8.20/210.11 0.50/12.74 0.18/8.75

기간 3

(2071-

210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9.62 0.41/7.77 0.02/27.36 0.00/7.82 0.09/2.46

농업 최소/최대 0.02/9.92 0.03/27.81 0.03/48.38 0.03/58.40 0.01/37.4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8.61/70.71 0.00/0.00 5.47/203.64 0.37/13.29 0.16/12.35

권역 기간 용도 통계
중권역

3007 3011 3013 3301

금

강

기간 1

(2017-

204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5.18 0.05/107.63 0/1.19 0.27/110.99

농업 최소/최대 0.00/23.87 0.50/75.74 0.11/118.55 0.00/0.0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16.28/59.50 7.54/35.09 9.80/29.78 2.41/9.57

기간 2

(2041-

207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4.15 0.04/153.19 0.24/0.52 0.03/162.99

농업 최소/최대 0.01/20.24 0.11/131.05 0.12/146.3 0.00/0.0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17.75/56.17 8.12/36.29 9.51/33.98 2.38/15.45

기간 3

(2071-

210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6.17 0.03/147.18 0.00/0.00 0.29/165.18

농업 최소/최대 0.05/20.81 0.09/66.41 0.03/104.75 0.00/0.0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18.19/66.38 7.77/38.56 8.89/32.27 1.89/11.44

권역 기간 용도 통계
중권역

4001 4003 4005 5002 5005 5302

섬

진

강

/

영

산

강

기간 1

(2017-

204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2.22 0.01/2.12 0.00/16.14 0.01/13.91 0.01/4.00 0.04/58.82

농업 최소/최대 0.02/40.54 0.01/10.64 0.01/41.1 0.00/65.90 0.09/4.35 0.19/129.63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70/5.11 8.68/32.52 0.04/21.08 0.03/25.24 0.03/8.12 0.00/0.00

기간 2

(2041-

207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2.19 0.01/1.83 0.01/14.65 0.01/16.3 0.01/4.28 0.1/78.14

농업 최소/최대 0.03/47.31 0.01/13.93 0.01/48.52 0.04/70.17 0.01/6.76 1.42/147.29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99/5.35 11.06/34.78 0.02/22.45 0.00/26.37 0.06/8.29 0.00/0.00

기간 3

(2071-

210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2.91 0.01/2.79 0.03/15.35 0.01/16.89 0.01/4.25 0.07/79.74

농업 최소/최대 0.02/40.05 0.02/11.69 0.01/40.11 0.03/65.30 0.09/4.83 1.06/142.41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90/7.01 10.64/37.76 0.02/22.00 0.00/25.35 0.08/8.49 0.00/0.00

표 2.41 물 공급 취약지역의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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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49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낙동강 감천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50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금강 미호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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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51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섬진강 오수천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52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영산강 와탄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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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

오별로 종합하여 권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표 2.42는 권역별 미래 물 부족 시나

리오 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2.153은 권역별 미래 물 부족 변동 폭을 도시한 것이다.

낙동강 권역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 기간 1에 대해서는 1.7∼454.4백만

㎥/년, 기간 2의 경우 0.7∼816.2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기간 3에서는 0.4∼635.5

백만㎥/년으로 전망되었다. 금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서는 0.3∼846.8백만㎥/년으로 전망되었

으며, 기간 2의 경우 0.2∼1,384.2백만㎥/년, 기간 3에 대해서는 1.1∼746.0백만㎥/년의 물 부족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섬진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서는 26.6∼566.6백만㎥/년으로 전

망되었으며, 기간 2의 경우 28.7∼913.3백만㎥/년, 기간 3에 대해서는 24.3∼572.7백만㎥/년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산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서는 2.5∼539.5백만㎥/년으

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2의 경우 4.3∼744.2백만㎥/년, 기간 3의 경우 0.7∼546.5백만㎥/년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네 권역 모두 기간 2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3, 기간 1의 순으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기간 2의 경우 강수가 적은 연

도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자연유출량 즉 용수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며 홍수기에 적은 강수로 인해 용수공급시설물의 저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미래 최대 물 부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요량이 더 큰 낙동강 권역보다 금강 권역에서 더 큰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금

강 권역에 대한 용수공급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권역 모두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신규수원 개발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할 것으

로 판단된다.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물 부족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느 특정기간과 특정 미래 시나리오 경로

에 의해 물 부족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 수립

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수안전도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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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변화
시나리오

권역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물부족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간1
(2017-2040)

낙동강

2.6 454.4 2.1 200.2 1.7 97.3

기간2
(2041-2070)

1.5 816.2 1.2 364.0 0.7 95.5

기간3
(2071-2100)

1.6 635.5 0.7 263.0 0.4 192.4

기간1
(2017-2040)

금강

32.5 846.8 5.0 338.5 0.3 123.8

기간2
(2041-2070)

66.6 1,384.2 11.4 563.5 0.2 142.0

기간3
(2071-2100)

85.1 746.0 11.4 363.2 1.1 198.4

기간1
(2017-2040)

섬진강

40.4 566.6 32.8 381.4 26.6 186.6

기간2
(2041-2070)

48.5 913.3 33.5 622.7 28.7 292.4

기간3
(2071-2100)

42.8 572.7 28.0 329.5 24.3 235.4

기간1
(2017-2040)

영산강

27.7 539.5 15.5 330.5 2.5 208.9

기간2
(2041-2070)

26.8 744.2 12.0 511.9 4.3 225.5

기간3
(2071-2100)

27.2 546.5 10.1 393.6 0.7 299.6

표 2.42 권역별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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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낙동강 권역 (b) 금강 권역

(c) 섬진강 권역 (d) 영산강 권역

그림 2.153 권역별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물 부족량 변동

②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을 통한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은 4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

범유역뿐만 아니라 타 권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코자 하였다. 최적연계 운영체계라 함은 저

수지 운영 방식은 Deficit supply 방식을 적용하고 유역 내의 모든 저수지의 유효저수율이 동일

한 값을 가지도록 운영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최대공급능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최적연계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4차년도에서 제시한 수자원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된 51개 미래 시나리오 중 1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보다 명확한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모든 미래 시나리오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통해 저수지로부터 어느 정도의 추가 공

급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7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는 표 2.43 ∼표 2.46에 제시된 시나리오이며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최적연계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용수공급시설물의

기존 운영 방식인 계획공급량 공급 방식(Firm supply)에 의한 결과와 최적연계 운영체계인

Deficit supply 방식과 동일 유효저수율을 적용한 물 부족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하였다.

표 2.43 ∼표 2.46은 두 가지 운영 방식에 의해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권역별 물 부족

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두 분석결과의 차이는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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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적연계 운영 방식은 수문기상 예측, 수문분석 정확도 향상, 용도별

정확한 수요량 예측, 통합 댐 운영 개발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으로 이상적인

용수공급시설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두 방식별 물 부족량의 차이가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

가 공급가능량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물 부족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체계라 할 수 있다.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2.75∼
142.52

0.00∼
1.89

0.00∼
6.18

16.77∼
637.72

0.71∼
12.37

0.00∼
10.60

20.97∼
304.80

3.38∼
9.85

0.00∼
3.23

RCP
4.5

CanESM2 - - 0.00 - - 0.00 - - 0.00
CESM1-BGC - - 0.00 - - 10.60 - - 0.44
CMCC-CMS 142.52 - - 637.72 - - 304.80 - -
CNRM-CM5 - - 6.18 - - 2.40 - - 3.23
HadGEM2-AO - 1.89 - - 7.56 - - 7.79 -
IPSL_CM5A-LR 109.22 - - 16.77 - - 25.77 - -
MRI-CGCM3 - - 4.36 - - 2.13 - - 0.00
NorESM1-M - 1.17 - - 0.71 - - 3.38 -

RCP
8.5

CanESM2 - - 0.00 - - 0.00 - - 0.00
CESM1-BGC - 1.43 - - 3.65 - - 6.28 -
CMCC-CMS 21.64 - - 166.66 - - 61.44 - -
GFDL-ESM2G 32.07 - - 32.91 - - 20.97 - -
HadGEM2-AO - 0.00 - - 12.37 - - 9.85 -
INM-CM4 12.75 - - 17.69 - - 85.00 - -

IPSL-CM5A-LR 63.19 - - 28.73 - - 23.95 - -
IPSL-CM5A-MR 43.15 - - 99.73 - - 102.77 - -
MRI-CGCM3 - 0.00 - - 3.60 - - 4.16 -

표 2.43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낙동강 권역)

(단위 : 백만㎥/년)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15.70∼
194.11

77.85∼
128.39

83.02∼
98.35

123.16∼
342.33

87.68∼
220.16

81.61∼
189.32

129.63∼
188.89

96.99∼
168.49

69.74∼
95.36

RCP
4.5

CanESM2 - - 91.47 - - 83.92 - - 91.36
CESM1-BGC - - 83.02 - - 189.32 - - 69.74
CMCC-CMS 194.11 - - 179.10 - - 167.56 - -
CNRM-CM5 - - 94.83 - - 91.85 - - 89.91
HadGEM2-AO - 124.91 - - 166.55 - - 119.41 -
IPSL_CM5A-LR 132.15 - - 342.33 - - 188.89 - -
MRI-CGCM3 - - 89.48 - - 108.32 - - 95.36
NorESM1-M - 103.84 - - 107.57 - - 168.49 -

RCP
8.5

CanESM2 - - 98.35 - - 81.61 - - 83.62
CESM1-BGC - 98.34 - - 96.50 - - 96.99 -
CMCC-CMS 127.08 - - 158.42 - - 133.59 - -
GFDL-ESM2G 141.50 - - 136.85 - - 138.93 - -
HadGEM2-AO - 128.39 - - 220.16 - - 106.50 -
INM-CM4 125.26 - - 168.65 - - 129.63 - -

IPSL-CM5A-LR 115.70 - - 123.16 - - 140.46 - -
IPSL-CM5A-MR 176.59 - - 211.92 - - 164.48 - -
MRI-CGCM3 - 77.85 - - 87.68 - - 101.32 -

표 2.44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금강 권역)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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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04.19∼
265.40

30.78∼
45.75

8.84∼
25.47

133.93∼
435.60

29.54∼
90.05

11.03∼
37.35

139.67∼
407.99

30.19∼
118.86

8.16∼
13.47

RCP
4.5

CanESM2 - - 17.72 - - 11.03 - - 13.47
CESM1-BGC - - 8.84 - - 37.35 - - 11.98
CMCC-CMS 119.69 - - 175.60 - - 223.40 - -
CNRM-CM5 - - 11.85 - - 12.30 - - 12.23
HadGEM2-AO - 45.75 - - 83.52 - - 118.86 -
IPSL_CM5A-LR 265.40 - - 435.60 - - 407.99 - -
MRI-CGCM3 - - 10.52 - - 28.18 - - 12.04
NorESM1-M - 42.11 - - 34.69 - - 55.66 -

RCP
8.5

CanESM2 - - 25.47 - - 12.77 - - 8.16
CESM1-BGC - 31.73 - - 44.06 - - 30.19 -
CMCC-CMS 164.63 - - 174.99 - - 210.00 - -
GFDL-ESM2G 117.35 - - 137.29 - - 151.38 - -
HadGEM2-AO - 30.78 - - 90.05 - - 42.49 -
INM-CM4 111.76 - - 133.93 - - 139.67 - -

IPSL-CM5A-LR 169.61 - - 181.49 - - 205.92 - -
IPSL-CM5A-MR 104.19 - - 197.11 - - 184.69 - -
MRI-CGCM3 - 38.32 - - 29.54 - - 46.99 -

표 2.45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섬진강 권역)

(단위 : 백만㎥/년)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53.59∼
157.13

27.92∼
37.56

24.15∼
32.01

72.23∼
365.41

26.64∼
42.30

21.97∼
31.69

71.36∼
318.31

33.40∼
60.23

19.57∼
27.11

RCP
4.5

CanESM2 - - 27.56 - - 25.56 - - 21.10
CESM1-BGC - - 24.15 - - 30.32 - - 19.57
CMCC-CMS 58.40 - - 98.08 - - 86.34 - -
CNRM-CM5 - - 28.72 - - 21.97 - - 24.07
HadGEM2-AO - 37.56 - - 42.30 - - 60.23 -
IPSL_CM5A-LR 157.13 - 365.41 - - 318.31 - -
MRI-CGCM3 - - 28.07 - - 31.69 - - 21.84
NorESM1-M - 32.74 - - 28.20 - - 36.50 -

RCP
8.5

CanESM2 - - 32.01 - - 22.69 - - 27.11
CESM1-BGC - 32.22 - - 26.64 - - 45.74 -
CMCC-CMS 66.98 - - 95.34 - - 71.36 - -
GFDL-ESM2G 40.86 - - 72.23 - - 95.92 - -
HadGEM2-AO - 37.25 - - 30.53 - - 35.82 -
INM-CM4 73.36 - - 68.39 - - 87.27 - -

IPSL-CM5A-LR 64.23 - - 115.87 - - 125.73 - -
IPSL-CM5A-MR 53.59 - - 75.08 - - 104.96 - -
MRI-CGCM3 - 27.92 - - 27.70 - - 33.40 -

표 2.46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영산강 권역)

(단위 : 백만㎥/년)

몇몇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분석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기존 운영 방식보다 최적연계 운

영을 반영할 경우 추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권역의 경우 최대

637.72백만㎥/년을, 금강 권역은 342.33백만㎥/년, 섬진강 권역에서는 435.60백만㎥/년, 영산강

권역의 경우는 최대 365.41백만㎥/년을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물 부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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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적연계 운영 효과는 수요량이 적을수록 하천유출량이

풍부할수록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량이 클수록 갈수년일수록 최적연계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가 많아 용수공급시설물로 충분한 양

의 물이 유입된다면 기존 운영 방식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

지만 강우가 적은 갈수년의 경우 하류의 수요량과는 상관없이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방류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효방류가 발생하여 향후 가뭄이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향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정

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③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후변화 수자원 영

향 평가 모형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수정, 보완

4차년도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외

에서 개발된 물 수급 전망 모형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WEAP, MODSIM,

AGNPS, BASINS, SWAT, RiverWare, WaterWare, IWR-PLAN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WEAP, WDSs, IHACRES, DHSVM,

WEMM, SWAP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기존 모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최적 대안 선정 및 평가, 사용자 편

의성 확보, 장기 수급계획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다양한 수자원 연계운영 및 평가를 수

행할 수 있으며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가 있는 모형으로 K-WEAP 모형을 선정하였다.

K-WEAP 모형은 국가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이용계획에서 물 수급 전망 모

형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지역 수자원계획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선정된 K-WEAP 모형에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을 추가로 탑

재하였으며 탑재된 모듈로는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다양한 수원 평가 모듈이다.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은 기후조건별 증발산량 산정

을 통한 농업용수 수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듈로 기상조건을 통해 증발산량을 산정하고 작물

계수, 식재일, 수확일 등 관련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분석 지역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은 유역의 증발산, 유출, 침투 등의 수문순환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듈로 토양수분모형을 통해 적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유역 수문순환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매개변수 추정에 있어 과거 관측 자료와 PEST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모형을 활용한

유출, 증발산, 침투, 관개요구량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와 물 공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기

후변화 시나리오 및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하수, 대체수원 등 다양한 수원을 통합 평가할 수 있는 모듈도

탑재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역 자료 활용 모듈과 국외 수문 자료 활용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역으로의 적용성을 확장시켰다. 개발된 모형의 여러 모듈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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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수자원 계획 및 평가, 해외사업 지원 등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 및 지침서

개발된 모형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와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사용자 안내서는 모형의 구조, 사용자 분석 설정, 데이터, 결과 보

기, 고급 주제, 지원 화면, 계산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사용자 지침서는 G-K-WEAPccia 모형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G-K-WEAPccia 분석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제공하는 모듈과 사용자의 분석 환경 및 분

야에 맞게 선택하여 참조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세 개의 모듈은 기

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익혀야 하며 나머지 모듈은 원하는 순서대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훈

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54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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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 내용

그림 2.156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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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지침서 내용

㉰ 시범유역 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용성 검토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 검증을 위해 국내 안동댐 상류유역을 선정하여 모듈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하였다. 먼저 G-K-WEAPccia 모형은 분석 대상지역에 대한 HydroSHEDS 수치표고데이

터(DEM)와 ESA-CCI-LC 전 지구 토지피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역과 하천을 자동적

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림 2.158은 국내 DEM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안동댐 상

류 유역이며, 그림 2.159는 G-K-WEAPccia 모형의 유역 묘사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

안동댐 상류 유역을 나타낸 것으로 두 유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G-K-WEAPccia 모형의 자동 유역 생성 기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58 DEM 자료를 활용한 안동댐 상류유역 물 수급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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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G-K-WEAPccia 모형의 자동유역 생성기능을 통한 안동댐 상류 유역 생성

그림 2.159와 같이 G-K-WEAPccia 모형의 유역묘사기능을 활성화하면 메인 화면의 오른쪽

에는 DEM과 토지피복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기후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이

나타난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G-K-WEAPccia 모형에 내장되어 있는 기후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전 지구 기후 데이터 세트는 Terrestrial Hydrology Group at Princeton

University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 자료는 관측치와 재분석 데이터를 조합한 것으로 사

용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내장

된 데이터는 온도, 강수량 및 풍속에 대한 자료로 0.25도(약 25km)의 공간 분해능으로 1948∼

2010년의 일별 및 월별 전 지구 과거 격자 기후 데이터 세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인 G-K-WEAPccia는 수문순환을 모의하기 위해 유역을 2개의 토

양층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토양층 수분함량의 변화를 모의단위별로 분석한다. 분석 시 모의단위

별로 유효강우량, 증발산량, 지표유출, 중간유출, 침투 및 침루, 기저유출을 모의하며 유효강우량

과 증발산량은 주어진 기후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지지만 침투와 유출의 경우 유역의

특성(토지이용, 경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역에 맞는 매개변수를 산정해 주어야

한다. 유역의 매개변수로는 우선유향, 뿌리층전도도, 뿌리층수분용량, 심층전도도, 심층수분용량,

초기 토양층저류량, 유출저항계수, 작물계수 등이 있으며 각각의 매개변수는 유역의 유출에 영

향을 미친다. 각 매개변수가 유역의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 즉 민간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뿌

리층전도도의 경우 다른 매개변수들보다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전도도가 증가

할수록 기저유출과 중간유출은 증가하고, 지표유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매개

변수의 민감도를 바탕으로 시범유역인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G-K-WEAPccia 모형의 매개

변수를 추정 및 검증하였다.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해 PEST를 통한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은 2004∼2006년 안동댐 유입

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검증은 200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때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용도별(생활, 공업, 농업용수) 수요량을 고려하였다(국토해양부, 2011). 즉 안동댐 유입량

에 상류 유역에서 소비된 수요량만큼을 유역의 유출량이라 가정하여 매개변수를 추정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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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2.160은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실측유량과 모의유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관측치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6.68㎥/s, 118.06㎥/s이며 모의치는 36.80㎥/s, 132.64㎥/s로 분석되었

으며, ROV는 1.00으로 분석되어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2.160 실측유량과 모의유량 비교(안동댐 상류유역)

(바)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①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 미래 시나리오 구축

5차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한강권역에 대해 미래 51개의 시나리오 경로를 구축하였다.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17개에 대해 강우-유출 모형 HSPF 모형을 통한 한강 유역의 일 유출량 분

석 결과를 활용하여 17개의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수요변화 시나리오는 기존 연

구와 동일하게 3개(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한 방

법 및 시공간단위는 기존 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G-K-WEAPccia 모형을 활용하였다. 한강 유역에 대해 G-K-WEAPccia 모형을 통해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는 그림 2.161과 같다.

㉯ 용수공급시설물 공급능력 평가

51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강권역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

급능력을 신뢰도 평가를 통해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 시간단위를 반순단위로 기간 1(2017∼

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물 공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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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실패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모의단위 수)을 총 분석기간(기간별 모의단위 수)으로 나누어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기간별로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를 산정하였다.

분석된 한강권역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는 그림 2.162에 도시하였다. 한강유역의 경

우 횡성댐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90% 이상의 용수

공급신뢰도를 나타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2.161 G-K-WEAPccia를 이용한 한강유역 물 수급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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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한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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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분석

미래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한강권역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표

2.47은 미래 중권역별, 기간별, 용도별 물 부족 발생 시나리오 개수를 제시한 결과이다. 이는 용

도별로 해당 기간에 한번이라도 물 부족이 발생한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장래에 어느

지역이 어느 용도에서 물이 부족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권역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2070) 기간 3(2071-2100)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생활 및 공
업용수

농업
용수

하천유지
유량

1001 0 0 0 0 2 0 0 0 0
1002 24 26 51 26 36 51 27 30 51
1003 0 0 0 0 0 0 0 0 0
1004 46 19 51 42 22 51 34 18 51
1005 0 0 0 0 0 0 0 0 0
1006 51 31 51 51 33 51 49 31 51
1007 0 0 0 0 0 0 0 0 0
1008 0 0 0 0 0 0 0 0 0
1009 0 0 0 0 0 0 0 0 0
1010 0 0 0 0 0 0 0 0 0
1011 51 41 0 50 47 0 51 46 0
1012 46 16 0 45 20 0 44 20 0
1013 0 0 0 0 0 0 0 0 0
1014 51 49 51 51 51 51 51 50 51
1015 0 0 0 0 0 0 0 0 0
1016 51 49 51 51 51 51 51 50 51
1017 0 0 0 0 0 0 0 0 0
1018 0 0 0 0 0 0 0 0 0
1019 0 0 0 0 0 0 0 0 0
1020 0 0 0 0 0 0 0 0 0
1021 0 0 0 0 0 0 0 0 0
1022 0 0 51 0 0 51 0 0 51
1023 0 0 0 0 0 0 0 0 0
1024 0 0 0 0 0 0 0 0 0
1101 0 0 0 0 1 0 0 0 0
1201 0 24 0 0 31 0 0 31 0
1202 0 15 0 0 17 0 0 16 0
1301 51 46 51 51 50 51 51 47 51
1302 50 0 51 50 1 51 50 0 51
1303 48 20 51 49 24 51 44 22 51

표 2.47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한강 권역)

(단위 : 시나리오 수)

한강 권역 중 인북천(1011), 홍천강(1014), 경안천(1016) 및 양양남대천(1301) 유역이 생활

및 공업용수 물 부족이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전망되며, 농업용수의 경우 기간2에 대해 홍

천강(1014)과 경안천(1016) 유역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하천유지유량 물 부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평창강(1002) 유역의 영월1지점, 달천(1004) 유역의 달천지점, 섬강(1006) 유역의 문

막지점, 홍천강(1014) 유역의 서면지점 , 경안천(1016) 유역의 경안지점, 한탄강(1022), 양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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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301), 강릉남대천(1302) 및 삼척오십천(1303) 유역의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 등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 하천유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 선정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

하였다. 취약지역은 두 개 이상의 용도별 물 부족이 48개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섬강(1006), 홍천강(1014), 경안천(1016), 양양남대천

(1301) 및 강릉남대천(1302) 유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용수공급시설물 부족 지역, 도

서산간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이 큰 유역들이다.

표 2.48에 한강권역 물 공급 취약지역의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제시하였다. 미래 생

활 및 공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역은 경안천 유역으로 기간별 차

이는 있으나 최대 71.94백만㎥/년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용수의 경우 섬강 유역에서 가장 큰

53.25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섬강 유역의 경우 가장 큰 하천유지유량 부족이 전망

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문막 하천유지유량 값은 7.57㎥/s로 현재 확보 가능량은 3.08㎥/s, 향후

확보 필요량은 4.49㎥/s로 미래에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한강권역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한강 권역의 30개 중권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그 중

물 공급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섬강 유역에 대한 결과를 그림 2.163에 도시하였다. 섬강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부족량이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49.4백만㎥/년, 농업용수는 53.2백만

㎥/년,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163.1백만㎥/년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수자원계획 수립 시

어느 정도까지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할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 기간 용도 통계
중권역

1006 1014 1016 1301 1302

낙

동

강

기간 1

(2017-

204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7/49.42 0.00/13.27 6.12/59.36 0.00/15.51 0.01/32.3
농업 최소/최대 0.13/26.31 0.01/25.42 0.01/10.50 0.01/32.86 0.00/0.0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05/163.1 8.32/36.28 4.96/26.43 35.83/89.51 0.02/36.16

기간 2

(2041-

207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1/47.58 0.01/14.94 1.23/71.94 0.00/15.79 0.01/37.37
농업 최소/최대 0.01/53.25 0.01/38.95 0.00/17.02 0.03/43.69 5.60/5.6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05/149.22 7.77/39.78 3.66/29.40 28.02/94.4 0.07/40.80

기간 3

(2071-

2100)

생활 및 공업 최소/최대 0.06/40.36 0.01/12.99 1.12/68.21 0.00/13.22 0.02/36.32
농업 최소/최대 0.03/22.32 0.04/19.94 0.00/7.00 0.01/34.72 0.00/0.00

하천유지유량 최소/최대 0.27/136.42 9.10/35.64 4.77/28.7 32.56/92.78 0.04/39.19

표 2.48 한강권역 물 공급 취약지역의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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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163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한강 섬강 유역)

㉳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

오별로 종합하여 한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표 2.49는 한강권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2.164는 한강권역 미래 물 부족 변동 폭을 도시한 것

이다.

한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 대해서는 6.1∼285.9백만㎥/년, 기간 2의 경우 1.2∼541.72백만㎥

/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기간 3에서는 1.1∼263.9백만㎥/년으로 전망되었다.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기간 2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1, 기간 3의 순으

로 물 부족이 전망되었다. 한강권역의 물 부족량은 타 권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강권역에 대한 용수공급이 기후변화에 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물 부족

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역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 따라 전망된 물 부족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용수공급 안정성에 대한 미래 분석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용수공급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

수립에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정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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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변화
시나리오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물부족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간1
(2017-2040)

11.5 285.9 8.3 171.8 6.1 136.0

기간2
(2041-2070)

14.1 541.7 7.6 287.1 1.2 146.6

기간3
(2071-2100)

15.6 263.9 7.5 160.8 1.1 107.1

표 2.49 한강권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그림 2.164 한강권역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물 부족량 변동

②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한강권역의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미래 시나리

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타 권역에 적용하였던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를 한

강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50에 제시된 결과는 용수공급시설물의 두 가지 운영 방식에 따른 미래 물 부족량의 차이

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최적연계 운영으로 인한 추가 공급가능량을 평가하였다. 한강권역

의 경우 최적연계 운영을 위해 분석된 수자원시설물로는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3개와 다기

능 보 3개이다. 한강권역의 경우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추가로 공급가능한 양

은 최대 14.26백만㎥/년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강 본류

구간의 물 부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로 본류 구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자원시설물을 연계 운영하더라도 그 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강권역의

용수공급시설물을 최적연계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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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5.64∼
11.48

2.07∼
3.57

1.41∼
3.31

5.09∼
14.26

2.09∼
4.90

0.22∼
1.58

4.28∼
13.65

1.30∼
2.83

0.00∼
0.80

RCP
4.5

CanESM2 - - 2.12 - - 0.22 - - 0.05
CESM1-BGC - - 1.88 - - 1.40 - - 0.00
CMCC-CMS 11.48 - - 14.26 - - 13.65 - -
CNRM-CM5 - - 3.31 - - 0.32 - - 0.80
HadGEM2-AO - 2.07 - - 3.07 - - 2.83 -
IPSL_CM5A-LR 7.50 - - 6.35 - - 9.77 - -
MRI-CGCM3 - - 2.23 - - 1.58 - - 0.00
NorESM1-M - - - - - - - - -

RCP
8.5

CanESM2 - - 1.41 - - 1.41 - - 0.04
CESM1-BGC - 3.04 - - 4.90 - - 2.25 -
CMCC-CMS 11.04 - - 12.34 - - 8.71 - -
GFDL-ESM2G 5.64 - - 8.30 - - 6.41 - -
HadGEM2-AO - 2.69 - - 2.09 - - 2.36 -
INM-CM4 7.05 - - 6.19 - - 8.70 - -

IPSL-CM5A-LR 8.29 - - 5.75 - - 11.68 - -
IPSL-CM5A-MR 6.16 - - 5.09 - - 4.28 - -
MRI-CGCM3 - 3.57 - - 2.99 - - 1.30 -

표 2.50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낙동강 유역)

(단위 : 백만㎥/년)

㉯ 보 개방에 따른 미래 용수공급 영향 분석

4대강 유역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다기능 보의 개방에 따른 미래 용수공급 능력 변화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미래 51개 시나리오 경로 중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보 운영 여부에 따른 용수공급

영향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보를 운영하였을 경우와 보를 개방하

였을 경우에 대해 권역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 운영 및 보 개방에 따른 미래

물 부족량 차이를 통해 보의 용수공급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즉 보를 개방하

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권역별 물 부족량과 보를 운영하였을 경우에 전망되는 권역별 물 부족량

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165에 도시한 결과는 권역별 시나리오 경로별 보 운영

여부에 따른 물 부족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권역별 보 개방에 따른 물 부족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강권역의 경우 17개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최대 0.02백만㎥/년의 물 부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동강권역은

281.87백만㎥/년, 금강권역의 경우 16.33백만㎥/년의 물 부족 증가가 예상되며 섬진강/영산강권

역에 대해서는 최대 26.75백만㎥/년의 물 부족 증가가 전망되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한강권역

의 보 운영 여부에 따라 물 부족량의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강권역의 경우

본류의 물 부족이 매우 적으며 한강의 경우 주로 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본류에서

물을 공급하는 양이 타 권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낙동강권

역의 경우 가장 큰 값인 281.87백만㎥/년의 물을 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으며 이는 낙동강권역의 경우 보를 통해 저류된 물이 가장 많으며 본류를 통해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보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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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경우 다수의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어 있어 갈수기에 보를 통해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함에 따라 보의 용수공급 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한강 권역 (b) 낙동강 권역

(c) 금강 권역 (d) 섬진강/영산강 권역

그림 2.165 권역별 보 개방에 의한 용수공급 영향 평가

㉰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제시 및 최적대안 평가

■ 시범유역 선정 및 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방안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물 부족이 예상되는 즉 기존 분석에 의해

선정된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물 공급 취약지역 중 하

나의 시범유역으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4003) 유역을 선정하였다. 오수천 유역에 대한 미래 51

개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별 모든 용도(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

수 및 하천유지유량)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술로 예

측가능한 미래의 모든 상황에서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 유역에 대한 물 부족을 완화 및 해

소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이 모두 부족한 지역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신규 및 추가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방안은 그림 2.1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미래 시

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물 부족량 및 부족기간을 평가하고, 물 부족을 완화 및 해

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된 대안별 물 수급 전망을 재수행하여 유역 수

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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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B/C)가 가장 높은 대안을 즉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투자사업의 전 기간(해당사업의 경제적 수명 고려)에 걸쳐 편익과 비용의 차인 순편익

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다른 기준으로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는

현 시점으로 할인된 총편익과 총비용 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B/C값이 1 이상인 경우 사업의 경

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으로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은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사회적 할인율 즉

NPV=1 또는 B/C=1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적 할인율이다. 어떤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할

지 불분명할 때 사용되며 IRR이 통상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실질적 편익 또는 비용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민생산 또는 사회후생

의 증가를 통한 실제 혜택을 실질적 편익이라 하고, 공공사업 추진에 의해 발생된 자원의 기회

비용, 매물비용은 실질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적(분배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단지 소득 재분배만을 의미하며, 비용과 편익이 이전(transfer)적인 것이므로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 비용과 편익 대상이 사회전체인 경우 외부적 비용과 편익은 없으

며 비용과 편익 대상이 특정집단인 경우 다른 지역/집단/분야에 대한 외부적 비용과 편익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비용·편익은 직접적과 간접적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 비용

과 편익은 사업의 주목적(1차적인 목적)과 관련된비용과 편익을 의미하며 간접적 비용과 편익

의 경우 사업으로 인해 유발, 연관되는 2차적인 비용과 편익을 말한다. 간접적 편익과 비용은

자칫하면 과대평가를 가져올 여지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형적 비용

과 편익은 통상 시장에서 화폐단위로 평가가 가능한 측정 가능 편익과 비용을, 무형적 비용과

편익은 인명손실, 건강증진 등 화폐단위로 측정이 어려운 편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사항으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현재시점(기준년도)에서 평가되

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현재가치로 환산시켜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할인

(discount)”이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 정의하며 사회적 할

인율을 이용하여 돈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된다. 현재 통념적인 사회적 할인율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에서 제시한 값을 참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 값

에 따라 경제성 여부가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고려사항으로 인플

레이션 여향이 비용과 편익에 동일한 비율로 작용함을 가정하여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인

플레이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 비용과 편익은 현재시점(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측

정하게 된다. 재무성 분석이 아닌 경제성 분석에서의 모든 이전지출은 비용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경제 내 경제주체간 이전되는 비용이므로 국가재원에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재무성 분석의 경우 이자지급을 비롯한 이전지출은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매몰비용이란 사업

평가 이전에 이미 발생된 비용으로 비용·편익 분석에서 매몰비용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신규사업을 하던 하지 않던 이미 발생된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무런 기

회비용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비란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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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하는 비용으로 예비비에는 물량예비비와 물가예비비가 있다. 물량예비비

는 사업 물량계획이 당초 계획처럼 되지 못할 것을 고려해 마련하는 비용이며, 물가예비비는 인

플레이션에 대비한 비용을 뜻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취급되는 예비비는 물량예비비만을 포함

한다. 내용연수란 투자시설의 물리적 수명이 남아있더라도 비경제적이 되어 계속 가동 시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데, 이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총 분석기간은 건설기

간과 시설물의 내용연수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되며, 각기 다른 내용연수의 복합사업인 경우 내

용연수가 끝나는 설비의 대체투자비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분석기간이 끝난 후, 잔존가치가 있

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가치를 비용 부분에서 공제하며, 타 사업에 비해 경제적 수명이 긴 수

공구조물의 경우 실무에서는 50년을 주로 사용한다.

비용·편익 분석 절차 1단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한다. 하나의 대안 혹은

여러 후보 대안들을 구상, 현상유지(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2단계로 분석기간을 설정한다. 사업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각 사업의 편익실현 기간을

결정하여 분석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의 경우 내용연수는 45년, 관개사업은 55년, 공

업용수도 및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45년, 저수지의 내용연수는 70년을 보통 사용하고 있다. 3

단계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한다. 분석 기준년도로 환산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해야 한

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의 경우 분석 기준년도, 가격기준은 전년도 말의 불변가격

을 기준으로 하며, 수자원부문의 경우 사업운영 후 30년간 5.5%, 이후 20년 동안 4.5%의 할인

율을 사용하고 있다. 4단계로 편익의 양적 효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다. 사업 전기간에 발생할

양적 효과를 예측하여 화폐단위로 수치화하여야 한다. 편익의 종류로는 용수공급편익, 발전편

익, 레크리에이션 편익, 하천환경 개선편익, 고용유발 효과 등 다양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5단계로 비용추정을 수행한다. 간접비

용이 없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초기 건설비)와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사업비(initial cost)는 건설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한 사업 건설비용을 의미하

며, 경제성 분석 단계(계획단계_에서는 건설비의 세부적인 검토가 힘들기 때문에 개략적 검토에

의존하고 있다. 유지관리비(annual cost 또는 O&m cost)는 준공 이후부터 시설물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노무비, 재료비, 경상비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지침에서는 댐 및 부대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업비의 0.5%로

하고,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3%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6단계로 의사결정 기준을

도출한다. 편익과 비용의 자본흐름을 고려하여 NPV, B/C, IRR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7단계

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비롯하여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8단계로 대안을 선택한다. 사업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사업)을 선택한다.

■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제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물 부족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오수천(4003)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는 0.01∼2.79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

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0.01∼13.93백만㎥/년, 하천유지유량은 8.68∼37.76백만㎥/년의 물 부

족이 전망되었다. 4차년도 연구에서 제사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기준으로 기간별 시나리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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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량의 제3사분위, 중앙값 및 제1사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기준별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향후 막대한 후회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개략

적으로 물 부족량이 발생될 확률이 25%인 제1사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을 건설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이보다 적은 양의 물 부족이 발생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계획법의 절차 중

각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제시된 요소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공통요소를 제시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공통요소라 함은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 중 최소 물 부족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한다면 후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수천 유역의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의 최소 물 부족량을 합한

8.70백만㎥/년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수천은 4003 중권역으로 섬진강 상류로 유입되는 지류로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경

우 최소 물 부족량이 0.01백만㎥/년이며 대부분 하천유지유량 부족이다. 오수천의 오수지점의

경우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은 1.43㎥/s로 현재 확보가능량은 0.40㎥/s, 향후 확보필요량은 1.03

㎥/s로 현재에도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취수 수요량인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의 경우 수요관리를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물 부족량을 수요

관리가 아닌 시설물을 통해 완화 및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수천 유역의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섬진강댐으로부터의 물이동, 섬진강본류로부터

물 공급, 농업용저수지 신규개발 및 지하수 신규개발을 제시하였다. 4003 중권역은 현재 193개

의 농업용저수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유효저수용량은 14.09백만㎥이고 오봉저수지

가 4.23백만㎥의 유효저수용량으로 가장 큰 저수지이며 다른 농업용저수지는 유효저수용량이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하천취수를 전환하여 오봉저수지 등으로부터 용수를 공급

받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용량이 너무 적어 안정적인 용수공급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역 특성상 대규모 농업용저수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저수지 신규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섬진강댐의 용수공급신뢰도는 그림 2.1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가

77%이며 최댓값이 100%로 분석되었다. 섬진강댐의 최저 용수공급신뢰도를 나타내는 시나리오

는 RCP 4.5 CMCC-CMS 고수요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 경로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 시나리오 경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나리오 경로에서 95% 이상의 안정적인 공급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오수천 유역의 최소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 섬진강댐으로부터의 물 이동은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

안으로 섬진강본류에서의 취수는 섬진강본류의 유량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류의 섬진강댐

으로부터의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하수 조사연보에서는

4003 중권역에 속해 있는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의 지하수개발가능량 대비 이용

량은 30.85%로 추가로 이용가능한 양은 약 200백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 신

규개발은 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오수천 유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대

안은 그림 2.1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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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6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위한 대안(오수천 유역) 

■ 최적대안 평가

각 대안별 평가를 위해 먼저 대안별 물 수급 전망을 재수행하였다. 오수천의 최소 물 부족량

인 8.70백만㎥/년을 공급하기 위한 각 대안별 물 수급 전망 결과 오수천의 물 부족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 유역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편익비용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타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참고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공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모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동일한 편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B/C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수

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및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비용만을 검토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 약 50㎥/일의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공사비로 약 1억 정도의 비용이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며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략 470개의 지하수 공이 필요함에 따라

개략적인 공사비는 47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진강댐으로부터의 물 이동은 거리

가 대략 28.72km이며 취수시설 및 관로부설, 가시설설치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대략 1,606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섬진강본류로부터의 물 공급은 관로연장이 대략 16.43km

이며 취수시설, 관로부설 및 가시설설치 등으로 인해 대략 1,0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공사비 이외에도 섬진강댐과 섬진강본류로부터의 물 공급은 공사를 위한 보상비가 별도로

필요하며 조사설계비, 유지관리비 및 예비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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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각각의 대안별 편익비용비 분석에 있어서 모든 대안이 동일한 편익을 발생하며 비용

의 경우 섬진강댐 공급>섬진강본류 공급>지하수 신규개발 순으로 분석됨에 따라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대안은 지하수 신규개발으로 선정되었다. 물 부족량이 크지 않고 물 부족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수 신규개발 대안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하수 개발에 의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하천수 수위 저하 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평가하여 그 영향 정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편익비

용 분석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C 분석만으로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

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 대

안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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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가) 예비율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① 기후변화 대응 댐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 댐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연구동향 분석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우기에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에 비우기 기간에는 강수량이

적어 효율적인 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수계

에는 이·치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들이 건설되어 있으며 우기에 발생한 강수량을 저

류하여 비우기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 이후에도 신도시 조성, 농업

시설 확충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용수공급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홍수기에 집

중되는 강우패턴 영향으로 인한 가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권태영 2014)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수확보방안이 필요하지만 신규 댐 건설의 제한된 입지, 댐

상·하류 지역 간의 입장차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 개발이 어려움에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댐의 효율적인 운영 등

을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댐의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

는 비활용용량을 추가적인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충족가

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가능량인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이란 댐에 의해서 형성된 저수지를 이용하여 하류에 물공급 가능한

수량을 의미하며, 댐의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자원의 확보 및 저수지의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하는 수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과 용수공급 및 추가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필요성 평가 등의

저수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데 널리 적용된

평가기준은 극한가뭄 동안에도 용수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의미의 보장공급량 기

준이 있으며 이외에도 물부족 허용방법인 신뢰도 기준, 통계적 지표인 회복도 및 취약도 경험적

지표인 SI(Shortage index), DPD(water Deficit Per Day)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시스템의 치수 기준과 달리 이수 관련 기준은 목적 및 사정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지 않

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

가 지표로 보장공급량과 신뢰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평가기준들 마다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정략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신규댐 건설,

기존댐 평가, 비상용수 기준마련 등 관련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 혼란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동향 분석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저수지나 댐뿐만 아니라 수자원에 포함되는 모든 수자원 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이재응 등 2002)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다목적 댐에 대한 모형 및 분석기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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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권태영(2014)은 우리나라의 주요 11개 다목적댐을 HEC-ResSim을 이용하여 이수안전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기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다목적댐의 설계당시 계획된 이수 안전

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방안 및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차상화 등(2004)은 저수지 규

모 결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안동 다목적댐을

선정하여 HEC-5 모형을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을 하고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로 신뢰도를

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복원도 및 취약도 등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강민구 등(2005)은

SCE-UA법과 다중목적함수를 사용한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의-최적화

모형을 개발했으며, 개발된 모형을 통해 섬진강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연구도 함께 진행 하였

다. 이제찬 등(2008)은 낙동강하류 진동지점의 유황특성을 파악하고 안동댐 실제운영자료를 기

준으로 HEC-5 모형을 이용한 안동댐 용수공급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문장원 등(2011)은 우리

나라 5대강 유역에서 운영되는 다목적댐 중심으로 가뭄의 빈도에 따른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

였다. 박성삼 등(2011)은 우리나라를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상강·섬진강권역으로

분할하여 수자원 권역별 장기수요량에 따른 물 수지분석을 수행하고, 권역별 댐 유입량에 따른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능력 등을 가뭄 사상별로 파악 및 평가하였다. 윤국희(2011)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계운영과 단독운영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댐을 HEC-Res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운영방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 유역별로 합리적인 연계운영룰을

제시하였다. 차형선 등(2011)은 국내·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준이나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김지원(2012)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댐 유역 내 미래 강우-유출량을 예측하여 용

담 및 대청 다목적댐의 단독운영과 연계운영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HEC-ResSi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동훈 등(2012)은 댐 하류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용수공급 가

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용수공급능력의 평가기준인 이수안전도를 신뢰도 96.7%, 95.0%의

연단위 및 월단위로 설정하여 안동 및 임하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 하였다. 이재응

등(2012)은 이수안전도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자원시스템의 용수공급 이행

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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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도 내용

국내 권태영
다목적댐 이수안전도 평가

지표 개선 방안 연구
2014

우리나라의 주요 다목적댐을 대상

으로 재평가 및 새로운 지표제안

국내 이재응 등

최적화기법과 모의기법을

이용한 다목적댐의 용수공

급능력 평가

2002

모의 기법과 최적기법을 사용하여

용담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산

정

국내 차상화 등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2004

저수지 규모 결정 및 운영계획을

위하여 안동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HEC-5를 이용한 용수공급능력 평

가 분석

국내 강민구 등

저수지 최적 운영 모형을

이용한 추가 용수공급 능력

평가

2005

SCE-UA법과 다중목적함수를 사

용하여 최적 모형개발 및 용수공급

능력평가

국내 이제찬 등

낙동강하류 유황을 고려한

안동댐의 효율적인 용수공

급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낙동강하류 진동지점의 실제 운영

자료를 기준으로 HEC-5 모형을

이용한 용수공급 신뢰도 평가

국내 문장원 등
가뭄빈도별 5대강 유역의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평가
2011

5대강 유역의 다목적댐 중심으로

가뭄 빈도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분

석

국내 박성삼 등
우리나라 다목적 댐 용수공

급능력 평가
2011

우리나라의 권역별 댐 유입량에 따

른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내 윤국희
HEC-ResSim을 이용한 저

수지 연계운영 효과 연구
2011

HEC-ResSim을 이용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계운영과 단독운영의

용수공급능력 비교 및 평가

국내 차형선 등
수자원계획에서 이수안전도

기준의 적정성 평가
2011

국내·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 분석 및 장단점 비교 및

개선방안 제안

국내 김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용담 및 대청댐의 용수공급

능력 평가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강우-유출량 예측으로 용담 및 대

청 다목적댐 분석

국내 이동훈 등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2012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용수공

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하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재

평가

국내 이재응 등

최적화기법과 모의기법을

이용한 다목적댐의 용수공

급능력 평가

2012

이수안전도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리적 평가 방법

연구

표 2.51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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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동향 분석

미국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개념은 상시공급량(firm yield)이며 특정 기간 동안의 기록을 이

용하여 주어진 신뢰도에 대해 물공급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족 시킬 수 있는 공급

량이다 영국의 경우 operataion yield를 주로 사용하며 이는 수요의 계절적 변화와 공급을 고려

하여 모의운영의 결과로 얻은 공급량을 의미한다. 모의운영은 미래의 유입량에 대하여 가정은

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저수지 저류량에 의해서 방류량을 결정하여 가뭄 종료 시점을 가정하고

용수공급을 저감시켜 가뭄 종료 시 까지 저수지에 물이 남아 있도록 운영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우 정상상태 공급량(steady state yield)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장기간(1,000,000년)의 추

계학적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공급량을

의미한다.

외국의 경우 이수안전도는 10년 빈도 내지 과거 최대 가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수안전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수자원 계획은 대상 가뭄에 대해 미개

척국에서는 과거 최대의 가뭄,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100년 빈도 갈수량,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

우 20년 빈도 갈수량으로 이수안전도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경우 WESSEX 물관리청에서는 50

년 빈도의 갈수량으로 이수안전도를 제시하였으며 영국의 ANGLIAN 물관리청은 과거 최대 갈

수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년빈도의 갈수량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

수안전도는 갈수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갈수발생빈도(재현기간)를 사용하며 갈수기간내 저

수지로부터 용수공급 중단일수를 말한다. 그리고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용수공급 제한 일

수 백분율(%)이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갈수피해액이 사용된다.

이처럼 국가뿐 아니라 특성이 다른 지역은 각 지역에 적합한 이수안전도를 채택하여 가뭄에 대

비하려 하고 있다.

국가명 이수안전도 기준

미국

미개척국 과거 최대 갈수량

미국동부지역 100년 빈도 갈수량

캘리포니아 수자원국 20년 빈도 갈수량

영국
WESSEX 물관리청 50년 빈도 갈수량

ANGLIAN 물관리청 과거 최대 갈수량

일본 10년∼40년 빈도 갈수량

프랑스 10년 빈도 갈수량

표 2.52 국외 이수안전도 기준

국외의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Hashimoto 등

(1982)이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와 회복도, 취약도를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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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Moy 등(1986)은 신뢰도가 증가하거나 최대연속 부족일수가 감소하게 되면 큰 부족량

에 대한 시스템의 취약도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으며, 회복도를 용수공급의 실패상태에 있는 최

대연속기간의 역수로 정의하였다.

Duckstein 등(1987)은 신뢰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용수공급, 홍수조절과

같은 서비스 제공 상대빈도를 의미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수요를 일부라도 만족시키는 비율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질, 수요와 공급사이의 경과 시간을 말하는 반응속도, 실패사상 사이의 평균

시간을 말하는 실패기간, 임무기간 동안 시스템이 적절한 상태로 운영될 확률을 의미하는 임무

신뢰도, 시스템의 실패상태에 있지 않을 확률인 이용가능성, 물공급 실패 발생 이후 소요되는

평균 회복기간을 의미하는 복원도, 실패사상의 평균 강도와 단위기간 동안 가장 큰 부족량을 의

미하는 취약도, 주어진 시간에 기기를 수리할 확률의미인 기기 유지관리성, 서로 다른 기간 동

안의 실패율 곡선을 의미하는 위험률 곡선을 제시하였다.

Kindler 등(1989)은 기간신뢰도와 취약도, 최대연속물부족기간의 지수를 이용한 저수지 거동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였으며 저수지 운영에 의한 가상의 결과를 그림 2.1에 제시하였

으며 세 지수 값은 모두 같지만 두 운영의 결과는 차이가 크며, 이러한 경우 연도별 기간신뢰도

가 실제 용수공급 실패 상황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간신뢰도와 최대 연속 물

부족일수는 상충되지 않고 이는 한 지수가 향상되더라도 다른 하나의 지수가 나빠지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연평균기간신뢰도와 최대 물 부족량은 상충되며 한 지수가 향상되면 다른 한 지수는 악화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연속물부족 기간과 최대 물 부족량도 상충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다기

준 선택기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2.167 가상의 저수지 운영 결과

Budhakooncharoen 등(1990)은 발생신뢰도는 전체 기간 중 성공기간과 용수공급 실패기간

횟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지 못한 지표이며 일방향 편

차 제곱의 합도 양적신뢰도와 중복되므로 유용하지 못한 지표이며, 기간신뢰도는 모든 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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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동일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동안 전체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빈도만을

나타낼 뿐 실패의 심도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Bogardi 등(1995)은 연 단위의 기간

신뢰도를 연 발생신뢰도, 월단위의 기간신뢰도를 기간신뢰도, 양적신뢰도는 1보다 큰 값도 가질

수 있으며 큰 값은 지나치게 큰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1보다 크다고 부족이 없는것은 아니며 1

보다 작은 값의 저수지 시스템은 표준 이하의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수자원 시스템운영 평가에 얼마나 많은 지표가 필요하며 어떠한 지표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양적 신뢰도는 전통적인 신뢰도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복될 가능성

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Jinno 등(1995)은 모든 실패는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하였지만

실패의 심도나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실패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고려

되지만, 사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실패는 떨어져서 발생하는 동일한 양의 실패보다 더 큰 피해

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신뢰도, 복원도, 취약도의 선형 가중함수를 도입하였다. Dandy 등(1995)

은 보장공급량을 사용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Kundzewicz 등(1995)은

기존의 발생신뢰도, 기간신뢰도, 양적신뢰도, 연 신뢰도를 분석하여 앞서 Moy 등(1986)이 정의

한 최대값 개념의 복원도가 Hashimoto 등(1982)이 정의한 평균 개념의 복원도보다 우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실패기간과 누적부족량은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최대부족량과 누적부족량, 평균 실

패기간과 최대부족량, 평균 실패기간과 누적부족량 사이의 상관계수 분석을 수행하였고 저수지

시스템의 거동이 매우 좋지 않거나 매우 좋은 경우, 기간신뢰도는 양적신뢰도와 접근한다고 하

였다. 기간신뢰도와 양적신뢰도, 신뢰도와 복원도 사이는 상호 상충되지 않는 다고 하였으며, 신

뢰도와 취약도, 복원도와 취약도 사이에 경우따라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Srivastava 등(2009)은 인도의 Mula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18년 동안의 월

간 유입량을 이용, 1차적으로 100% 보장공급량을 만족하고 2차로 75%신뢰 공급량을 만족시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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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도 내용

국외
Hasimoto

등

Reliability,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Critiria For

Water Resource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1982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 지표로

신뢰도, 회복도, 취약도 제시

국외 Moy 등

A programming model for

analysis of the reliability,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of a water supply reservoir

1986
신뢰도 및 최대부족일수가 미치는

시스템의 취약도 및 회복도 분석

국외
Duckstein

등

Engineering Reliability and

Risk in Water Resources
1987

신뢰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 제시

및 분석

국외 Kindler 등

Multicriteria evaluation of

decision rules in the design

of a storage reservoir

1989
저수지 운영평가의 다기준 선택기법

분석

국외
Budhakoonc

haroen 등

Interactive 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 in

Reservoir Operation

1990
발생신뢰도 및 양적신뢰도의 한계점

분석 및 평가

국외 bogardi 등
Reliability analysis of

reservoir operation
1995

수자원 시스템 운영 평가에

신뢰도의 중복적 지표 가능성 분석

국외 Jinno 등

Risk assessment of a

Water supply System

during Drought

1995

물공급 실패사상의 분석과 실제

가뭄사상의 비교와 선형 가중함수

도입 및 분석

국외
Kundzewicz

등

Reliability-related criteria

in water supply system

studies

1995

Moy의 복원도 개념과 Hashimoto의

평균 개념의 평가기준 비교 및

평가방법간 상충성 분석

국외 Dandy 등

Comparison of Methods for

Yield Assessment of

Multiple Reservoir Systems

1995 다목적댐의 보장공급량 분석

국외
Srivastava

등

Storage-yield evaluation

and operation of Mula

reservoir

2009
인도의 Mula 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표 2.53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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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율 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비상용수」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강우특성은 수

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뭄 발생시 용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가뭄, 수질오염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긴급대

책으로 댐에 저류된 비상용수를 사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댐의 비상용량을 비

상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내 대비책으로 제시된 바 없다.

•「예비율」

예비율은 자원을 사용할 양만큼 이용하고도 남아 있는 여분을 말하며 이미 타 SOC사업에서

예비율 개념의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물공급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

용수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용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예비율 개념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수자원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뭄

대책으로 예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공급 예비율 확보 기술 정립이 필요

하다.

•「기술의 필요성」

중국도 최근 수자원이 부족한 가뭄 취약지역에 비상용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뭄 시 피해가

현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를 이용한 비상용수 공급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역시 주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 확보 대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5∼7년 주기로 전국적인 가

뭄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이 빈번히 발

생하여 물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물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식 개발을 통한 가뭄 대책이 필요

하다.

㉯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수준 및 역량」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기후 특성에 의해 홍수기에 강우가 집중되고 갈수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효율적인 물관리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수확보방안이 필요하

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 개발이 어려움에 있다. 따라서 기존댐의 비

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충족 가능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널리 적용된 평가 기준은 보장공급량 기준, 신뢰도 기준, 회복도, 취약도, 경험적 지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시스템의 치수 기준과 달리 이수 관련 기준은 목적 및 사

정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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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능력 평가기준」

보장공급량이란 극한가뭄 동안에도 용수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공급량이나 안전공급량을

말하며 보장공급량 기준에 의한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기록상 특정한 기간에 의해 보장공급량이

결정된다. 물 부족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급가능량을 기준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함

에 따라 수자원 구조물의 용수공급능력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수립함으로써 수자원 이용률의 저

하를 가져올 수 있다. 신뢰도 기준은 장기간 계획에 걸쳐 저수지 운영을 통한 전체 기간 중 일

정 비율의 기간 동안만 물부족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용수 부족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평

가하는 방법이다. 신뢰도 기준에 의한 방법은 수문 자료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모의운영

을 통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한 후 완전보장 혹은 일정 수준 이하의 물 부족이 발생하는 공급량

을 산정한다. 보장공급량 기준은 특정 연도 기준이나 다년도 기준의 극심한 갈수 기간에도 공급

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방식으로 신뢰도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

지만 수자원 이용효율이 낮고 특정 연도의 포함 여부에 따라 영향이 크다. 신뢰도 기준은 물 부

족 안정성은 보장공급량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자원 이용효율이 높고 신뢰도의

기준 및 평가단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자원시스템 용수공급 평가지표 분석」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수안전도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는 신뢰

도, 회복도, 취약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사 지표들이 다수 존재한다. 용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처는 용수공급 가능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용수공급 가능량

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용수공급시스템 평가에 사용

된 평가 기준은 크게 보장공급량과 신뢰도 방식이 있지만 각 방법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

복도, 취약도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평가 기준은 기록상 나타난 극한 갈수시에도 공급이 가능한

보장공급량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지만 최근 댐 계획에서는 신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추세이

다. 다양한 지표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으로 복잡한 용수공급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지표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단일 지표 사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며 물 부족 상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용수공급능력 평가 방안이 요구된다.

㉰ 물공급 예비율 확보 연구

•「타 SOC 예비율 분석」

타 SOC자원의 대표적인 2가지 예로 석유예비량과 전력예비율가 있다. 이 두 자원은 수자원

과 마찬가지로 부족량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석유예

비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정책이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수입량의 90일분 이상의 석유비축을 의무화 하였으며 전기예비력은

운영예비력 400만 Kw를 기준으로 전력량이 400만 K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비상상황으로 간

주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5.1.4조(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에 의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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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동향분석」

물공급 예비율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며 그와 유사한 비상용수 또는

비상용량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만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다목적댐은 비상용량이 산정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물 공급 안정성이 평가된 다목적댐에 추가적으로 비상용수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댐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극한 가뭄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 사회·경제적 피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비상용수 도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나 사용에 관한 기준

이 없어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 연구동향분석」

국외에서는 이미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이 심화가

전망됨에 따라 예비율 개념의 물관리를 개발 및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 물수요 예측 최적

결정방법으로 저수지의 예비 저장을 활용하고 있다. 예비 저장된 용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을 완

화할 수 있으며 비상 상황시 용수공급뿐 아니라 수질 악화 억제기능을 할 수 있으며 예비 저장

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안전성 높은

물 공급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 방안의 문헌 연구 및 선정

㉮ 저수지 운영

저수지 운영이란 저류된 물을 방류시점마다 유입량과 당시의 저수량을 감안하여 댐 운영 목

표를 이루기 위한 양의 물을 방류하는 것이다. 저수지 운영 기법이란 저수지가 정상운영 상황에

서 방류량을 결정하는 방류 기준 또는 규칙이다. 댐운영을 위한 목표에는 용수공급(관개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수력발전, 주운, 수질보전, 생태계보전, 오락 및 휴식공간의 확보, 홍수

조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강신욱, 2011).

저수지 운영에 있어 최적화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력되어야 하는 여러 인자들이 있

다. 그 중 방류시점의 저수량과 미래의 유입량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인자이다. 저수

량은 댐에 대한 수위-저수량 곡선식에 의하여 결정 가능하지만, 미래 유입량의 경우 불확실성

이 크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 국내외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방안 조사

조사된 여러 가지 저수지 운영 기법 및 국내외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기법에 대한 연구 동향

을 표 2.1과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1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저수지 운영 기법은 미공병단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의 문헌 중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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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관련 그림

표준

운영률

(standard

operating

policy)

▪단일 저수지에서 하류로 용수를 공급할 때
하류의 목표 수요량만큼 공급하는 저수지 운
영률

▪예상되는 유입량에 따라 댐의 방류량을 조절
▪최적성은 예상 유입량과 물 부족의 경제적
영향에 의존

▪수문 상황과 물 부족의 경제적 영향이 불확
실할수록 최적 운영방법이 표준운영률에 가
까워짐

표준운영률(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

용수

제한

공급

기법

(hedging

rule)

▪1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one point
hedging)

- 용수 감량 상수(trigger value)를 이용하여 제
한공급 실행 저수량(hedging volume)을 결정
함

- 결정된 용수 감량 상수와 제한공급 실행 저
수량을 이용하여 방류량을 결정하여 제한공
급함

▪2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two point
hedging)

- 용수 감량 상수를 사용하는 대신  ,의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용수 제한공급함

- 은 제한공급 시작하는 저수량을 의미함
- 는 더 이상 제한공급을 하지 않는 저수량
을 의미함

▪3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three point
hedging)

- 2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에서 발전한 형태
-  , 의 매개변수 사이에 의 새로운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용수 제한공급 기법에
유연성을 더함

- 운영률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수위 구간별 용수 제한공급 기법(zone-based
hedging)

- 저수지 수위에 따라 방류량을 결정하여 제한
공급

▪추계학적 동적계획의 용수 제한공급 기법
(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 hedging)

- 손실함수와 저수지유입량, 추계학적 동적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저수지 운영을 최적화함.

감량상수를 이용한 1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

2단계 용수 제한공급 기법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

수위 구간별 용수 제한공급 기법

(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

표 2.54 여러 가지 저수지 운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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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관련 그림

Pack

rule

▪이수기에 목표 수요량을 초과하는 가용수량
을 이용하여 수력 발전, 용수공급, 수질오염
조절, 지하수함량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운영률임

▪수문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유입량이 예측
값 보다 적을 경우가 있으므로 pack rule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함

Pack rule 적용 모식도(U.S. Army Corps of 

Engineers, 1996)

표 2.54 여러 가지 저수지 운영률(계속)

구분 개념 관련 그림

Shih 와

ReVelle

(1995)

▪이산화 용수 제한공급 기법을 개발함
▪가뭄 시 저수지 운영 기간 중 하류의 수요량
에 대한 용수 공급 충족 횟수에서 단계별 제
한공급 실행 저수량의 합을 뺀 값을 최소화
하는 목적함수를 사용함

▪이산화 용수 제한공급 기법의 해를 구하기
위해 혼합정수계획기법을 사용함.

St-1+ît 

Rt

V3p V2p V1p C+D

D

a1D

a2D

Full Demand Released

First Phase Rationing

Second Phase Rationing

infeasible

1

1

Storage Plus Projected Inflow

D
ra

ft 
to

 W
at

er
 S

up
pl

y

이산화 용수 제한공급의 예(Shih와 ReVelle, 1995)

Neelakanta

n 등

(1999)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용수 제한공급 기법을
이용하여 저수지군 운영 모형을 계획하기 위
한 방법론을 제시함

표 2.55 국내외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에 관한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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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관련 그림

박명기 등

(2002)

▪대청댐에 대한 용수 제한공급 기법 적용
▪용수 제한공급 기법에서 비선형항에 대한 처
리 기법으로 축차선형계획기법의 개념을 도
입함

▪최대 물 부족량, 평균 물 부족량을 최소로 하
는 목적함수를 사용

▪복원도와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는 제약조건
식을 추가함

용수 제한공급 기법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법

(박명기 등,2002)

류관형 등

(2009)

▪한강 수계에 있는 댐군에 대하여 용수 제한
공급 기법을 적용

▪댐의 상시만수위 저수량에 대한 실제 저수량
의 편차, 수요에 대한 용수공급 부족량, 하천
유지용수 부족량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제시

▪목표 저수량과 실제 저수량의 차, 각 수요처
의 수요에 대한 용수공급 부족량, 하천유지유
량의 부족량을 최소로하는 목적함수를 사용

김정엽 등

(2014)

▪한강 수계 댐 중 주요 댐 5개 지점(소양강댐,
화천댐, 청평댐, 충주댐, 팔당댐)을 대상으로
저수지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성

▪갈수대응을 고려한 한강수계 저수지군 최적
운영시스템 정식화함

▪하류 주요 제어지점의 운영기간 동안의 총
물 부족량, 용수 제한공급 기법이 고려되는 3
개 저수지에 대한 각각의 단계별 제한공급
실행 저수량, 제어지점의 운영기간 중 최대
물 부족심도의 합과 운영 기간별 각 댐의 저
수량, 운영 기간에 대해 댐별 수력에너지의
생산량을 합한 값의 차를 최소로 하는 것으
로 구성

한강 수계 저수지 시스템(김정엽 등, 2014)

표 2.55 국내외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에 관한 연구 사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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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대응을 위한 저수지 운영 기법 선정

용수 감량공급 기법은 향후에 있을 가뭄에 대비하여 미리 기본 계획 공급량 보다 조금 적은

양을 방류함으로써 미래에 있을 물 부족을 완화시키는 기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뭄 대응

단계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나누어져 있으며,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뭄 대응 단계에 상응하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Shih 와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응

용하여 적용하였다.

Shih 와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의 모식도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목적함수는 식 (2.12)와 같으며, 그 의미는 하류의 수요량에 대한 용수 공급 충족

횟수(
  



)에서 단계별 감량공급 실행저수량( ,  , )의 합을 뺀 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다.

Maximize 
  








 (2.12)

여기서, 는 용수 공급을 충족시킬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이 된다. 는 가중치이다. 는 저

수지를 운영하게 될 총 기간이며, 는 1부터 12까지로 월(月)을 의미한다. Shih 와

Revelle(1995)는 식 (2.12)를 목적함수로 하는 수학적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혼합정수계획

법을 사용하였다. 이산화 용수 감량 공급 기법의 제약조건식은 Shih 와 Revelle(1995)의 문헌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에서 감량공급 실행저수량은 결정변수이다. 감량공급 실행저수량

은 저수지의 가용수량에 대한 감량공급의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가

용수량은 현재 저수량에 미래 유입량을 합한 값으로서, 미래 유입량 자료가 필요하다.

(나) 수자원 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법론 개발

①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낙동강 시범유역 다목적댐 제원 및 용수공급계획

•다목적댐 제원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낙동강권역은 6개의 대권역, 33개의 중권역 그리고 272개 표준유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권역에는 용수공급과 관련된 다목적댐인 안동댐, 임하댐 등 을

비롯한 총 9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으며, 각 다목적댐의 댐, 유역, 저수지의 제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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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단위

낙동강

댐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김천

부항
성덕 보현산

《수계》 km

수계면적 23,384.2
《댐》

수계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밀양강

낙동강-

위천(1)

낙동강-

김천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낙동강금

호강

하천 낙동강 반변천 황강 남강 단장천(2) 위천(2) 부항천(2) 보현천(2) 고현천

형식 E.C.R.D E.C.R.D C.G.D C.F.R.D C.F.R.D C.F.R.D C.F.R.D C.G.D C.G.D

높이 m 83 73 96 34 89.5 45 64 58.5 58.5
길이 m 612 515 472 1,126 53.5 390 472 274.0 250

정상표고 EL.m 166 168 181 51 213.0 208.4 201.4 368.5 241
심벽정고 EL.m 165.4 167.5 - - - - - - -
체적 천m 4,015 3,423 981 1,280 3,943 877 2,189 227 203

《유역》
유역면적 km 1,584 1,361 925 2,285 95.4 87.5 82.0 41.3 32.61
수계점유율 % 6.7 5.8 4 9.8 0.4 0.4 0.4 0.2 0.1
연평균유입량 CMS 27.0 17.3 28.9 64.4 2.91 1.61 1.65 0.77 0.57
연평균강우량 mm 950.0 1,055.1 1,370.40 1,514.30 1,269.5 1,061 1,127 1,043.3 1,064

연간

용수공급량
m 926 591.6 599 573.3 73 38.3 36.3 20.6 14.87

-생공 450 363.6 520 224.4 50.8 31.9 28.0 15.4 13.24
-관개 300 13 32 226.8 13.1 2.6 3.2 3.1 0.68
-유지 176 215 47 122.1 9.1 3.8 5.1 2.1 0.95

《저수지》
저수면적
(계획홍수위)

km 51.5 26.4 25 28.2 2.2 2.65 2.57 1.53 1.47

계획홍수위 EL.m 161.7 164.7 179 46 210.2 205.1 198.6 364.9 238.5
상시만수위 EL.m 160 163 176 41 207.2 204.0 195.0 364.0 236.0
홍수기

제한수위
EL.m - 161.7 - - - - 1393.5 362.0 236.0

일류부표고 EL.m 151 151.4 166 29.0 199.5 197.2 190.5 360.0 234.5
저수위 EL.m 130 137 140 32 150 181.0 165.0 333.0 208.0
용수공급

가능수위
EL.m 121 124 114.4 29 148 179.0 161.5 321.0 206.5

용수공급

목표년도
년 1984 2001 2001 2021 2016 2021 2020 2021 2025

표 2.56 낙동강권역 다목적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댐 건설에 따른 용수배분은 댐 개발 규모 결정 단계와 댐 건설 후 용수공급 단계로 나누어진

다.

댐 개발 규모 결정단계에서는 댐의 저수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댐 하류부의 지자체 및 기타 단

체들의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및 댐

규모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댐 건설 후 용수공급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얻고 댐 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음의 표는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시 배분된 용도별 용수공급량에 의한 용수배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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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

다목적댐

총저수량

(백만㎥)

유효저수용

량

(백만㎥)

용수공급량 (백만㎥/년)
준공

연도

목표

연도생 공 관개 하천유지 계

낙동강

안동댐 1,248.0 1,000.0 450.0 300.0 176.0 926.0 1977 1984
임하댐 595.0 424.0 364.0 13.0 215.0 592.0 1992 2001
합천댐 790.0 560.0 520.0 32.0 47.0 599.0 1989 2001
남강댐 309.0 299.7 224.4 226.8 122.1 573.3 1999 2021
밀양댐 73.6 69.8 50.8 13.1 9.1 73.0 2001 2016
군위댐 48.7 40.1 31.9 2.6 3.8 38.3 2012 2021
부항댐 54.3 42.6 28.0 3.2 5.1 36.3 2013 2020
보현산댐 22.1 17.9 13.2 0.7 1.0 14.9 2014 2025
계 3,140.7 2,454.1 1,682.3 591.4 579.1 2,852.8

표 2.57 낙동강권역 다목적댐 용수배분 현황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낙동강권역의 총9개의 댐에 대한 월별 용수공급계

획을 나타낸 것으로 생·공용수는 연중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하천 유지용수

의 경우도 남강댐을 제외하고는 연중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농업용수

는 4월부터 10월사이에 공급되며 해당 지역의 농작물의 작황시기에 따라 월별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댐, 합천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성덕댐, 보현산댐의 경우 공급량은 저수지

내 취수 없이 전량 댐하류로 방류되며, 임하댐, 남강댐, 밀양댐의 경우 댐내 취수탑의 취수와 댐

하류로 방류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댐하류 방류시 낙동강의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취수장에 의해 광역, 지자체 등으로 공급되며, 댐내 취수 물량은 임하댐의 경우 영천댐 및

포항권 광역, 남강댐은 남강광역, 밀양댐은 밀양댐광역으로 공급된다.

아래 그림은 낙동강유역 용수공급 모식도를 생공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별로 초당 공

급량과 함께 연간 총 공급량을 나타낸 것으로 낭동강유역의 총 댐공급량은 백만m년이
며, 특히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그리고 밀양댐의 총 댐공급량은 백만m년으로
낙동강유역의 댐공급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낙동강유역 용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68 낙동강 유역의 용수공급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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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댐 건설 전·후 수문특성 변화

•댐 건설 전·후 강수량, 유입량, 유출률 특성변화

낙동강 유역의 5개 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의 강수량은 댐 건설 전에 비해 댐 준공

후에 증가하는 반면, 유입량의 경우 안동댐과 남강댐은 증가하며 임하, 합천댐은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합천댐의 유입량 감소가 전 계절에 걸쳐 심각하며, 임하 및 밀양댐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의 유입량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댐 건설 전에 비해 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유입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댐 기본계획 당시 가지야마 공식을 이용한 유입량 계산으로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저수지 운영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댐건설 후 실측 저수지 유입량

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그림은 낙동강 유역 주요 다목적댐 건설 전·후의 수문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Di
ffe

ren
ce

 (%
)

유입량 유출률강수량

그림 2.169 낙동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 전·후의 수문특성 변화 

•댐 건설 전·후 연간, 계절별 유입량 경향성 분석(예:안동댐)

안동댐의 경우 연간 및 홍수기(7-9월)의 유입량이 증가추세를 보이나, 2006년 이후에는 연간

유입량이 감소하고 봄철(1-3월) 및 겨울철(10-12월)의 유입량도 감소추세를 보이므로 가뭄으

로 인한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안동댐의 연평균 유입량의 경우, 1982년과 1995년에 최소, 2002년 및 2003년은 최대로

1982년 및 1995년에 가뭄으로 인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약 3-4년 주

기로 유입량이 증가하고, 약 12-13년 주기로 유입량의 감소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안동댐의 댐 건설 전·후 연간, 계절별 유입량 경향성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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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0 안동댐의 연간, 계절별 유입량 경향성 분석

㉰ 다목적댐 가뭄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다목적댐 가뭄특성 및 운영현황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시작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시까지 오랜 시

간이 필요하며, 파급효과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림 2.171에서 볼 수 있듯이 가뭄은 5-6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나, 지역 간 강수의 변

동성과 계절별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과거 저수지 운영기준을 통한 물 관리로는 기후변화에 따

른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수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실례를 들어 2015년 중순까지 소양강댐은 댐 건설이래 두 번째로 수위가 낮아진 심각한 상황

이었으나,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 효율화 및 이후 강수량의 증가로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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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령댐의 2015년 중순(7월)까지만 하더라도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평년대

비 5%이하의 유입량에 따라 용수공급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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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1 K-water 다목적댐 수계별-연도별 강수량 비교 

그림 2.172 예년 대비 2015년 소양강댐 

유입량 및 저수량 현황 

그림 2.173 예년 대비 2015년 보령댐 유입량 

및 저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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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목적댐 운영현황

강

수

량

유

입

량

저

수

율

표 2.58 K-water 다목적댐 운영현황(2015년)

표 2.58은 K-water 다목적댐의 2015년 운영현황이다. 2015년에는 다목적댐 평균 924mm의
예년대비 69%에 해당하는 적은 양의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입량도 다목적댐 평균

435백만으로 예년대비 47%를 기록하는 등 다목적댐 전체에서 용수공급에 한계가 발생하였

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시행되었던 보령댐의 경우, 예년대비 48%에 해당하는 낮

은 저수율(2015.12.31.기준)을 기록하는 등 용수공급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현 상태로

는 향후 봄 가뭄이 발생했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다목적댐 가뭄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 검토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2014)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댐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댐의 용수공급량을 조정하고, 비축 가능한 대응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재난예방을 위한 댐의 적정 용수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댐 용수부족시 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댐의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수공급능력을 유지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2014)은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공급량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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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홍수기(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가능량을 검토하여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구분하고, 6월말 기준 저수위(용수공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만 공급조정을 통

해 공급량 감축 및 저수량 비축을 시행한다.

그림 2.174 국가안전세부집행계획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 기준(2014)

이러한 운영방식은 6월말 이후 가뭄지속 시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지적되며, 실례

로 소양강-충주댐의 경우 6월말 예상수위가 저수위보다 약 3m 높은 수준(관심)에 불과하였으

나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였다.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은 홍수기(6.20.-9.30.) 유입량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용

수공급에 필요한 유입량의 대부분이 홍수기에 유입된다. 가뭄이 극심했던 2015년의 경우 홍수

기에 강수량이 적어 유입량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계절적 변동성이 점차 악화될 경우, 기존 홍수기 유입량에 의

존한 저수지 운영기준으로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유입량 산정시 현행 20년 갈수빈도 유입 단일조건은 가뭄 호전 시 불필요한 과잉 대

응 우려와 가뭄 악화 시 느슨한 대응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 장래 유입량의 불확실성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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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5 안동댐 가뭄시 유입량-수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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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6 보령댐 2015년 대비 연간 저수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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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 예비율 적용 모형 개발

㉮ 수자원 시설물(댐) 예비율 추정 방법론 정립

•수자원 시설물(댐) 예비율 추정방법 검토

타 SOC 사업은 이미 예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를 설립하여 의무적으로 예비량을 비축하도록 하였으며

전력의 경우 총 공급 가능량의 약 5∼10%(400만 Kw) 전력을 예비율로 산정하고 안정된 전력

공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의 경우 석유와 유사한 개념인 총 공급 가능량과 별도로 추가적인 예비량(율)을 비축하

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대부분 이수용량 외에 비상용량을 확보하

고 있으나 명확한 활용 기준이 없어 이를 예비율 개념의 여유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면 용수공급능력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수자원 시설물의 운영 및 평가는 최소 일(Day)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방안 및 기준 또한

일 단위로 계획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향후 모의운영을 통한 예비율 산정 시 며

칠 동안 공급이 가능한지의 추가 용수공급 가능일(Day)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된다.

그림 2.177 석유, 전력의 예비율 개념

•수질고려 및 시범유역 선정

사수위까지 비상용량을 활용할 경우 수자원 시설물 하층의 퇴적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공급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용량 중 일부만을 예비율 개념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 예비율 산정할 것이며 이후 심화된 연구에서는 댐의 수

위에 따른 수질을 고려하여 예비율 산정 연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유역의 최근 30

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어 최근 20년간 제한급수 피해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뭄 피해 규모가 큰 낙동강 유역 내 수자원 시설물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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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년도) 전체 제한급수 인구(천명) 낙동강 피해인구(천명) 낙동강 피해 비율(%)

1994 2222.4 1437.4 64.7

2001 482.9 154.9 32.1

2008 280.1 131.0 46.8

표 2.59 낙동강 유역의 제한급수 피해 현황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 시설물 중 남강댐의 경우 비상용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밀양, 군위,

부항댐의 경우 비상용량의 규모가 너무 작아 분석대상 유역에서 제외하였다. 안동, 임하, 합천댐

의 20년 이상의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용수공급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임하댐 및 합천댐의

경우 설계신뢰도 이하로 저조하여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

하댐의 경우 안동-임하 연계운영과 같은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천댐의 경우 비상용량 확보량이 크기 때문에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량 활용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일수 부족일수 기간신뢰도 양적신뢰도 회복도

안동댐 13,149 400 0.970 0.981 0.028

임하댐 7,305 1,099 0.850 0.873 0.020

합천댐 9,496 955 0.899 0.914 0.023

표 2.60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의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공급 안정성 검토

•모형 구축

당해 연구에서는 최종 목표인 예비율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용수공급능력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에서 개

발된 HEC-ResSim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HEC-ResSim 모형은 총 3가지 Module로 나누어지며 모형 구축 이전에 필요한 자료는

WAMIS 또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운영 및 평가는 일단위로 설정하였으며 홍수기 제한수위 및 실제운영을 고려한 수자원 시설

물과 유사한 모의를 하도록 구축하였으며 운영 기간은 30년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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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8 HEC-ResSim 모형 구축 과정

그림 2.179 HEC-ResSim을 활용한 합천댐 모형 구축 순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유입 시나리오별 용수공급 안정성 검토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

시아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강수특성 변화 및 증발량 증가, 토양수분 변화로

수자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유입량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범유역

인 합천댐의 과거 관측된 유입량 자료의 20%씩 감소시켜 댐 운영을 통한 물 부족 심화 시나리

오를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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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수준
총 부족량

(MCM)

부족일 수

(일)

기간신뢰도

(%)

추가 공급 부족일

(일)
100 % 1,240.9 955 89.9 -
80 % 2,101.3 1,553 83.6 598
60 % 4,683.4 3,424 64.9 2,469
40 % 8,086.6 5,763 39.3 4,808

표 2.61 유입량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유입량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기간신뢰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기존 관측된 유입량의 40%

수준의 유입시 용수공급 부족일이 급격히 증가하며 기간신뢰도가 40%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댐 내 운영 수위도 대부분의 기간이 저수위에 도달하여 있어 수자원 시설물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모형에서는 댐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용수공급의 전체량을 중단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량을 중단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더욱 낮은 수위로 낮아질 수 있어 실제 가

뭄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량 감소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이 현저히 하락하였으

므로 비상용량 활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입 시나리오별 비사용량을 활용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유입 수준
비상용량 활용

수준

부족일수

(일)

기간신뢰도

(%)

추가 공급 부족일

(일)

100 %
100% 955 89.9 -

0 % 764 92.0 191

80 %
100 % 1,553 83.6 -

0 % 1,355 85.7 198

60 %
100 % 3,424 64.0 -

0 % 3,343 64.8 81

40 %
100 % 5,763 39.3 -

0 % 5,659 40.4 104

표 2.62 비상용량 활용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유입 시나리오별 비상용량 활용으로 최소 81일에서 최대 191일까지 추가 용수공급 일이 발생

하였으며 기간신뢰도는 0.8%에서 최대 2.1% 증가하였다. 비상용량 활용에도 유입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입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40, 60%에서는 용수 부족 사

상 발생 이후 일정 수위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80, 100%에서는 차기 용수 부족 사상 발생

이전 일정 수위를 회복하여 비상용량 활용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③ 두 개 댐의 가뭄 및 평상 시 운영 모형 구성

㉮ 한 대권역의 지속기간-빈도-유입량 자료 획득

표 2.3에서 표 2.5는 획득한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월별 평균 및 20년과 200년의 가뭄 빈도별

유입량을 제시한 것이다. 획득한 가뭄 빈도별 유입량은 연구 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낙동강 주

요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입력자료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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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1 5.46 3.02 4.37 11.71 0.63 0.30 0.42
2 8.77 4.39 5.94 18.02 0.90 0.38 0.57
3 15.69 8.96 8.60 29.13 1.43 0.63 0.66
4 28.86 16.36 10.76 43.82 2.76 1.19 0.92
5 27.26 20.11 10.59 43.09 2.78 1.42 0.87
6 33.63 23.57 20.77 80.00 3.33 2.16 1.75
7 95.44 66.47 62.39 197.08 8.22 4.07 4.95
8 82.91 66.23 65.06 206.38 6.44 3.82 4.42
9 63.92 46.08 48.37 141.50 6.10 3.04 3.21
10 13.75 6.37 10.09 29.17 1.02 1.03 0.95
11 8.71 3.41 6.50 18.27 0.79 0.65 0.61
12 6.69 3.68 5.46 15.21 0.60 0.42 0.37

표 2.63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월별 평균 유입량 (단위:ms)

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1 2.91 1.03 3.04 7.84 0.21 0.13 0.17
2 3.51 1.71 3.51 9.39 0.38 0.13 0.23
3 9.46 4.60 5.40 17.75 0.78 0.27 0.31
4 16.37 6.04 5.15 22.56 1.50 0.63 0.37
5 13.77 5.95 3.77 19.82 1.22 0.81 0.36
6 13.70 7.02 5.92 26.64 1.32 1.23 0.76
7 55.88 26.13 26.05 89.21 4.19 2.39 2.96
8 44.72 18.91 23.76 82.98 2.43 2.36 2.34
9 25.18 8.25 9.75 35.40 2.01 1.68 1.05
10 6.98 2.78 5.26 14.33 0.46 0.58 0.27
11 4.75 1.90 4.28 11.56 0.25 0.39 0.27
12 3.67 1.45 3.54 9.54 0.23 0.24 0.18

표 2.64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월별 20년 가뭄 빈도 유입량 (단위:ms)

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1 1.83 0.79 2.51 6.87 0.10 0.08 0.14
2 2.83 1.25 2.84 7.40 0.18 0.05 0.18
3 7.79 3.45 4.45 13.41 0.50 0.14 0.24
4 13.66 4.37 3.92 16.95 0.82 0.33 0.27
5 10.59 3.74 2.45 13.84 0.67 0.42 0.25
6 10.62 4.69 2.80 14.55 0.63 0.68 0.51
7 42.17 19.10 15.44 55.92 2.27 1.20 2.24
8 35.49 11.82 15.08 53.79 1.47 1.46 1.77
9 17.91 4.85 5.70 21.78 0.87 0.78 0.68
10 5.56 2.02 4.23 11.75 0.25 0.31 0.19
11 4.00 1.49 3.47 9.29 0.11 0.21 0.20
12 3.01 1.15 2.97 8.07 0.13 0.13 0.15

표 2.65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월별 200년 가뭄 빈도 유입량 (단위:ms)



- 241 -

㉯ 한 대권역 내 두 다목적 댐의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 구성

․단일 댐에 대한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감량공급 기준곡선 결정

Shih 와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은 2단계의 감량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뭄 대응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국토교통부, 2015)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감량공급을 달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h 와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2단계의 감량공급 최적화 기법 수식

을 확장하여 그림 2.180과 같이 4단계의 감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적함수는 식(2.13과

같다. 주요 제약조건 식은 진영규 (201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Maximize 
  



 
  



 (2.13)

그림 2.180 4단계 가용수량 기준의 용수 감량공급 기법 모식도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적용한 기간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합천댐의 경우, 위

의 수학적 모형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중 심각단계에서 국토교통부(2015)에서 정한 바와 같

이 생⋅공용수를 10 % 감량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장기간의 가뭄 기간(1994 ~ 1996) 동안 용수

를 거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감량공급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각단계에서 생⋅공용수를 30 % 감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2는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의 결과로서 단계별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Box-Whisker 그림은 과거 월별 가용수량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다. 임하댐과 합천댐의

경우에는 7 ~ 9월의 관심, 주의 단계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이 1 ~ 5월의 각 값에 비하여 큰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홍수기에 가용수량이 작아질 때 이듬해 봄의 물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면

선제적으로 물 공급을 감량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안동댐의 경우 3월부터 관심단계

의 감량공급 실행 가용수량이 10월부터 2월의 값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마른 장마와 같

은 홍수기에 발생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월부터 감량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66은 합천댐을 대상으로 결정된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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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수지 모의 운영 결과와 과거 운영 실적을 비교한 표이다. 최소 물 공급량은 모의 운영 결

과가 과거 운영 실적 대비 2.7배 커졌으며, 최대 물 부족량은 32%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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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댐 (b) 임하댐 (c) 합천댐

그림 2.181 결정된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감량공급 기준곡선

운영 기간 2006 ~ 2010

과거 운영 기록

기본계획공급량( mmonth) 54.37

최소 물 공급량( mmonth) 8.17(A)

최대 물 부족량( mmonth) 46.20

발생기간 2009-07

모의 운영 결과

기본계획공급량( mmonth) 54.95

최소 물 공급량( mmonth) 22.22(A의 2.7배)

최대 물 부족량( mmonth) 31.14

발생기간 2009-6

표 2.66 합천댐의 과거 운영 기록과 모의 운영 결과의 최소 물 공급량 및 최대 물 부족량

㉰ 세 개 댐 연계 운영 모형 구성 및 운영 결과 분석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는 ‘두 개 댐의 가뭄 및 평상시 저수지군 운영 모형 구성’이다.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계획할 당시 두 개 댐(안동댐, 임하댐)에 대하여 댐 연계 운영을 하려고 하였

다. 그러나 두 댐의 경우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댐 연계 운영 시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 개 댐(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의 연계 운영 모형을 구성하였다. 세 개 댐 연계 운영 모형의

모식도는 그림 2.182-(a)와 같다. 그림 2.182-(a)에서 제어지점은 각 댐의 추가 방류량 결정과

물 부족량을 평가하는 지점이다. 제어지점 1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기본 계획공급량을 합한

값에서 생⋅공용수 계약량의 일부(부산 물금에서 계약한 양)를 제외한 양에 대한 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제어지점 2는 합천댐의 기본 계획공급량과 안동댐에서 방류하는 생⋅공용수 계약량

의 일부(부산 물금에서 계약한 양)를 포함한 양에 대하여 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세 개 댐의 연계 운영을 위한 운영 규칙은 그림 2.182-(b)와 같으며, 각 댐의 방류량을 결정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된 각 댐의 감량공급 기준곡선에 따라 현재 가용수량에 맞

는 방류량을 결정한다. 둘째, 각 댐의 결정된 방류량의 합한 값을 제어지점 1과 제어지점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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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각 제어지점의 목표 수량은 ◯a 와 ◯b 에 나타내었다.

◯a 제어지점 1의 목표 수량: (안동댐의 기본 계획 공급량) + (임하댐의 기본 계획 공급량)

–(안동댐에서 방류하는 부산 물금에 계약된 생⋅공용수 계약량)

◯b 제어지점 2의 목표 수량: (합천댐의 기본 계획 공급량)

+ (안동댐에서 방류하는 부산 물금에 계약된 생⋅공용수 계약량)

셋째, 제어지점의 수량이 제어지점의 목표 수량보다 적으면, 세 개 댐은 넷째∼여섯째의 절차에

따라 연계 운영을 한다. 그와 반대로 제어지점의 수량과 제어지점의 목표 수량이 같다면 각 댐

은 독립 이수 운영한다. 넷째, 다음의 단계에서는 제어지점에서 산정된 물 부족량만큼 추가 방

류 할 댐을 선정한다. 기본 계획 공급량 외에 추가 방류량을 방류할 댐은 운영 시점에서 해당

댐의 여유 수량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세 개 댐 모두 정상 운영이 불가하고, 감량공급을

해야 한다면 독립 이수 운영한다. 다섯째, 넷째에서 결정된 추가 방류를 하게 될 댐은 제어지점

의 물 부족량만큼 추가 방류를 하게 된다.

(a) 세 개 댐 운영 모형의 모식도 (b) 댐 연계 운영을 위한 운영 규칙

그림 2.182 세 개 댐 운영 모형 모식도 및 연계 운영 규칙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일 댐에 대한 운영모형의 우수성은 앞서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본 절에

서는 연계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개 댐의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세 개 댐의 모의 운영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

형은 FORTRAN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183은 세 개 댐의 연계운영 결과와 독립운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 댐의 저수량과 방류량을 비교한 것이다. 안동댐의 경우, 제어지점의

물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 방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하댐과 합천댐에서는 추

가 방류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하류 제어지점의 물 공급 부족량을 안동댐의 방류로 전량 채우

거나, 임하댐 또는 합천댐의 여유 수량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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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저수량(안동댐) (b)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방류량(안동댐)

(c)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저수량(임하댐) (d)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방류량(임하댐)

(e)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저수량(합천댐) (f)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방류량(합천댐)

그림 2.183 낙동강 세 개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 비교

그림 2.184는 세 개 댐의 연계운영 결과와 독립운영 결과를 각 제어지점의 용수 공급 부족량

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세 개 댐을 독립운영 할 경우,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세 개 댐을 연

계 운영할 경우, 임하댐에서 감량공급하는 양에 상응하는 용수를 안동댐에서 충분히 공급함으로

써 제어지점 1의 물 부족을 완화시켰다(그림 2.184-(a)). 또한, 황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

에서는 독립운영의 물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에 비하여 연계운영의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이 안동댐의 추가 방류량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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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

- 용수 공급 부족량(제어지점1)

(b)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

- 용수 공급 부족량(제어지점2)

그림 2.184 낙동강 세 개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 비교

–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표 2.67은 세 개 댐의 연계운영 결과와 독립운영 결과를 모의 기간(2006 ∼ 2010)에 발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비교한 것이다. 황강 합류부 직상류에서 발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은

연계 운영한 결과가 독립 운영한 결과에 비하여 13% 완화되었으며, 황강 합류부 직하류에서 발

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은 24% 완화되었다.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 황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

연계운영 1,143 295

독립운영 1,321 386

표 2.67 낙동강 세 개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 비교 – 총 물부족량

(단위: 백만 m)

(다) 댐 예비율 적용모형 및 운영기준의 시범유역 적용

①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기 수립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및 보완

•다목적댐 시범유역 기후 및 수문 환경 변화 분석

K-water 다목적댐의 가뭄은 5~6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의 시·공

간적 변동성이 점차 커질 경우, 과거 저수지 운영기준에 따른 물관리로는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

수공급에 한계가 있다. 시범유역인 낙동강 내 5개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유역

의 준공 이 후 경년별 강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안동댐 유역을 제외한 나머지 댐에서 감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M-K test 결과 남강댐 유역에서는 여름철(7~9월)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 낙동강 5개 다목적댐 경년별 무강우 일수 변화 추세를 분석하니 모든

댐에서 5일 무강우 및 10일 무강우 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M-K test 결과,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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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목적댐 경년별 유입량 평균 및 극한 값(상위 95%, 하위 95%)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입량

평균은 전체 다목적댐에서 감소 경향을 보였고 특히,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하위 95% 극한값

유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경향(M-K test)를 보여, 향후 댐 유입량 감소로 인한 저수량

비축에 따른 가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2.185 낙동강 다목적댐 경년별 무강우일수 변화

그림 2.186 낙동강 다목적댐 경년별 유입량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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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응 다목적댐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2014)은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듬해

홍수기(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가능량을 검토하여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구분하

고, 6월말 기준 저수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만 공급조정을 통해 공급량 감축 및

저수량 비축 시행한다.

이러한 경우 6월말 이후 가뭄지속 시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뭄 대응 저수

지 운영은 홍수기 (6.20. ~ 9.30.) 유입량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용수공급에 필요한

유입량의 대부분은 홍수기에 유입되었다. 가뭄이 극심했던 2015년의 경우 봄가뭄은 없었으나

홍수기에 강수량이 적어 유입량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용수공급이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

하여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과 용수공급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댐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신속한 댐의 용수공급량을 조정하고 비축 가

능한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의단계 저수량을 기준으로 댐 유입량

이 없는 조건에서도 10일분 공급량의 확보에서 관심단계에서 15일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향조

정되고 심각 단계에서 댐 유입량이 없는 조건에서도 최소 15일간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기준저수량 설정 강화하였다. 댐별 단독 운영 조건에서 소양강댐과 충주댐,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하여 연계운영을 반영하였다. 주의단계부터 농업용수 여유량 감축과 더불어 댐-보-하구둣 및

발전댐 간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여유량 전량 감축 및 운영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강화하였다.

농업용수 사용시기별 특성, 생·공용수 실제 감축사례 등을 토대로 초기감축율을 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극한가뭄 및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

수공급을 위해 국가기준인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환경부)의 기준저수량 산정 시

스템(S/W)는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갈수기 용수공급 확보를 위한 상시만

수위를 모두 연계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류하천의 환경용수의

추가확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저수량 산정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2.187 기준저수량 산정 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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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8 용수부족 대비 저수지운영 기준저수량 비교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낙동강 내 6개 다목적댐(남강댐은 용수공급 조정기준 부재)을 대상으로 과거 가뭄기간에서의

댐 운영에 따른 저수량과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안)을 적용한 저수량을 비

교하였다.

그림 2.189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낙동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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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동-임하 합천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801.9 399.2 727.7 461.8 704.1 802.7 285.5 177.4 314.4 171.7 294.7 443.6

② 1,416.3 891.0 1,530.9 907.0 1,231.3 1,193.9 409.7 222.8 563.6 207.2 411.3 370.8

③ 614.4 491.8 803.2 445.2 527.2 391.2 124.2 45.4 249.2 35.5 116.6 -72.8

댐 밀양 군위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 - 9.2 32.3 30.6 43.4 - - - - 7.6 27.7

② - - 3.8 20.0 46.1 67.6 - - - - 5.8 22.0

③ - - -5.4 -12.3 15.5 24.2 - - - - -1.8 -5.7

댐 김천부항 6개댐 통합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 - - - 17.6 22.1 1,087.4 576.6 1,051.3 665.8 1,054.6 1,357.5

② - - - - 18.6 18.9 1,931.8 1,010.0 2,087.6 1,056.2 1,685.9 1,640.4

③ - - - 1.0 -3.2 844.4 433.4 1,036.3 390.4 631.3 282.9

표 2.68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단위 : 백만㎥)

㉯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용수공급 능력 및 취약성 분석

•물리적 기반 유출모형 시범유역 구축 및 적용성 평가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시나리오 산정을 위해 K-water에서 자체개발한 K-DRUM모형을 활

용하여 낙동강 다목적 댐에 대해 모형을 구축하고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내 5개 다목적

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에 대해 R2, NSE 등 5가지 적합성 지수를 적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하였고 R2의 경우 0.74 ~ 0.94, NSE는 0.68 ~ 0.93로 나타내었다.

Index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R2 0.74 0.78 0.79 0.94 0.83

NSE 0.68 0.68 0.73 0.93 0.82

PBIAS -61.08 -105.07 -81.03 -36.16 -56.75

RSR 0.56 0.57 0.52 0.26 0.43

표 2.69 K-DRUM모형 검·보정

•다목적댐 시범유역 기후 및 수문학적 영향 평가 (예:합천댐)

과거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기준기간(Baseline Period; 1976~2005)에 대한 26개 GCMs기반

및 관측자료 기반 다목적댐 유역 강수량 및 평균기온의 변화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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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0 GCM 기반 및 관측자료 기반 다목적댐 강수량 및 평균기온 변화 비교(1976~2005) 

예:합천댐

기본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합천댐의 경우 CNRM-CM5, IPSL-CM5B-LR 그리고

MPI-ESM-MR 모델이 타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모델로 선정된 IPSL-CM5B-LR, MPI-ESM-MR 모델의 경

우, 기간 내 연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좋은 모델로 선정된 3가지 모델의 기간 내(1976-2005) 연강수량은 평균 1314.5mm로 관

측 값인 1272.4mm에 비해 크게 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측 값과 GCM의 모의

값 간의 RMSE가 타 모델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기간(Baseline Period; 1976~2005)의 관측 값과 26개 GCMs의 월강수량에 대한

Quartile-Quartile Plot에 따른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500mm이상의 강수량이 관측 값에 비해

26개 GCMs에서 크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NRM-CM5의 경우  =0.9918을

나타내고 있어 관측 값의 월별 강수 분포를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NRM-CM5는 연강수량과 월강수량 변화 비교 분석에서 모두 상대적

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준기간(Baseline Period; 1976~2005)의 관측 값과 26개 GCMs의 월평균기온에 대한

Quartile-Quartile Plot에 따른 분석 결과, 26개 GCMs의  가 모두 0.99이상의 값을 나타내

고 있어 관측 값의 월별 평균 온도 분포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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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1 GCM 기반 및 관측자료 기반 다목적댐 연강수량 변화 비교(1976~2005) 예:합천댐

•기 수립 저수지 운영기준(안)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평가

26개 GCMs 52개 RCP4.5/8.5 시나리오 중 최상위 이수안전도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선정

한 결과, CanESM2(RCP8.5)가 분석기간(2010 ~ 2099년)동안 98.8%로 분석되었으며 30년씩

나누어 산정한 이수안전도는 각각 98.5% (2010 ~ 2039년), 99.7% (2040 ~ 2069년), 100%

(2070 ~ 2099년)로 나타났다.

최하위 이수안전도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선정한 결과, CMCC-CMS(RCP4.5)가 분석기간

(2010 ~ 2099년)동안 이수안전도가 65.5%로 분석되었으며 30년씩 나누어 산정한 이수안전도는

각각 57.8% (2010 ~ 2039년), 58.7% (2040 ~ 2069년), 80.3% (2070 ~ 2099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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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99년 2010 ~ 2039년

2040 ~ 2069년 2070 ~ 2099년

그림 2.192 최상위 이수안전도 시나리오 분석(CanESM2, RCP8.5)

2010 ~ 2099년 2010 ~ 2039년

2040 ~ 2069년 2070 ~ 2099년

그림 2.193 최하위 이수안전도 시나리오 분석(CMCC-CMS, RCP4.5)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및 운영기준 도출

•다목적댐 기준저수량 산정을 위한 기후변화 수문시나리오 평가 및 선정

낙동강 내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을 대상으로 26개 GCMs – RCP4.5/8.5 시나리

오 및 앙상블 연강수량, 연평균기온, 월평균 강수량, 연평균유입량 그리고 월평균 유입량을 전망

하여 분석하였다. 전망기간은 2010~2099년으로 각각 30년 단위로 단기(2010~2039년), 중기

(2040~2069년), 장기(2070~2099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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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4 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강수량 전망 예(합천댐)

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강수량 전망 결과, 합천댐의 경우 RCP4.5 시나리오에

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강수량의 증가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

3.8%(49.7mm), 중기(2040~2069년)에서 8.4%(110.5mm) 그리고 장기(2070~2099년)에서

10.9%(143.1mm)으로 나타났다. RCP8.5 시나리오에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강

수량의 증가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4.9%(64.5mm), 중기(2040~2069년)에서

11.4%(149.2mm) 그리고 장기(2070~2099년)에서 18.1%(236.4mm)으로 나타났다.

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평균기온 전망 결과, 합천댐의 경우 RCP4.5 시나리오

에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의 증가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

7.9%(1.0℃), 중기(2040~2069년)에서 15.5%(1.9℃) 그리고 장기(2070~2099년)에서 19.5%(2.

4℃)으로 나타났다. RCP8.5 시나리오에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의 증가

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9.0%(1.1℃), 중기(2040~2069년)에서 21.0%(2.6℃) 그리고 장기

(2070~2099년)에서 35.5%(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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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5 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평균기온 전망 예(합천댐)

다목적댐 26개 GCM RCP 시나리오 및 앙상블 월평균강수량 전망 결과, 앙상블 월평균강수

량의 경우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기준기간에 피해 월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홍수기(6월-9월)의 월평균 강수량의 경우 기준기간에 비해 강수 편차가 100mm이상으

로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RCP8.5가 RCP4.5에 비해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96 다목적댐 26개 GCM RCP 시나리오 앙상블 월평균강수량 전망 예]합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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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합천댐의 경우 RCP4.5 시나리

오 에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평균유입량의 증가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

4.0%(0.9cms), 중기(2040~2069년)에서 8.9%(2.0cms) 그리고 장기(2070~2099년)에서

11.3%(2.6cms)으로 나타났다. RCP8.5 시나리오 에서 기준기간(1976년~2005년)에 비해 연평

균유입량의 증가량이 단기(2010~2039년)에서 5.2%(1.2cms), 중기(2040~2069년)에서

11.4%(2.6cms) 그리고 장기(2070~2099년)에서 17.7%(4.1cms)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7 26개 GCM RCP시나리오 및 앙상블 연평균유입량 전망 예]합천댐

그림 2.198 시범유역 다목적댐 연평균 유입량 전망(26개 GCMs RCP4.5/8.5 및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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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26개 GCM RCP 시나리오 및 앙상블 월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앙상블 월평균유입

량의 경우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기준기간에 피해 월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홍수기(6월-9월)의 월평균 강수량의 경우 기준기간에 비해 유입량의 편차가 10cms이

상으로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RCP8.5가 RCP4.5에 비해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수기 유입량의 감소는 미래 안정적인 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저수지 운영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99 다목적댐 26개 GCM RCP 시나리오 앙상블 월평균강수량 전망 예]합천댐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보완 및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뭄 단계별 대응 단계 해제는 저수량이 정상환원 도달 시까지 최악의 조건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한 개 또는 두 개의 댐 저수량이 일정 수위와 일정기간을 유지하면 상위 단계로 향

상되는 단계별 해제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뭄단계 해제기준 설정을 위해 가뭄지수를 검토하였고

댐유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댐 유입량을 입력자료로 하는 일단위 표준유입량지수(SFI)를

개발하고 SPI 지수와 비교·분석하였다.

SFI 지수의 경우 각 댐 완공시기에 따른 축적 유량 데이터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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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기 위해 500년 일별 모의유입량을 이용하여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한 후 과거 유입량자

료로 산정한 SFI지수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에 대해 당시 저수량, SPI 및

SFI 지수의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저수량과 SPI, SFI지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나 가뭄단계에 해당시에 SFI 지수가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뭄 단계별 해제는 단기

간 및 장기간의 추세뿐만 아니라 기저유출, 토양수분 등의 수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가

뭄 단계별 해제 기준 설정시 저수량과 가뭄지수(SFI) 호합 사용이 필요하다.

SFI 지수의 가뭄 구간을 가뭄단계에 맞추어 보통가뭄(Moderate Drought), 심한가뭄

(Severe Drought), 극심가뭄(Extreme Drought), 예외적인 가뭄(Exceptional Drought) 총 4

등급으로 나누었고 과거 기간의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SFI지수를 이용해 유황곡선 개념

을 적용하여 가뭄심도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2.200 과거 가뭄기간에 저수량, SPI 및 SFI 지수 비교

그림 2.201 가뭄단계 해제기준 모의 모식도 및 Flow chart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SFI 지수 관심이상 지속기간별, 단계별 저수위

수위 유지기간별, SFI(관심 이상) 지속기간 + 단계별 저수지 수위 유지기간별 등 총 12가지 시

나리오별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천댐을 대상으로 1990 ~ 2015년 동안 가뭄단계 해제시나

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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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제 5일유지 10일유지 15일유지 30일유지

SFI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6 82.7 82.7 82.7

회복도(일) 77.3 82.5(▲5.2일) 82.3(▲5.0일) 82.2(▲4.9일) 82.7(▲5.4일)

수위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8(▲4.5일) 81.6(▲4.3일)

SFI + 수위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9(▲4.6일) 81.6(▲4.3일)

표 2.70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 분석

또한, 대표적인 가뭄 기간에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 적용시 추가 공급량을 비교하였고 생·공

용수, 생·공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의 추가적인 공급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대 5.4일까

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였다.

공급량 SFI+수위(5일유지) SFI+수위(10일유지) SFI+수위(15일유지) SFI+수위(30일유지)

‘94 ▲7.67 ▲7.41 ▲7.26 ▲5.44

‘09 ▲0.95 ▲0.13 ▲0.29 ▲0.29

‘10 ▲3.51 ▲2.77 ▲1.90 ▲0.00

표 2.71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공급량 비교 (단위:백만㎥)

용수 공급가능 일 수
SFI+수위

(5일유지)

SFI+수위

(10일유지)

SFI+수위

(15일유지)

SFI+수위

(30일유지)

‘94

생·공용수 5.4일 5.2일 5.1일 3.8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4.9일 4.8일 4.7일 3.5일

‘09

생·공용수 0.7일 0.1일 0.2일 0.2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0.6일 0.1일 0.2일 0.2일

‘10

생·공용수 2.5일 1.9일 1.3일 0.0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2.3일 1.8일 1.2일 0.0일

표 2.72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일수 비교

기후변화 대응 가뭄단계별 해제기준 설정을 위해 유지일수 뿐만 아니라 SFI지수의 기준변경

(관심→정상), 관심·주의 10일 – 경계·심각 15일, 관심·주의 15일 – 경계·심각 30일 등 다양

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가공급량 및 추가 공급일수를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가뭄년도와 비교한 결과, 1994년도에 추가 공급가능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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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91 백만㎥, 추가 공급일수가 생·공용수는 5.6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는 5.1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은 추가 공급가능량이 1.21 백만㎥, 추가 공급일수가 생·공용수는

0.9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는 0.8일 증가하며 2010년도에는 최대 4.06 백만㎥, 생·공용수 3.4

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3.1일 증가하는 것을 보임

공급량

SFI+수위 15일

(SFI

관심이상)

SFI+수위 15일

(SFI

주의이상,

OR조건)

SFI+수위 15일

(SFI

관심이상,

OR조건)

관심·주의(10

일)

경계·심각(15

일)

SFI 주의이상

관심·주의(15

일)

경계·심각(30

일)

SFI 주의이상

관심·주의(10

일)

경계·심각(15

일)

SFI 관심이상

관심·주의(15

일)

경계·심각(30

일)

SFI 관심이상

‘94 ▲7.26 ▲7.91 ▲7.91 ▲7.91 ▲7.67 ▲7.91 ▲7.91

‘09 ▲0.29 ▲1.24 ▲1.24 ▲1.26 ▲1.21 ▲0.50 ▲1.21

‘10 ▲1.90 ▲4.06 ▲4.06 ▲3.49 ▲2.55 ▲4.79 ▲4.06

표 2.73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공급량 비교 (단위:백만㎥)

용수 공급가능 

일 수

SFI+수위 15일

(SFI 관심이상)

SFI+수위 15일

(SFI 주의이상, 

OR조건)

SFI+수위 15일

(SFI 관심이상, 

OR조건)

관심·주의(10일)

경계·심각(15일)

SFI 주의이상

관심·주의(15일)

경계·심각(30일)

SFI 주의이상

관심·주의(10일)

경계·심각(15일)

SFI 관심이상

관심·주의(15일)

경계·심각(30일)

SFI 관심이상

‘94

생·공용수 5.1 일 5.6 일 5.6 일 5.6 일 5.4 일 5.6 일 5.6 일

생·공·농

·하천유지

용수

4.8 일 5.1 일 5.1 일 5.1 일 4.9 일 5.1 일 5.1 일

‘09

생·공용수 0.2 일 0.9 일 0.9 일 0.9 일 0.9 일 0.4 일 0.9 일

생·공·농

·하천유지

용수

0.2 일 0.8 일 0.8 일 0.8 일 0.8 일 0.3 일 0.8 일

‘10

생·공용수 1.9 일 2.9 일 2.9 일 2.5 일 1.8 일 3.4 일 2.9 일

생·공·농

·하천유지

용수

1.2 일 2.6 일 2.6 일 2.3 일 1.6 일 3.1 일 2.6 일

표 2.74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일수 비교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방법론)

26 GCMs RCP4.5/8.5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저수량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 단계별 해제기준을 적용한 최적 저수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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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2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방법론)

② 수자원 시설물 예비율 모형 적용

㉮ 댐 예비율 모형 구축 및 시범유역에 적용

•댐 예비율 모형 구축

당해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서 수행한 댐 예비율 적용 모형을 시범유역인 합천댐에 적용하여

모형 적용 시 용수공급능력의 향상 정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당해 연구에서는 기존

댐 예비율 적용 모형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국토통부)을 적용하였다.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다목적댐의 용수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기법

으로 다목적댐에서 용수부족이 예상될 때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최대한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응 단계별 감량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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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3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용수공급 조정 체계

모의운영 및 평가는 일(Day)로 설정하고 대안별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향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4개의 Case로 나누어 모의운영 하였으며 Case 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운영방법 비고

Case 1 비상용량 비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2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3 비상용량 비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Case 4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표 2.75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Case 설정

•합천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Case 별 모의운영 결과를 이용하여 합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

수공급능력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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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뢰도

(Reliability)

수자원 시스템의 상태가 운영 기간 동안 얼마나 정상적으로 공급되는가를

확률로 나타내는 지표.

Hashimoto et al.(1982)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

또는 공급량 등으로 나누어짐.

 ∈ (1)

여기서, 는 신뢰도, 는 용수수요의 충족상태를 나타냄.

회복도

(Resiliency)

자원 시스템의 상태가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점으로부

터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Hashimoto et al.(1982)이 제시한 회복도는 식 (2)와 같이 용수공급 실패 사

상의 지속기간 동안의 평균 회복도와 같고 Moy et al.(1986)이 제시한 회복

도는 수자원 시스템의 운영기간 중 최대연속 용수공급 실패기간을 고려한

식 (3)과 같음.

     




 

(2)

  max  (3)

여기서, 는 지속기간 평균 회복도, 는 용수공급 실패사상의 수,

는 용수공급 실패 지속기간, 는 최대지속기간 회복도를 나타냄.

취약도

(Vulnerability)

수자원 시스템의 용수공급 실패로 발생 가능한 물 부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Hashimoto et al. (1982)이 제시한 취약도는 식 (4)와 같고 용수공급 실패기

간 동안의 평균 용수공급 부족량을 나타낸다. 또한 Moy et al. (1986)은 물

부족량의 최대값을 활용한 평가를 통해 취약도를 산정하는 식 (5)와 같음.

  


  



 (4)

  max (5)

여기서, 는 평균 용수공급 부족량, 은 용수공급 실패사상의 수,

는 용수공급 부족량, 은 최대 용수공급 부족량을 나타냄.

표 2.76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

Case 별 모의운영 결과 일반운영(Case 1)에 비해 비상용량 활용(Case 2) 및 용수공급 조정

기준 적용(Case 3)시 모든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두 가지 대안을 복합

적용(Case 4)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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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 1
①

Case 2 Case 3 Case 4
② ② - ① ③ ③ - ① ④ ④ - ①

부족일수
(일) 971 774 -197 551 -420 99 -872

부족량
(MCM) 1,246.2 984.0 -262.2 745.9 -500.3 184.2 -1,062

기간
신뢰도(%) 90.2 92.2 2.0 94.2 4.0 99.0 8.3

양적
신뢰도(%) 92.3 93.9 1.6 95.4 3.1 99.1 6.8

평균 회복도 0.024 0.027 0.003 0.042 0.018 0.202 0.178

최대 회복도 0.006 0.007 0.001 0.014 0.008 0.042 0.036

평균취약도
(MCM) 54.2 46.9 -7.3 32.4 -21.8 7.1 -47.0

최대 취약도
(MCM) 210.1 183.6 -26.5 93.6 -116.5 34.4 -175.7

표 2.77 Case 별 용수공급능력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한 Case 3, Case 4의 경우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아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공급량을 감축하기 때문에 완벽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

기 어렵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감량 공급으로 인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감량일수를

고려한 경우 일반운영(Case 1)에 비해 대부분의 용수공급능력 지표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특성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생·공용수를 장기간 공급하기 위해 선제

적 감량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

을 적용한 Case 4에서는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감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도 일반운영

(Case 1)보다 공급신뢰도가 0.5%(79.9 MCM) 증가하여 장기간 용수를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용수공급능력이 가장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Case 1

①

Case 3 Case 4
③ ③ - ① ④ ④ - ①

부족일수
+감량일수
(일)

971 1800 829 2142 1171

부족량+감축
량(MCM) 1246.2 1293.2 47.0 1166.2 -80.0

기간
신뢰도(%) 90.2 81.8 -8.4 78.3 -11.9

양적
신뢰도(%) 92.3 92.0 -0.3 92.8 0.5

평균 회복도 0.024 0.004 -0.020 0.004 -0.020

최대 회복도 0.006 0.001 -0.005 0.001 -0.005

평균 취약도
(MCM) 54.2 161.7 107.5 129.6 75.4

최대 취약도
(MCM) 210.1 566.6 356.5 724.8 514.7

표 2.78 감량일수를 고려한 대안별 용수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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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낙동강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 모형 구성

㉮ 다목적 댐들 각각의 순단위 저수량 기준의 용수 감량공급 규칙 개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저수량 기준 용수 감량공급 규칙 결정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운영할 경우, 미래 유입

량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유입량 예측은 예측 정확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

뭄에 대응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 유입량 예측에 실패할

경우에는 용수 공급에 크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유입량을

배제한 저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개발하였다.

저수량 기준의 4 단계 이산화 용수 감량공급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 유입량을 배제하고 현재

단일 저수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량만을 가지고 가뭄의 단계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

수 감량공급을 할 수 있는 저수지 운영 기법이다(그림 2204). 저수량 기준의 4 단계 용수 감량

공급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수학적 모형의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식은 진영규 등(201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2.204 저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법의 모식도

그림 2.205는 결정된 낙동강 주요 5 개 다목적 댐들(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의 가뭄

대응을 위한 저수량 기준의 순(旬) 단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다목적

댐의 순 단위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은 과거 기록 유입량이 가장 적은 기간을 포함

하고, 가뭄 기간 이전과 이후에 홍수가 포함된 기간에 대하여 최적화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

적화 모형으로서 혼합 정수계획법을 적용하였고, 목적함수식과 제약조건식 29개 종은 진영규

(2016)의 논문에 상술되어 있다. 최적화 모형의 매개변수로서 가뭄 기간 내에 심각단계에 상응

하는 방류량을 방류하는 횟수가 사용되었다. 각 다목적 댐들의 최적 순 단위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은 목적함수 값이 최소값에 근접한 것들 중에서 순별 변동이 급격하지 않고, 실

제 댐 운영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남강댐은 댐 저수량에 비하여 유역 면적이 넓고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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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으며, 2008년에 연 유입량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저수량 회복이 빠른

이유로 인하여 용수 감량공급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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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천댐 (d) 남강댐

그림 2.205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저수량 기준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 266 -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한 독립 모의 운영 결과와 과거 운영

실적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결정된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의 순 단위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의 검증을 하고자 한다. 검증기간은 모든 댐에 발생된 가뭄을 포함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각 댐의 모의 운영은 검증 기간의 유입량 자료와 순 단위 용수 감

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이용하였다. 독립 댐 모의 운영 모형은 FORTRAN 언어로 작성

하였다.

표 2.8은 각 댐 별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나타낸 것이다. 안동댐 모의 운영 결과는 과거 실

적 총 용수 공급 부족량에 비하여 1/4로 완화되었다. 임하댐은 1/2로 완화되었으며, 합천댐은

2/3으로 완화되었다. 남강댐과 밀양댐은 과거 댐 운영 실적에서는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으

나, 댐 독립 모의 운영 결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2.206은 검증기간에 대하여 독립 댐 모의 운영 결과와 과거 댐 운영 실적을 비교한 것이

다.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이용한 모든 댐의 독립 모의 운영 결과로부터 용수 공

급 부족의 완화 효과를 얻었다. 과거 댐 운영 실적은 발전 방류 등의 이유로 인하여 댐 내 용수

를 기본계획공급량을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뭄 기간에서는 용수 공급 부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유도하는 기간에서도 과거 댐 운영 실적을 보면 기본계

획공급량을 초과하는 댐의 방류로 인하여 용수 공급 부족이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검

증 기간에서도 발견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용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댐 내에 용수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 목적으로 기본

계획공급량을 초과하는 방류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인 ‘용

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목적 댐
모의 기간 내 총 용수 공급 부족량

과거 기록 자료( m) 댐 독립 모의 운영 결과( m)

안동 901 218

임하 1,334 679

합천 800 543

남강 305 0

밀양 48 0

표 2.79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과거 운영 실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의 비교

- 총 용수 공급 부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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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댐 (b) 임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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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천댐 (d) 남강댐

그림 2.206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과거 운영 실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의 비교

- 저수량, 용수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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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 모형 확장 구성 및 운영 결과 평가

3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는 ‘낙동강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 시 운영 모형 구성’이다. 다섯 개

댐 연계 운영 모형의 모식도는 그림 2.207과 같다. 그림 2.207에서 제어지점은 각 댐의 추가 방

류량 결정과 물 부족량을 평가하는 지점이다. 제어지점 1(황강 합류부 직상류)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기본 계획공급량을 합한 값에서 생⋅공용수 계약량의 일부(부산 물금에서 계약한 양)

를 제외한 양에 대한 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제어지점 2(남강 합류부 직하류)는 합천댐의 기본

계획공급량에서 생⋅공용수 계약량의 일부(합천군에서 계약한 양)을 제외한 양과 남강댐 공급

량에서 함안군의 생⋅공용수 계약량을 배제하여 합한 값으로 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제어지점

3(밀양강 합류부 직하류)에서는 밀양댐에서 방류하는 밀양시의 생·공용수 계약량을 제외한 값

과 부산 물금 생·공용수 계약량을 합한 값으로 물 부족량을 평가한다.

낙동강 주요 다섯 개 다목적 댐 군의 가뭄 대응을 위한 연계 운영 규칙은 앞서 제시한 세 개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규칙과 같다.

그림 2.207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모형의 모식도

앞서 저수량 기준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한 다목적 댐의 독립 모의 운영 결과로부

터 용수 공급 부족의 완화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에 낙동강 내 다목적 댐들을 연계 모의 운영하

여 물 부족 완화효과를 보고자 한다. 물 부족에 대한 평가는 하류에 있는 댐이 상류에 있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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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점에 용수 공급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3 개의 제어지점을 기준으

로 평가하였다.

그림 2.208은 다목적 댐들의 연계 운영 결과와 독립 운영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임하댐, 합천

댐, 밀양댐에서는 연계 운영 시 추가 방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동댐에서는 2008년 임하댐의

물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방류를 실시하였다. 남강댐은 2009년에 댐 내 용수가 다른 댐

에 비하여 빨리 확보됨에 따라 합천댐의 용수 공급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 방류하였다.

그림 2.208에서 안동댐의 경우를 보면, 2010년 1월 전후에 독립 운영 시에는 감량공급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연계 운영 시에는 감량공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임하댐의

용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안동댐의 과도한 추가 방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209는 각 제어지점에서 발생한 물 부족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제어지점 1과 2에

서 안동댐에서 추가 방류하는 양으로 인하여 가뭄 초기의 물 부족량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어지점 2에서 가뭄 말기의 물 부족량이 남강댐의 추가 방류로 인하여 완화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80은 제어지점 별로 모의 기간에서 발생한 총 물 부족량은 나타낸 것이다.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영 결과의 총 물 부족량이 8 % 완화되었

으며, 남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영 결과의 총 물 부족

량이 46 % 완화되었다. 밀양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3)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

영 결과가 총 물 부족량이 20 % 심화되었다. 그런데 제어지점 3에서 심화된 물 부족량은 제어

지점 1과 2에서 완화된 물 부족량에 비하여 미미한 값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내 다목적 댐들의

가뭄을 대응하기 위한 연계 운영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동댐의 추가 방류는 억

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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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댐 (b) 임하댐

(c) 합천댐 (d) 남강댐

그림 2.208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독립 모의 운영과 연계 모의 운영의 비교

- 저수량, 용수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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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어지점1 (b) 제어지점2

(c) 제어지점3

그림 2.209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독립 모의 운영과 연계 모의 운영의 비교

-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제어지점
기간: 2006 ~ 2010

독립운영 연계운영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 905 837

남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 542 290

밀양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3) 1.37 1.66

표 2.80 독립 모의 운영과 연계 모의 운영 결과의 모의 기간 내 제어지점 별 총 용수공급 부족량

비교 (단위: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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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최적 적용 방안 및 모의운영을 통한 평가

①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술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산정 기술 고도화

•일단위 추계학적 유입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저수량 개선

기존 기준저수량 산정 시 20년 갈수빈도의 댐 유입량을 사용하였으나 추계학적 500년 순별

모의유입량으로 개선되었다. 댐운영의 경우 일단위로 운영되므로 추계학적 500년 일별 모의유

입량을 재산정하고 순별 모의유입량과 비교해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시범유역 다목적댐(안동·임하, 합천, 밀양)을 대상으로 실측 댐유입량, 추계학적 500년 순별

모의유입량 및 추계학적 500년 일별 모의유입량에 대한 Mean, Stdev., Skew., CV 지표로 비

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일별 모의유입량이 실측유입량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및 표준편차 지표에서 순별 모의유입량과 일별 모의유입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ean Stdev. Skew. CV

안동

·

임하

Obs. 52.68 91.62 2.47 1.31

10

days
26.90 28.19 2.30 0.96

Daily 48.50 81.89 2.88 1.24

합천

Obs. 20.84 32.64 2.35 1.17

10

days
16.73 16.78 0.83 1.64

Daily 19.59 29.81 2.61 1.12

밀양

Obs. 2.78 5.08 2.24 1.40

10

days
2.37 2.51 1.82 1.04

Daily 2.53 4.52 2.66 1.37

그림 2.210 추계학적 500년 순별 및 일별 모의유입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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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심화 시 효율적 저수지 운영을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각 가뭄 대응 단계 저하 예상 시 사전준비와 가뭄단계 심화에 따른 경보, 감량계획 및 비상대

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단계별 용수감량 기준 저수량을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댐·보연계 운영 협의회 논의 및 대국민 홍보 등 사전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가뭄단계는

무유입시에도 최소 15일 이상 유지되도록 조정되어 있다. 즉 무유입 조건에서도 15일 동안은 단

계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a) 기존 (b) 개선

그림 2.211 단계별 최소 대응시간 고려(한국수자원공사, 2016)

따라서 가뭄 심화 단계인 주의, 경계, 심각단계에서는 무유입시 최소 5일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서 경계 및 심각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심각단계 시 비상공급 사용을 위

한 시설준비 및 용수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 단계별 기준 저수량 세분화 기준 (b) 단계별 기준 저수량 및 세분화 결과(예, 합천댐)

그림 2.212 단계별 기준 저수량 세분화 기준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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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대응 단계별 용수공급 기술 고도화

•다목적댐 가뭄 대응 단계별 최적 해제기준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뭄 단계별 대응 단계 해제는 저수량이 정상환원 도달 시까지 최악의 조건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한 개 또는 두 개의 댐 저수량이 일정 수위와 일정기간을 유지하면 상위 단계로 향

상되는 단계별 해제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뭄단계 해제기준 설정을 위해 가뭄지수를 검토하였고 댐유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댐

유입량을 입력 자료로 하는 일단위 표준유입량지수(SFI)를 개발하고 SPI 지수와 비교·분석하

였다. SFI 지수의 경우 각 댐 완공시기에 따른 축적 유량의 자료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의 통

일성을 고려하기 위해 500년 일별 모의유입량을 이용하여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한 후 과거 유입

량자료로 산정한 SFI지수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에 대해 당시 저수량, SPI 및

SFI 지수의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저수량과 SPI, SFI지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나 가뭄단계 해당 시 SFI 지수가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뭄 단계별 해제는 단기간

및 장기간의 추세뿐만 아니라 기저유출, 토양수분 등의 수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뭄

단계별 해제 기준 설정 시 저수량과 가뭄지수(SFI)의 혼합 사용이 필요하다.

SFI 지수의 가뭄 구간은 과거 기간의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SFI지수를 이용해 유황곡

선 개념을 적용하여 Wet 구간부터 Drought 구간까지 총 11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뭄단계

해제기준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뭄 분류인 Drought 구간이 아닌 Wet 구간을 적용하였

다.

그림 2.213 가뭄단계 해제기준 모의 모식도 및 SFI 가뭄 단계 범위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SFI 지수 관심이상 지속기간별, 단계별 저수위

수위 유지기간별, SFI(관심 이상) 지속기간 + 단계별 저수지 수위 유지기간별 등 총 12가지 시

나리오별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천댐을 대상으로 1990 ~ 2015년 동안 가뭄단계 해제시나

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공급량을 비교하고 이를 생·공용수, 생·공·농·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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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용수의 추가 공급 일 수를 산정하여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모의를

통해 SFI, 단계별 저수위, SFI + 단계별 저수위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

와 많은 추가공급량을 보인 SFI + 단계별 저수위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기존해제 5일유지 10일유지 15일유지 30일유지

SFI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6 82.7 82.7 82.7

회복도(일) 77.3 82.5(▲5.2일) 82.3(▲5.0일) 82.2(▲4.9일) 82.7(▲5.4일)

수위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8(▲4.5일) 81.6(▲4.3일)

SFI + 수위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9(▲4.6일) 81.6(▲4.3일)

표 2.81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 분석(합천댐)

또한, 대표적인 가뭄 기간에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 적용시 추가 공급량을 비교하였고 생·공

용수, 생·공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의 추가적인 공급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대 5.4일까

지 추가 공급이 가능함

공급량 SFI+수위(5일유지) SFI+수위(10일유지) SFI+수위(15일유지) SFI+수위(30일유지)

‘94 ▲7.67 ▲7.41 ▲7.26 ▲5.44

‘09 ▲0.95 ▲0.13 ▲0.29 ▲0.29

‘10 ▲3.51 ▲2.77 ▲1.90 ▲0.00

표 2.82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공급량 비교(합천댐) (단위:백만㎥)

용수 공급가능 일 수
SFI+수위

(5일유지)

SFI+수위

(10일유지)

SFI+수위

(15일유지)

SFI+수위

(30일유지)

‘94
생·공용수 5.4일 5.2일 5.1일 3.8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4.9일 4.8일 4.7일 3.5일

‘09
생·공용수 0.7일 0.1일 0.2일 0.2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0.6일 0.1일 0.2일 0.2일

‘10
생·공용수 2.5일 1.9일 1.3일 0.0일

생·공·농·하천유지용수 2.3일 1.8일 1.2일 0.0일

표 2.83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일수 비교(합천댐)

최적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SFI + 단계별 저수위의 유지기간별(5일, 10

일, 15일, 30일)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회복도, 취약도에 따른 효과를 분

석하였다.

기간·공급신뢰도와 취약도는 기존해제와 유지기간에 따른 시나리오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30일유지 시나리오시 취약도가 3.6 백만m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도에서 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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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시나리오는 4.7일 증가하나 15일, 30일유지 시나리오는 0.6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약 4.1일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해제 5일유지 10일유지 15일유지 30일유지

기간신뢰도(%) 82.9 82.7(▼0.2) 82.7(▼0.2) 82.8(▼0.1) 82.8(▼0.1)

공급신뢰도(%) 91.2 91.2(-) 91.2(-) 91.2(-) 91.2(-)

회복도(일) 81.2 85.9(▲4.7일) 85.9(▲4.7일) 81.6(▲0.6일) 81.6(▲0.6일)

취약도(백만m3) 72.6 72.6(-) 72.6(-) 72.6(-) 69.0(▼3.6)

표 2.84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 유지기간에 따른 이수안전도 지수 평가(합천댐)

과거기간(1989년~2015년)동안 총 누가추가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5일, 10일과 15일시나리오

는 추가공급량이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나 15일과 30일유지 시나리오에서 약 10,000㎥의 차이를

나타내 15일 이하로 유지시 추가공급량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SFI + 단계별 저수위의 유지기간별 시나리오의 이수안전도 지수(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회

복도, 취약도)와 시나리오 적용 과거기간 추가공급량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의 가뭄 단계별 해제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용수공급 안정성을 위한 회복도가 짧고 가장 많은 용수공급이 가능한 SFI Wet 등급(0.5이

상) 및 가뭄단계 상위등급 저수량(저수위) 15일 유지를 다목적댐 가뭄 단계별 최적 해제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기준저수량 도달 시 점진적 제한공급 규모 확대 방안 도출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단계를 총 5단계(기존)에서 10단계(개선)로 세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뭄단계별 용수공급량에 따라 총 6가지의 용수공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가뭄대응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가뭄 발생 시 점진적으로 용수 감축이 이루어지며 용수 공급

의 중요도에 따라 용수공급 조정순서는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단계적 감축

을 수행한다.

(a) 기존 (b) 개선

그림 2.214 가뭄대응 용수공급 기술 세분화 예시

관심단계(D1)의 경우 기존의 용수 감축량과 동일하게 생공용수 배분량을 생공용수 계약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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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축, 주의단계(D2)의 경우 하천유지용수 배분량의 20%, 50%, 80% 감축, 농업용수 미사용

량 감축, 경계단계(D3)의 경우 농업용수 사용량의 20%(4-6월)-30%(7-9월), 50%(4-6

월)-70%(7-9월), 100% 감축, 심각단계(D4)의 경우 생·공용수 계약량의 최대 50%까지 감축한

다.

과거 합천댐 건설당시(1989년)와 가뭄사상(1994-1997년, 2009-2010년)에 대하여 제안된 6가

지의 용수공급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용수공급시나리오의 가뭄 대응 효과를 보기 위하여 1989년 합천댐 건설당시 상대적으

로 적은 저수량에 대하여 모의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용수공급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

급시나리오는 심각단계의 지속기간을 최대 58일 감축시켰다. 극심한 가뭄 발생시 저수위 근접

단계(D4.3)에 생공용수의 50%를 감량함으로서 막대한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1994-1997년 발생한 가뭄사상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용수공급 시나리오에서 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

오가 4년 동안 최대 11,300,000㎥의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1996년의 경우 기존 용

수공급시나리오는 주의단계까지 저수용량이 저하한 반면 Rule 1, Rule 2, Rule 3, Rule 4는 경

계단계까지 저하되어 다른 시나리오(Rule 5, Rule 6)에 비해 안 좋은 용수공급 특성을 보였다.

1997년의 경우 역시 Rule 1, Rule 2, Rule 4에서 경계단계까지 저수용량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

였다.

2009-2010년 발생한 가뭄사상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용수공급 시나리오에서 심각단계 및 저

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

수공급 시나리오가 2년 동안 최대 5,900,000㎥의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상대적으

로 약한 가뭄이 발생한 경우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

오에 비해 많은 양의 용수를 가능하게 하고 극심한 가뭄의 경우 생공용수를 50% 감량함으로서

저수위 및 심각단계이하로 저수용량이 저하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보다 신속하게 정상단계로 회

복시켜주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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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ep Conventional Step Rule1 Rule2 Rule3 Rule4 Rule5 Rule6

0
정

상
N

생공배분

농업배분

유지배분

N

생공배분

농업배분

유지배분

1
관

심
D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

D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

2
주

의
D2

생공계약

농업사용

D2.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0%

D2.2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0%

생공계약

농업배분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0%

생공계약

농업배분

생공계약

농업배분

D2.3
생공계약

농업사용

3
경

계

D3.

1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D3.1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0

또는70%

D3.2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0

또는30%

D3.

2
생공계약

D3.3 생공계약

4
심

각
D4

생공계약×

80%

D4.1 생공계약×80%

D4.2 생공계약×70%

D4.3 생공계약×50%

표 2.85 가뭄대응 용수공급시나리오 세분화 결과

•유입 및 운영기준 시나리오별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술 개발

극한 가뭄 발생시, 유입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용량 및 각 단계별 진입시기와 지속기간 등 댐

운영 실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저수량 조건, 용수공급 조건, 유입량 조건, 가뭄해제 조건 등을 적용하여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술을 개발하여 탄력적인 응급대책(안)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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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다목적댐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술

기준저수량 조건은 관측유입량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한 기준저수량 조건(2가지)

이며, 용수공급 조건은 세분화된 단계별 용수공급 시나리오 조건(6가지)이다. 유입량 조건은

과거 유입량(평균, 최저), 무유입량, 가뭄빈도해석(20년, 200년 갈수빈도), 기후변화시나리오 조

건(6가지)이다. 쪼한 가뭄해제 조건은 SFI와 수위유지기간(1가지)이다.

그림 2.216 가뭄단계 진입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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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단계

과거 평균 유입량 과거 최저 유입량 200년 빈도 유입량 20년 빈도 유입량 무유입량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관심 10월1일 230 10월1일 220 10월1일 67 10월1일 128 10월1일 21

주의 - - 5월3일
(+214일) 32 12월7일

(+67일) 176 1월20일
(+111일) 237 10월22일

(+21일) 77

경계 - - 7월12일
(+70일) 24 6월1일

(+176일) 55 - - 1월7일
(+77일) 36

심각 - - 7월24일
(+12일) 57 7월26일

(+55일) 67 - - 2월12일
(+36일) 91

저수위 - - - - - - - - 5월14일
(+91일) 140

표 2.86 가뭄단계별 지속기간 전망

㉰ 기후변화 대응 수문해석 및 저수지 운영 기술 고도화

•기후변화 기후·수문시나리오 평가

낙동강 권역을 포함한 한반도 60개 ASOS 관측지점에 대한 RCP4.5 및 8.5 별 26개 CMIP

GCM 모형의 통계적 상세화(SDQDM)과정을 거친 일단위 기후시나리오(2010~2100년)와 이를

강우-유출모형(PRMS)에 적용하여 산출한 중권역 일단위 수문시나리오(2010~2100년)를 활용

하여 기후·수문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낙동강 권역 내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기후·수

문 시나리오의 평가를 위해 26개 GCM 및 앙상블 모델의 연강수량, 월평균강수량, 연평균유입

량, 월평균유입량 변화 전망을 분석하였다.

연강수량 전망 결과, 기준기간(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의 연강수량 증

가 추세가 단기(2010~2039년)에서 3~4%(49~65mm), 중기(2040~2069년)에서

8~11%(110~149mm) 그리고 장기(2070~2100년)에서 10~18%(143~236mm)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기준기간(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의 연평

균유입량 증가 추세가 단기(2010~2039년)에서 4~5%(0.9~1.2cms), 중기(2040~2069년)에서

8~11%(2.0~2.6cms) 그리고 장기(2070~2100년)에서 12~18%(2.6~4.1cms)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미래 30년 단위(단기, 중기, 장기)의 월평균강수량과 월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각각 기준기간

(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이수기보다 홍수기(6~9월)에서 두드러진 증가 양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극한기후현상(홍수 또는 가뭄)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나리오별(RCP4.5 및 8.5) 26개 GCM 및 26개 GCM의 앙상블 모델 각

각에서 댐 유역 단위의 강수량과 유입량이 모두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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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의 재설정 및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17 RCP4.5 및 8.5 시나리오별 26개 GCM 및 앙상블 모델의 연평균유입량 및 

월평균유입량 전망 예: 합천댐

•기후변화 기후·수문시나리오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AR5 RCP 시나리오(4.5/8.5)의 26개 GCM 기반 PRMS 모의유입량을 적용하여, 댐 용수부

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2016.06.)에 의해 다목적댐을 모의 운영하고, 그 결과 얻어진 저수량

을 기반으로 미래(2010~2100년)의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물 공급 신뢰도(Hashimoto et al., 1982)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댐 저수량이 관심 등급 이하

로 내려간 일수를 기준으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간 신뢰도와 전체 운영기간 동안 계획된 공급

량에서 부족한 공급량의 비율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공급신뢰도를 적용하였다. 합천댐의 물 공급

신뢰도 평가 결과, 시나리오 별(RCP4.5 및 8.5) 전체 52개 GCM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4.27%이었으며, 단기(2010~204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2.94%이고 중

기(2040~207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4.68% 그리고, 장기(2070~210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

는 95.1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별(RCP4.5 및 8.5) 전체 52개 GCM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평균 공급

신뢰도는 96.87%이었으며, 단기(2010~204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6.15%이고 중기

(2040~207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7.11% 그리고, 장기(2070~210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7.3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MPI-ESM-MR의 경우,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기간신뢰도는 99.48%이고 공급신뢰도

는 99.73%로 전체 52개 GCM에서 가장 상위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CMCC-CMS의 경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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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기간(2010~2100년)에서 공급신뢰도는 65.61%이고 공급신뢰도는 79.91%로 전체 52개 GCM

에서 가장 하위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그림 2.218 기후변화 기후·수문 시나리오 적용(전체 52개 GCM) 댐 모의 운영에 따른 물 공급 

신뢰도 예: 합천댐

특히, 기간신뢰도 분석결과 하위 5개 GCM(65.6%-89.2%)를 제외한 나머지 47개의 GCM의

경우 90.0%를 넘는 결과를 보였으며, 공급신뢰도의 경우 가장 하위 순위를 나타낸 1개의

GCM(CMCC-CMS)를 제외한 나머지 50개의 GCM에서 90.0%를 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각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용수공

급 조정기준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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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용수공급 조정기준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예: 합천댐

•장기(2년 연속 등) 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총 52개 GCM을 고려한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를 통해 저수위 이하로 저수량이 저하되는 극심한 연속 가뭄사상(2년)을 추출하였다. 이는 미래

저수위 이하로 저수량이 저하되는 극심한 가뭄의 시기를 확인하고, 이를 해갈하기 위한 현행 용

수공급 조정기준의 기준저수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총 52개 GCM의 극심한 2년 연속 가뭄사상을 추출한 결과, RCP4.5의

26개 GCM에서 1976~2005년에 13개, 2011~2040년에 26개, 2041~2070년에 22개 그리고

2071~2100년에 16개가 추출되었으며, RCP8.5의 26개 GCM에서 1976~2005년에 13개,

2011~2040년에 30개, 2041~2070년에 24개 그리고 2071~2100년에 39개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RCP4.5의 경우 앞서 물공급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CMCC-CMS에서 다

른 GCM의 결과와 비교해 2년 연속 가뭄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RCP8.5의 경우 다른 GCM의

결과와 비교해 BCC-CSM1-1-M에서 가장 많은 2년 연속가뭄 개수가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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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저수량의 정량적인 변화 양상에 따라, 앞서 추출된 2년 연속 가뭄사상(저수위 이하)의 해

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합천댐 모의운영을 실시하였다.

RCP4.5에서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 현행 기준저수량을 30%

상향시켰을 때 1976~2100년 사이 추출된 장기 가뭄 전체 82개 중 78개를 해갈함으로써 95.12%

의 가뭄 해갈 정도를 보였다. 기존 저수지 운영기준에서 기준저수량을 10% 증가시킬 경우

RCP 4.5는 65.9%, RCP 8.5는 62.7%의 가뭄 해갈 효과를 보였다.

RCP8.5에서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 현행 기준저수량을 30%

상향시켰을 때 1976~2100년 사이 추출된 장기 가뭄 전체 110개 중 99개를 해갈함으로써 90.0%

의 가뭄 해갈 정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RCP4.5의 경우 현행 기준저수량을 50% 상향시켰을 때, RCP8.5의 경우 현행 기

준저수량을 90% 상향시켰을 때 100%의 가뭄 해갈 정도를 나타내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기

준저수량을 상향 조정하는데 는 댐마다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가뭄해갈 효과가 큰 10%의 증가

와 더불어 가뭄해제기준, 예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서 미래 가뭄에 대비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220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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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적용 및 평가

위에서 산정한 26개 GCMs RCP4.5/8.5 시나리오의 기간신뢰도 및 양적신뢰도와 이수안전도

를 포함하여 하위 4개 시나리오와 Median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2009년~2099년까지 기간신뢰

도, 공급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 산정하였다. 또한,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 적용에 따른 추가용

수공급량(백만m3)과 생·공용수, 생·공·농·하천유지용수의 추가 공급 가능 일 수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회복도(일) 취약도(백만m3)
CMCC-CMS 65.9 79.6 65.1 63.9
INM-CM4 86.9 92.9 57.9 51.9

MIROC-ESM 88.0 93.3 86.9 79.6
CMCC-CM 88.9 94.2 54.9 47.3

GFDL-ESM2G
(Median) 94.6 96.8 61.8 54.6

표 2.87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이수안전도 지수 평가(합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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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공급가능 일 수 CMCC-CMS INM-CM4 MIROC-ESM CMCC-CM GFDL-ESM2G
(Median)

전체
기간

생·공용수 52.0일 11.1일 10.1일 7.0일 16.5일
생·공·농·하천

유지용수 47.7일 10.2일 9.3일 6.5일 18.0일

추가용수공급량
(백만m3) 74.15 15.83 14.49 10.04 11.55

표 2.88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추가용수공급량 및 공급 가능 일 수(합천댐)

기간신뢰도와 공급신뢰도가 낮을수록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추가용수공급량

과 용수 공급가능 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신뢰도와 달리 회복도는 시나리오

별로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며 이로 동일한 운영기간동안 용수공급 실패기간이 줄어들어도 용수

공급 실패 사상 발생 시 유지기간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입되는 유입량의 크기에 따라

용수공급의 실패 기간 동안 평균 용수공급 부족량도 달라져 취약도도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용수공급 시나리오별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

기후변화 대응 6가지 가뭄단계별 용수공급시나리오의 저수지 운영효과 분석을 위해 총 52개

기후변화 시나리오(GCM 26개×RCP 2개)자료를 활용하여 RCP시나리오별 극심한 GCM모델

(유입량 기준)을 각각 추출하였다.

RCP 4.5의 경우 FGOALS-s2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는 저수위 도달시간을 최대 21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저수위 이하로 유지되는 지속기간을 최대 26일 감소시켰다.

RCP 8.5의 경우 IPSL-CM5A-LR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

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는 저수위 도달시간을 최대 7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저수위 이하로 유지되는 지속기간을 최대 13일 감소시켰다.

Rule Date
(>Inactive storage)

Number of days
(≤Inactive storage)

Conventional 01.01-09.21 96

Proposed

Rule 1 01.01-10.12 74
Rule 2 01.01-10.14 73
Rule 3 01.01-10.14 72
Rule 4 01.01-10.14 72
Rule 5 01.01-10.15 71
Rule 6 01.01-10.16 70

표 2.89 저수위 도달시점 및 지속기간 분석결과(FGOALS-s2; RCP 4.5)



- 287 -

Rule Date
(>Inactive storage)

Number of days
(≤Inactive storage)

Conventional 01.01-07.13 161

Proposed

Rule 1 01.01-07.20 149
Rule 2 01.01-07.21 149
Rule 3 01.01-07.22 148
Rule 4 01.01-07.22 148
Rule 5 01.01-07.22 148
Rule 6 01.01-07.22 148

표 2.90 저수위 도달시점 및 지속기간 분석결과(IPSL-CM5A-LR; RCP 8.5)

② 모형운영을 이용한 댐 예비율 적용 최적 방안 수립

㉮ 모형운영을 이용한 댐 예비율 최적 방안 수립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표 수문시나리오 선정

APEC 기후센터에서 제공받은 19개의 수문시나리오(RCP4.5 10개, RCP 8.5 9개) 중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19개의 수문시나리오를 이용해 낙동강수계

내 합천댐에 대해 2011∼2100년까지 부족량을 산정하였다.

순위 시나리오
부족량

(백만)

1 RCP 4.5 MPI-ESM-LR 161.11

2 RCP 8.5 MRI-CGCM3 168.68

3 RCP 4.5 CanESM2 283.84

4 RCP 8.5 CESM1-CAM5 285.55

5 RCP 4.5 CESM1-BGC 561.98

6 RCP 8.5 MPI-ESM-LR 810.47

7 RCP 8.5 CMCC-CMS 1024.49

8 RCP 4.5 GFDL-ESM2G 1115.63

9 RCP 4.5 FGOALS-s2 1403.30

10 RCP 8.5 GFDL-ESM2G 1578.81

11 RCP 8.5 HadGEM2-ES 1596.49

12 RCP 4.5 IPSL-CM5A-LR 1839.98

13 RCP 4.5 INM-CM4 1879.64

14 RCP 4.5 IPSL-CM5A-MR 2157.75

15 RCP 4.5 HadGEM2-ES 2246.10

16 RCP 8.5 IPSL-CM5A-LR 2559.55

17 RCP 8.5 INM-CM4 3257.29

18 RCP 8.5 IPSL-CM5A-MR 4394.26

19 RCP 4.5 CMCC-CMS 11045.40

표 2.91 부족량에 따른 시나리오 순위 결정

RCP4.5 CMCC-CMS 시나리오가 부족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를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

표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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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구축 방안 수립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및 모의운영 및 평가는 일(Day)단위로 설정하였고 운영

기간은 21세기 초기(2011-2040년), 21세기 중기(2041-2070년), 21세기 후기(2071-2100년)로

구분하였다.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해 3개의 Case로 나누어 모의운영하였고 Case 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운영방법

Case 1
일반운영

(비상용량 미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2
비상용량 활용 Ⅰ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Case 3
비상용량 활용 Ⅱ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심각 단계 완화)

표 2.92 운영방법에 따른 Case 설정

Case 1은 가장 기본적인 모의운영 Case로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

하지 않고 댐의 유효저수용량만을 활용하며 댐 내 저수량이 작아지더라도 용수공급량을 감축하

지 않는 방법이다. Case 2는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하는 Case로 유

효저수용량 이외 추가적으로 비상용량을 활용하고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댐 내 저수량

이 조정기준 저수량에 도달할 경우 각 단계에 맞는 감량을 실행한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Case이다. Case 3은 Case 2와 유사하게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하는 Case이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량한다. 농업용수와 하

천유지용수와 달리 생·공용수는 감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Case 3에서는 댐 내

저수량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생·공용수를 감량하지 않는다.

㉯ 댐 예비율 모형 적용결과를 통한 모형 정립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의 적정 예비율 산정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안동-임하, 합천, 밀양, 군위, 김천부항)을 대상으로 저수지 모의운영 모

형을 구축하고 모의운영 결과로부터 적정 예비율을 산정하였다. 안동-임하댐, 밀양댐, 김천부항

댐은 분석기간 내 비상용량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상용량 추가 확보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천댐의 경우 86.54 백만㎥의 비상용량을 활용하면 분석기간동안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축하지 않아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 130.0 백만㎥의

66.6%에 해당하므로 합천댐의 적정 예비율은 현재 비상용량의 약 70% 정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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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위

(EL.m)

저수량

(백만㎥)

비상용량 활용량

(백만㎥)

비율

(%)

21c 초기 133.03 95.34 55.73 42.9%

21c 중기 132.59 88.66 62.41 48.0%

21c 후기 128.74 64.53 86.54 66.6%
1) 합천댐 비상용량 : 130.0 백만㎥

표 2.93 합천댐 적정 비상용량 산정

그림 2.222 RCP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한 합천댐 운영 결과

군위댐의 경우 2.61 백만㎥의 비상용량을 활용하면 분석기간 동안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축하지 않아도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군위댐 비상용량 1.3 백만㎥의

200.8%에 해당하므로 군위댐의 경우 약 2 백만㎥의 비상용량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구분
수위

(EL.m)

저수량

(백만㎥)

비상용량 활용량

(백만㎥)

비율

(%)

21c 초기 178.43 4.47 2.03 156.2

21c 중기 178.28 4.28 2.22 170.8

21c 후기 177.53 3.89 2.61 200.8
1) 군위댐 비상용량 : 1.3 백만㎥

표 2.94 군위댐 적정 비상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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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RCP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한 군위댐 운영 결과

③ 기후변화와 과거 시나리오별 가뭄 및 평상시 낙동강 저수지군 이수 운영 모형 적용

㉮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모형 보완

가뭄 시 하류 지점의 용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결정변수로 선택한 것은 각 제어지점별 상류 댐들의 제어지점의 용수 공급에 부족에 대

한 추가 방류량의 비율과 각 댐의 추가 방류를 제한하는, 관심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초과하는 최소 확보 수량이다. 최적화 모형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의미는 모의 운영

기간의 제어지점들의 용수 공급 부족량의 총 합과 각 댐에서 용수 공급 실패한 기간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14)

여기서 는 모의 운영 기간이며, 는 제어지점을 의미한다. 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길이

는 순으로 하였다.  는 기간 에서 발생한 제어지점 의 용수 부족량이다.   는

기간 에서 발생한 댐 의 용수공급 완전 실패(공급량=0)를 의미하며, 실패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에 ‘0’을 사용한다. 는 가중치로서, 용수 공급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주 큰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댐 군 연계 운영 규칙에서 찾아야 할 결정변수는 각 제어지점의 용수 공

급 부족량에 대한 상류 댐의 추가 방류 비율(11 개)과 추가 방류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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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초과하는) 최소 확보 수량 (5 개)이다. 앞서 제시한 최적화 문

제에 대하여 반복 계산 횟수를 200,000 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양질의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하

여 첫 번째 최적화한 해를 초기 값으로 하여 한 번 더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댐 연계 운

영 모형에 대한 차원 변화 탐색 기법의 수렴 양상은 그림 2.2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224의 (a)

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목적함수 값은 6회 탐색 이후에도 미세하게 작아진다.

(a) 첫 번째 최적해 수렴 양상 (b) 두 번째 최적해 수렴 양상

그림 2.224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목적함수 값의 수렴 양상

최적화 모형에 의한 결과는 표 2.95와 표 2.96에 제시하였다. 표 2.95는 댐의 추가 방류에 대

한 최소 확보 수량의 기준을 탐색한 결과이다. 안동댐, 남강댐, 밀양댐의 경우에는 다른 두 댐에

비해 큰 값을 가진다. 안동댐은 2015년의 극심했던 가뭄에 반응한 탐색결과로 판단된다. 남강댐

은 하류 물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밀양댐은 댐의 규모가 작아서 하류의 물 공급 부족을 추가 방류로 완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6은 제어지점에서 발생한 물 공급 부족량을 상류에 있는 댐에서 추가

방류하는 우선 순위와 비율이다. 안동댐은 제어지점 1에 대하여 추가 방류하는 비율이 7 %로

하류 물 공급 부족량에 대하여 아주 작은 양을 추가 방류한다. 2014 ~ 2015년 2년에 걸쳐 마른

장마로 인하여 유입량 관측을 실시한 이후 가장 작은 양의 물이 댐에 유입되었다. 이로 인한 용

수 공급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하류 지점의 물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방류하는 비율이 작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지점 2의 물 공급 부족에 대하여 남강댐의 추가 방류 우선순위가 가

장 높고 물 공급 부족량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이 가장 크다. 합천댐은 추가 방류 우선순위가

가장 낮으며 추가 방류 비율도 가장 작다. 남강댐의 경우에는 유역 면적이 크고 유입량도 크기

때문에 가용수량이 꽤 크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남강댐은 하류 물 공급 부족에 대한 추가

방류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합천댐의 경우에는 댐의 유입량 및 저수용

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수 공급량이 크기 때문에 추가 방류하는 비율이 작은 값으로 탐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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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최소 확보 수량(㎥)
안동댐 19,196,600
임하댐 7,608,200
합천댐 8,894,950
남강댐 27,252,100
밀양댐 35,588,100

표 2.95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별 추가 방류를 제한하기 위한 관심 단계 저수량을 초과하는 최소 확보 수량

제어지점 다목적 댐

최적 해

추가 방류

우선 순위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상류 댐의 추가 방류 비율(%)

1
안동 1 7
임하 2 99

2

안동 2 85
임하 3 70
합천 4 7
남강 1 99

3

안동 1 56
임하 2 61
합천 3 53
남강 4 99
밀양 5 59

표 2.96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상류 댐들의 추가 방류 비율

결정된 변수 값들을 사용하여, 하류 제어지점의 물 공급 부족에 대한 댐 간 추가 방류를 포함

한 댐 운영 결과를 댐들의 독립 운영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모의 운영은 순(旬) 단위로 하였다. 그림 2.225는 대상 댐들의 모의 운영된 저수량과 여수로 방

류량을 제외한 방류량을 제시한 것이다. 모의 운영 시 저수량이 정상단계에 있을 때는 기본계획

공급량을 공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뭄 단계에 따라 감량공급을 실시하였다. 그림 2.226은

각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97는 각 제어지점별 총 용수 공급 부족

량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지점 1의 물 공급 부족량에 대한 추가 방류는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가능하다. 제어지점

1에 대한 안동댐의 하류 부족량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이 최적화 결과에서 7 %로 줄어듦으로

인하여, 하류 부족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 % 방류하는 3차년도의 결과에 비하여 총 용수 공

급 부족량이 0.3 % 심화되었다. 반면에, 당해 연도의 결과에서 안동댐의 추가 방류를 적게함으

로써 용수 공급 완전 실패를 1 개 순으로 줄였다. 제어지점 2의 경우 비교적 유입량이 큰 남강

댐의 추가 방류를 크게 한 것으로 인해 총 물 공급 부족량이 댐 독립 운영에 비해 80 % 완화되

었다. 또한, 제어지점 3의 경우도 제어지점 2와 마찬가지로 남강댐의 영향으로 인하여 물 공급

부족량이 3차년도의 결과에 비해 90 % 완화되었다(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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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댐 (b) 임하댐

(c) 합천댐 (d) 남강댐

그림 2.225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결과 비교 – 저수량, 방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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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결과 비교 –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구분 제어지점1 제어지점2 제어지점3 합계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 상류

댐에서 50 % 추가 방류

(3차년도)

1,925 392 13 2,331

차원변화 탐색기법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당해연도)
1,974 67 2 2,004

표 2.97 제어지점별 총 용수 공급 부족량 비교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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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과거 유출량 시나리오의 획득 및 가뭄 대표 시나리오 선정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총 52개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들 중에는 미래에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 유출량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저수지군 이수 운

영 및 평가를 함에 있어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때문에 52개의 시나리오들 중 미래에 강수량이 감소하여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댐

을 운영하는데 취약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

동댐을 대상으로 가뭄지수를 이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간별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선정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각 구간은 21세기 초기(2011년 – 2040년), 21세기 중기(2041년

– 2070년), 21세기 후기(2071년 – 2100)년이다. 대표 가뭄 시나리오는 각 구간별로 연속 2년

을 대상으로 가뭄 심도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가뭄지수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52개의 시나리오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각 댐별 156개의 유입량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

림 2.15는 그 중 RCP 4.5 CMCC-CMS 시나리오의 21세기 중기의 일 단위 유입량자료를 이용

해 12개월 누가 유입량 시계열을 구축하고, 각 월별 SSI12를 계산한 결과이다. 검은색으로 색

칠된 부분은 가뭄지수가 0이하인 영역으로, 가뭄이 발생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27을

보면, RCP 4.5 시나리오 CMCC-CMS의 경우 21세기 중기 초반에 매우 큰 가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중반까지 큰 가뭄이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발생하다 후반에는 비교적 작은 가뭄이 발

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년의 유입량에 대한 가뭄지수만을 이용해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선

정하기 위해 10월의 SSI12만을 이용해 matrix plot을 작성하였다. 모든 시계열에 대한 10월

SSI12의 matrix plot은 표 2.98과 같다. 또한, 표 2.98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나리오는 수문

년으로 2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이며, 이를 대표 가뭄 시나리오 선정하였다.

2041-01 2046-01 2051-01 2056-01 2061-01 2066-01 2071-01

Time (year-month)

-4

-2

0

2

4

그림 2.227 안동댐 유역의 12개월 표준 유출량 지수 

시계열(RCP 4.5 CMCC-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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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초기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 결정된 시나리오: INM-CM4

중기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S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S

후기

결정된 시나리오: HadGEM-AO 결정된 시나리오: HadGEM2-ES

표 2.98 여러 개의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한 12개월

단위의 표준 유출량 지수 matrix plot 작성 및 대표 가뭄 시나리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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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저수지군 이수 운영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보완한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모형에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

해 순 단위 댐 군 이수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댐 군 이수 운영을 위한 유입량

은 앞서 결정된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의 순 단위 유량을 사용하였다. 각 댐 별 용수 감량공

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 및 단계별 감량공급량은 앞서 설명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표 2.99는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해 댐 군 이수 운영을 하였을 때 각 제어지점에

발생한 물 부족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4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6개의 대표 가뭄 시나

리오 중 3개의 제어지점에 대해 가장 많은 물 부족량이 발생한 시나리오이다. RCP 4.5

CMCC-CMS 시나리오에 의한 제어지점 1의 물 부족량은 같은 구간의 RCP 8.5 CMCC-CMS

시나리오에 의한 물 부족량의 약 4배이며 제어지점 2의 경우에는 약 2배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구간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에 비해 21세기 중기의 RCP4.5 CMCC-CMS 시나리오가 유입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21세기 초기 21세기 중기 21세기 말기

RCP 4.5

대표 가뭄 시나리오 CMCC-CM CMCC-CMS HadGEM2-A

제어지점 1 2,186 6,129 41

제어지점 2 131 886 7

제어지점 3 4 29 0

RCP 8.5

대표 가뭄 시나리오 INM-CM4 CMCC-CMS HadGEM2-E

제어지점 1 2,147 1,791 1,303

제어지점 2 146 364 127

제어지점 3 2 21 0

표 2.99 선정된 대표 가뭄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저수지 모의 운영한 결과,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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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단일 댐 및 댐들의 연계 운영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댐을 운영하는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연구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컴퓨터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사

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입력 자료의 구성 및 도출된 결과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하였다. 그림 2.228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다. 입력 자료를 입력 및 수정 할 수 있는 창은 월별 기본 계획 공급량, 가뭄 대응 단계에 대한

용수별 감량공급 비율, 댐 모의 운영에 필요한 초기 저수량, 유입량 시계열의 설정 및 수정, 순

단위에 대한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의 입력 및 수정 기능이 있다.

그림 2.228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입력 자료 및 모의 조건을 설정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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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는 그림 2.228에서 입력된 조건에 대하여 모의 운영된 결과를 확인하는 창이다. 모

의 결과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모의 운영 기간, 생․공용수 감량공급 기간, 농업용수

감량공급 기간, 하천유지용수 감량공급 기간, 신뢰도, 생․공용수의 용수 공급 부족량, 농업용수

의 용수 공급 부족량, 하천유지용수의 용수 공급 부족량,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모의 운영에 대한 결과를 도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18은 도표로 확인할 수 있

는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30의 (a)는 입력 창에서 입력한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

선이다. (b)는 입력 창에서 설정한 유입량의 시계열, (c)는 용수 공급 계획, (d)는 모의 운영 결

과로부터 계산된 가뭄 단계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e)는 단일 댐의 방류량, (f)는 단일 댐

의 저수량이다.

그림 2.229 단일 댐 모의 운영 결과를 수치 및 도표로 나타내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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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b) 모의에 사용된 유입량 시계열

(c) 용수 공급 계획 (d) 모의된 가뭄 단계 시계열

(e) 모의된 용수 공급량 시계열 (f) 모의된 저수량 시계열

그림 2.230 단일 댐 모의 결과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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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댐 예비율 및 저수지운영 표준화 기준의 정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①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응 댐 운영관리 시스템(안)

극한가뭄 및 가뭄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용수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의 효율

적 운영관리 및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향후 유입량과 가뭄의 지속기간에 대

한 불확실성은 다목적댐 용수공급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것이다. 반면, 다목적댐 운영

자 및 관리자는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나, 이

를 위해서는 용수 제한공급 및 해제기준과 함께 다양한 유입량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 대응 단계

별 진입시기와 지속기간 등 댐 운영 실무자 및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를 실시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핵심요소기술 개발하고 댐 운영 담당

기관 및 실무자의 의사결정지원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댐 시스템 연동 실시간 단

기 중기 장기 용수공급 전망 기술(안)을 마련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가뭄 대응 다목적댐 실시간 용수공급 전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 및 제약조건

그리고 유입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6차년도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와 K-water 실시간 댐운영 시스템과 연동된 용수공급전망 시스템은 댐 운영자가 다양한 기

준과 유입량 조건에 대한 조합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다목적댐 실시간 용수공급 전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는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

수량, 용수제한공급, 해제기준 등 가뭄 최소화를 위해 개발된 운영기준과 관측자료 및 시나리오

기반 유입량 등 다양한 유입량 조건이며, 향후 댐 운영자가 용수공급 장기 전망 시스템을 활용

하여 탄력적인 가뭄 대응 응급대책(안)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기준저수량 산정 시스템(S/W)는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갈수기 용수공급

확보를 위한 상시만수위를 모두 연계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류

하천의 환경용수의 추가확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저수량 산정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기준저수량의 경우 관측유입량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총 2가지의 조건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수공급량의 경우 단계별 공급량과 점진적 제한공급량으로 구분하였다. 유입량

조건은 관측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평균 유입량(2가지), 갈수빈도별 유입량(5가지), 특정일

기준의 최소 유입량(12가지)이다. 현재 K-water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상예

측자료는 추가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뭄 해제 조건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

는 정상용수공급 환원기준과 더불어 단계별로 용수제한공급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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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다목적댐 실시간 단기･중기･장기 용수공급 전망 시스템 구성(안)

그림 2.232 유입량 조건에 따른 가뭄단계 진입 시기 전망 예

가뭄
단계

과거 평균 유입량과거 최저 유입량 200년 빈도
유입량 20년 빈도 유입량 무유입량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관심 10월1일 230 10월1일 220 10월1일 67 10월1일 128 10월1일 21

주의 - - 5월3일
(+214일) 32 12월7일

(+67일) 176 1월20일
(+111일) 237

10월22
일

(+21일)
77

경계 - - 7월12일
(+70일) 24 6월1일

(+176일) 55 - - 1월7일
(+77일) 36

심각 - - 7월24일
(+12일) 57 7월26일

(+55일) 67 - - 2월12일
(+36일) 91

저수위 - - - - - - - - 5월14일
(+91일) 140

표 2.100 가뭄단계별 지속기간 전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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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응 댐 운영관리 세부사항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DB 구축

기준저수량은 추계학적 500년 모의발생 및 기후변화시나리오를 통하여 일단위 기반으로 20개

다목적댐별로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결과 중 합천댐의 일단위 기준저수량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

다.

(a) 추계학적 모의발생 유입량 적용(관측기반) (b) RCP 4.5 시나리오 적용(시나리오기반)

(c) RCP 8.5 시나리오 적용 (d) RCP 4.5 및 8.5 시나리오 적용(시나리오기반)

그림 2.233 일 단위기반 기준저수량 구축

•가뭄 대응 단계별 용수제한공급기준 DB 구축

단계별 용수 제한공급량은 2018년 개정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안)의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공급량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계별 점진적 용수공급량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단계 필요 감축량

관심단계
생공용수 미 계약량 감량

(생공용수 배분량 - 생공용수 계약량)

주의단계
하천유지용수 100% + 용수별 여유량(하단 (1) 참조)

(생공용수 : 계약량 – 실사용 계획량)
(농업용수 : 배분량 – 실사용 계획량)

경계단계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감량(하단

(2) 참조)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심각단계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 감량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표 2.101 단계별 용수 제한공급량(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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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단계 진입 시, 용수여유량 감축 시

(소양강 충주) 팔당댐 하류 실소요량 기준으로 발전댐 연계운영

- 비관개기(10월∼3월) : 팔당댐 방류량 80～55m³/s 수준에서 댐 용수비축

- 관 개 기( 4월∼9월) : 팔당댐 방류량 124～80m³/s 수준에서 댐 용수비축

(낙동강, 금강) 댐-보-하굿둑 연계로 본류취수에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용수감축

- 비관개기(10월∼3월) : 생공용수 수요량만 공급

- 관 개 기( 4월∼9월) : 생공용수 수요량 및 농업용수 최소필요량만 보장

(주암댐) 수어댐 장흥댐 및 보성강댐 연계운영

- 수어댐 장흥댐은 K-water에서 탄력적으로 연계운영 시행

- 보성강댐은 득량만 발전방류를 줄이고, 주암댐 계통으로 용수 지원

(횡성, 밀양, 부안, 보령, 장흥댐) 농업용수 여유량 전량 감량

- 홍수통제소 허가량 등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사용자의 선제적 추가감축 계획 반영

2) 경계단계 진입 시, 용수여유량 감축 시

(보령댐) 도수로는 저수량이 경계단계 도달 예상시 사전 준비하여 경계단계 도달시 가동 → 보

령댐 도수로 가동 : 11.5만일 (생·공용수 실수요의 50%)

- 보령댐 도수로 가동이 시작된 후 관심단계로 댐 저수량 회복시 종료하되, 관계기관 협의 등

을 통해 최종 결정

대응단계 필요 감축량

관심단계 생공용수 미 계약량 감량

주의단계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20% 감량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100% 감량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100% + 농업용수 미사용량 감량

경계단계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감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50%, 7~9월 70% 감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100% 감량

심각단계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 감량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30% 감량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50% 감량

표 2.102 가뭄대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량 기준(본 연구)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DB 구축

가뭄 해제 조건은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정상용수공급 환원기준(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 2018)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개별 해제기준으로 구축하였다. 2018년 개



- 305 -

정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안)에서는 단계별 해제기준을 “댐 저수량이 정상 용

수공급 환원기준 이상으로 비축될 경우에는 대응단계를 해제하고 용수공급 정상 환원”이라는

문구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으며, 단개별 해제기준의 경우 SFI와 수위유지 기간의 조

건을 만족할 경우 상위단계로 대응 단계를 해제하도록 구축하였다. 구축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34 단계별 해제기준

•예측 유입량 시나리오 DB 구축

예측 유입량조건은 관측자료 기반 갈수빈도 유입량(5가지), 관측 및 시나리오 기반 평균 (2가

지), 특정일 기준의 최소 유입량(12가지), 기상예측자료 등 총 20가지의 유입량조건을 구축하였

다. 구축된 유입량 중 자료기간 평균 일유입량(mean daily climatology)과 특정일 기준 365일

최소유입량 평균(관측: 29년, 시나리오: 89년×13GCM)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1월1일 기준

365일 최소 유입량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관측자료 기반 기준저수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준저수량 그리고 용수제한공급 기준 조건에서 예상되는 저수지 운영 모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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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자료기간 평균 일유입량(mean daily cli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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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측자료 기반 기준저수량 대비 최소유입량 조건

(a)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준저수량 대비 최소유입량 조건

그림 2.236 특정일(1월 1일) 기준 365일 최소유입량에 따른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

•실시간 유입량 지수(SFI) 기반 가뭄 심화 조기경보지표(EDWI) 개발

현재의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는 현재의

저수위(저수량)가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각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가뭄 대응 단계

에 따라 댐 공급량을 감축한다. 즉, 댐 유입량과는 상관없이 저수위(저수량)의 위치에 따라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용수감축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댐 용수공급은 전적으로 유입량에 의존하

게 되며,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용수제한공급 시기가 늦어져 심각단계 이하

의 극심한 물 부족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표준 일유입량 지수(SFI)를 개발하였으며, SFI를 활용하여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같이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현

재의 가뭄대응 단계 발령 기준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댐 운영 관리자 및 실무자가 적절한 시기에

가뭄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용수공급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합천댐 2017년 운영사례로서, 저수위(저수량) 기준 가뭄 대응 단계 진입현황(왼

쪽)와 SFI 기준 가뭄 대응 단계 진입 현황(오른쪽)을 비교한 것이다. 즉, 저수위(저수량) 기준에

서는 7월 1일까지 댐 수위(저수량)가 정상용수공급 환원 기준을 상향하였으나, SFI 기준에서는

5월 20일에 주위단계, 6월 10일에 심각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SFI 기반 가뭄 대응 단계는 가뭄이 심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의사결정지원자에게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뭄 심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지표(early drought warning

indicator)로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FI 기반 가뭄 대응 단계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수위(저수량)기준

과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6차년에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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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기준저수량
및 가뭄년도 저수량

추계학적 모의유입량
기반 SFI 기준곡선

그림 2.237 2017년 가뭄대응 단계 진입 시기 비교(왼쪽: 현 기준, 오른쪽: 실시간 유입량지수 

기준)

② 댐 예비율 확보 기준 정립 및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보완 및 정립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보완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다목적댐별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을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및 비

상용량의 활용 조건에 따라 3개의 Case로 구분하였다. 4차년도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과는 달리

Case 3에서 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의 제한공급량을 변경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2.238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의 운영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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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은 비상용량을 활용하지 않으며 용수공급 조정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일반운영 Case로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모두 이용하는 Case 2, 3과 비교하기 위한 Case이다. Case 1

에서는 상시만수위와 저수위 사이의 이수용량에서 기본계획공급량(생·공용수 배분량 + 농업용

수 배분량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을 공급한다.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여 계획공급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39 Case 1 용수공급방법 그림 2.240 Case 1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2는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모두 활용하는 Case이다. Case 2 에서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단계별 기준

저수량에 도달하게 되면 미리 산정된 공급량을 공급한다. Case 2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저수위

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Case 1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Case 2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여 심각단계 제한공

급량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41 Case 2 용수공급방법 그림 2.242 Case 2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3은 Case 2보다 비상용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Case라고 할 수 있다.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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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심각단계 기준 저수량에 도달하게

되면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추가 감축하게 된다. 생·공용수는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에

비해 감축으로 인해 체감하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ase 3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한다면

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감축하지 않고 생·공용수 계약량의

100%를 계속 공급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용수공급 조정기준

의 감량 기준을 완화시켜 댐 내 저수량이 심각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생·공용수 계약량의 100%

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6). Case 2에 비해 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 수위

의 감소폭이 크지만 생·공용수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저감 할 수 있다. 이후 가뭄이 지속되어

댐 내 수위가 저수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감축한다. Case 3에서

도 Case 2와 같이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여 심각단계의 제한공급량도 공급

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43 Case 3 용수공급방법 그림 2.244 Case 3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대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HSPF 모형)

합천댐을 대상으로 26개 GCM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모의운영인 Case 1(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비상용량 미활용)에 따라 모의운영을 실시하였고, 모의운영의 결과를 통해 2011년부터

2100년까지 발생한 용수부족사상의 최대지속시간과 최대부족량을 산정하였다. RCP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NosESM1-M, RCP 8.5 IPSL-CM5A-LR 4

개의 GCM에서 다른 GCM에 비해 큰 용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한가뭄사상

을 대표할 수 있는 수문시나리오 4개(RCP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NosESM1-M, RCP 8.5 IPSL-CM5A-LR 4)를 댐 예비율 산정을 위한 최적시나리오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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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 댐 예비율 산정을 위한 최적 수문시나리오로 선정

㉯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및 예비율을 고려한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안동댐, 임하댐, 성덕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보현산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9개의 다목

적댐 중 안동댐과 임하댐은 안동-임하 연결도수로를 통해 양 댐을 연결하여 하나의 댐처럼 운

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안동댐과 임하댐의 저수량을 통합하여 하나의 댐으

로 모의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저수지 모의운영의 분석단위는 반순 단위로 설정하였고 모의운

영 기간은 P1(2011∼2040년, 총 30년), P2(2041∼2070년, 총 30년), P3(2071∼2100년, 총 30

년)와 같이 3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 다목적댐 8개 (안동-임하,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 합천, 남강, 밀양)

- 다기능보 8개 (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분석기간 2011년 10월 ~ 2099년 9월(수문년 기준, 반순 단위운영)

초기조건

- 다목적댐 : 10월 1일 평균수위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댐의 경우 자료 보유 기간이 짧아 상시만수위 적용)

- 다기능보 : 관리수위

표 2.103수지 모의운영 모형 개요

•안동-임하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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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1∼3)

그림 2.247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1∼3)

그림 2.248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1∼3) 

그림 2.249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1∼3)

•군위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모든 기간(P1, P2, P3)에서 현

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7.43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비상용량 1.3백만 ㎥의 571.5%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

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

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

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3.25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

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250.1%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

하지 않으려면 2.04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156.9%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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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

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

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6.87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528.1%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림 2.250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1∼3)

그림 2.251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1∼3)

그림 2.252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1∼3)

그림 2.253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1∼3)

•김천부항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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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4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1∼3)

그림 2.255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1∼3)

그림 2.256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1∼3)

그림 2.257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1∼3)

•합천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비상용량 130.0백만 ㎥ 중 68.33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52.6%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

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8.5 INM-CM4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 현재 비상용량

130백만 ㎥ 중 105.92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81.5%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

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을 했을 때 비상용량 130백만 ㎥ 중 86.80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66.8%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

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

재 합천댐 비상용량 130백만 ㎥ 중 89.15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

천댐 비상용량의 68.6%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

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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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8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1∼3)

그림 2.259 RCP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1∼3)

그림 2.260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1∼3)

그림 2.261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1∼3)

•밀양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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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2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1∼3)

그림 2.263 RCP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1∼3)

그림 2.264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1∼3)

그림 2.265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1∼3)

③ 기후변화 적응 저수지 운영 모형의 사용자 맞춤화

㉮ 다목적댐 실무 운영계획에 근접한 기후변화 적응 이수 운영 모형 작성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학술적으로 많은 진보

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은 연구자들이 확보된 기술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

고, 이를 최종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왔다. 비교적 규모가 큰 조직의 경

우에는 전문적으로 사용자 편의 환경(graphic user interface; GUI)을 구축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조직 및 대학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개발된 계산 프

로그램의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주를 주곤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과정 중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개발된 핵심 프로그램의 개발자와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핵심 프로그

램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가 차이가 날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자원 공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최종 사용자를 위하여 핵심 프로그램의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 프로그래머가 만든 사용자 편의 환경의 수준까지 도달하

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자

편의 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시간과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절에서는 모의(simulation) 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의 환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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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중 하나인 GoldSim을 사용하여 개발된 낙동강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

에 대한 사용자 편의 환경을 소개한다.

K-water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장·단기간(현 시점으로부터 임의의 다음기간)에

대하여 댐을 모의 운영한다. 모의 운영된 결과는 유역 내 포함된 다목적 댐들 간의 연계 운영

및 댐 용수 공급 부족에 따른 대체 수자원의 활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K-water 실무자들

은 엑셀을 이용하여 다목적 댐들에 대해 모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댐을 모의 운영 하기 위한

다른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은 댐 운영을 하고 있는 K-water 실무자들에

게 실용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입력자료 입력 화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

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이다. 다목적댐 군을 연계 모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입력자료들을 모형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림 2.266은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중

안동댐의 입력자료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입력자료의 구성은 기본계획공급량,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공급량, 댐의 초기 저수량, 댐 유입량 시계열, 댐 연계 운영

을 위한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 모의 운영 기간이다.

그림 2.266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중 안동댐의 입력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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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7은 안동-임하댐을 하나의 댐으로 고려한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4차년도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낙동강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은 안동댐과 임하

댐을 독립된 댐으로 고려하여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입력하였다. 5차년도에 있었던

K-water 댐 운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실무자들은 안동댐과 임하댐은 하나의 댐으

로 보고 있으므로 두 댐을 등가의 댐으로 한 가뭄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을 하나의 댐으로 한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결정하였다. 그리

고 이를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에 적용하

였다. 안동-임하댐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에 입력해야 할 저수량 기준은 안동-임하댐의 상

시만수위 및 홍수기제한수위의 저수량, 댐 군 연계 운영 제한 수위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

계에 상응하는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 저수위 저수량이다. 안동-임하댐 용수 감량공급 실

행 저수량에 입력해야 되는 저수량의 단위는 백만 m이다.

모형에 기본값으로 입력된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입력한 것이다.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은 사용자가 수정 가능하며,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수정함으로써 용수공급 조정기준도 고려 가능하다. 그러나

K-water의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가뭄 단계 해제 기준인 ‘정상환원 저수량’이 존재하며, 현재까

지 개발된 모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개발된 모형에는 저수위의 저수량을 낮춤으로써 저수위 아래에 있는 댐의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율’을 고려 가능하다.

그림 2.267 안동-임하댐의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 입력 화면

그림 2.268은 안동-임하댐의 가뭄 단계별로 기본계획 공급량에 대해 얼마나 감량하여 공급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화면이다. 용수의 감량공급량을 조절하는 화면은 사용자가 가시적으로 명확

하게 얼마나 공급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실제

다목적댐 운영에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운영할 때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제시된

용수의 감량공급 기준을 엄밀히 준수하여 감량공급하기 쉽지 않다.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

하며, 댐의 저수량에 따라 그 피해정도가 다르다. 이에 실제 다목적댐 운영에서는 댐 운영 실무

자들이 가뭄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수 감량공급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



- 318 -

려할 때, 개발된 모형의 댐 용수 감량공급량 조절 기능은 실제 댐 운영에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4.268 안동-임하댐의 가뭄 단계별 기본계획 공급량 조절 화면

그림 2.269는 안동댐의 초기 저수량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안동댐의 초기 저수량을 입력하는

단위는 백만 m이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안동댐과 임하댐을 하나의 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안

동댐과 임하댐 각각의 입력자료 입력화면에서 초기 저수량을 각각 입력하고 모의 운영에서는

두 댐의 초기 저수량을 합한 초기 저수량으로 댐을 모의 운영한다.

그림 2.269 안동댐의 초기 저수량 입력 화면 

그림 2.270은 댐 모의 운영 시 필요한 유입량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선택 가능한 유입량 조건

은 과거 기록 유입량, 월 평균 유입량, 가뭄 빈도 유입량(5년, 10년, 20년, 50년, 100년)이다. 유

입량 조건은 좌측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각 유입량에 대한 시계열은 우측 박

스(Hist., Nor., 5 yr, 10 yr, 20 yr, 50 yr, 100 yr)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모형에 입력된 과거 유입량 시계열은 일단위 평균 유입량이 입력된다. 입력된 유입량의

단위는 ms이다. 또한 가뭄 빈도 5년 유입량에 해당하는 우측 박스를 클릭하면 모형에 입력된
가뭄 빈도 5년 유입량을 알 수 있다. 가뭄 빈도 5년 유입량은 월별로 입력되어 있으며, 모의 운

영에서는 일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월 평균 유입량, 5년 빈도 외에 다른 빈도의 가뭄 빈도

유입량도 가뭄 빈도 5년 유입량과 시계열의 확인 방법 및 모의 시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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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0 댐 모의 운영시 필요한 유입량 선택 화면 

그림 2.271은 안동-임하댐의 하류 댐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을 입력

하는 화면이다. 안동-임하댐 하류에는 군위댐, 밀양댐 등이 있으나 저수용량이 작고 다목적댐

군의 연계 운영 효과가 미비하여 다목적댐 군 연계 운영 모형에 규모가 비교적 작은 댐은 포함

하지 않았다. 개발된 모형에서 안동-임하댐의 하류 댐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

을 입력할 수 있는 다목적댐은 합천댐과 남강댐이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 운영 시 사

용자가 입력한 추가 방류 비율에 따라 하류 댐에서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부족분

의 비율에 해당하는 용수를 안동-임하댐에서 추가 방류한다.

그림 2.271 안동-임하댐의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 

입력 화면

그림 2.272는 임하댐의 입력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이다. 입력하는 화면의 전환은 그림에서 좌

측에 있는 각 다목적댐의 이름이 적힌 댐 모양 단추를 클릭하면 된다. 합천댐의 입력자료를 입

력하는 화면의 구성은 안동댐의 입력자료 화면 구성과 동일하다. 임하댐과 남강댐은 댐의 저수

공간 내에 취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공급량에 댐 내 취수와 관련된 표가 추가로 있

다. 임하댐의 경우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하나의 댐인 것으로 고려하여 모의 운영하므로, 안동

댐의 입력자료 입력 화면에서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과 용수 감량공급 비율 등을 입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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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2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중 임하댐의 입력자료 화면

‥모의 결과 확인 화면

그림 2.273은 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는 화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각 댐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유입량 시계열, 계획 공급량이 있

으며, 모의된 결과로부터 그래프로 그려지는 각 댐의 가뭄 단계 시계열, 용수 공급량 시계열, 저

수량 시계열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2.274와 그림 2.275의 도표들은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2006년의 기간에 대해 모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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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3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연계운영 모의 결과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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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천댐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b) 합천댐의 가뭄 단계 시계열

(c) 합천댐의 유입량 (d) 합천댐의 방류량 시계열

(e) 합천댐의 기본계획 공급량 (f) 합천댐의 저수량 시계열

그림 2.274 합천댐의 연계 모의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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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강댐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b) 남강댐의 가뭄단계 시계열

(c) 남강댐의 유입량 (d) 남강댐의 방류량 시계열

(e) 남강댐의 기본계획 공급량 (f) 남강댐의 저수량 시계열

그림 2.275 남강댐의 연계 모의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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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될 사용자 편의 환경의 워크숍을 통한 사용자 맞춤화

본 연구의 결과물은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에 대한 사용자 편의

환경이다. 보통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최종 사용자가 복잡한 컴퓨터 언어로 인해

사용하기 어렵거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개발된 낙동강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의 최종 사용자는 실제 댐을 운영하고

있는 K-water의 실무자들이다. 여러 차례의 사용자 맞춤화를 위한 회의에서 K-water 실무자

들의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K-water에서는 댐 모의 운영을 하기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없이 Excel로 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에 있다. 그러므로 다목적 댐 군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은 실제 댐 운영 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동-임하 댐은 탄력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으므로, 두 댐을 하나의 댐으로 고려한 용수 감

량공급 기준곡선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다목적 댐 군 이수목적 연계 운영 프로그램이므로, ⓐ에 대한 사

항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4차년도까지 결과 중 안동댐과 임하댐은 별개의 댐

으로 보고 각각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결정하였다. 사용자 맞춤화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안동댐과 임하댐을 하나의 댐으로 고려한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결

정하였다(그림 2.276).

그림 2.276 결정된 안동-임하댐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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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물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①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개요

가뭄대응 용수공급 의사결정 지원 Tools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가뭄 사전대응시

현업 실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환경을 개선하고 극한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

기 위한 현업실용화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가뭄대응 용수공급 의사결정 지원 Tools는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툴, 가

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툴,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툴, 실시간 상시 유축

예측 및 정보제공 툴,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수문전망 가시화 툴에서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

와 댐 유출전망자료를 가시화하여 세부 결과를 확인 할수 있으며,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툴에서

는 사용자가 기준저수량 모의를 구성하여 현 DB 자료와 연계하여 댐별 단계별 기준저수량 확

인이 가능하며, 또한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툴을 통하여 댐 유출 예측결과자료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277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시스템 구성도

㉯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Tool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Tool은 댐별 유출전망 자료조회, 관측소 미래전망

자료 조회로 구성된다. 우측에 지도를 통하여 조회 지점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우측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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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컨트롤을 통하여 사용자 선택 조건에 따라 차트 및 그리드 형태로 유출 전망 자료조회 확인

이 가능하다. 조회된 자료는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278 댐별 유출전망 지점 조회

사용자는 지점 선택 시, 해당 지점의 유출량 분석결과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

미지는 전체 유입량 분석결과 이미지, RCP4.5 결과 자료 이미지, RCP8.5 결과 자료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이미지는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통하여 각각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

다.

그림 2.279 댐별 유출전망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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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관측소 미래전망 탭을 통하여 기상관측소별 전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관측소 미

래전망에서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관측소를 선택할 수 있다. 관측소 목록에서는 관측소명,

코드, 경도, 위도 등 관측소 제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80 지점 선택

관측소 미래전망에서는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사용자의 조회

조건 설정에 따라 차트 및 그리드 형태로 자료를 조회 한다. 조회된 자료는 이미지와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미래 전망 자료를 조회 하는 경우, 30년 단위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2.281 관측소 미래전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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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Tool

가뭄대응 현황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댐 수문자료(저수위, 저수율, 저수량)와 기준저

수량의 모의결과를 기간별로 조회하며, 그리드 형태로 자료를 조회한다. 조회된 자료는 엑셀 파

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282 가뭄대응 현황 기본 화면

상세정보 팝업창에서는 댐 및 조회 기간을 통하여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댐 수문자료와 자

동 산정된 결과 자료를 차트와 그리드 형태로 조회한다. 조회된 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

이 가능하다.

그림 2.283 상세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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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별 기준 저수량에서는 댐을 기준으로 일자별 모의 결과 데이터를 차트와 그리드 형태로 자

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자료는 순 단위로 구성되며,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284 댐별 기준 저수량 화면

기준저수량 산정에서는 신규, 기존, 합산을 구분으로 각 댐의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 및 입력

해 자동 산정을 실행한다. 자동 산정이 완료되면, 미세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 자료를 확정 및 저

장할 수 있다. 구분 선택 중 ‘신규’의 경우 기초자료와 시간자료를 신규로 입력하여 모형을 수행

한다.

그림 2.285 신규 모드에 대한 기준저수량 산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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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우측의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메뉴를 통하여 외부프로그램인 낙동강 주요 다

목적댐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86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그림은 저수지 모의 운영을 실행한 화면이다. 모의 운영 모형의 실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과 모의 조건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시나리오 설정메뉴의 단추 혹은 키보드의 F5키를 눌

러 모의를 진행한다.

그림 2.287 모의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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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은 댐별 유입량 분석결과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사

용자는 수계와 일자를 선택하여 상시 유출 모의 결과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차트에 마

우스 오버 시 확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을 통하여 팝업 형태의 확대된 이미지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288 실시간 상시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 화면

조회된 자료에서 차트를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발생하며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한다.

상세보기 창에서는 해당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289 상세 보기 및 파일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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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에서는 기준 산정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다. 상단 메뉴에는 저장, 출력, 검색, 이동,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

의 화면을 통하여 운영기준(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90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 화면

사용자는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하여 페이지 이동이 가능 하다. 사용자는 목차의 챕터를 클릭

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상단의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하여 이전 페

이지, 이후 페이지이 이동이 가능하며, 페이지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특정 페이지로 이동이 가

능하다.

그림 2.291 네비게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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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군 연계 및 유역상황을 고려한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 댐군 연계운영을 통한 예비율 산정 기술 개발

•댐 부족분 공급방식

이수적인 측면에서 저수지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

상시 일정량을 상시 공급하는 보장량 공급방식(Firm Supply)이며, 두 번째는 하천 유량에 따라

댐 공급량을 조정하는 부족분 공급방식(Deficit Supply)이다. 보장량 공급방식의 경우 댐 하류

하천의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도 계획공급량(하천유지용수 배분량 + 농업용수 배분량 + 생공용

수 계약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류한다. 부족분 공급방식의 경우 그림 2.4와 같이 댐 하류 하천

의 유량이 풍부한 경우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과 농업용수 배분량을 감축하여 비축한다. 댐 부족

분 공급방식에서는 댐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댐에서 공급할 수 있

는 여력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댐 부족분 공급방식은 댐

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공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댐을 운영한 후 물 공급 안정성을 제시할 경우 이는 해당 댐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물 공

급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0개의 다목적댐(소양강-충주, 안동-임하, 합천, 성덕,

군위, 김천부항, 대청, 주암)을 대상으로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댐 하류 하천에

2개 이상의 기준지점 및 기준유량1)을 설정하고 기준지점의 하천유량이 기준유량을 초과할 시

다목적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그림 2.292 「댐 부족분 공급방식」의 개요

•댐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다목적댐별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Case 1∼3)에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추가로 적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적용한 3가지 Case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부족분 공급방식」 및

비상용량의 활용 조건에 따라 3개의 Case로 구분하였다.

1) 댐 용수공급 감축에도 하천유량이 평수량(연간 185일 이상 흐르는 유량)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지점의 평수량 + 여유량

(댐 용수 감축량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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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부족분

공급방식

적용

비고

Case 4 × × ○ -

Case 5 ○ × ○ -

Case 6 ○ ○ ○ -

표 2.104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의 Case 구성(Case 4∼6)

Case 4는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한 Case이다. Case 1∼3 에서 적용한 보장량 공급

방식과 같이 단일 댐의 계획공급량을 고려하여 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계 내 댐 군의 연계운

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족분 공급방식과 같이 댐 하류 하천의 유량을 고려하여 댐

을 운영하는 경우 수계 내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댐들의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Case 4

에서는 낙동강수계 내 다목적댐(안동-임하,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 합천, 남강, 밀양)과

다기능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를 대상으로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구축하고 연계운영을 실시하였다. Case 4 에서는 상시만수위와 저수위 사이의 이

수용량에서 하류 하천의 유량에 따라 일정량을 공급한다.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여 계획

공급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93 Case 4 용수공급방법 그림 2.294 Case 4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5는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비상용량을 활용한 Case이다. Case 5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Case 4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Case 5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

여 계획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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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5 Case 5 용수공급방법 그림 2.296 Case 5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6은 현재 K-water에서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Case이다. 평시에는

각 다목적댐에서 생·공용수 계약량 + 농업용수 배분량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 만큼을 공급하다

가 저수위가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주의단계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Case 6 에서도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

에 도달하여 계획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97 Case 6 용수공급방법 그림 2.298 Case 6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 유역상황을 고려한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안동-임하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

과와 달리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 P2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214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

하지 않으려면 최대 550.4백만 ㎥의 비상용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의 257.2%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안동-임하댐을 단

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 P3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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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어 있는 214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대 471.1백만 ㎥의 비상용량이 추가

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의 220.2%에 해당하는 양이

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도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

상용량 214백만 ㎥ 중 10.26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안동-임하댐 비

상용량의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

생하지 않았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 214백만 ㎥ 중 183.89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안동-임하댐 비상용량의 85.9%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

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2.299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4∼6)

그림 2.300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4∼6)

그림 2.301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4∼6)

그림 2.302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모의운영 결과(안동-임하댐, Case 4∼6)

•군위댐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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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03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4∼6)

그림 2.304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4∼6)

그림 2.305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Case 4∼6)

그림 2.306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군위댐, Case 4∼6)

•김천부항댐

군위댐과 동일하게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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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7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4∼6)

그림 2.308 RCP 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4∼6)

그림 2.309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4∼6)

그림 2.310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김천부항댐, Case 4∼6)

•합천댐

합천댐의 경우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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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4∼6)

그림 2.312 RCP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4∼6)

그림 2.313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4∼6)

그림 2.314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합천댐, Case 4∼6)

•밀양댐

밀양댐도 모든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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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RCP 4.5 CMCC-CMS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4∼6)

그림 2.316 RCP8.5 INM-CM4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4∼6)

그림 2.317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4∼6)

그림 2.318 RCP 8.5 NorESM1-M 시나리오 

모의운영 결과(밀양댐, Case 4∼6)

㉰ 댐별 적정 예비율 제시

•안동-임하댐

4개의 수문시나리오를 적용한 안동-임하댐의 적정 예비율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비상용량 활용량(백만 ㎥) 비고1)

RCP 4.5 CMCC-CMS 550.392 257.2%

RCP 8.5 INM-CM4 471.128 220.2%

RCP 8.5 IPSL-CM5A-LR 10.257 4.8%

RCP 8.5 NorESM1-M 183.892 85.9%

1) 안동-임하댐 비상용량 보유량 = 214 백만 ㎥

표 2.105 안동-임하댐 적정 예비율 산정 결과

최소 10.257 백만 ㎥, 최대 550.392 백만 ㎥의 비상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발생 가능한 극한가뭄에 대비하여, 10.257 백만 ㎥∼550.392 백만 ㎥의 비상용수를 예비량으로

확보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2∼132일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 341 -

구분 안동-임하댐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1) 2∼132일

1)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 = 비상용량 / 일 기본계획공급량

표 2.106 안동-임하댐 비상용량 활용 효과 분석

•군위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군위댐에 확보되어있

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3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군위댐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1) 13일

1)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 = 비상용량 / 일 기본계획공급량

표 2.107 군위댐 비상용량 활용 효과 분석

•김천부항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김천부항댐에 확보되

어있는 1.6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6일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김천부항댐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1) 16일

1)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 = 비상용량 / 일 기본계획공급량

표 2.108 김천부항댐 비상용량 활용 효과 분석

•합천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합천댐에 확보되어있

는 130 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79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합천댐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1) 79일

1)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 = 비상용량 / 일 기본계획공급량

표 2.109 합천댐 비상용량 활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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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밀양댐에 확보되어있

는 3.6 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8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밀양댐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1) 18일

1)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 추가공급 가능일수 = 비상용량 / 일 기본계획공급량

표 2.110 밀양댐 비상용량 활용 효과 분석

③ 회복수위를 고려한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본 연구의 결과물인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핵심목적은 가뭄에

대비하여 다목적 댐의 물 공급을 사전 감량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것

이다. 그런데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여 개발된 본 모형과 달리, 저수지의 실무 운영자들은

2014년 이후의 동일 연구개발 기간에 모의운영 기법과 용수를 정상단계로 변경 공급하는 ‘회복

수위’를 적용하는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모형은 용수감량공급

기준곡선들을 유도한 방법과 과정이 다르고 회복수위의 적용 유무에도 차이가 있으나, 가뭄에

대비한 용수 감량 공급의 개념과 저수지 모의 운영의 논리 구조가 지배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장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용화 확장 개발의 목적은 K-water의 댐 운영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낙동강 다

목적 댐 군의 용수 공급 장기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된 댐 운영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개선된

댐 군 연계 운영 방안을 모의하여 찾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 설명하는 모형은 실제 댐 운영 업

무에 사용하는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회복수위를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이다.

K-water에서는 가뭄 시 주요 다목적 댐들의 용수 공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수공

급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순 단위의 정상환원 수위 저수량, 관심단

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환원 수위 저

수량은 용수 감량공급을 해제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인해 저수량의 상태가 경계단

계에 진입하였을 경우, 확보되는 저수량이 주의 및 관심단계라고 하더라도 경계단계의 감량 공

급량을 공급하고, 정상환원 수위 저수량에 이르러야 비로소 용수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준

저수량이다. 특히, 기준저수량 은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갈수기 용수공급 확

보를 위한 상시만수위를 모두 연계되도록 개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하류하

천의 환경용수의 추가확보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저수량 산정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가

능하도록 유연성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자 맞춤화를 통해 앞서 제시한 모형에서 확장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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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이다.

㉠ 회복수위(정상환원 수위)의 적용에 따른 모형 엔진 개선.

㉡ 생·공용수 계약량, 생·공용수 실사용량,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입력할 수 있는 표의 창 추가.

㉢ 여수로 개도 및 용량을 고려한 여수로 방류량 계산 알고리즘 추가.

㉣ 연계 운영에 대한 다목적 댐별 추가 방류량 및 감축 방류량의 입력 편의성 개선.

㉤ 사용자의 활용 편의를 위한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선이다.

㉮ 사용자 편의 환경의 주 화면 구성

그림 2.319는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주 화면이다. 주 화면은

운영 모형의 요소 선택 목록과 시나리오 설정, 모의 기간 설정 단추로 구성되어 있다.

ⓐ 목록 선택 단추: 각 다목적댐의 입력 자료와 모의 운영 설정, 연계 입력, 결과 화면으로 이동

ⓑ 시나리오 설정 단추: 시나리오의 추가 및 삭제

ⓒ 모의 기간 설정 단추: 모의 기간에 대한 세부 설정

그림 2.319 모의 운영 모형의 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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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운영 모형의 입력자료 화면

목록 단추에 있는 안동-임하댐을 누르면 안동-임하댐의 용수 공급량 입력 화면으로 이동한

다. 공급량 입력 화면은 기본계획공급량(그림 2.320)과 생․공용수 계약량(그림 2.321), 실사용

량을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는 댐운영 실무편람(2018)의 기본계획공급량을 참고하

여 입력하였고, ⓑ는 사용 계약량을 참고하여 입력하였다. ⓒ는 주 화면으로 이동하는 단추이

다.

그림 2.320 안동-임하댐 기본계획공급량 입력화면

그림 2.321 안동-임하댐 생․공용수 계약량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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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와 그림 2.323은 안동-임하댐의 유입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다. 모의 운영 시 사

용할 유입량은 과거 기록 유입량과 월 평균 유입량, 월 평년 유입량, 여러 가뭄빈도 유입량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2.322). ⓐ는 간편하게 댐 유입량 자료를 선택할 수 있고 ⓑ는

유입량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단추이다. ⓒ는 과거 기록 유입량이며 일(日)별 ms단위로 입
력해야 한다. ⓓ는 월 평균, 월 평년, 가뭄빈도 유입량으로 월(月)별 ms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그림 2.323).

그림 2.322 안동-임하댐 유입량 시계열 선택 및 확인 화면

그림 2.323 안동-임하댐 가뭄 빈도 유입량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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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와 그림 2.325는 저수지 모의 운영 시 필요한 저수지의 초기 저수량 및 제원 저수

량을 입력할 수 있는 창, 가뭄단계에 따른 용수 감량공급 비율과 관련된 변수와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입력하도록 구성한 창을 나타낸 것이다.

ⓐ 초기 저수량 입력: 댐운영 실무편람(2018)을 참고하여 모의 시작 시간의 자료를 입력

ⓑ 계획홍수위 저수량: 댐운영 실무편람(2018)을 참고하여 입력

ⓒ 상시만수위 저수량: 홍수기 제한수위를 표시하기 위해 표 형식으로 자료를 입력

ⓓ 저수위 저수량: 댐운영 실무편람(2018)을 참고하여 입력

ⓔ 생․공용수 감축 비율: 심각단계에서 적용 되는 생․공용수의 감축 비율

ⓕ 농업용수 감축비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적용되는 월별 농업용수의 감축비율

ⓖ 용수공급 조정기준: 댐운영 실무편람(2018)을 참고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정확한 가뭄 기

간의 해석을 위해 평년과 윤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

그림 2.324 안동-임하댐 모의 운영 조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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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가뭄단계에 따른 용수 감량공급 비율과 관련된 변수와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입력하도록 구성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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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결과 확인

그림 2.326은 모의 운영의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모의 운영 기간은 전체 모의 운영 기간

과 용수 정상공급 기간, 용수공급 부족기간을 나타내고 부족기간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량을 확

인할 수 있다. 운영 결과는 시계열로 나타낸 모의 운영의 결과로 해당 단추를 누르면 결과에 따

른 도표를 볼 수 있다.

그림 2.326 안동-임하댐의 모의 결과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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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에서 운영 결과의 해당 단추에 상응하는 결과 그림들은 그림 2.327과 그림 2.328이

다.

2

3

4

1

그림 2.327 안동-임하댐 입력 자료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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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그림 2.328 안동-임하댐의 모의 운영 결과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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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가) 기후변화 가뭄평가 기법 조사 및 가뭄 관리현황/ 전략 조사

① 가뭄 모니터링 현황 및 가뭄평가기법

한반도 극한 가뭄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가뭄 모니터링 현황 및 기관별 평가기법

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기상청, 국민안전처,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농어초공사 농촌용수종

합정보시스템에서 가뭄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국외의 경우 대표적인 가뭄 감시 기관은 미국 국

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미국 국립해양기상청(NOAA,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가가뭄정책위원회(NDPC, National

Drought Policy Commission) 이다. 국내·외 가뭄 감시 기관에서 제공되는 가뭄정보 및 기관

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가뭄 감시 기관 관련 내용

기상청

가뭄 정보(가뭄판단지수)를 지도에 색상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파

머가뭄지수, 표준강수지수, 강수량십분위, 평균치비율, 강수량효과비, 증발량

등의 추가 가뭄 관련 지수 정보를 역시 가뭄도 형태로 제공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의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시스템에서는 실시간

가뭄지수 (RDI)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단위 가뭄정보를 제공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WADI, PDSI, SPI, MSWSI, SMI 및 NDVI 등 총 6

가지의 서로 다른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상

학적, 농업적 그리고 수문학적 가뭄을 동시에 감시

농어촌공사

농어촌 공사의 가뭄관리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 운영중인 RAWRIS (농촌

용수종합정보시스템)와 연동되어 농업가뭄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농촌용

수의 이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국립가뭄경감센터

NDMC에서는 SPI, PDSI, PNP, SMI(Soil Moisture Index), DS(Daily

Streamflow), SVHI(Satellite Vegetation Health Index) 등 6가지 지수를

조합한 가뭄현황을 주(week) 단위로 작성하고 이들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가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국립해양기상청

미국 국립해양기상청에서 개발한 계절가뭄전망 (Seasonal Drought

Outlook)은 기상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전역의 단기가뭄과 장기

가뭄을 전망하여 가뭄도 형태로 제공

국가가뭄정책위원회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에 의해서 1998년 설립된 국

가가뭄정책위원회(NDPC, National Drought Policy Commission)에서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NIDIS)를 운영

표 2.111 국내외 가뭄 감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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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가뭄 정보의 경우 대부분 가뭄지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수별 가용자료 및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 실무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뭄지수 가용자료 장점 단점

PNP

(Percent of Normal

Precipitation)

강수량

단일지역 또는 계절을

비교함에 있어 상당히

유효함

극치강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정규분포형을 보장할 수

없음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강수량

다양한 지속기간에 대해

산정될 수 있음

가뭄의 조기 경보 제공

타 방법에 비해 간단함

강수량(입력자료)만 고려

이전에 산정된 지수값이

변할 수 있음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강수량

기온

유효토양수분량

지역의 기후적 상이성을

고려

가뭄의 출현 시기가

지체될 수 있음

산악지역이나 극한

기후상태가 빈번한 지역은

정확도가 떨어짐

복잡, 불명확하고 주․월

지속기간에 국한

SWSI

(Surface Water Supply

Index)

강수량

융설량

하천유량

저수지 저수량

각 유역의 상이한 물공급

여건 반영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지표수 공급을 반영

자료 수집 관측지점 또는

물공급 시설의 변화시

새로운 산정방식 필요

유역간 비교가 제한

CMI

(Crop Moisture Index)

기온

강수량

잠재적인 농업가뭄 정의할

수 있음
농업가뭄에 국한

RDI

(Reclamation Drought

Index)

강수량

융설량

하천유출량

저수지 수위

기온

기온 요소를 포함

(증발산 고려)
유역간 비교가 제한

Deciles 강수량
강우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 제공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장기간의 강우 자료 필요

SMI

(Soil Moisture Index)

강수량

기온

풍속

습도

토양물리 특성자료

일별모의 가능

자연 상태의 가뭄표시

선행적인 가뭄제시

단기 가뭄평가에 효과적

충분한 강우로 인한 가뭄

해소에 민감

비 식생지역에 가뭄을

반영하기 어려움

표 2.112 국내외 주요 가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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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은 물 공급이 부족한 시기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나타났다. 가뭄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정의되며 크게 기상학적 가뭄, 농업

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정의 살펴보았다.

가뭄

구분
저 자 년도 정 의

기상

학적

가뭄

Condra 1944
강한바람, 적은 강수량, 높은 기온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를 가지는 기간

Levitt 1958 대기 가뭄을 공기중의 증기압 부족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

Linsley et al. 1958 상당 양의 강우 없이 지속되는 기간

Downer 1967 부족한 기간과 크기 모두 고려되는 기준값 이하의 물 부족

McGuire

and Palmer
1957 정상상태의 어떤 일정률 보다 적은 월이나 연 강수 기간

Palmer 1965
주어진 지점에서 실제수분공급이 기후적으로 필요한 수분공급보다

적은 수개월 또는 수년의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

Gibbs and

Maher
1967

월과 연강수 총량에 순위를 매기고 누적도수분포로부터 10분위수를

결정함으로써 가뭄측정 시스템 개발

Lee 1979

가뭄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강수의 10분위수를

수용하는 오스트리아의 가뭄 감시 시스템 개발, 극심한 가뭄을

3～4개월 이상 5분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정의

Changnon 1980 강수량과 경제상에서 날씨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가뭄을 측정

농업

적

가뭄

Barget et al. 1949 가뭄의 심도를 곡물수확에 대한 영향과 결부

Kulik 1958
식물의 물수요량과 이용 가능한 토양의 수분함량량 사이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가뭄의 강도를 결정

Palmer 1968
비정상적인 증발산 부족의 크기의 기초한 가뭄의 심도를 결정하는

곡물수분지수를 개발

Heathcote 1974 인간의 농업활동에 해로운 물부족

수문

학적

가뭄

Linsley et al. 1975
주어진 물관리시스템 하에 기존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천유수

Whipple 1966 총 유출이 장기간의 평균유출보다 작은 양

Dezman et al. 1982
과거기록 자료와 현재의 저수용량, 하천유수 그리고 강수를

이용하는 지표수공급지수 개발

표 2.113 가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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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 가뭄 관리 현황 조사

㉮ 우리나라의 가뭄대비 및 대응방법

우리나라의 가뭄관리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정부의 다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뭄대책

을 수립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조직체계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 가뭄단계별 대책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을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2 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8.23.>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표 2.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토

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더 확장시켜 세부집행계

획을 수립한. 계획수립의 종류로는 풍수해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등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뭄극복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부처 마다 가뭄을 자연재해 혹은 재난

으로 인지하여 다양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뭄재해에 대하

여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가뭄발생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취해야 할 단계

별 대처요령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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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가뭄대비 및 대응 방법

기관별 가뭄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

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은 조직의 구성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각 단계별

대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가뭄단계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 가뭄대책
기획예산처 부처별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국방부 도서지역 식수지원
암반관정 굴착장비 및 운반급수차량, 군 병력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정,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 점검정비 조기완료 추진
농업용수관리 및 봄철 영농대비 물관리대책 추진
시·군·구 보유 관수용 양수장비 지원(무상임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가뭄대책 전기시설비 및 전기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
공업단지 공업용수 확보 및 조업단축 등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

환경부

가뭄지역 생활용수 대책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간이상수도 개선
갈수기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수질환경사범 단속 강화
제한급수지역 현황관리 및 식수원 개발사업 촉진 및 조기 완공

국토교통부((구)건
설교통부)

광역상수도 확충 및 다목적댐 등 수자원 관리 대책
상수도 전용댐 건설 추진 및 예비용수 공급시설 확충 등

기상청 기상전망 및 강수 등 기상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가뭄대책 추진 및 지원
도서해안, 고지대등 식수난 지역에 소방장비 및 행정급수선 지원 운반 
급수
가뭄대비 정수운동 전개 및 홍보

표 2.116 부처별 주요 가뭄대책 추진 업무(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2002)

㉰ 해외의 가뭄관리 및 극한 가뭄 대응체계

나미비아 정부는 1995년 5월 단기 가뭄 구호 조치를 실시할 때, 국가비상사태 및 장기 가뭄

관리 정책을 세울 대책위원회를 동시에 설립하였다. 나미비아의 가뭄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평하

며 가뭄 관리에 지속 가능한 접근 방법을 개발한 것이며 정책의 목표는 가뭄으로 표명되는 극단

적인 상황 또는 재해가 선언됐을 때 재정지원 및 식량 안전보장의 개입이 고려되고 가뭄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부터 농부로 이동하는 것이다. 정책의 취지는 상당수의 개인지주와

공동 지주에게로의 정기적인 재정지원에서 농장의 위험 관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년이 일반화 되어 있는 나미비아는 건조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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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주 가뭄을 선언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보조 받는 수혜자들이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가뭄은 강우량이 부족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히말라야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은 흔히 나타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재해 모두에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의 재해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예방, 전문 분야 및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난관리의 국가적인 변화

를 위하여 인도는 국가 재난관리 기관과 같은 최고 수준의 기관 형성과 2005년 12월 재난 관리

법을 국무총리, 해당기관 주지사, 지역간 위원들이 제정하였다. 국가재난관리 기관은 농업연구

및 국립원격탐사센터의 인도위원회와 같은 농업 협력 부서의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최근에 발생한 국가차원의 가장 심각한 가뭄은 1999-2000년에서 2002년에 발

생한 가뭄으로 강우량은 불규칙해지고 강의 수위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Tabela dam(파키

스탄 주요 댐 중 하나)의 저수량은 거의 매년 2월말 또는 3월초에 매우 적었으며, 인더스강 유

역의 저수지 용량(세계의 가장 큰 유역 중 하나)은 퇴적물로 인해 감소하였다. 가뭄구호 활동은

제도적인 협의에 의해 잘 수행되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거의 없었으며, 장

기적인 가뭄 해결을 위해 Baluchistan과 Sindh 지방의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고 관개수로의 개

선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줄이도록 하였다. 가뭄과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정

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모두 제한되어 있으

며, 인도, 파키스탄, 아이언 간의 정보 교환은 가뭄을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케냐의 가뭄은 지난 수십년동안 케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자연재해로, 생계를 파괴하여

기아,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하였으며, 2008-2011년에 기록된 가뭄 관련 피해 및 손실은 121억

달러에 이르고, 113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가뭄재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국가 발

전이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여 케냐 정부는 2022년까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정책을 펼

치게 되었고 2013년 10월 3일 H.E. Hon. President Uhuru Kenyatta에 의해 Second

Medium Term Plan (MTP) for the Vision 2030이 발표되었고 이 계획은 10%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호주는 큰 대륙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강우량이 발생하여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은 대륙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 국가가뭄정책은 기후변화의

의한 가뭄의 대처를 농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 제정되었으며, 이 정책은 농부 훈련

프로그램, 재무관리와 사업계획조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교육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농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가뭄에 대비해기

위해 많은 물관리 정책 실행하였다. 이 정책은 위험관리나 예방보다는 재난대응을 강조하고 있

으며, 그 이유는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은 초기에 주요 농업프로그램이나 농촌조정 제도를 통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 따라, 농촌조정제도는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보류를 장려함으

로써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호주 정부는 여전히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비용이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지역은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며, 미국 연방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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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관리는 각 주가 책임지고 있다. 1996년 지역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주지사 회의는 가

뭄을 직면하고 있는 주에 지도 및 지원 제공하였으며, 2년 후 의회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정책

에 포함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립가뭄정책법이 통과되었다. 위원회는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사이에 구호 및 조정을 통하여 가뭄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책이 다양함 물 사용자와 물

사용을 수용하여 표준가뭄과 극한가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국가 정

책의 주요 요소로 계획 및 교육, 정확한 모니터링, 보험, 긴급자금 및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2000년에 도입된 법안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

며, 2006년 미국은 가뭄모니터링 시 부처별 협조와 향상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통합가

뭄정보시스템(NIDIS)를 설립하였다. NIDIS와 미국가뭄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 전체 가뭄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의회

는 가뭄문제를 잠시 보류하였지만, 2012년 극단적인 가뭄 이후 가뭄정책에 대한 다른 방안을 검

토하였다(Motha, 2011).

중국에서 가뭄과 홍수는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가뭄의 발생과 진화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가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중국 기상청(CMA)의 NSMC는 기상위성데이터와 GIS를 이용하여 계절별로

적합한 가뭄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가뭄의 발생과 진화를 모니터링하고

가뭄조기경보 제공한다. 중국은 수력조사와 원격탐지를 통해 토양수분 및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지표를 적용하여 가뭄없음, 약간가뭄, 중간가뭄, 심한가뭄, 극심가뭄과 같이 분류하고 있

다. 중국의 현재 전략은 장기적인 가뭄관리보다 단기적인 가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농부들의

자립적인 해결을 장려하지만 농민들의 기술 부족과 변화 적응에 따른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ABARES, 2012). 가뭄에 대한 예방은 농민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농업에 대한 연구,

새로운 기술개발, 농업사업 인프라 구성 등 다가올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건조한 지역은 아니지만 제한된 수자원과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 가뭄

의 심각성과 발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EU 회원국은 2000년 물

기본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도입은 국가 수준보다는 유역 수준에서의

물관리에 의한 가이드라인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EU에서 10만 개소 이상

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고, EU 국가 중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핀란드

와 스웨덴에서 가장 적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회원국들 간에 물

공유 협조가 남아 있으며, 모니터링은 아직 불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영국은 18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심각성의 추세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겨울

강수량은 10% 감소하고 여름의 평균 강수량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영국의 환경청은 자발적

으로 생성된(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모든 가뭄계획을 향후에 충분한 물공급을 하기 위해 3

년마다 계획을 갱신하고 있으며, 6개의 지역과 웨일즈를 위한 7개의 계획 제공하고 있다. 이 계

획들은 물공급을 모니터링 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면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환

경청은 얼마만큼의 물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허가서를 발행했으

나, 물사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환경청은 각 지역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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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무실 및 지사를 설립하여 가뭄 비상사태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연락을 취하여 가뭄 해결

하고, 가뭄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물회사가 결정해야 할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스페인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으로 가뭄을 명시하였으며 가뭄이 발생하였을 시 행정 및

관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고 있다. 이전 물관리 법에서는 물이 부족한 경우 유역

관할 기관의 저수지 위원회에 그 책임을 지게하였으며, 저수지 위원회는 사용자의 권리와 기존

수문상황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데 관련하여 유역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 제출하고 있다. 극

한가뭄의 경우 정부의 권리(특별한 조건에서의 물사용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도 가뭄 해결을 위

해 비상 시회기반시설 사용을 포함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물 관리법은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 리스트 기재하고 있다(ComEC, 2008).

③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사

㉮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적응 전략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활동이나 성

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등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의 기후변동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와 수자원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후변화는 수온, 수량, 증발량, 유량, 강우 등

많은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취약지약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극한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수원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물 절약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물부족에 대비하여 해수담수화, 빗물 및 사용용수의 재사용과

같은 기술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저장시설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추가

적인 용수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응계획 및 적응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법률을 통한 가뭄관리 정책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은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제 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이며, 이 적응대책에는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10개 부문에 대하여 13개의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
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2.1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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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
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표 2.1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8조

분야 대책 세부과제 부처 

물 관
리

Ⅵ-1 
영향 및 취약
성평가

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터링 보강 국토부, 
환경부

나.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분야의 영향분석 및 취약
성 평가

환경부, 
국토부

Ⅵ-2 
홍수 및 
가뭄 대책

가.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국토부

나.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 관리 국토부, 
환경부

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 국토부

라. 대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국토부, 
환경부

마.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국토부

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 국토부, 
환경부

Ⅵ-3 
수질 및 수생
태 관리대책

가.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및 호소 수질악화 관리대책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복원 환경부

표 2.119 물관리 분야의 적용대책 및 세부과제

물관리 분야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홍수 및 가뭄대책, 수질 및 수생태 관리대책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가뭄에 관한 세부과제로는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안정적 수자원 확보, 대

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 등이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수위, 유량, 수질, 수생태, 퇴적물) 모

니터링의 인프라를 확대 및 IT기술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댐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 지하수자원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대체수

원(해수담수화, 물재이용 등)개발, 취약지역 시설 보급 및 지원, 절수형 물이용 장치의 개발·보

급 등을 통한 물수요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이수 능력을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실

시간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천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

리 분야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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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뭄 적응 계획 및 적략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터링 보강”,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분야의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안정적 수자

원 확보”, “대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 이 있다.

㉰ 해외의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 정책

미국의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살펴보면, 미국 지질학회가 제시한 가뭄관리를 위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학 및 물 관리정책 10가지 사항"의 세부 정책내용(GSA, 2007)과 US

EPA에서 발표한 '국가 물 프로그램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US EPA, 2008)가 있다. US

EPA는 기후변화 적응, 물/기후관련 연구,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관리를 목표로 먹는 물, 물

환경 및 배출수 기준, 유역관리, 국가 오염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물 관련 인프라, 기후변화 관

련 EPA 물 부문 연구 등의 항목으로 주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US EPA, 2008). 미국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 GCRP)은 1990년에 수립되어, 20

년 넘게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

한 범위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적응 의사 결정을 위해 새로운 '적응전략 프로그램 요

소'를 연구한다. US GCRP의 'Global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United States

(2009)'에서는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을 위해 미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 수자원,

에너지공급 등 7개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계절

강수량 패턴의 변화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하고

있다(US GCRP, 2009).

일본의 가뭄관련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살펴보면,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부는 물 관련 재해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방안을 통해 적응과 경감의 두 가지 접근 모두를 강조하고

있으며, 적응과 경감은 서로 보완될 수 있으며,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융통성과 효율성이 있

는 접근이어야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④ 수자원 D/B(수자원 인프라) 구축

가뭄 및 수자원 인프라 DB를 구축하기 위해 SPI를 통한 가뭄관측 및 과거 가뭄기록을

수집하였다. SPI는 1973 ~2014년까지 관측소별 강수량을 활용하여 관측소, 중권역, 대권역별

SPI(3), SPI(6)을 산정, 이를 통해 가뭄규모(Magnitute) 분석을 통한 낙동강 유역의

가뭄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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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가뭄연도
가뭄규모

(Magnitude)

가뭄발생 월수

(개월)

가뭄평균심도

(Severity)

SPI(3)

1 1988 -13.0 8 -1.6
2 1995 -5.9 4 -1.5
3 1977 -6.6 4 -1.66
4 2001 -6.1 3 -2.0
5 1982 -6.8 5 -1.4
6 1996 -5.3 4 -1.3
7 2014 -8.4 5 -1.7
8 2000 -6.4 4 -1.6
9 1976 -6.0 4 -1.5
10 1984 -4.7 3 -1.6

SPI(6)

1 1988 -14.4 9 -1.6
2 1982 -11.4 7 -1.6
3 1996 -9.2 6 -1.5
4 1977 -8.5 6 -1.4
5 2014 -8.5 6 -1.4
6 1976 -6.5 5 -1.3
7 1995 -6.1 4 -1.5
8 2000 -6.0 4 -1.5
9 1984 -4.2 3 -1.4
10 2001 -4.1 3 -1.4

표 2.120 낙동강 유역의 가뭄규모(Magnitute) 분석결과(1970 ~ 2014)

관측소, 중권역, 대권역별 SPI(3), SPI(6)을 이용한 가뭄등급별 가뭄 DB를 아래와 같이 구축

하였다.

(a) SPI(3)을 이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b) SPI(6)을 이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그림 2.329 SPI를 활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수자원 인프라와 관련되 자료는 4대강 보 제원, 시군구별 지하수 이용현황(2008년~2013년),

전국 취수시설 현황 및 용수공급 실적(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미디어 자료를 통한 가뭄피

해 현황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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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발생지역

피해현황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1982.06.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뭄으로 인한 가창댐 저수 고갈

1990.10∼

1991∼01
경상남도 　 　 가뭄으로 인한 건천화, 생활용수 부족

1991.11.04 경상북도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 생활용수 부족, 농업용수

부족

1992.06.18 전라도, 경상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1992.07.0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랜 가뭄으로 인한 건천화, 낮은 저수량

1994.07 경상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1994.08.30 경상북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1994.09.13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1994.09.24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감소, 생활 공업용수 비상

1994.10.10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

1994.11.17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극심한 용수난

표 2.121 미디어 자료룔 활용한 낙동강유역의 가뭄 현황

또한, 가뭄 취약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낙동강유역에 대한 수자원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도 시설명
시설

구분

면적(ha) 저수량(천㎥) 제당
유역면적 만수면적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구조 높이 길이

경남 하동 저수지 5,850.0 139.1 31,513.0 30,221.4
필댐

(죤형)
58.6 486.0

경북 성주 저수지 14,960.0 205.0 47,490.0 28,150.0
필댐

(죤형)
62.6 430.0

경북 경천(문경) 저수지 9,150.0 156.0 28,220.0 27,200.0
필댐

(죤형)
63.5 368.0

경북 덕동 저수지 5,170.0 196.0 22,537.1 22,537.1
필댐

(죤형)
50.0 169.0

경북 보문 저수지 3,388.0 144.5 9,855.0 9,834.0
필댐

(죤형)
22.0 308.0

경남 가월 저수지 3,840.0 355.2 9,703.2 9,703.2
필댐

(죤형)
6.8 2,893.0

경북 용연(포항) 저수지 6,892.0 86.9 7,045.0 6,961.0
필댐

(죤형)
20.8 203.0

경북 마북 저수지 1,600.0 43.5 6,225.0 6,160.0
필댐

(죤형)
46.3 286.0

경북 상판 저수지 2,200.0 72.0 5,772.9 5,679.2
필댐

(죤형)
23.7 276.5

경북 묘곡 저수지 3,530.0 63.5 5,575.0 5,528.0
필댐

(죤형)
23.5 340.0

표 2.122 미디어 자료룔 활용한 낙동강유역의 가뭄 현황



- 363 -

(나)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① 극한 가뭄에 대한 학술적-정량적 정의

한반도 극한 가뭄에 대한 취약지역 선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극한 가뭄에 대한 학술적-정

량적 국내외 정의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극한 가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한 문헌은 없으며, 일부 문헌에서 극한 가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과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서는 극한가뭄

을 2년 연속으로 가뭄이 드는 7년 주기의 가뭄으로, 「극한가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서는 과거에 최대 가뭄이 발생하였던 연 강우상황을 극한가뭄으로 활용하였음.

- 국내에서의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는 외국의 가뭄판단 기준

을 기반으로 국내의 가뭄 특성을 반영한 극한가뭄 기준 제시.

미국의 경우 NDMC(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의 USDM(United States

Drought Monitor)은 가뭄을 5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다양한 가뭄지표를 활용하여 미국의

현재 가뭄 상황을 장단기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하나의 지도로 제시한다.

- 장기가뭄의 모니터링에는 6개의 인자(PHI(Palmer Hydrologic Index) (25%), 24개월 누

적강우(20%), 12개월 누적강우(20%), 6개월 누적강우(15%), 60개월 누적강우(10%),

CPC 토양수분 모형(10%))를 고려하여 산정.

- 단기가뭄의 모리터링에서는 5가지 지표(Palmer Z-Index(35%), 3개월 누적강우(25%), 1

개월 누적강우(20%), CPC 토양수분 모형(13%), Palmer 가뭄지수(7%))를 활용하여 제시

하며, 혼합된 가뭄지표는 퍼센트 기반으로, 가뭄단계를 제시.

(a) 장기가뭄 모니터링 (b) 단기가뭄 모니터링

그림 2.330 NDMC 단/장기 가뭄 모니터링

- USDM에서는 4단계를 극한가뭄(Extreme drought), 5단계를 이례적인 가뭄(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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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ught)으로 제시하였으며, 4단계의 가뭄은 20년 빈도, 5단계는 50년 빈도로 한세대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단계로 제시.

가뭄단계 가뭄 심도 판단기준 가뭄상황

D0
(1단계)

비정상적 건조
(Abnormally

Dry)
0∼2 %

가뭄으로 접어듦 : 단기간 건조로 곡물과 목초의 성장이 느려짐.
산불의 가능성이 평균 보다 높음.
가뭄 발생: 물이 종종 부족, 목초나 곡물이 완전 회복되지 못함.
※본 단계에서는 가뭄보다는 건조상태로 판단함.

D1
(2단계)

보통가뭄
(Moderate
Drought)

2∼5 %
곡물이나 목초에 약간의 피해, 산불가능성 높음.
하천, 저수지, 우물의 유량이 적고 일부 물 부족 발생.
제한적인 물 사용권유

D2
(3단계)

심한가뭄
(Severe
Drought)

5∼10 %
곡물이나 목초에 손실
산불가능성 매우 높고 물 부족이 일반적임.
물 사용 제한

D3
(4단계)

극심한 가뭄
(Extreme
Drought)

10∼20 %
곡물과 목초에 많은 피해
산불가능성 극히 높음.
전역적인 부족이나 제한

D4
(5단계)

이례적인 가뭄
(Exceptional
Drought)

20∼30%
매우 극심하고 전역적인 곡물/목초의 피해
산불가능성이 이례적으로 극히 높음.
저수지, 하천, 우물에 유량 부족

표 2.123 U.S Drought Monitor 가뭄분류체계

유럽 European Commission의 경우 Drought Management Plan Report(European

Commission, 2007)에서는 4단계(정상(Normal), 사전경계(Pre-alert), 경계(Alert), 비상

(Emergency) 혹은 극한(Extreme))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한 가뭄으로 판단하고, 이

러한 극한가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뭄이라고 판단하였다.

영국 Anglian Water의 경우 영국 물회사 Anglian Water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가뭄에 대

한 대응 수립하였다.

- 가뭄 대응 은 지역별 물회사에서 제공하는 가뭄 계획보고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주정부에 가뭄허가(Drought Permit), 가뭄명령(Drought Order)을 지시하

도록 지원함.

- 가뭄허가는 가뭄기간동안의 물 공급을 증가하기 위하여 취수상태를 변경하는 상황, 가뭄명

령은 강수량 부족으로 물공급 상황이 악화되어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 조치임.

- 가뭄명령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어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활동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비

상가뭄명령(Emergency Drought order)을 허가함. 2단계에서부터 가뭄허가 및 명령을 신

청하며, 3단계의 상황에서는 비상가뭄명령을 내무부장관(Secretary of State)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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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단계 가뭄 심도 수요절약 빈도기준

1단계 일시적인 물 사용제한 5 % 10년

2단계
비필수적인 물 사용을

금지
10 % 40년

3단계 급수탑 제공 34∼52 % 100년

표 2.124 극한가뭄 판단 기준

② 가뭄 전조현상의 파악을 통한 극한가뭄현상의 예측

가뭄의 전조현상을 파악을 통한 극한가뭄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원격상관을 통한 가뭄을 살펴

보았다. 원격상관 패턴이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나타나는 기압계 패

턴과 그로인한 대기순환 아노말리를 의미한다. 원격상관패턴의 변화에 따라 제트기류의 강도와

위치, 저기압 이동 경로, 대규모 순환장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과 강

수량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대기순환에 의해서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수량의 차이는 결국 가뭄과 홍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뭄을 예측하기 위

한 에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순환에 따른 원격상관

의 패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정의된다.

Locations Prominent Patterns

North Atlantic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
East Atlantic (EA)

Eurasia

East Atlantic/Western Russia (EATL/WRUS)

Scandinavia (SCAND)

Polar/Eurasia

North Pacific/North America

West Pacific (WP)
East Pacific - North Pacific (EP-NP)
Pacific/North American (PNA)
Tropical/Northern Hemisphere (TNH)
Pacific Transition (PT)

표 2.125북반구의 지역별 주요 원격 상관 패턴

북반구 원격상관 패턴은 지수(index)화되어 NOAA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각 원격상관 지수

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는 Rotat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RPCA)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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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원격상관 지수의 종류로는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 East Atlantic (EA),

East Atlantic/Western Russia, Scandinavia (SCAND), Polar/Eurasia, West Pacific

(WP), East Pacific-North Pacific (EP-NP), Pacific/North American (PNA),

Tropical/Northern Hemisphere (TNH), Pacific Transition (PT) 등 10가지 종류의 원격상

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8가지 상관지수를 선정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가뭄

과의 상관성을 분석 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나라 가뭄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봄가뭄을 예측

하는 인자로서 북반구 대기패턴(원격상관)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격상관과 가뭄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시 상관

을 하였을 경우로서, 동시에 얼마나 넓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로 지연상관을 하였을 경우로서, 미리 가뭄의 징조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은 한반도 중권역별 강수량과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원격상관과의 동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PNA, EA-WR의 경우 다른 원격상관과는 다르게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WP, NAO, SCA 등의 경우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WP가 한반도 봄철 강수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금강유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을 중심

으로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P과 NAO를 우리나라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격상관으로 선정하였다.

(a) NAO (b) EA (c) WP (d) POL

(e) EP-NP (f) PNA (g) EA-WR (h) SCA

그림 2..331 한반도 중권역별 봄철 강수량을 이용한 한반도의 붐가뭄과 북반구 원격상관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아래 그림은 GPCP(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강수량과 WP(West Pacific)의 상

관관계를 계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봄철의 경우 가뭄에 취약한 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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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WP와 GPCP 강수량과의 상관성은 중국 난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양쯔강 유역에서부

터 한반도 남해안 일대,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등에 걸쳐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

냈으며, 대만부터 필리핀해를 걸쳐 뚜렷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여름철의 경우 중국의 서

북지역에서 낮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일본의 히로시마와 후쿠오카를 제외한 북부지방에서

는 높은 음의 상관이 나타났다. 가을철의 경우 중국의 남부지역과 한반도 전역에서 약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일본 큐수지역에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겨울의 경우 중국

북부, 일본은 훗카이도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낮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한반

도는 서북지역에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WP 원격상관은 한반도의 봄철

GPCP강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pring(MAM) (b) Summer(JJA)

(c) Autumn(SON) (d) Winter(DJF)

그림 2.332 GPCP 강수량과 West Pacific 원격상관의 계절별 상관성 분석 결과

Lag Correlation 분석은 동아시아 기상인자 GPCP(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강우와 원격상관의 lag 상관관계는 각각 원격상관지수를 Lag(0), Lag(-1), Lag(-2),

Lag(-3)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8.3은 WP와 GPCP 강수량간의 지체상관관계를 동아시아 스케

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8.4는 한반도 스케일로 축소하여 나타내었다. Lag(0)의 경우 GPCP

강수량은 3월, 4월, 5월 달의 봄철 강수량을 사용하였고 원격상관도 3월, 4월, 5월 달의 봄철 지

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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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P-GPCP(0) (b) WP-GPCP(-1)

(c) WP-GPCP(-2) (d) WP-GPCP(-3)

그림 2.333 동아시아 지역의 GPCP 강수량과 West Pacific 원격상관의 Lag Correlation 결과

과거의 가뭄사상과 원격상관의 이상치 분석은 식 8.1과 같은 방법으로 WP, NAO 봄철(3월

∼5월) 이상치(±1σ)를 분석하였다.

연도별봄철평균대기패턴값의표준편차
연도별 봄철평균대기패턴값전체기간에대한봄철평균대기패턴값

연도별봄철대기패턴이상치 (2.15)

원격상관에 따른 봄철 강수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식 (2.15)을 이용하여 겨울철 NAO(12∼

2월)와 봄철 GPCP(3∼5월) 강수량의 이상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표 2.144와 같이 나타내

었다. 분석결과 1977, 1978, 1979, 1985, 1996, 2010, 2011년에 가뭄이 발생한 해로 나타났다.

Year

NAO

Positive year(≥+1σ) : 1984, 1989, 1994, 1995, 2000, 2012

Positive year(≥+0.5σ) : 1981, 1983, 1988, 1991, 1993, 1999, 2005, 2008

Negative year(-1σ≥) : 1977, 1978, 1979, 1985, 1996, 2010, 2011

표 2.126 NAO의 겨울철 기간(12∼2월)의 이상치 (197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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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겨울철(12∼2월) NAO 평균값의 이상치

NAO를 이용한 이상치(≥+1σ)와 이상치(-1σ≥)의 해당 연도에 봄철(3월∼5월) GPCP강수

량의 변화를 그림 8.8로 나타내었다. NAO가 이상치(≥+1σ)일 경우는 한반도 지역의 GPCP강

수량이 평균 적인 연도에 비해 36∼54mm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치(-1σ≥)에는

GPCP강수량이 평균 적인 연도에 비해 36∼54mm정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 WP이 이상치(+1σ) 일 때 GPCP강수량(mm) (b) WP이 이상치(-1σ) 일 때 GPCP강수량(mm)

(c) NAO이 이상치(1σ) 일 때 GPCP강수량(mm) (d) NAO이 이상치(-1σ) 일 때 GPCP강수량(mm)

그림 2.335 원격상관 패턴에 따른 GPCP 강수량의 변화(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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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한반도 가뭄년도와 원격상관의 이상치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비교결과

한반도의 가뭄 발생년도와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NAO의 경우 1994년, 1995년, 2000년

등의 이상치가 발생한 해에 한반도에도 가뭄이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나며, WP의 경우 1984년,

1996년, 2000년 등의 이상치가 발생한 해에 한반도에도 가뭄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Year

전체기간 강수량 이상치
Dry year(-1σ) : 1976, 1977, 1982, 1983, 1988, 1992, 1994, 1995, 1996,

2001, 2008

봄철기간 강수량 이상치 Dry year(-1σ) : 1976, 1978, 1981, 1984, 1986, 1988, 2000, 2001, 2008

겨울철 NAO의 이상치
Positive year(≥+1σ) : 1984, 1989, 1994, 1995, 2000, 2012

Positive year(+0.5≤Anomaly≤+1.0) : 1981, 1983, 1988, 19

봄철 WP의 이상치 Positive year(-1σ) : 1984, 1996, 2000, 2007, 2013

표 2.127 한반도 가뭄년도와 원격상관의 이상치 분석

③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및 권역별 극한가뭄 취약지역 평가

가뭄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속이론(Run’s Theory)을 바탕으로 가뭄이 가지는

특성을 지속기간(Duration), 심도(Severity), 그리고 규모(Magnitude)로 분류할 수 있다. 가뭄

지속기간은 강우가 위험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시간의 개수로 임의 가뭄사상에 대해 음의 이산

이 연속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가뭄지속기간의 합을 연속 합이라 하는데 각 월별 SPI합을

가뭄의 규모(Magnitude)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뭄심도  가뭄지속기간 
가뭄규모  

(2.16)

따라서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즉,

가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관점에서 가뭄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가

뭄지수의 크고 작음을 표시하는 심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가뭄의 단편적인 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뭄의 규모(Magnitude)

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가뭄에 의한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한 가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1974~2015년까지의 지속기간, 심도, 규모별로

가뭄발생년도 분석하여 5대강 유역평균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1988, 1994, 1982년 중 낙동강 유역에서는 1988년이 가장 가뭄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발생한 2014～2015년 2년 연속가뭄은 2015년도에 발생한 가뭄이 낙동강 유역에 과거 가

뭄사상 중 가장 큰 가뭄년도로 나타났다.



- 371 -

가뭄

순위

5대강 평균 낙동강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1 1988 -13.6 -1.2 11 2015 -15.95 -1.99 8
2 1994 -12.2 -1.1 11 1988 -14.59 -1.33 11
3 1982 -11.0 -1.2 9 1982 -11.54 -1.28 9
4 2015 -10.2 -1.5 6 2014 -10.88 -1.09 10
5 1995 -9.2 -1.1 9 1996 -9.80 -0.89 11
6 1977 -9.0 -0.8 11 2001 -7.61 -0.85 9
7 1996 -7.9 -0.7 11 1994 -7.58 -0.63 12
8 2000 -7.4 -1.8 4 1977 -7.34 -0.67 11
9 2014 -7.3 -0.7 9 1976 -7.28 -1.04 7
10 2001 -7.3 -0.8 9 1992 -6.38 -0.58 11

표 2.128 가뭄규모 분석을 통한 과거 가뭄 순위

과거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하였던 2년이상의 연속가뭄에 대해서 지속기간, 심도, 규모별로 분

석을 실시하여 가뭄년도별로 정리하였다. 5대강 평균의 경우 1994∼1996년 가뭄이 가장 큰 가

뭄년도로 나타났으나 반면, 낙동강 유역의 경우 2014∼2015년 가뭄이 가장 큰 가뭄년도로 가뭄

심도 –1.21로 가장 큰 심도를 나타내었다. 5대강 평균과 낙동강 유역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긴

가뭄년도는 1994∼1996년 3년 연속 가뭄으로 나타났다.

가뭄

순위

5대강 평균 낙동강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1 1994∼1996 -25.20 -0.70 36 2014∼2015 -26.67 -1.21 22
2 1976∼1978 -19.33 -0.68 29 1976∼1978 -17.41 -0.56 31
3 2014∼2015 -13.82 -0.59 23 1981∼1982 -12.7 -0.53 24
4 1981∼1982 -13.62 -0.64 22 1994∼1996 -12.24 -0.34 36
5 2007∼2009 -11.27 -0.40 28 2000∼2001 -8.01 -0.38 21
6 2000∼2001 -10.72 -0.50 21 2007∼2009 -4.58 -0.16 28

표 2.129 가뭄규모 분석을 통한 장기가뭄 순위

낙동강유역을 SPI(6)을 산정하여 Drought Spell에 의해서 상습가뭄지역도를 작성하였다.

(a) 그림은 SPI < -1이하의 값을 중권역별로 카운팅하여 1974～2015년 사이에 낙동강 유역중

회천유역이 101회로 가뭄이 가장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분석하였다. 회천유역이 97회로 가

장 높은 가뭄발생빈도를 나타났으며. 오수천, 낙동고령, 금강서해, 주진천, 무주남대천. 동진강,

충주댐, 용담댐, 용담댐하류가 90회 이상의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b)는 SPI –

1～-1.5 사이의 값을 카운팅 한 결과로 약한 가뭄의 경우 충주댐이 58회로 약한 가뭄이 상습적

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서해, 오수천, 낙동고령, 주진천유역의 50회 이상이 주

로 약한 가뭄에 의한 것으로 주로 약한 가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심한가

뭄의 경우 그림 (c)와 같이 –1.5～-2사이의 SPI 값을 카운팅 하였으며, 영도천 유역이 39회로

심한가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의 경우 그림 (d)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SPI –2이하의 값을 카운팅 하였다. 카운팅 결과 동진강과 오수천 유역이 18회로

극심한 가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중 오수천 유역이

가뭄등급별로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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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습가뭄지역 (b) 약한 가뭄 상습지역

(c) 심한 가뭄 상습지역 (d) 극심한 가뭄 상습지역

그림 2.336 Drought Spell에 의한 상습 가뭄지역 평가(낙동강)

낙동강 유역의 과거 극한가뭄발생시의 댐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6.2와 같이

Magnitude 분석을 통해 제시된 과거 가뭄사상과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는 댐의 저수위기록을

분석하여 가뭄시의 다목적 댐 저수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뭄규모분석에서 나타난

극심한 가뭄연도에서는 모든 댐이 심각수준(수위)으로 저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용수공급 부담이 큰 댐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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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

(b) 임하

(c) 합천

(d) 밀양

그림 2.337 과거 가뭄년도별 댐 저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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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변량 가뭄 빈도해석에 의한 관측소별-권역별 SDF 곡선의 개발을 위해 가뭄 빈도해석의

경우 1974～2015년까지의 대권역별 SPI(6) 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

였다.

그림 2.338 가뭄빈도해석 절차

위의 가뭄빈도해석 절차에 다라 낙동강 유역의 SDF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재현기간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339 낙동강유역 SDF 곡선

과거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유도된 SDF 곡선을 이용하여 과거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월(Month)을 지속기간(1개월, 2개월, …, 12개월)별로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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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가뭄사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지속기간(Duration)별 가뭄사상의 가뭄규모

(Magnitude)는 가뭄 월(Month)의 SPI 값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지속기간(Duration)으

로 나누어 가뭄심도(Severity)로 환산하였다. 다음 표는 가뭄빈도해석을 통해 작성된 대권역별

SDF 곡선에 가뭄심도(Severity)와 지속기간(Duration)을 대입하여 재현기간을 제시하였다.

낙동강
가뭄순위 가뭄연도 규모 평균심도 지속기간 재현기간
1 2015 -15.95 -1.99 8 500년 이상
2 1988 -14.59 -1.33 11 50년 이상
3 1982 -11.54 -1.28 9 20년 이상
4 2014 -10.88 -1.09 10 10년 이상
5 1996 -9.80 -0.89 11 10년 이상
6 2001 -7.61 -0.85 9 10년 이하
7 1994 -7.58 -0.63 12 10년 이하
8 1977 -7.34 -0.67 11 10년 이하
9 1976 -7.28 -1.04 7 10년 이하
10 1992 -6.38 -0.58 11 10년 이하

표 2.130 가뭄사상별 재현기간

④ 수자원확보 취약지역 조사 및 선정

㉮ 극한가뭄 판단 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뭄 모니터링 결과,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 가뭄사상에 재현기간의 3가지 인

자를 활용하여 극한가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뭄 모니터링은 가뭄지수를 활용

하여 이루어지며, 6개월 SPI를 활용하였다. 가뭄 모니터링 에서는 극한가뭄을 미국 NSMD에서

제시한 가뭄 단계기준에 따라 SPI가 –2.0 이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수자

원 활용가능 기간은 무강우 현상이 지속될 경우의 댐의 용수공급 가능기간(월)에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은 강우 부족량과 지속기간으로 Copula 함수를 활용한

가뭄빈도해석을 수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을 산정하였다.

극한가뭄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가뭄 모니터링에서는 SPI가 –2.0 이하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기간을 검토하였으며, 용수공급 가능기간은 월별 평균 용수공급 가능기간과 비

교하였다(표 2.149). 표 2.149 에서 SPI –2.0 이하의 값이 지속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소양강

댐에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였다. 용수공급 가능기간은 소양강댐은 용수공급기간이

월평균 12.9 개월, 보령댐 5.6 개월, 대청댐 4.5 개월이며, 월별 평균 용수공급 가능기간의 70%,

60%와 50%가 지속되는 기간을 검토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용수

공급 기간은 소양강댐과 대청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령댐에서는 발생되었다. 실제로 보

령댐은 2015년 8월말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가뭄 단계에서 심각 상태에 도달하였다. 평균

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용수공급기간은 소양강댐, 보령댐, 대청댐에서 발생하였으며, 보령댐

은 2007년 7개월 연속, 대청댐은 1994, 1995, 2015년도에 4개월 연속으로 발생되었다. 해당 기

간들을 바탕으로 용수공급 가능기간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극한가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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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50% 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60% 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지속

가뭄 모니터링,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과 가뭄 재현기간을 극한가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다.

판단기준 소양강댐 보령댐 대청댐
SPI<-2.0
2개월 이상 지속 2014(6)※, 2015(4) 2015(4) 2015(3)

용수공급 가능기간 <평균*0.7
2개월 이상 지속

1975(4), 1977(3),
1994(3), 1996(2),
1997(3), 2014(4),
2015(10)

1998(3), 2001(3),
2002(4), 2006(4),
2007(7), 2009(7),
2010(5), 2012(6),
2014(4), 2015(8)

1981(4), 1982(4),
1988(3), 1992(3),
1994(5), 1995(6),
1999(2), 2001(4),
2009(2), 2010(3),
2014(2), 2015(5),

용수공급 가능기간 <평균*0.6
2개월 이상 지속 1977(3)

2006(2), 2007(7),
2009(6), 2012(2),
2014(4), 2015(6),

1981(2), 1982(3),
1988(2), 1994(4),
1995(4), 2001(4),
2010(3), 2015(4),

용수공급 가능기간 <평균*0.5
2개월 이상 지속 - 2007(6), 2009(5)

2014(2), 2015(5) -

표 2.131 과거 가뭄 사상과 극한가뭄 판단기준 비교

※ 발생연도 (지속 개월 수)

판단인자 내 용

가뭄모니터링

- SPI(6개월) <-2.0 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 (SPI -2.0 이하의 값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 -2.0<SPI≦-1.0의 값이 
나타났다 다시 -2.0 이하의 값이 관측되었을 경우, 같은 가뭄사상으로 판단
하여 가뭄이 지속된다고 결정)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

-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50% 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60% 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지속

가뭄 재현기간 - 진행 중인 가뭄의 재현기간>50년

표 2.132 극한가뭄 판단 기준



- 377 -

㉯ 2014∼2015년 가뭄

2014, 2015년도는 가뭄으로 국내 언론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던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극한가뭄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소양강댐에서는 SPI –2.0 이하가 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2015년 8월부터 4개월간 연속되

었으며, 2014년도 가뭄은 100년빈도 이상의 가뭄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용수공급 가능기간은

극한가뭄의 기준(평균의 60%)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보령댐에서는 2015년도 8월부터 SPI –2.0 이하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물 공급

가능기간이 기준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8월에 보령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와 경계단계가 발

령되었으며, 가뭄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한가뭄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

다.

대청댐 역시, 2015년 8월부터 SPI가 –2.0 이하, 용수공급 가능기간이 7월부터 기준보다 낮

은 상태가 지속되어 보령댐과 마찬가지로 가뭄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한가뭄으로 판단되는 상

황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40 극한가뭄 판단기준 적용(소양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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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극한가뭄 판단기준 적용(보령댐)

그림 2.342 극한가뭄 판단기준 적용(대청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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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자원 확보 취약지역의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

㉮ 이변량 재현기간

수문빈도분석은 특정 수문사상의 재현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홍수빈도분석의 경

우 재현특성으로 수문학적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운영기준에 적용하고 있

다. 재현기간은 수문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가뭄분석에 적용되면 어떠한 임

계값과 같거나 초과하는 두 사상 간의 평균 발생간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현기간은 가뭄사상

의 확률분포함수를 통해 발생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이며, 가뭄의 발생확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므로 이를 통해 수문학적 위험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가뭄은 지속기간과 심도로 정의되는 이변량 수문사상으로 지속기간과 심도를 각각 변수로 하

는 단변량 빈도분석의 결과는 같은 가뭄 사상에 대한 것이어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변량 빈도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변량 재현기간의 산정은 수문사상의 크기를 확률과 연관

시키는 것으로 어떤 해에 임의의 지속기간과 심도를 갖는 가뭄사상보다 같거나 큰 사상이 발생

할 확률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변량 재현기간 산정에 대한 공식은 Shiau (200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 and  ≥ 
 

       
 

(2.17)

′  ≥ or ≥ 


   
 

(2.18)

여기서 는  ≥ 이고  ≥ 인 경우, ′는  ≥  또는  ≥ 인 경우의 결합재현기간이며 E(L)

은 평균 가뭄 발생간격을 나타낸다.

㉯ 지역별-권역별 가뭄 심도-지속기간-빈도 곡선(Severity-Duration-Frequency Curve)

SDF 곡선은 특정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 가뭄사상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의 심도(severity), 지속기간(duration), 그리고 재현기간(frequency)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지

역의 강우 특성 및 가뭄 발생 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사상을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x축은 지속기간, y축은 심도, z축은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3차원의 분

포형태를 가지며 등고선도(contour)를 통해 그림 2.343, 그림 2.344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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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강 (b) 낙동강

(c) 금강 (d) 섬진강

(e) 영산강 (f) 탐진강

그림 2.343 권역별 가뭄 심도-지속기간-빈도곡선 



- 381 -

(a) 수원 (b) 원주

(c) 대전 (d) 천안

(e) 울산 (f) 부산

(g) 광주 (h) 군산

그림 2.344 가뭄 심도-지속기간-빈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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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그림 2.344는 각각 대권역과 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기반으로 이변량 빈도분석

을 수행하여 산정한 SDF 곡선으로 푸른색 점은 과거 발생했던 가뭄사상을 나타낸다. 대권역별

로 빈도분석을 했을 때 각 유역의 평균 가뭄 지속기간은 4.24개월, 심도는 369.02 mm이며 평균

재현기간은 7.05년이다. 평균 가뭄 재현기간이 가장 긴 유역은 한강동해(지속기간 4.26개월, 심

도 279.97 mm)로 15.24년이며, 가장 짧은 유역은 한강서해(지속기간 3.7개월, 심도 259.73

mm)로 3.49년이다. 지점별 빈도해석에서는 전국 평균 가뭄 지속기간은 4.38개월, 심도는

428.88 mm이며 평균 재현기간은 6.31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뭄 재현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산청(지속기간 4.43개월, 심도 453.07 mm)으로 10.39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강화(지속기간

3.31개월, 심도 224.10 mm)로 2.44년으로 산정되었다.

㉰ 가뭄 취약지역 산정

SDF 곡선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결합확률분포함수는 가뭄 특성값의 발생확률을 나타내어

특정 지역의 가뭄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으나 3차원의 분포형태를 갖기 때문에 실무적인 분석

과 활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변량 결합확률분포의 조건부 함수를 통해 지속기간에 따

른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함수로 나타내면 보다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코플라 함수는 기본

적으로 누적확률분포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며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에 나

타낸 것과 같다.

 

    (2.19)

   · · (2.20)

여기서 u와 v는 각각 가뭄 심도와 지속기간의 확률분포함수( ,   )를 나타내며 c는 코플라 확률

밀도함수, f는 이변량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a) 3개월 (b) 6개월

(c) 9개월 (d) 12개월

그림 2.345 대구 관측소의 지속기간별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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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는 대구 관측소의 지속기간별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평

균 발생 심도의 값이 증가하지만 발생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45와 같이

지속기간에 따른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를 알면 어떠한 심도에 대한 비초과확률을 계산할 수 있

으며 이와 반대로 비초과확률에 대한 임계심도의 산정이 가능하다. 이는 코플라 함수의 조건부

확률을 통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Zimmer and Trivedi (2006)는 베이스의 규칙(Bayes’

Rule)이 조건부 코플라 함수 산정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으며, V=v일 때 확률

변수 U에 대한 결합 확률분포함수의 조건부 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과 같다.

     ≤   lim
→


  


 
(2.21)

    

 
(2.22)

지속기간에 따른 조건부 확률분포함수를 활용하여 비초과확률에 의한 지속기간별 가뭄 임계

심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표 2.151에 우리나라 전체관측소에서 계산된 지속기간별 임계심도의

기본 통계치를 나타내었다.

임계심도  (mm) 지속기간  (month)
비초과확률 

(%) 통계 3 6 9 12 15

50
평균 97.4185 221.0340 289.3642 311.9402 317.9857

표준편차 21.2537 48.5298 70.3246 80.0877 83.3669
비대칭도 0.4743 0.4280 0.6854 0.7686 0.7954

60
평균 126.4213 283.5898 378.0443 411.0060 419.9993

표준편차 27.8564 61.8056 91.1384 105.1405 109.9760
비대칭도 0.4579 0.3886 0.6676 0.7635 0.7935

70
평균 162.8308 358.3386 488.2724 537.3483 551.1467

표준편차 36.3797 77.5237 116.4305 136.7260 144.0457
비대칭도 0.4369 0.3411 0.6405 0.7559 0.7907

80
평균 213.1009 453.5495 634.5736 712.0166 735.0378

표준편차 48.5655 97.5206 148.9445 179.5507 191.4716
비대칭도 0.4106 0.2849 0.5933 0.7425 0.7859

90
평균 298.5640 594.8305 856.7128 997.4821 1045.4164

표준편차 70.2042 127.7933 196.2090 246.7445 270.1573
비대칭도 0.3771 0.2250 0.4917 0.7099 0.7746

95
평균 385.6889 718.5150 1043.0987 1259.0940 1347.3201

표준편차 93.0656 155.4772 234.8951 304.4708 344.1158
비대칭도 0.3554 0.2034 0.3834 0.6588 0.7584

표 2.133 전체 관측소 지속기간별 임계심도의 기본 통계치

㉱ 낙동강 유역 가뭄 취약지역 산정

낙동강 유역의 평균 가뭄 지속기간은 4.51개월, 심도는 430.24 mm이며 평균 발생 가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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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간은 11.60년으로 전국 평균(6.31년)과 비교했을 때 55% 높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낙동

강 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해 가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며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내의 행

정구역별 가뭄 발생확률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을 산정하였다. 앞서 산정한 지속기간별 임계심도

중 가뭄심도가 비초과확률 80%에 해당할 때 전국평균 가뭄발생확률이 90, 50, 20, 10%에 해당

하는 가뭄 지속기간(7, 10, 12, 15개월)을 갖는 가뭄 사상에 대하여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별

상대적 가뭄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수문학적 위험도는 구조물의 설계수명기간 n년 내에 재현기

간 를 갖는 크기의 가뭄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며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2.23)

그림 2.346은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별 상대적인 가뭄 위험도를 나타내며 붉게 나타날수록

가뭄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간의 상대적인 위험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중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경상남도 및 대구 지역이며 가뭄

발생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부산 및 충청북도 지역으로 산정되었다.

(a) 7개월(90%) (b) 10개월(50%)

(c) 12개월(20%) (d) 15개월(10%)

그림 2.346 낙동강 유역 가뭄우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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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극한 가뭄 시,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 물공급 능력 평가 방법 조사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상 효율적인 저수지 운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효율적

인 저수지 운영을 위해서는 저수지의 물공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저수지가 수요

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여 저수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가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뭄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고, 각각의 가뭄단계에 맞는 실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가뭄 대응을 위해 물공급능력

을 평가하고 가뭄단계별 가뭄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가뭄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물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표 2.10과 같이 조

사하고 적절한 물공급능력 평가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물공급능력 평가 방법 내용
지표수 공급지수

(Surface Water Supply Index, SWSI)
- 표면유출인자(강수, 적설, 하천유출, 저수지 저수
량)을 고려하여  수문상황을 대표하는 지수

보정 지표수 공급지수
(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MSWSI)

- SWSI의 입력인자를 보정하여 지표 및 지표하의 물 
공급원을 고려한 지수

농업가뭄지수
(Agricultural Surface Water Supply 

Index, ASWSI)

- SWSI의 입력인자를 보정하여 저수지 유입량과 저
수량을 고려한 지수

용수공급을 고려한 가뭄지수
(WAter supply Drought Index, WADI)

- 수리시설물 및 하천의 유량을 파악하여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용수공급 시설물의 현재 가뭄정도를 제시

용수과부족지수
(Water Excess Deficiency Index, WEDI)

- 용수수요 대비 용수공급능력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물공급 능력지수
(Water Supply Capacity Index, WSCI)

- 현재의 저수지 저수량과 향후 공급해야 하는 수요
량과의 물수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저수지에서 공
급가능한 시간을 정량화한 지수

표 2.134 물공급능력 평가 방법

㉯ 대상지역의 물공급능력 평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낙동강 유역의 물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유역을 선정하고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동률 등 (2006)이 제시한 물공급 능력지수(Water Supply Capacity

Index, WSCI)을 사용여 현재의 저수량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을 고려함으로

써 저수지에서 향후 공급 가능한 개월 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운영과 가뭄극복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다목적 댐에서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은 「댐 운영 실무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다목적 댐의 월별 저수량과 용수

공급계획량을 고려하여 향후 공급 가능한 용수공급 개월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월의 저수량에서

다음 달의 저수량을 제외한 후 남은 저수량과 향후에 공급해야할 용수공급계획량을 비교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할 경우 추가적인 유입량은 고려하지 않고 무강우일수로 가정하였으며, 대

상 유역에서 유입이 없는 극한의 가뭄 상황에서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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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의 가뭄관리에 사용하고 향후 극한가뭄 비상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댐 유역에 대해서 1977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저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용수공급

능력을 분석하였다(그림 2.347). 분석한 결과 0～14개월까지 계획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지역에 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1982년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1995년의

용수공급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월별 용수공급능력은 1월～6월까지는 감소하고, 7～9월에 증가

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9월 평균 용수공급능력이 최대 10개월로 나타났다.

(a) 월별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b) 월평균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그림 2.347 용수공급능력 평가(안동댐)

임하댐 유역에 대해서 199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저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용수공급

능력을 분석하였다(그림 2.348). 분석한 결과 0～8개월까지 계획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한 1994～1995년과 2000년에 용수공급능력이 낮게 나타났

다. 월별 용수공급능력은 1월～6월까지는 감소하고 7～9월에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9월 평균 용수공급능력이 최대 5개월로 나타났다.

(a) 월별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b) 월평균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그림 2.348 용수공급능력 평가(임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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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 및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① 고기후/기후변화자료를 활용한 극한가뭄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점의 300년 이상된 장기간 강수자료를 활용한 가뭄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 3가지 서로 다른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Cho and Nha(1979), Jhun

and Moon(1997)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수록된 측우기 기록을 통해서 복원한 조선시대 강

수량 자료(1777∼1907년)와 두 번째로 기상청의 종관관측지점(ASOS)중에서 100년 이상의 관

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6개 관측소 중 서울관측소의 강수량 자료(1908∼1949, 1953∼2015년)

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예측모델인 HadGEM2-ES에 의해서 산출된 RCP 8.5 시

나리오를 통해서 생성된 서울지점에 대한 강수량자료(2016∼2099년)를 사용하였다.

그림 2.349 기간별 강수자료

3개 기간 강우자료의 통계학적 특성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측우기 관측 강우량의 관측방법

에 대해 검토하였다. 측우기 강우량은 관측단위를 척(尺), 치(寸), 푼(分)으로 사용했으며, 측우

기 관측의 최소단위인 약 2mm이하의 소량의 강수 현상은 관측되지 못했고, 특히, 겨울철의 강

설과 같은 고체성 강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Jung, 1999).

따라서, 복원된 측우기 강우량을 그대로 본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3개의 기간별로 다르

게 관측된 강수량의 통계적 특성치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에 있어서 측우기의 미관측된 강수량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최근에 관측된 서울관측소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측우기의 미

계측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우기자료가 일단위로 관측되었던 점을 감안하고, 일 강수량 2mm 이하의 결

측자료를 통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상청 산하 서울 기상관측소의 1960∼2015년

56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일강우량이 2mm 이하로 관측된 월별 평균 강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된 결과를 보면 연평균 28.65m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 미관측된 강설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산하 서울 관측소의

1960∼2015년 기간에 대한 11월∼3월간의 월별 신적설량을 산정하여 각 월별 평균 강설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강설량은 연평균 36.44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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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관측된 강수자료에 기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약 65 mm 정도의 강수량이 측

우기 관측에서 미계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지수의 산정에 의한 극한가뭄 시나리오 분석에

는 이 양(mm)의 반영여부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영 전,

후의 값을 검토함으로써 측우기에 의한 강수량의 관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단위 : 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mm

이하의

강수량

2.62 1.74 2.17 2.14 2.22 2.47 3.56 2.34 1.87 1.52 2.84 3.16 28.65

강설량l 11.36 8.78 6.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6 7.76 36.44

표 2.135 측우기 미 계측 강수량 및 강설량에 대한 보정값

1777∼2099년간의 연강수량 자료를 산정하여 각 기간별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 기간에 대해서 연평균 강수량은 1380.3mm이며, 표준편차가 478.4mm로 연평균 강수량에

대해서 ±400mm 이상의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측우기에 의한 고대 강수량의 경우에는, 미 계측자료의 보정전은 연평균 강수량이

1133.4 mm이고 보정 후에는 1202.1mm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각각 368.3mm, 437.1mm로

전 기간 중 가장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현대기간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1339.9mm로서 측우기 강수량에 비해서 약 140mm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반영한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1708.9mm이고 표준편차가 567.2mm로 전

기간 중 연평균강수량과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mm)

기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Entire period 437.0 3355.2 1380.3 478.4

고대

(1777-1907)

보정 전 368.3 2566.1 1133.4 392.0

보정 후 437.1 2634.6 1202.1 392.0

근·현대 (1908-2015) 623.5 2355.5 1339.9 347.6

미래 (2016-2099) 704.6 3355.2 1708.9 567.2

표 2.136 각 기간별 연강수량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1777∼2099년간의 연강수량 및 계절별 강수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3.6.3과 Table

3.6.3에 의하면, 측우기 강수량과 현대관측 자료의 계절별 강수량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전

반적으로 측우기 관측강수량의 계절별 표준편차가 현대 관측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계절별로도 강수량의 변동성향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각 계절별 강수량의 표준편차는 미래, 고대, 현대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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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의 변동성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강수량에 대한 계절별 강수량의 비율

은 3개 기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2.350 기간별 사계절에 대한 연강수량 추이

(단위 : mm)

기간 계절 최소 최대 평균 강수량비율 표준 편차

고대

(1777-1907)

봄 50.0 638.0 191.6 15.9 90.0
여름 159.8 2027.6 738.3 61.4 334.9
가을 9.3 835.4 206.4 17.2 124.9
겨울 35.9 171.9 65.7 5.5 29.6

근·현대

(1908-2015)

봄 38.8 488.2 215.2 16.1 86.2
여름 245.7 1783.7 813.9 60.7 290.2
가을 69.2 708.0 240.7 18.0 122.8
겨울 19.7 165.7 70.1 5.2 33.6

미래

(2016-2099)

봄 74.2 557.9 275.0 16.1 118.6
여름 177.0 2435.7 1019.7 59.5 522.2
가을 39.8 1318.7 321.6 18.8 216.4
겨울 6.3 663.5 92.6 5.6 78.7

표 2.137 기간별 사계절에 대한 연강수량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연강수량 및 계절별 강수량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Mann-Kendall 검정을 이용하였으

며, 기간별 연강수량 및 계절별 강수량의 경향성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강수량은 고대

기간과 미래기간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고대기간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에 반대로

현대기간에서는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근·현대 기간에 연강수량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경향성 분석결과에서는 고대기간에서는 가을철의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현대기간에서는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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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근·현대 미래
계절 MK-Stat* + & - MK-Stat* + & - MK-Stat* + & -
봄 0.13 + 0.82 + -0.33 -
여름 -1.35 - 1.82 + -0.80 -
가을 -1.81 - 1.26 + 0.39 +
겨울 0.25 + -0.66 - 0.82 +
전체 -1.46 - 2.61 + -0.17 -
*Statistically significant(p〈0.10)

표 2.138 기간별 계절에 따른 MK-test 결과

연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치 분석결과이며, 이상치 값이 ±1.0σ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해를 과우해(Dry year), 많은 해를 다우해(Wet year)로 구분하였고 표 2.156은 기간별

과우해와 다우해가 발생한 년도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2.156을 보면 고대기간의 경우에는

평년강수량보다 강수량이 적은 해가 30회로 주로 건조기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근·현대기간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비해서 과우해와 다우해 발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고대기간과는 반대로 다우해 발생 횟수가 33회로 과거에 비하여 습윤기의 상태를 나

타내었다.

Jang et al.(2016)이 1974∼2014까지의 강수량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수량 변동을 장기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레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듯이 고

대기간의 건조기가 근·현대기간을 전환점으로 미래기간에서 습윤기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80년대부터 시작된 건조기는 1910년대까지 이어지며, 조선시대 말기에 매우 극심한 가

뭄상황을 초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51 전기간에 대한 이상치 분석결과

자료기간 동안 발생한 가뭄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정된 전기간의 SPI(6)를 활용하여

Wavelet Transform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2.352는 주기성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

우기에 의한 고대기간(1777-1907)의 경우에는 60∼75개월(5∼6년)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강한 스펙트럼이 나타났고 근·현대기간(1908-2015)에서도 고대기간과 동일하게 64∼80개월

(5∼6년)사이에서 강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즉, 가뭄의 주기성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비

슷한 주기를 나타내었다(lee et al., 2012;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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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기간(2016-2099)의 경우에는 50개월 전후에서 강한 주기성이 나타났으며 또한

96∼127(8∼10년)개월 사이에서 강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2

개의 주기성이 나타났지만 고대 및 근, 현대에 발생한 가뭄의 주기가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a) Ancient

(b) Modem

(c) Future

그림 2.352 기간별 SPI(6)기반의 Wavelet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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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SPI(6)를 활용하여 Dry Spell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Dry Spell 분석은 SPI(6) 값이

–1.5이하인 심한가뭄에 대해서 계절별로 구분하여 각 기간에 대해서 월별 가뭄사상을 추출하였

다. Dry Spell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대기간이 119회로 가뭄발생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근·현대, 미래기간 순으로 가뭄발생빈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기간의 심한가뭄은 여름과 겨울에 비해서 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현대기간과 미래 기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에 심한가뭄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고대 기간보다 근·현대 및 미래기간의 심한가뭄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장기간

의 강수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기간

고대
spell 33 25 28 33 119

% 8.4 6.4 7.1 8.4 30.3

근·현대
spell 13 10 11 8 42

% 4 3.1 3.4 2.5 13

미래
spell 7 6 6 4 23

% 2.8 2.4 2.4 1.6 9.2

표 2.139 계졀별 dry spell 분석결과(SPI(6) < -1.5)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균심도, 지속기간, 가뭄규모를 분석하여 상위 15위까지 가뭄년도를 순

위별로 나타내었다. 평균심도 의하면 1901년이 –2.06으로 전 기간 중 가장 극심한 가뭄심도를

나타났으며, 가뭄규모의 경우에도 1901년이 –24.67로 가장 큰 규모의 가뭄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300년 이상의 장기 강우자료를 통해서 본 서울지역의 가뭄은 1901년이 역대 가장 극심한 가

뭄으로 나타났다.

근·현대 기간(1908-2015)에서는 1943년과 1949년이 15위안에 드는 가장 극심한 가뭄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극심했던 가뭄연도는 대부분 측우기로 관측된 고대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2.353 Concept of drought severity, duration and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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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년도 심도 지속기간 (월) 규모

1 1901 -2.06 12 -24.67
2 1900 -1.77 12 -21.24
3 1894 -1.87 9 -16.80
4 1887 -1.64 10 -16.35
5 1943 -1.61 10 -16.11
6 1782 -1.51 10 -15.14

표 2.140 가뭄심도, 지속기간, 가뭄규모별 가뭄년도

단일 가뭄년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중에서 각 기간별 상위 30위 안에 해당하는 극심한 가뭄

년도를 선정하여 연속된 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연속가뭄연도를 분석하였다. 장기

연속가뭄 분석결과, 고대기간의 경우에는 1899∼1902, 1887∼1889, 1894∼1895, 1782∼1783년

총 4건의 연속가뭄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가장 극심한 연속가뭄은 1899∼1902년으로 4년 연속

의 장기가뭄으로 평균심도는 –1.60, 지속기간이 47개월, 가뭄규모는 –75.15로 나타났다.

근현대기간의 경우에는 2014∼2015년 가뭄이 매우 극심했던 연속가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심도는 –1.09, 지속기간은 34개월, 가뭄규모는 –26.15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지속된 심각한 수준의 연속가뭄사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시대의 가뭄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선말기 1886년(고종 24년)

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은 1889년까지 4년간 지속되었고, 3년간의 약한 가뭄상황에 이어서

1893년(고종 31년)부터 1895년까지 또 한 번의 3년간 극심한 가뭄을 이어갔다. 이후 다시 3년

간의 약한 가뭄상황을 이어가다가 1899년(고종 37년)부터 1904년까지 6년간의 극심한 가뭄상

황을 이어가는 역사상 가장 극심한 장기연속가뭄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위 년도 기간 평균심도 지속기간 (월) 규모

1 1899∼1902 4 -1.60 47 -75.15

2 1893∼1895 3 -1.26 34 -42.99

3 1887∼1889 3 -1.25 34 -42.64

4 1782∼1783 2 -1.25 22 -27.59

5 2014∼2015 2 -1.09 24 -26.15

표 2.141 가뭄규모 분석을 통한 장기 연속가뭄년도

② 극한가뭄 우심지역 매핑 (중권역별, 행정구역별)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가뭄취약지역이란 가뭄에 의해서 실제로 물 부족이 발생했거나 또

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맵으로 표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강수의 부족

이 발생하여 물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 피해가능 지역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수문학적 가뭄 또는 농업적 가뭄 피해지역이 아닌 기상학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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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잠재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뭄취약도는 가뭄빈도해석을 통하여 작성되며 아래 그림과 같

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그림 2.354 정상성 가뭄빈도해석을 통한 가뭄취약지역도 생산절차

첫 번째로 국내 58 기상관측소에 대해 강수량 자료를 수집한 후 월 단위 SPI(6- months)를

산정한다.

두 번째로 월 단위 SPI(6)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가뭄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a) SPI(6)를

지속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속된 최대가뭄심도를 갖는 계열로 재구성한다. 과거의 경우

자료기간이 짧아 산정된 월별 SPI(6)를 전기간치 계열로 구성하였다. 미래의 경우 자료기간이

길어 30년 단위(S1:2011～2040년, S2:2041～2070년, S3:2071～2099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

였다. (b) 빈도해석을 위한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정한다.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기 위해

Gamma, GEV(General Extreme Value), Gumbel, Log-Gumbel, Lognormal,

Log-Pearson type Ⅲ, Normal, Pearson type Ⅲ, Weibull, Wakeby 분포형 등의 확률분포

형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c) 적합도 검정 방법으로는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였다(Significance Level : 5%). 적합도 검정 결과, 가장 높은 순위의 적합성을

나타낸 GEV(General Extreme Value) 분포형을 빈도해석을 위한 최적확률 분포형으로 선정

하였다.

세 번째로 빈도해석을 통해 58개 관측소에 대한 지속기간별 재현기간별 SDF 곡선을 유도하

였다. 네 번째로 58개 관측소의 SDF곡선을 이용하여 중권역별 평균 가뭄심도를 얻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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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포를 실시하기 위한 보간법으로 역거리가중법

(IDW, Inverse Distance Weight)을 이용하였다. 역거리 가중법은 가장 일반적인 보간법 중

하나로서 인접한 기지점들과 미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비선형적인 가중치를 계산하여 적용하

게 된다. 역거리가중법은 순수하게 2차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관측자료에 의존하여 결정되

는데, 추정하고자 하는 미지점의 추정값은 그 지점에서 가깝게 위치한 관측소의 자료값들은 거

리에 따라 반비례하여 추정된다. 결국, 미지점의 추정값은 가까이 위치한 관측소(기지점)의 자

료값에 크게 영향을 받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지점의 자료값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기간별 가뭄우심지역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뭄취

약도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3개의 기간(S1, S2, S3)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a) SPI(6)기반의 가뭄취약지역 (b) 가뭄심도의 변화

그림 2.355 SPI(6) 가뭄취약지역 및 가뭄심도의 변화 (지속기간 6개월, 재현기간 200년)

③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국외의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으며, Drought Risk Reduction Framework and Practices(UNISDR 2009) 에 따르

면 가뭄 감소 프레임 워크는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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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 및 거버넌스

ii) 가뭄 위험 판단,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iii)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

iv)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

v) 피해 완화와 대비

가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의

체계와, 강력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뭄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조직, 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같이 참여하

여야 하며, 언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수준에서의 중요한 개발이 필요하다. 첫 번째 수준은 개

인 및 집단에서의 수준, 두 번째는 기관에서의 수준,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준에서 각

각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가뭄 대비 프레임워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국가적 프레임 워크에

서는 각각의 수준에서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프레임워크가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의 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하여 제안 한다면 국가/지자

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가뭄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정책 및 거버넌스

첫 번째 요소인 정책 및 거버넌스는 지자체의 참여와 정치적 요소, 관련 기간들간의 네트워

크, 자원 사용에 다한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이외에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회볼력을 가질수 있도록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가뭄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행과 함께 가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

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i) 가뭄 위험 감소를 위한 통합적인 필수요소는 정지적 도움, 강력한 제도적 설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효율적인 연계이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뭄 감소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한다.

ii) 지자체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및 시행을 통한 가뭄 관리와 상향식 접근법이 필수적이다.

iii) 지자체의 가뭄 대응 능력 개발과 정치적인 도움, 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iv) 가뭄 위험 감소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포함하여 가뭄 영향에 대한 관

리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v) 가뭄과 관련되 정책과 계획은 복구, 대응 보다는 예방과 대비를 강조해야 한다.

ⅵ) 가뭄 모니터링과 위험평가 및 가뭄감소방안은 가뭄 정책과 계획 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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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뭄 위험 감소 정책이 수행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정책, 입법 및 조직)이 개발되고 시

행되어야 한다.

ⅷ) 가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감소대책(예방, 대비, 가뭄저감)에 대한 장기적인 개

발이 필수적이다.

㉯ 가뭄 위험 판단 및 조기 경보

두 번째 요소인 가뭄 위험 판단 및 조기 경보는 위험 발생 지역에 대한 정보, 위험에 대한 잠

재적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가뭄 영향 평가, 취약성 분

석과 같은 특정 가뭄 발생 지역에 대한 가뭄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가뭄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서는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뭄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조기 경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i) 가뭄 위험은 자연재해와 국가, 사회, 환경, 경제적인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며, 가뭄을 관

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이해 해야 한다.

ii) 가뭄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공동체, 기관, 국가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iii) 가뭄 영향 평가는 가뭄위험관리, 특히 가뭄기간 동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시스템은 가뭄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v)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의 특성 변화는 환경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

세 번째 요소는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이다. 가뭄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정보 수

집과 관리는 지역사회의 가뭄 캠페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개발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

다.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교육은 전통적으로 지역 주민과 기관간의 양방향 학습과정으로 이루

어 진다.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i) 주민들이 재난 예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동기를 부여 받는다면 가뭄의 영향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다.

ii) 효과적인 정보 관리 및 교환을 위해서는 연구자,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네

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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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뭄 영향 평가는 가뭄위험관리, 특히 가뭄기간 동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v) 대중들에가 가뭄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점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며, 재난 복구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언론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

네 번째 요소는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이며, 이는 가뭄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뭄 위험 요소는 효과적인 환경관리, 천연자원관리, 사회 및 경제 개발,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가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 개발 계획,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 전략은 재난 발생 후 상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준비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i) 환경관리에 대한 핵심기관(예 : 기후변화, 사막화관련 기관)에 재난 위험감소 정책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

ii) 기존에 환경프로그램과 재난 위험 감소 활동 간의 중복되는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운

영해야 한다.

iii) 재난 위험 감소 및 환경보호를 통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

iv) 연령, 장애, 사회적 격차, 성별과 같은 위험이 높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취약

한 부분에 중점을 준다면 재해 영향을 줄일 수 있다.

v) 가뭄 후 복구계획에는 미래 가뭄 감소 정책이 포함되야 한다.

ⅵ)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과 보험은 가뭄 후 회복을 하는 단계

에서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다.

㉲ 피해 완화와 대비

다섯 번째 요소는 피해완화 조치를 강화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 및 지역사

회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효과적인 가뭄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면 가뭄 영향과 손실

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비와 재해 완화가 대응 조치보다 가뭄 재해의 규모와 영향을 줄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가뭄 피해 완화와 대비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

행되어야 한다.

i) 예방, 완화 및 대비는 재난 위험 감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비상 대응 조치에 의존하

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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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

iii) 적절한 가뭄 위험감소(예방, 완화, 대비) 조치를 계획할 때는 환경, 자원, 사회, 경제 개발,

토지 이용계획, 기후변화 등을 통합하여 고려 해야 한다.

iv) 효과적인 재해 완화 및 대비책을 개발하고 실현하려면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

다.

v) 효과적인 재해 완화 및 대비책을 실행하려면 제도적인 체계와 해당 지역의 상황 파악과

정보가 필요하다.

ⅵ)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는 재해 위험 감소의 핵심 요소이며, 다른 위험 감소 활동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야 한다.

ⅶ) 가뭄 위험 감소(예방, 완화, 대비)는 장기간의 자원투입이 필요하다.

가뭄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제도, 정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가뭄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356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핵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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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7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실행방침

④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개발

㉮ 국내 현행 가뭄 대응 협력체계

2015년 가뭄에 대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역할분담과 공동대응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가뭄에 대비한 협력체계는 T/F팀이 구성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하며, T/F팀은 관

계부처 합동 T/F팀과, 시·도 및 시·군구 T/F팀으로 구분된다.

가뭄 대응에 관한 관계부처간 체계 및 역할에 대한 구성은 잘 이루어져 있으나. 가뭄이 발생

한 후의 관리체계이며,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 T/F팀이 아닌 평상시에 운영되

어 가뭄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T/F팀의 구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을 팀장으로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부, 국토교통부, 기상청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게 된다. T/F팀에서는 부처간 가뭄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가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뭄 발생에 따라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가뭄대비 관계부서 합동지침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별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중

앙관계부처 합동 T/F팀의 구성계획에 준하여 구성된다. 상습가뭄재해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및

가뭄 대비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제한·운반 급수지역등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 또한 장비의 점검, 유관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대통령 훈령 제332호)에 의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되

며, 가뭄 극복을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상황총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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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의 추진상황 및 총괄관리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지자체 가뭄대책에 대한 총괄

적인 조정과 지원을 한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

행한다. 비상지원반은 농작물의 피해현황, 용수부족 면적 관리, 긴급용수원 확보대책 추진, 비상

급수 실시현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이 주요 업무이며, 부처별 인력과 장비의 지원 현황 등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소방력지원반은 중앙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지원 하며 비상지원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공고지원반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며, 가뭄극복을 위한 방송·캠페

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

미국의 재난 관리 조직은 국가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를 중심으

로 산하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EMA), 주정부재난

관리국(State Emergency Office : SEO), 지방정부 위기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Agency : EMA),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 EOC), 합동현장사무소

(Joint Field Office : JFO) 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

일본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긴급조치계획을 실시한다.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현장

활동은 소방·경찰·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해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의 경우 정부에서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재해대책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히 “재해응급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을 때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며, 방재담당대신이 본부장을 담당하고, 「재해대책기본법」제23

조 제1항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지역방재회의

와 결정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비상대응 협력 체계(안)

미국과 일본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살펴본 결과 대응보다는 피해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둔

정책과 가뭄 모니터링과 조기 예·경보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가뭄 대응 체계에 관련

되어 있는 기관과 정책들 간의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하여 정

책마련 시 개선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가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그림 2.12와 같다. 첫 번째는 경감과 대비로써 효과

적이며 적절한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는 요소로 제일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위험 식별과 조기경보는 가뭄 재해 및 취약성 분석,

가뭄모니터링, 영향 평가와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뭄 재해를 미리 판단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관심과 교육이다.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 시민단체의 협력이 가

능해지면 가뭄 대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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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8 가뭄 피해 저감의 중요 요소(UNISDR, 

2009)

가뭄 피해의 특성상 가뭄이 해결되고 나면 그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대비와 예방

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치중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응과 복구는 효과적인 가뭄 대응이 될

수 없다.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가뭄 관리 과정을 그림 2.13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가

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되면 가뭄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 합의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뭄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가뭄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림 2.359 가뭄관리의 개발과 검토(UNISD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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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뭄 관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집중적인 하양식 체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그림 2.14에 제시하였다. 가뭄 관리의 중점이 되는 기관은 중

앙재해대책본부가 아니라 시도가뭄 대책본부 또는 시군 가뭄 대책본부가 되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가뭄에 대응해야 신속한 가뭄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예·경보를 할수 있는 국가가뭄관리센터

(안)가 필요하며, 국가가뭄관리센터에서 가뭄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가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가뭄 대응 체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 재해 대책 본부는 시도가뭄 대책본부에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유관부처의 기능을 시도가뭄 대책본부에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360 가뭄대비 비상대응 협력체계(안)

⑤ 수자원의 유역간 이동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개발

㉮ 수자원 이동 관련 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물 관련 법규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지만 법제들간에 상호유기적이지 못한다. 또한 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들이 있으나 이를 법제를 통하여 관리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제·개정

된 법규들은 법제간의 적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

하다. 가뭄을 관리하는 법규와 하천시설을 연계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는 존재한다(표

2.11). 그러나 물사용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이동은 어려운 현편이며, 효율적이고 신

속한 가뭄 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 이동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법·제도의 제정은 필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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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관리 법규 댐·보 연계 운영 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
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을 근거로 
｢가뭄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
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
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가뭄재난 위기관
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규정하고 있음
관련 부처·기관은 『가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
가뭄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90호의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에는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
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갈수기 운영) :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유
량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에 대하여 갈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물사용 현황 등 수계 전
체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표 2.142 가뭄과 수자원 이동에 관한 현행 법규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물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

여 끊임없이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 이용과 관련하여 하천분쟁조정을, 환경분쟁조

정법은 환경피해나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며, 국가와 지방단체, 공공기관들 사이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는 쉽지 않다.

가뭄을 피해는 유역간의 수자원 이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물분쟁과 같이 이를 실현하

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은 공공자원 또는 공공용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국민이 물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물관리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물 이용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 수자원 이동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물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

여 끊임없이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 이용과 관련하여 하천분쟁조정을, 환경분쟁조

정법은 환경피해나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며, 국가와 지방단체, 공공기관들 사이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는 쉽지 않다.

가뭄을 피해는 유역간의 수자원 이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물분쟁과 같이 이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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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은 공공자원 또는 공공용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국민이 물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물관리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물 이용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림 2.15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다.

(지역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자

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자치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물관리 역량의 강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조직의 재정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 물관리 체계개선) 부처간의 물관리가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유역별 관리) 수계를 중심으로하는 유역별 물관리는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원칙이다. 또한 추가으로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유역이 포함

된 권역의 관리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물관리 기관 구축) 물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관련 국가 정책을 심

의·조정·의결 할 수 있는 국가 물관리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서는 국가 물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련 연구 지원, 위원회를 통한 물 분쟁 조정 및 수자원이용에 관한 조정 등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국가 또는 권역물관리 위원회가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본법과 같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물관리 법제로를 통합할 필요

가 있다. 수자원 이동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분배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인 물 배분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림 2.361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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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및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① 극한가뭄 평가를 위한 CMIP5 GCM의 평가

연군단에서 제공받은 26개 GCM별 60개 관측소의 기후자료 중 강수량(2011∼2099년) 자료

와 기상청 산하 60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수량(1976~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극한가뭄을 표

출하는 모델평가를 실시하였다. 극한가뭄 표출모델 선정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분석한 연평균

강우량, 무강우 일수, Dry Spell, Average Severity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균등한 평가

를 위해 아래 식과 같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를 통하여 4개 평가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극한가뭄을

표출하는 모델의 가뭄순위를 나타내었다. 표준화를 통하여 RCP 4.5, 8.5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RCP 4.5의 경우에는 IPSL-CM5A-MR 모델이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의 경우에는 IPSL-CM5A-LR 모델로 나타났다. 반면,

CanESM2모델은 RCP 4.5와 8.5시나리오 모두에서 가장 가뭄을 완화하여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와 8.5 통합하여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출하는 모델은 IPSL-CM5A-MR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IPSL-CM5A-MR모델에 대한 가뭄특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 GCMs RCP4.5 RCP8.5 합계
1 IPSL-CM5A-MR 0.369 0.384 0.753
2 IPSL-CM5A-LR 0.325 0.396 0.722
3 CMCC-CMS 0.340 0.325 0.665
4 INM-CM4 0.299 0.352 0.651
5 FGOALS-s2 0.297 0.313 0.611
6 CMCC-CM 0.198 0.329 0.527
7 IPSL-CM5B-LR 0.204 0.279 0.483
8 GFDL-ESM2G 0.180 0.286 0.465
9 BCC-CSM1-1-M 0.158 0.301 0.459
10 MIROC-ESM 0.161 0.290 0.451
11 NorESM1-M 0.183 0.231 0.414
12 MRI-CGCM3 0.179 0.214 0.393
13 GFDL-ESM2M 0.190 0.201 0.390
14 MIROC5 0.135 0.216 0.351
15 BCC-CSM1-1 0.107 0.230 0.337
16 HadGEM2-CC 0.229 0.107 0.336
17 CNRM-CM5 0.190 0.140 0.331
18 CCSM4 0.121 0.178 0.299
19 MPI-ESM-MR 0.112 0.179 0.291
20 MPI-ESM-LR 0.103 0.177 0.280
21 MIROC-ESM-CHEM 0.095 0.172 0.268
22 HadGEM2-AO 0.130 0.129 0.259
23 HadGEM2-ES 0.085 0.129 0.213
24 CESM1-CAM5 0.073 0.101 0.174
25 CESM1-BGC 0.077 0.097 0.174
26 CanESM2 0.011 0.004 0.015

표 2.143 극한가뭄을 반영하는 GCMs의 평가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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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가뭄을 고려한 가뭄취약지역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6개 GCM중 극한가뭄을 표

출하는 GCM을 선정하여 정상성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SPI(6)를 이용하여 지속

기간 6개월, 재현기간 200년 빈도의 가뭄취약지역을 분석결과 RCP 4.5, 8.5시나리오 모두에

서 정상성 빈도해석 보다 비정상성 빈도해석이 더 극심한 가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가뭄취약지역의 경우 RCP 4.5가 8.5에 비하여 가뭄이 심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0(1976~2005) S1(2011~2040) S2(2041~2070) S3(2071~2099)

정상성

RCP

4.5

RCP

8.5

비정상

성

RCP

4.5

RCP

8.5

표 2.144 극한가뭄을 고려한 가뭄 취약지역(IPSL-MR5A-MR_6개월, 재현기간

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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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의 경우 S1~S2기간으로 갈수록 가뭄이 심화되는 반면, S3기간에서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RCP 8.5의 경우 RCP 4.5와는 다르게 S1~S3기간으로 갈수록 가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대비 증감률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미래기간의 한강, 금강유역을 중심으

로 가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강유역에서 과거대비 가장 큰 증감률을 나타

내었으며 이는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한강유역의 가뭄이 극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S1(2011~2040) S2(2041~2070) S3(2071~2099) Average

정상성

RCP

4.5

RCP

8.5

비정상

성

RCP

4.5

RCP

8.5

표 2.145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과거대비 증감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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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Name
Observed S1 % S2 % S3 %

Ave.

(%)

정상

성

RCP

4.5

Han

River
-1.90 -2.24 20.97 -2.29 23.16 -2.11 14.71 19.61

Nakdong

River
-2.39 -2.50 5.45 -2.30 -2.76 -1.98 -16.14 -4.48

Geum

River
-2.24 -2.47 11.77 -2.24 1.46 -2.01 -9.01 1.41

Sumjin

River
-2.56 -2.62 4.09 -2.22 -11.76 -2.06 -18.35 -8.67

Yeongsa

n River
-2.51 -2.61 5.41 -2.24 -10.26 -2.08 -16.32 -7.06

RCP

8.5

Han

River
-1.82 -2.16 20.84 -2.79 57.36 -2.04 14.36 30.85

Nakdong

River
-2.22 -1.96 -10.49 -2.23 1.75 -2.66 21.34 4.20

Geum

River
-2.15 -2.18 3.26 -2.29 8.44 -2.37 10.26 7.32

Sumjin

River
-2.41 -1.84 -22.74 -2.15 -8.89 -2.73 14.94 -5.56

Yeongsa

n River
-2.35 -1.76 -24.37 -2.25 -3.15 -2.73 17.22 -3.43

비정

상성

RCP

4.5

Han

River
-1.90 -2.49 33.75 -2.63 41.80 -2.11 14.67 30.07

Nakdong

River
-2.39 -2.77 17.07 -2.54 7.48 -1.99 -16.18 2.79

Geum

River
-2.24 -2.72 23.21 -2.51 13.83 -2.14 -3.55 11.16

Sumjin

River
-2.56 -2.89 15.16 -2.46 -2.66 -2.18 -13.72 -0.41

Yeongsa

n River
-2.51 -2.85 15.00 -2.45 -2.09 -2.27 -9.37 1.18

RCP

8.5

Han

River
-1.82 -2.40 29.04 -2.85 54.85 -2.25 21.48 35.13

Nakdong

River
-2.22 -2.04 -13.47 -2.41 2.32 -2.92 23.20 4.02

Geum

River
-2.15 -2.32 5.94 -2.40 9.60 -2.70 21.00 12.18

Sumjin

River
-2.41 -2.03 -19.16 -2.16 -13.57 -3.06 21.65 -3.70

Yeongsa

n River
-2.35 -2.08 -16.43 -2.30 -6.94 -3.14 26.09 0.91

표 2.146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과거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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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중권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를 분석하였다. 수문-기상학적 위험

도 지수란 저유량(Q25)에 대한 조건부(SPI≤-1.5) 확률과 비조건부의 초과 확률의 비로 정

의하였으며, 전체 관측 및 미래 자료에 대한 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수문학적 조건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도 지수가 1인 경우 SPI조건에 따라 유출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을 나타내며, 1보다 큰 경우 수문-기상학적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 극한 가뭄 발생시 해당 유

역에서는 유출량의 가용성이 적고 가뭄에 취약함을 나타냈다. 위험도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

증을 위해서는 bootstrap resampling을 통한 유의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림 2.362 대청댐(3008)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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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별 목표 안전도 설정

㉮ 가뭄 위험도 지수를 활용한 지역 안전도 산정 방안

10개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용수 공급 실패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도, 회복도 및 취약도의 이수안전도 평가 지표를 각각 산정하고, 결과적으로 각 유역의 가뭄위

험도 지수(DRI)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수안전도 평가 지표는 유역의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

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 결과를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수자원 시스템의 용량을 결정

하는 등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수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수 공급 실패 사상의 지속기간과 심도를 두 변수로 하는 이변량 빈

도해석을 수행하여, 지속기간별 확률가뭄심도를 산정하였다. 확률가뭄심도는 특정 지속기간과

그에 따른 재현기간을 내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DRI를 산정할 수 있다(그림 2.16 참고). 두 가

지 방법으로 산정된 DRI는 미래의 용수공급 실패 사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그림 2.363 지역 안전도 산정 방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DRI(O)를 산정하여, 미래의 이수안전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가뭄심도를 통해 산정된 각 지속기간별 DRI(D)를 산정하여

DRI(O)와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목표 안전도를 결정하였다. DRI(O)와 DRI(D)를 비교하였을

때, 미래 예측 수준에 해당하는 DRI(O)보다 높은 수준의 DRI(D)에 해당하는 확률가뭄심도와

그에 따른 재현기간을 목표 안전도로 설정한다. 표 2.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역 안전도는 재

현기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목표 안전도로 설정된 재현기간이 작게 나타날수록 유역의 용수

공급 실패에 대한 위험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재현기간이 높을수록 용수공급 실패로 인한 용수

부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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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재현기간 (year)

S#01 S#02 S#03 S#04 S#05 S#06 S#07 S#08 S#09 S#10
W1 - - - - 155 75 -* 175 90 -
W2 15 15 10 30 10 10 10 10 10 55
W3 - - - - - - - - - -
W4 15 175 - - 25 25 -* 70 25 60
W5 10 10 20 10 5 5 15 15 10 70
W6 5 5 5 5 5 5 5 5 5 10
W7 - - - - - - - - - -
W8 385 -* 180 355 65 15 390 30 15 95
W9 - - - - - - - - - -
W10 5 5 5 5 5 5 5 5 5 15
W11 - - - - - - - - - -
W12 - - - - - - - - - -
W13 5 5 5 10 5 5 5 10 5 10
W14 - - - - - - - - - -
W15 10 10 15 10 10 10 10 10 10 10
W16 - - - - - - - - - -
W17 - - - - - - - - - -
W18 10 10 15 30 10 10 10 5 10 10
W19 - - - - - 25 - - 60 -
W20 - - - - - - - - - -
W21 65 45 -* - 35 15 165 15 15 65
W22 - - - - - - - - - -
W23 5 5 5 5 5 - 5 - 10 -
W24 15 10 25 15 20 10 35 10 5 255
W25 5 5 10 10 10 5 10 10 5 10
W26 - - - - - 245 - -* 50 -
W27 25 15 15 20 20 10 10 10 10 25
W28 5 5 5 5 5 5 5 5 5 40
W29 5 5 5 5 5 5 10 5 5 30
W30 5 5 5 10 5 5 5 10 5 10
W31 25 10 25 30 15 5 15 10 10 25
W32 - - - - - - - - - -
W33 10 10 10 10 10 10 10 5 5 20

표 2.147 낙동강 유역 시나리오별 지역 목표 안전도

*과대산정되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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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역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모니터링

가뭄모니터링은 가용 수자원에 대한 수집 및 분석과 가뭄의 예측, 진행 중인 가뭄의 심도 분

석을 포함하며, 가용 수자원과 수자원의 다른 형태 지표(강우, 기온, 강수)에 대한 수집, 분석 및

가뭄지수를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가뭄 감시를 위해서는 가뭄단계를 정의하는 지수, 지표, 가뭄 시작점 등을 통일해야

하며 특히, 가뭄지표는 가뭄 상황을 평가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지표는 가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응 및 완화조치의 시행과 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뭄지표는 가뭄관련 변수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며, 가뭄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있다. 가뭄단계(moderate, severe, extreme, Stage 1-4, watch, warning,

emergency, 등)를 정의하는 것은 가뭄 대응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극한가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극한가뭄 판단이 중요하며, 2차년도 연구성과에

서 극한가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연구 결과

2차년도의 연구결과인 극한가뭄 판단기준은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 극한가뭄을 판단하고 종료

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표 2.13, 그림 2.17). 극한가뭄의 정의와 가뭄 평가, 예측

및 판단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극한가뭄의 DB 수집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

한 정보습득은 가뭄계획 및 가뭄의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판단인자 내 용

가뭄지수

SPI(6개월) <-2.0 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SPI -2.0 이하의 값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 -2.0<SPI≦-1.0의 값이 
나타났다 다시 -2.0 이하의 값이 관측되었을 경우, 같은 가뭄사상으로 판
단하여 가뭄이 지속된다고 결정)

댐 용수공급 가능기간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50%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60%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지속

가뭄 재현기간 진행 중인 가뭄의 재현기간>50년
이변량 가뭄빈도해석으로 현재 가뭄 상황의 재현기간 산정

표 2.148 극한가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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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4 극한가뭄 정의

㉰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는 계획 범위 이내에 있는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위험도와 이러한 위험도에 기여

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이다. 가뭄 위험도는 가뭄의 발생확률과 크기, 심도, 피해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완화 수단과 대응 대책의 설계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8은 취약성을 평가

하는 절차이다.

그림 2.365 취약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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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성평가 연구 결과

2∼4차년도의 연구결과인 취약성평가(위험도평가, 가뭄위험지역)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가뭄

취약지역과 이수안전도 평가를 통해 가뭄의 위험지역을 평가하였다(그림 2.19). 용수공급 실패

사상을 통해 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 산정 후, 최종적으로 DRI(Drought Risk Index) 산정하

였으며 그 결과, 33개 중권역 중 형산강 유역이 가장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66 지역별 이수안전도 평가

㉲ 완화조치

완화수단은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조치로써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대응조치에 필요

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주요 지원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정책 운영이나 기준 및 완화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완화수단의 종류로는 재이용수 사용 장려, 누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갱신,

수자원 저장시설 신규 설치, 용수절감장치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으며, 지역 현황에 따라

완화조치의 우선순위와 종류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완화조치 연구결과

2차년도의 연구결과로써 극한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가뭄 발생 이전에 실행하

여 중·장기적 계획으로 취약성 감소 및 가뭄 대응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가뭄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대응 방안이며,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림 2.20과 같이 홍보, 교육, 절수 인센티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2.367 절수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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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조치

대응 조치는 제한된 용수를 관리하고 가뭄의 영향을 즉시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완화조치와는

차별되며, 대응조치는 특정 단계에 정해진 기준과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완화조치와 다

르게 가뭄 해결이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타낸다.

가뭄 단계별 목표 정하기 : 가뭄 단계 I에 대한 목표는 소비량을 10% 줄이기 위해서 생활용

수 사용자가 자발적인 절약 수단을 실행

가뭄 단계별 조치 정하기 : 주민, 정부, 용수공급기관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조치를 포함

가뭄에 관한 대중 캠페인, 공급 감량, 용수 사용 제한, 감량, 물 낭비 방지 조례, 댐, 저수지 운

영기술 표준화(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수자원 이동 프로그램 계획 등이 있으며, 대응 조치는 실

행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대응조치 연구결과

3차년도의 연구결과로써 가뭄 발생기간 동안 실행하는 대응이며, 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대

응방안으로, 즉각적인 가뭄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뭄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가뭄 판단 후

특정 가뭄단계에 실행하게 되며 각각의 가뭄 단계별로 다른 대응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있으며(그림 2.368), 간소화된 행정처리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다(그림 2.369).

그림 2.368 보령댐 도수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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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9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진행 현황

신속한 진행을 위해 턴키공사와 같이 설계•시공 병행하였으며, 우선시행(Fast Track) 가능

구간에 대해 단기간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체결 후 8일만(2015.10.30)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관

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설계 및 의제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최단

기간인 7일내 협의와 승인이 완료되었고, 긴급공사임을 인정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

해영향성검토도 면제되었다.

2-3세부의 연구결과는 대표적인 대응 조치로써 가뭄 발생 후에 용수 공급 및 용수공급 조정

으로 가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그림 2.370).

그림 2.370 효율적인 용수관리 방안



- 418 -

㉶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운영과 관리 프레임워크는 가뭄 비상 계획의 각 요소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들과 이와 관

련된 절차와 자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표 2.14). 적

절한 프레임워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상대응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가뭄과 관련된 기관들의 역

할과 책임, 의사결정책임을 정하며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책임 역할 절차 자원

내
용

•가뭄모니터링, 경보
•정보공유, 가뭄선언
•대책반 운영
•대응 조치 실행(비상대응 포함)
•완화 조치 실행
•자원 조달
•가뭄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사
용자와의 의사소통
•정부에게 지원
•가뭄 계획 갱신

•책임을 수행할 기관 
⇒ 역할 및 직원 조직도
•유관기관들간의 정보 
교환 및 진행 중인 가뭄
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반 등의 흐
름도
⇒ 책임기관의 흐름도

•가뭄선
언 과정
•대책반 
착수 과
정
•외부지
원을 요
청 하 는 
절차

•정부, 지자
체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
한 자원에 대
한 설명
•가뭄 해결을 
돕고 지원하
는 조직, 주
민에 대한 정
보

표 2.149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연구결과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는 3∼4차년도의 연구결과로써 가뭄 계획의 각 요소를 실행하기 위

한 책임과 효율적으로 가뭄 대응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2.371).

그림 2.371 극한가뭄 대응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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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단계는 가뭄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써 가뭄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평

가와 보완을 하는 단계이다. 가뭄 계획에 대한 평가는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가뭄이 종

료된 후 모두 실행되며 가뭄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표

2.168).

계획 평가 과정 계획의 효과 평가 계획 보완

•가뭄 진행 중 평가와 사후 평가
•가뭄 발생 이전에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과 가뭄 
진행 중 평가를 통해 분석
•기술의 변화, 새로운 법제도의 발생, 기타 변화에 
따른 상황에서 가뭄 계획의 효과를 평가
•사후 가뭄 평가는 계획이 실행되고 난 후 효과성
을 평가
•사후 가뭄 평가는 기상, 환경적 측면과 경제, 사회
적 피해를 완화하고 가뭄 피해를 얼마나 효과적으
로 복구했는지 평가
•계획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분석

•평과 가정은 가뭄 
계획의 효과를 측정
하는 객관적인 방법 
필요
•가뭄 계획을 평가
하는 일련의 기준과 
과정을 문서화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을 활용하여 계
획의 효과를 평가

•계획은 정기적
인 평가와 보완
을 필요
•계획을 자주 업
데이트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을 
향상시킴
•각각의 계획은 
2년, 전체 계획
은 3~5년마다 
보완 권장

표 2.150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 가뭄단계에 따른 극한가뭄 가이드라인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은, 모니터링, 취약성분석, 완화조치, 대응조치, 운영 및 프레임워크,

평가 및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에 단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표 2.16). 취약성분석은 가뭄 전 기간에 걸쳐 가뭄 자료를 수집하며, 가뭄판단에 기준이 되어

가뭄의 시작과 끝을 판단할 수 있다. 완화조치는 상시와 정상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가뭄 발생

이전에 잠재적 가뭄 위험을 완화시킨다. 대응 조치는 가뭄이 발생한 후에 시행되며, 가뭄 단계

에서는 가뭄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하게 되며,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 대응

이 아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실행하게 된다. 운영 및 프레임워크는 상시에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고, 가뭄이 발생 전에는 완화 및 대응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며, 특히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절

차의 간소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평가 및 보완은 가뭄이 진행 중인 경우와 완료된 후

모두 가뭄 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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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
터링 취약성분석 완화조치 대응조치 운영 및 관리프레임

워크 평가 및 보완

상시

지역의 위험도 분석
대응 및 완화조치
가뭄 자료 수집

중장기 가뭄 대
책
잠재적 가뭄 위
험을 완화
가뭄 발생 이전 
실행

가뭄 계획의 각 요소
에 대한 책임, 역할 
구분 가뭄 발생 이

후 평가 및 재
정비

정상
완화 조치 및 대응 
조치가 원활히 실행 
될 수 있게 제도 및 
정책 마련가뭄

가뭄 발생시 실
행
가뭄 단계별 대
응

가뭄 진행 중 
문제점 해결 
및 수정

극한
가뭄

일반적 대응이 
아닌 즉시 효과
가 나타나며 효
율이 좋은 대책 
실행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간
소화
극한가뭄 발생시 간
소화된 절차, 역할, 
책임 필요

표 2.151 가뭄 단계에 따른 극한가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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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① 기후-수문-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가뭄 평가지수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수문-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감뭄위험도 평가지수 개발을 위

해 위험도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위험도(Risk)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기관의 목적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UNISDR(2004)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자연재해

에 대한 위해성(Hazard)과 인간으로부터 취약한 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을 조합하여 위험

도(Risk)를 기후변화에 의한 위해성(Hazard)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함수로 보고 정의하였

다. 또한, IPCC(2007)의 경우에는 위험도(Hazard)를 기후영향에 따른 물리적인 재해에 대한

위해성과 기후영향으로 인한 사화·경제적인 악영향에 대한 노출(Exposure)과 취약성

(Vulnerability)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정의하였다.

기관 및

선행연구
정 의

UNISDR

(2004)

∙ Hazard : 자연재해 및 자연으로부터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확률

∙ Vulnerability : 인간으로부터 취약한 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

IPCC

(2007)

∙ Hazard : 기후영향에 따른 물리적인 재해

∙ Vulnerability : 악영향을 받게 될 성향 또는 경향

∙ Exposure : 사람, 생계수단, 환경 및 자원, 사회 또는 경제적 문화적 자산이 악

영향을 받게 될 성향 또는 경향

ADB

(2012)

∙ Hazard :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자연재해

∙Vulnerability : 인적 위험과 재산 및 인명 피해의 발생

∙ Exposure : 재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존재하는 인구 및 자산 등
박종용

(2012)

∙ Hazard : 가뭄의 빈도와 심도, 공간적인 범위의 재해

∙ Vulnerability : 가뭄재해의 영향으로 인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윤선권

(2016)

∙ Hazard : 물리적인 위험 요인

∙ Vulnerability : 사회·경제적인 취약성 요인

∙ Exposure : 사회·경제적인 취약성 요인

표 2.152 기관 및 선행연구에 따른 가뭄 위험도 정의

용어 의미 정의

위해성

(Hazard)

∙(발생빈도) 얼마나 자주 가뭄이 발생했었는가?

∙(가뭄규모) 발생했던 가뭄은 얼마나 심한 가뭄

이었나?

기후변화로 인한 공간적인

범위의 가뭄재해

취약성

(Vulnerability)

∙가뭄이 발생한다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얼마

나 심각한 지역인가?
사회·경제적인 취약성 요인

가뭄위험도

(Risk)

∙가뭄일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이 어디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인

가뭄재해에 대한 사회·경제

적인 취약성을 조합하여 가

뭄위험도로 정의

표 2.153 가뭄 위험도 용어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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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의된 위해성과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대표지표를 기상학적 인자

와 사회·경제적 인자로 분류하였다. 위해성 지수는 기상학적 인자로 주로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

면서 3∼4차년도에 구축된 성과물(가뭄발생 빈도, 평균 가뭄심도, 확률가뭄심도)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주요 기상인자로 선정하였으며, 취약성지수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인자들을 선별하

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는 인자들을 선별하여 가용 가능한 인자로 인구밀도, 농경

지 면적, 생활용수 이용률, 농업용수 이용률, 공업용수 이용률을 선정하였다.

그림 2.372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상지표 선정

위해성 지수(Drought Hazard Index, DHI)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 구축은 기존 선행연구들

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구축하였다. 위해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상학적 요소로 가뭄발생 빈도, 평균가뭄심도, 확률가뭄심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였다.

가뭄발생 빈도의 경우 GCM 자료를 통하여 산정된 지속기간 6개월의 월단위 SPI 지수에 대하

여 –1이하 값을 카운팅하여 가뭄발생 빈도를 산정하였으며, 평균가뭄심도도 가뭄발생 빈도와

동일하게 –1이하의 값에 대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률가뭄심도는 지속기간과

심도를 고려한 이변량 빈도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200년 빈도에 대한 확률가뭄심도를 산정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2.373 위해성 지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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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지수(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는 K-weap에서 산

출된 생활, 농업, 공업용수 사용량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농경지 면적 및 인구밀도의 경우 통

계청 및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생활, 농업, 공업용

수의 사용량을 산정은 K-WEAPq 모형을 통해, 농경지 면적 및 인구밀도의 경우 통계청 및 농

촌 경제연구원을 통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선정된 위해성과 취약성에 대한 세부지표들은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지고 있어며, 지표

들간의 단위가 모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 기법 중 스케일 재조정

방법(Re-sca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스케일 재조정 방법은 표준편차보다 지표의 범위에

기반을 둔 변환 방법으로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변환하며, 이는 전체 자료범위 내에서

순위를 나열하여 자료의 상대적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는 세부지표별 가중치 산정 방법으로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기법

을 채택하였다. AHP기법은 1980년 Thoma L. Saaty(1990)에 의해 고안된 가중치 산정방법으

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다수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평가항목

별 가중치(Weight) 산정 및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제안하여 0.1미만은 신뢰 가능, 0.2 미만은 허용범위의 일관성, 그

이상의 값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에 많이 이용된다.

그림 2.374 AHP기법을 통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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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가뭄 위해성과 취약성 지수를 통해서 산정된 가뭄 위험성을 시나리오별 모델별로 나

타내었다. 가뭄 위험도 산정결과 가뭄 취약성과 동일하게 RCP 4.5, 8.5 시나리오에서 3개 모델

모두 가뭄 위험성 과거 가뭄위험성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에 의한 물리적 가뭄재해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취약요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가뭄에 의한 인적 위험과 재산 및 인명 피해의 감소로 인하여

가뭄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양산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Observed CanESM2(S1) HadGEM2-AO(S1) IPSL-CM5A-LR(S1)

CanESM2(S2) HadGEM2-AO(S2) IPSL-CM5A-LR(S2)

CanESM2(S3) HadGEM2-AO(S3) IPSL-CM5A-LR(S3)

그림 2.375 RCP 4.5 기반 가뭄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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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CanESM2(S1) HadGEM2-AO(S1) IPSL-CM5A-LR(S1)

CanESM2(S2) HadGEM2-AO(S2) IPSL-CM5A-LR(S2)

CanESM2(S3) HadGEM2-AO(S3) IPSL-CM5A-LR(S3)

그림 2.376 RCP 8.5 기반 가뭄위험도

②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작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유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Hotspot Drought Risk Index, HDRI)

작성하였다. 수문-기상학적 위험도(HDRI)는 저유량(Q25)에 대한 조건부(SPI≤-1.5) 확률과

비조건부의 초과 확률의 비로 전체 관측 및 미래 자료에 대한 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수문학적 조

건부 위험도를 지수로 나타내었다. 산정방법은 아래 식과 같으며, 위험도 지수가 1인 경우 SPI

조건에 따라 유출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며, 1보다 큰 경우 수문-기상학적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즉, 극한가뭄 발생시 해당 유역에서는 유출량의 가용성이 적고 가뭄에 취

약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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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IijP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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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QjSi≤Q
j
S SPIjSi≤ 

분석결과 한강유역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가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대부분의 유역이 가용한 수자원이 부족하여 극심한 가뭄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안지역이 가장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단기(SPI3)와 중기(SPI6) 가뭄지수에서 S1, S2, S3 기간의 가

뭄위험도를 보면, 가뭄 위험성은 S1에서 S3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장 위

험도가 높은 S1기간에서는 중서부와 금강유역이 가장 가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흐름 특성을 가뭄 조건과 연관시켜 상대적으로 적은 관측자료와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유출에 의존한다. 그러나 미래 기반의 가뭄 위험 평가와 극심한 가

뭄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은 유역 맞춤형 가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a) RCP 4.5 (a) RCP 8.5

그림 2.377  RCP 시나리오 기반 HDRI 평가

③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가뭄상황대응 체계 구축

㉮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 목적

가뭄은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과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을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뭄의 강도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

뭄에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은 가뭄종합대책이 있으나 가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 427 -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뭄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정부에서는 지침을

바탕으로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를 통하여 지자체의 가뭄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극한가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

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계획

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미국 국립가뭄완화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에서는 극한가뭄 대

응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가뭄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과 갈등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해 개별 시민, 산업,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가뭄 계획 수립을 위한 검증된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NDMC에서 개발한

“10단계 가뭄 계획 수립 과정(10-step Drought Planning Process)”은 가뭄 계획에 필요한 일

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Wilhite, 1991), 주정부와 기타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

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개발한 “4

단계 완화 계획 수립 과정(4-step Mitigation Planning Process)”도 완화 계획에 자주 적용되

고 있으며,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가 가뭄 완화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되었다. 미국 내

무부의 국토개발국(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에서 제시한

WaterSmart Program은 가뭄 수립에 필요한 지침과 6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 2016).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

술개발 연구단에서는 국내외 가뭄 계획 지침서를 바탕으로, 그림 2.25와 같이 6가지(모니터링,

위험도 평가, 완화대책, 대응대책, 운영 및 관리, 보완) 구성요소를 가지는 「기후변화 적응 극

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으로 표기)을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 가뭄에 대한 평가·예측과 가뭄의 대응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가뭄계획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모니터링 과정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극한

가뭄에 대한 위험도(취약성) 평가를 포함하여 극한가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위험도(취약성)의 원인에 따라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중장

기적인 계획으로 극한가뭄 발생 이전에 실행하여 가뭄 대응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완화과정과

가뭄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행(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대응)되는 과정으로 가뭄의 영향을 즉각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계획 지침의 각 요소를 운영하

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관리 과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계획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

영 및 관리 과정이 있고, 가뭄이 진행되는 과정과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 과정별 약할 및 기능

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있다. 각 과정들은 극한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의 필수 요소이며, 지역

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뭄 비상 계획 수립 과정과 비슷하게 「기후변화 적응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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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25는 가뭄

비상 계획 수립 과정의 3가지 질문과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극한가뭄을 초기단계에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극한가뭄의 대한 계획 수립과 관리는 극한가뭄의 발생을 확인하고 심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

양한 수자원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뭄 계획은 가용수자원에 대한 정보

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포함한다. 또한 대부분

의 가뭄 계획은 가뭄의 발생과 가뭄의 단계/수준/시작점을 설정하기 위해 가뭄지수를 이용한다.

이러한 가뭄의 단계/수준/시작점은 공무원들이 특정 대응이나 완화 조치를 언제 시작할지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극한가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위험도 평가”는 보통 가뭄으로부터 야기되는 계획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과 분야에 대한 위

험도와, 그러한 위험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평가하기 위한 가뭄계획의 일부이다. 위험도에 대

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뭄 영향과 과거 용수 사용과 공급에 대한 경향 검토, 그

리고 그 경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의 변

화, 인구증가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최근의 위험도 평가는

미래 기후변화가 미래 수자원 공급과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

다. 위험도 평가로부터의 정보(위험도가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원과 요인들에 대한 위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완화와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완화나 대

응 조치를 착수시키기 위한 시작점과 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 극한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극한가뭄의 잠재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영향을 다루는 완화

나 대응조치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완화 조치는 극한가

뭄이 발생하기 전에 실행되는 활동으로써 가뭄이 발생하면 잠재적인 가뭄 영향을 감소시키는

단계이다. 극한가뭄 대응 조치는 진행 중인 극한가뭄에 대응해서 취해지는 활동으로 즉각적인

극한가뭄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또한 대응 조치 중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 가뭄 대응 수단을 포함한다. NDMC는 가뭄계획에서 완화와 대응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

극한가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본 지침은 가뭄

에 대한 장기적인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극한가뭄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극한가뭄 대응 계획 구성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은 국내외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극한

가뭄 대응 계획의 구성은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 가뭄에 대한 평가·예측과 가뭄의 대응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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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고 가뭄계획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모니터링 과정과 기후변화를 반영

한 극한가뭄에 대한 위험도(취약성) 평가를 포함하여 극한가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위험도(취약성)의 원인에 따라서 위험도를 감소시키

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극한가뭄 발생 이전에 실행하여 가뭄 대응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완화

과정과 가뭄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행(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대응)되는 과정으로 가뭄의 영향

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계획 지침의 각 요소를

운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관리 과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계획 운영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운영 및 관리 과정이 있고, 가뭄이 진행되는 과정과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 과정별 약할

및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있다. 각 과정들은 극한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의 필수 요소이

며,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2.378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구성

본 가이드라인의 6가지의 구성요소는 그림 2.379와 같이 단계별 수행기관과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

모니터링은 가뭄의 평가, 예측, 가뭄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항목은 피해범위가

넓은 가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단위에서 가뭄을 평가, 예측하여 균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또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네 번째 구성요소인 대응대책의 실행 및 해제 기준이

된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된 정보와 과거 가뭄피해를 바탕으로 극한가뭄으로 인한 위험지

역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항목은 광역계획에서 시군구 단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위험도

평가와 대응 및 완화대책은 동일한 공간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가뭄의 범위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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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로 수행된다. 가뭄의 위험도 평가는 완화 단계에서 계획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며,

위험도 평가를 선행하여 가뭄에 따른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완화대책과 대응대책은 실질적인 지역특성에 따른 완화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항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가뭄발생 전과 후로 구분하여 필요한 가뭄대책을 사전에 계획해

야 한다. 완화대책은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가뭄 위험을 저감시키는 단계로써, 가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저감시킴으로써 가뭄발생 이전에 가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대응대

책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실행되며, 가뭄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가뭄의 영향을 직접 감소시키

는 단계이며, 가뭄의 수준이나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운영 및 관리는 각 요소를 실행하거나 관리하는 항목이다. 가뭄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주변 시

군구나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때 분쟁을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으며, 국가단위의 계획(가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실행해야 하는 항

목이다. 운영 및 관리단계는 각 요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가뭄 유관기관

들과의 협력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그림 2.379 극한가뭄 대응 계획 구성에 따른 역할

보완은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가뭄의 종료 후에 계획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광역단위 계획에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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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극한가뭄에 대비한 가뭄단계별 국가 Emergency Plan 개발

㉮ 모니터링

극한가뭄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와 과거의 가뭄상황 및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인하거나,

미래의 가뭄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뭄 관련자료(강수, 온도, 증

발산, 저수지 수위 등)의 수집, 분석 그리고 분배를 위한 과정을 포함한다. 극한가뭄 대응 계획

에는 가뭄의 단계를 정의하거나, 완화·대응 조치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는 가뭄 평가(가뭄지

수, 저수지의 수위 등)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가뭄을 예측하거나 확인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지 설명해야 한다. 정확한 극한가뭄 정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가뭄 대응이

가능하며, 가뭄 모니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 상황 발생 시 표준화된 대응이 가

능하다.

(a)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b)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기상청)

그림 2.380 가뭄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는 가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상지역에 대

해서 자산과 자원의 목록(농업, 에너지, 환경, 도시, 산업,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사회경제적 부문

을 포함)을 작성한다. 피해, 규모, 심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필수적인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에 정량적인 값을 부여하거나 순위를 정한다. 미래 가뭄상황(기후변화)에 대한

잠재력과 중요 자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용수수요의 잠

재적인 미래 변화를 고려한다. 위험도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완화와 대응 대

책 개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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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1 미래 가뭄 위험도 평가 방법

㉰ 완화대책

완화대책은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대책으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대응대책의 필요

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주요 자원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현재의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현황에 따라 완화대책의 우선순위와 종류를 정하여

수행하며,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지역의 수자원 현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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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2 다목적댐의 수위 및 용량배분

㉱ 대응대책

대응대책은 특정 단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수행되며 가뭄해결에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

타낸다. 특히,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은 시행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인허가, 영향평가

면제 등이 필요하다. 극한가뭄에 따른 단계별 목표를 정해야 하며, 주민, 정부, 물관리 기관을 포

함한 여러 부문에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대책을 포함한다.

그림 2.383 단계별 용수공금 필요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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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4 보령댐 도수로 사업

㉲ 운영 및 관리

운영과 관리는 극한가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각 요소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대책들과 이

와 관련된 절차와 자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프

레임워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상대응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과 관련된 기관들의 역

할과 책임, 의사결정책임을 정해야 한다.

그림 2.385 캘리포니아 가뭄 비상계획 체계

㉳ 개선 및 보완

가뭄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계획의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계획 진행

중의 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행할 것을 권장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 또는 보

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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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후변화를 고려한 Multi GCM 기반의 가뭄 위해성 및 미래 용수부족량, 사회경제적
인자기반의 가뭄취약성을 반영한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평가 및 가뭄대응종합계획
세부수립지침 개발

① 가뭄 지수를 활용한 GCM에 따른 미래 가뭄 위해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위험도의 정의는 기관 혹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한다.

(a) 미국지질조사국 (b) 미국연방재난관리청

그림 2.386 각 기관에 따른 위험도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의 정의의 정의를 자연적 위험에 대한 위해성과 경제적 손실 등의 취약

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하였다.

그림 2.387 가뭄 위험도의 평가 흐름도

정의된 가뭄 위험도를 바탕으로 위해성 및 취약성의 인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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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결정요인 인자

가뭄 위험도

(Drought Risk)

위해성

(Hazard)

수문-기상학적 요소

(Hydro-Meteorological

Components)

유발인자 (Trigger) Ÿ 강수량 (Precipitation)

반응인자

(Response)

기상학적 인자

(Meteorological)
Ÿ 평균가뭄심도
Ÿ 가뭄발생빈도

취약성

(Vulnerability)

사회-경제학적 요소

(Socio-Economic

Components)

노출도 (Exposure)
Ÿ 생활용수 수요량
Ÿ 농업용수 수요량
Ÿ 공업용수 수요량

대응 능력

(Coping Capacity)

Ÿ 지하수 가용량
Ÿ 생활용수 공급량
Ÿ 농업용수 공급량
Ÿ 공업용수 공급량

표 2.154 가뭄 위험도 평가 인자

② 미래 용수 부족량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반영한 가뭄 취약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가뭄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및 취약성 인자의 표준화 과정이 필요로 하다. 5차년

도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6차년도에서는 인자별 가중치를 엔트로피 기법과

Rating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가뭄 위험도를 더욱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 가뭄 위해성 평가 기법

등급화 기법은 심도별 발생 확률을 산정하여 등급(Rating)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각 나뉜 등

급으로 인해 가뭄 심도의 크기 특성 및 가뭄심도의 발생빈도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 가능한 기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해성 지수(DHI)를 계산하기 위하여 표준강수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표준강수지수는 Mckee et al. (1995)의 정의를 활용하여 각각의 범례에 따라 –1.0 이하를 가

뭄의 상태라 정의된다. 가뭄을 전망하기 위하여, -1이하의 표준강수지수를 사용하였고, 그 뒤

표준강수지수 –1.0 이하의 값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뒤 나뉜 등급에서 다시 4등급으로 분

류하여 가뭄의 빈도 및 심도를 판단하였다.

심도 범례 Weight 빈도

Moderate -1.5 ≤ Index < -1.0 1

1
2
3
4

Severe -2.0 ≤ Index < -1.5 2

1
2
3
4

Extreme Index < -2.0 3

1
2
3
4

표 2.155표준강수지수 지수 등급 구분

심도에 따라 1에서 3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정의하였고, 빈도에 따라 1에서 4 사이의 값을 사

용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가중치를 사용하

여 가뭄위해성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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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    ×  (2.24)

여기서 MDr : 가뭄 심도가 Moderat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SDr : 가뭄 심도가 Sever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EDr : 가뭄 심도가 Extrem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MDw : 가뭄 심도가 Moderat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SDw : 가뭄 심도가 Sever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EDw : 가뭄 심도가 Extrem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 가뭄 취약성 평가 기법

엔트로피 기법은 정보이론에 근거하여 각 정보 속성의 크기분포를 기반으로 응집도를 결정하

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응집도를 결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별 가중치 산정에 활용한다. 또

한 엔트로피 기법은 주성분 분석이나 표준화 방법에 비해서 훨씬 객관적이고, 계산에 용이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의사결정의 방법에서 문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데이터들의 각 속성들의 가중치를 결정하며, 각 속성들의 빈도를 기반으로 각 자

료들의 중요도를 따져 가중치를 선정할 수 있다.

엔트로피 기법의 계산 순서는 우선 구역별 대리변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행렬을 구성하고 대

리변수별 자료를 정규화 한 뒤 각 속성별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다음 식과 순서를 이용하여 가중

치를 산정한다.

그림 3.388 엔트로피 가중치 계산 결정 방법

Seong et al(2016)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방법의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

으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 된 방법이며, 수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비전문가

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다. 단점으로는 시간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고 각 요인 사이의 관

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인자 내의 속성 값만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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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RCP 4.5 RCP 8.5

기준수요

시나리오

고수요

시나리오

그림 3.389 엔트로피 가중치 계산 그래프

③ 가뭄 위해성 지수와 가뭄 취약성 지수기반인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지수 및 평가 기
술 개발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가뭄 위해성 지수의 경우 Rating 기법을 가뭄 취약성 지수는 엔트

로피 기법을 활용하여 가뭄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하여 고수요 시

나리오와 기준수요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390 가뭄 위험도의 평가

㉮ 기준수요시나리오기반 가뭄 위험도 평가

기준수요 시나리오 분석결과 대부분 한반도 중권역 부분에서 가뭄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PSL-CM5-LR의 경우 RCP 8.5 S3 기간에서 남부지방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뭄 취약성 지수의 값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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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1 RCP 시나리오별 기준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증감량 분석결과 대부분의 모델이 S1 기간에서 가뭄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anESM2의 경우 먼 미래로 갈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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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2 RCP 시나리오별 기준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증감률

㉯ 고수요시나리오기반 가뭄 위험도 평가

고수유 시나리오도 기준수요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과거에 비해 가뭄 위험도가 공간적 패턴의

경우 한반도 중권역 부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패턴의 경우 S3 기간으로 갈

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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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3 RCP 시나리오별 기준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증감량 분석결과 대부분의 모델이 S1 기간에서 가뭄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anESM2의 경우 먼 미래로 갈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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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4 RCP 시나리오별 기준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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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군의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6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풍수해감종합계획)에 가뭄 재해가 포함되면서 가뭄을 관리하

도록 하고있으나, 일반적 가뭄에 한정되어 있어, 극한가뭄에 대한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극한

가뭄으로 인한 상습가뭄지역에 한하여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유역 연계, 지방

자치단체 연계)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물관리리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18조 ①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가뭄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취약지역
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삭제) 5.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신설) 제28조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
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로 인한 사항을 포함한 유
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후변화로 인한 유역의 물관련 변화와 전망 
②  유역의 수자원관련 기초현황 조사
③ 기후변화로 인한 수지원 취약지역 조사
④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극한가뭄 발생에 한 계획 수립
⑤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
ㆍ계획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수정)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⑥ 기후변
화로 인해 극심한 홍수·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
에 대하여 홍수·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
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156 극한가뭄 관련 법령 개선(안)

기존의 가뭄계획은 표준매뉴얼, 행동매뉴얼, 대응지침, 실무매뉴얼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중

앙정부 중심의 대응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외의 가뭄대응 계획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계획을 수립할 필

요성이 있다.

가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령은 수자원법,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으며, 가뭄상황조

사, 취약지도 작성,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이 일반

적인 가뭄에 대한 내용이며, 극한가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수준이다.

극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가뭄계획 세부수립 지침은 기초현황조사(국가), 위험분

석(광역지자체), 저감대책(시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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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5 기존 가뭄계획과의 차별성

5차년의 연구 결과는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성(안)을 제시하였다면, 6차년

의 연구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뭄계획의 세부수립 지침이다. 먼저 지역특성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가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가뭄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저감대택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

인에 다른 집중 대응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2.396 5차년도 연구성과와 가뭄계획 세부수립지침 제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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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가뭄대응종합계획”은 “극한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극한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 등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하고

자 한다. 광역 단위의 계획과 지역 기반 계획이 잘 연계되고 병행하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물

관리 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관계를 따르며 유역물관리 기본계

획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5차년도의 연구성과에서 광연단위 위험분석, 수자원확보방안, 지자체간 수자원 이동 등 댐 연

계운영, 지자체간 물 분쟁 해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림 2.35와 같이 가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세부수립지침은 1.가뭄위험분석에 따른 원인조사, 2.지자체 특성에 따른 완화 대응 계획 수립,

3.가뭄대응 종합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97 가뭄대응 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제시

⑤ 행정구역 내의 기초조사, 가뭄위험지역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등 가뭄대응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 제시

㉮ 개요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은 기초조사, 취약지역선정, 저감대책 수립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극한가뭄을 중심으로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 위험요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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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8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작성 흐름도

㉯ 기초조사

기조조사의 항목은 일반, 가뭄현황, 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가뭄발생 이력과 위

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후보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2.399 기초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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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취약지역 선정

가뭄에 피해현황 및 원인을 피해 지역, 피해 발생 유형, 피해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

① 수문·기상학적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② 용수 수요 및 공급 관리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③ 가뭄관리 체제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등

④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지역 평가

그림 2.400 가뭄취약지역 선정 흐름도

㉱ 극한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저감대책은 지역적 특성, 사회적 취

약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타 계획과의

충돌이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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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1 극한가뭄 대응 종랍계획 수립 흐름도

㉲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시행 계획

저감대책 수립시 저감대책별 사업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

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되, 지역별 특성에 부

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 실시한다.

그림 2.402 투자우선순위 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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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6 34 131%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34 52 153%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80 145 181% 산출지표(양)

기술기사 게재 건수 5 23 460%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 9 　 산출지표(양)

기술

서적 출판 건수 - - 　 산출지표(양

특허출원 출원 건수 - 2 　 산출지표(양)

특허등록 등록 건수 - -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8 14 175% 산출지표(양)

경제
사업화/시제품

/시스템
제작 건수 - 2 　 산출지표(양)

사회

법제정및개선 건수 - - 　 산출지표(양)

제도개선 건수 1 1 100% 산출지표(양)

지침 건수 - 　 산출지표(양)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 　 결과지표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24 　 결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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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목표달성도

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자료
수집 및 D/B
구축

CMIP5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30개 이상의
GCM 결과
수집

40개 이상
GCM 결과
수집

APEC
기후센터

CORDEX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4개 이상의
RCM 결과
수집

5개 RCM
자료 수집

국가표준시나리
오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12.5km 상세
시나리오
수집

남한상세(1k
m),

한반도상세(1
2km) 자료
수집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평가 기술 목록 보고서
용수공급능
력 평가
기술 조사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평가 기술 목록 보고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기술
조사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기존문헌 및
연구동향 분석

예비율자료
수집 및
D/B구축

수집결과적절성 보고서 100%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가뭄
관리현황/기후
변화 적응
전략조사 및
수자원 D/B
구축

수자원
D/B(수자원
인프라) 구축

D/B 구축율 보고서
DB 구축율
80%이상

DB 구축율
90%

한양
대학교

가뭄평가
평가/분석 기법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분석

가뭄데이터베이
스 구축

D/B 구축율 보고서
DB 구축율
80%이상

DB 구축율
90%

한양
대학교

2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AR5 모델별
불확실성 평가
기술 개발

관측기후자료와의
통계적 비교

보고서

CMIP 30개
모델의

한반도 강수
및 기온
모사력 평가

모사력 평가
후 19개
GCM선정

APEC
기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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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30개 모델의
과거 30년
미래 100년
기간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SDQDM
기반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SDQDM
개발)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30개 모델의
과거 30년
미래 100년
기간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108개
중권역 수문
시나리오
생산
(PRSM
기반)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구현된 모듈수/설계
모듈수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평가
모듈 개발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관측치와의 비교
및 용수수요
추정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물수급
전망기술
정확도 향상
및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100%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댐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방법론 정립

댐 예비율 적용
모형 개발

모의모형 개발
여부

보고서
모의모형
구현율 95%
이상

95%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가뭄
사전감지기술
및 물 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물공급
우선순위

산정기법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및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산정기법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한양대
고기후 및 AR5
기반의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시나리오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3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Decadal
전망의
수문학적
활용성 평가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및
동아시아 지역
Decadal 예측성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1959-2012년
기간의
전망자료
수집 및
모사력 평가

11개 GCM
자료수집,
최상위 3개
GCM 평가,
리드타임별
예측성 평가

APEC
기후센터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표준화된 평가제체
및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대표시나리
오 생산기법
정립 및
108개

SDQDM
기반 108개
중권역별
상세

APEC
기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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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시나리오
생산

(대표시나리
오 생산)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HSPF 모형
구축

108개
중권역 수문
시나리오
생산
(HSPF
기반)

APEC
기후센터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시범유역 중권역별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시범유역
수자원시설

별
용수공급
능력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시범유역
중권역별 물수급
전망을 통해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시범유역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원 기술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지원 기술 개발

시범유역 중권역별
물 수급 네트워크
및 물 부족 특성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취약시설분
석 및 지역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댐 예비율 모형
구축 및

시범유역 적용

물공급체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시범유역 안정성
분석결과 적절성

보고서

시범유역
모의운영
구현율 95%
이상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프레임워크
개발

가뭄심도 작성 및
프레임워크
개발여부

보고서
프레임워크
구축율
80%이상

구축율 100%

한양대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평가기
법 개발

극한가뭄평가기
법개발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율

소프트웨
어

가뭄평가기
법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4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개발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
고도화

유역별 변동가능성
표 및 도시화

보고서

5개
대권역별
수문학적
예측성 검증

HSPF 기반
수문순환
요소 변동성
평가 APEC

기후센터
설계기능의
단위모듈
구현율

구현된 모듈수/설계
모듈수

보고서 90% 이상

대표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전과정 모듈
적용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권역별
수자원시설

최적 용수공급
체계 개발

최적 연계운영을
통한

논문 및
보고서

용수공급시
설물 최적

100%
한국건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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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공급능력-기존
운영룰을 통한
공급능력

연계 운영을
통한
공급능력
최대화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용도별
물부족
시나리오
전망

100%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우선

순위 결정 지원
기술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지원 기술 개발

신규수원 개발에
따른 경제 및
물부족량 감소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평가

100%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모형운영을
이용한 댐
예비율 적용
최적방안 수립

댐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기술개발

계획설계 기법의
개발 건수

보고서
기술 개발
완료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역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가이드라인
개발율
100%

개발율 100%

한양대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율

보고서
(그림,
표)

수문-기상학
적 위험도
분석율
100%

분석율 100%

5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성공수/전체모듈
테스트 개수

보고서 90% 이상

상세화
시스템 개발
(SDQDM
병렬화 90
%)

APEC
기후센터

시스템 사용성
교육생 및

사용자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80점 이상
사용자교육
완료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권역별 중권역별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권역별
수자원시설

별
용수공급
능력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기후변화
적응체계 도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통한
물부족 감소

논문 및
보고서

중권역별 물
부족 최소화

100%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물부족량

보고서
대체수원을
고려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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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우선순위 결정
지원 기술

지원 기술 개발 감소
물공급 효율
증대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기후변화적응전략
을 통한 물

이용/공급 효율의
증가

논문 및
보고서

대체수원
개발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물 공급
전략 개발

100%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립

설계결과의
현장적용 건수

보고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Emergency Plan
수립율

보고서
(그림,
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율
100%

수립율 100%

한양대
기후-수문-사
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

가뭄평가지수
개발

통합가뭄평가지
수개발

가뭄평가지수 개발
여부

보고서
(그림,
표)

통합가뭄평
가지수개발
율 100%

개발율 100%

6차
년도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보완 및

활용

시스템
유지보수

테스트
성공수/전체모듈
테스트 개수 및
SDQDM 모듈
병렬화

운영
매뉴얼

100 %

100 %
(SDQDM
병렬화 100
%)

APEC
기후센터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교육생 및
사용자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85점 이상
사용자교육
완료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시스템 확대
미래 물 수급 전망
적용 시나리오

갯수
보고서

한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위험도 평가
적용

물 공급 증대 방안
제시 여부

보고서

시범유역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100%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물관리
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마련
여부

소프트웨
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100% K-water

댐 군 연계 및
유역상황을
고려한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보고서 발간 여부 보고서
기준정립완

료
100% 아주대

회복수위를
적용한 단일댐

모형의
사용자 맞춤화

예상 사용자 건의
사항 반영 여부

건의
사항

반영률
100%

100%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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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보완

개발

반영
여부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통합 가뭄
위험도 평가

가뭄위험도
평가

가뭄위험도 평가
여부

보고서 평가율 80% 평가율 80% 한양대

가뭄대응종합계
획

세부수립지침
개발

세부수립지침개
발

세부수립지침개발
여부

보고서
지침
구성(안)
개발율 80%

개발율 100%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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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분야 기여도

(1) AR5 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평가/선정 기법 및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개발하

고 AR5 RCP 4.5와 RCP8.5 기후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국내 기상관측소에 대해 상세화된 중권

역 규모의 일단위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모델의 성능평가

및 상세화 기후/수문 시나리오 생산을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모델 선정 및 미래 기후전망의 신뢰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다중 앙

상블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기후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높은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미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연구가 미래의 몇몇 시나리오를 통해 수자

원 분야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미래 계획 수립에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발생가능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

을 통해 용수공급시설물의 공급능력을 평가하고,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

하였으며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미래 물 공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17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였으며 미래 수요변화 추정에 있어 인구변화,

토지이용변화 등 사회/경제 조건변화를 고려하여 총 216개의 수요변화 시나리오을 생성하고 그

중에 3개(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51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

로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으로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 운영체계를 개발

하여 수자원시설물의 추가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

형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제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망한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와 함께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

능력 평가 결과는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

인 물수지 분석이 가능하고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글

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물 수급 전망 및 수자원 계획 수립을 보다 효율

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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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는 가뭄 시 댐 용수부족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적 재난예방

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

다. 본 연구를 통해 최초 개발한 가뭄대응 단계별 용수공급 및 운영기준을 4가지 핵심요소기술

로 구분하여 각 요소 기술의 고도화를 수행하고, 이를 26개 GCMs RCP4.5/8.5 시나리오에 적

용하여 최적 저수지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가지 핵심요소기술은 ① 추계학적 유입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저수량 산정 기술, ② 가

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세분화, ③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수립 및 평가 기술, ④ 가뭄대

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술로 나누어진다.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기술 내용

으로는 추계학적 500년 모의유입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전국 다목적댐의 일단위 기

준저수량 개선, 기후변화 기반 기준저수량 평가, 급격한 용수공급 감량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및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준 개발,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제시,

유입량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전망 및 운영 방법 모의, 그리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개발된 핵심요소기술 들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장기(2년 연속 등)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및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통합 댐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안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다목적댐의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화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반도 곳곳에 위치하

고 있다. 중위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는 홍수기와 갈수기의 구분이 뚜렷한 기후의 특성을 보여

수자원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을 추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갈

수기의 가뭄에 대비하는 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의 능력을 평가하고

댐의 비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

원 시설물의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수 활용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운영 가이드라인으

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댐 예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댐의 잠재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가뭄이 심각할 때에도 국민들이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예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댐들의 비상용량만으

로 극심한 가뭄 대비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 갈수기 댐 운영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

될 것이다.

비상 가뭄 시 제한적 물 공급의 실현 방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부족의 심

도를 약화시켜 피해를 저감 시킬 수 있으며, 미래의 비상 가뭄 시 저수지 군 운영의 활용 기술

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뭄 피해 완화(hedging) 목적의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 공급 실행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최적화 기법 적용 기술을 축적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서 혼합정수계획법

과 차원변화 탐색기법을 적용하였다. 모의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GoldSim을 사용

하여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운영 모형 엔진과 도표식 사용자 편의 환경을 일

체로 개발하였다. 문숫자 모형과 달리 사용자는 엔진과 편의 환경의 일체 모형에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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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저수지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다목적댐 운영의 주체인 K-water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실무주체인 통합물관리처 및

사업기획처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며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 가뭄단

계 및 조정기준에 따른 용수공급 가능기간 등 공급정보를 국민과 관련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

도록 K-water 및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지하여, 대국민 가뭄상황 체감과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본 연구의 목표는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 기상학적 위험도 작성”,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여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래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26개 GCM에서 생산되는 미래 강수량 자료를 깁낭르오 가

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자를 선정하여 GCM별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출하는 모델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GCM을 기반으로 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을 통해 극한가뭄 취약지역을 도출하

였다. 그동안의 GCM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극치사상 추정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극한가뭄을 정량적

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가뭄 대응 매뉴얼은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관기관들의 역할이 주된 내용으

로 효율적이지 못한 가뭄 대응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

역 기반의 사전가뭄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극한가뭄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정부주도적인 가뭄대응에서 벗어나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지역 및 가뭄 분석을 통해 효율적

인 가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뭄 취약지역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뭄을 사전

에 대비하고, 운영과 관리 및 평가·수정을 통해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꾸준한 보완을

통해 기후변화 대비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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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AR5 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상세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은 기후모델이 전망한 전지구 기후변

화시나리오에 공간내삽(spatial disaggregation) 및 편이보정(bias correction)을 적용한 후,

통상적으로 누적분위대응(quantile mapping)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지

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상세화 시나리오에서 추세(trend)가 왜곡되는 문제를 빈번하게 초래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세보정 누적분위대응(quantile delta

mapping) 기법을 개발하여 상세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추세 왜곡을 개선하였으며, 이 기법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아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신뢰성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수급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 수자원 용수수급 능력 평가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및 상세화 자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기후모델에서 전망한 전지구 시나리오의 전처리, 전지구 기후모델

의 성능평가. 관측 자료의 활용, 통계적 상세화 및 시나리오 생성 등은 모듈로 구현하였으며, 계

산 부담이 큰 통계적 상세화 과정에는 병렬화를 적용하여 계산 효율을 증진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 대상의 통계적 상세한 시나리오는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

체(IPCC)는 제1차 평가보고서부터 제5차 평가보고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개선된 기후모

델을 통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기후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최

근에는 IPCC 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후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전지구 기후변

화 전망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5-6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후변화전망에 대해 국가차

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수집, 기후모델의 모사능력

평가, 상세화, 유출 시나리오 생산이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보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술 및 모형은 국가/지역 수

자원 평가 및 계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이미 국가 수자원장

기종합계획(4-3차 수정계획)에 기 반영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물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맞춤형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공급 평가 및 계획에 대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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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은 해외 유역에도 적용가능한 확장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ODA 사업 등 해외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개발된

모형은 수자원 정책 구상 및 결정지원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개발 모형에 대한 안내서와 지침서

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자원 전공자에게 교육도구로 활용가능하며, 다양한 물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복잡한 수자원 관련 사업 및 물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나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상수공급자의 미래 물 공급 능

력 확보 및 물 부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안)의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무자들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16년 6월 댐 · 보 연계운영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

행되고 있으며, 가뭄 대응 기준저수량 개선, 가뭄 대응 단계별 최적 용수공급을 위한 단계별 해

제기준 제시 및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준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

전망 및 운영 기술과 저수지 운영기준 개발 등으로 다목적댐의 신속한 가뭄대응체계의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댐 가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가뭄상황 체

감 및 관련기관 협업의 강화가 가능하며, 향후 전 수계별 운영계획,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등 각종 계획에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로 고도화된 저수지 운영 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준저수량 자동 산정 및 세분화

프로그램, 가뭄 대응 Alert 프로그램, 다목적 댐 장기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댐

관리자 및 운영자가 사전에 저수지 용수공급 등 가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한가뭄 상황 및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수지 운영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수공급 능력 확보 및 효율적 물 관리 실현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환경부) 및 실용화기관(K-water 통합물관리처, 수자원사업처 등)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및 댐 비상용량 사용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활용할 수 있다. 기존댐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K-water 다목적댐 비상용량 활용 사업 추진 시 적용할 것이라 기

대된다. 수자원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중 가뭄

대비 댐 운영 기준 개선, 기존댐 재평가 및 물 공급능력 고도화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기적인 핵심성과 점검 및 홍보 그리고 현업실용화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추진

함으로써 향후 담당기관 및 실용화 기관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물인 가뭄 대비 저수지 (군) 모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시나리오별 가뭄 대

비 저수지 (군)의 물 공급 목적 방류 계열을 모의하여, 기존 분석 도구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

다. 물 공급 목적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은 3종으로, 현 저수량 기준의 단일 저수지 운영 모형과

현 저수량 기준의 낙동강 주요 저수지 군 연계 운영 모형,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회복수위(가뭄

해제 저수량)를 고려한 낙동강 주요 저수지 군 연계 운영 모형이다. 이들의 주요 공통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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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측 또는 빈도, 시니리오 유입량, 상시만수위 등 제원 저수량, 가뭄 네 단계에 상응하는 용

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과 용수별 감량 비율, 예비율 상응 저수량이다. 세 모형은 엔진과 사용

자 편의환경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출력으로서 유입량 등의 입력자료, 물 공급량, 저수

량, 가뭄 단계가 있다.

(4)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본 연구의 최종 성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극한가뭄시나리오 개발”과 “극한가뭄

대비 국가 Emergency Plan 지침 수립”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뭄의 규모와 심

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차년에 개발된 GCM 평가

및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미래 극한가뭄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공구조물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이수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뭄

규모를 반영한 이수안전도 평가기준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차년에 개발된 극한가뭄 대응 프레임워크, 4차년에 개발된 가이드라인, 5차년에 개발 된

Emergency Plan을 융합하여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하며, “기후변화 적

응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지자체에서 가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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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김영도,
강부식, 박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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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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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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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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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대한민국



- 486 -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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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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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용 방안

권민성 2016.05.27 대전 한국

46

A Probabilistic
framework for drought
forecasting using

hidden Markov models
aggregated with the
RCP8.5 projection

Si Chen 2016.05.27 대전 한국

47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최영제 2016.05.28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교육원)

대한민국

48
한국기후변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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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발표회

이은정, 김옥연,
신선희, 정일원,
음형일

2016.06 인천 대한민국

50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발표회

정일원, 음형일 2016.06 인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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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AHR Europe 이상호 2016.08. 리에주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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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W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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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informatics:

Climate Smart IWRM
Strategy for Aquatic

장수형, 이을래,
강신욱, 김호준,
채효석

2016.08.24 인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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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Maintenance

59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informatics:

Development of Water
Supply Reserve Rate
and Reservoir
Operation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김정민, 강현웅,
장수형, 박진혁,
황만하, 이재응,
이상호

2016.08.24 인천 대한민국

60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informatics: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Hydrology and Water
Quality in Nakdong

River

김정민, 김영도,
강부식

2016.08.24 인천 대한민국

61

Comprehensive
Climatological Drought
Projection Over South
Korea Under Climate

Change

Muhammad
Waseem,

Dong-Hyeok Park,
Tae-Woong Kim

2016.08.24 인천 한국

62

Comprehensive
Climatological Drought
Projection Over South
Korea Under Climate

Change

Muhammad
Waseem,

Dong-Hyeok Park,
Tae-Woong Kim

2016.08.24. 인천 대한민국

63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진영규 2016.10. 제주도 대한민국

64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개발

최시중, 이동률,
강성규

2016.10.18∼20 부산 대한민국

65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토지피복과
유역분할을 이용한
SMM 유출량 모의

강성규, 최시중,
이동률

2016.10.19.∼21 제주도 대한민국

66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K-WEAPccia 모형
매개변수 추정 및 검증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백승협,
김중훈

2016.10.19~21 제주도 대한민국

6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량 변화 분석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김중훈

2016.10.19~21 제주도 대한민국

68
KSCE 2016
CONVENTION

최영제 2016.10.2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69
KSCE 2016
CONVENTION

양원석 2016.10.2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70
KSCE 2016
CONVENTION

안재황 2016.10.20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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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CIMIP5
GCM별 상세 수문·기상
인자의 국내유역
적용성 분석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류경식,
황만하

2016.10.21. 제주 대한민국

72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선제적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 및 효과

분석

장수형, 박진혁,
김정민, 박정수,
김규문

2016.10.21. 제주 대한민국

73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물리적
기반 수문모형의
이수기 적용을 위한
적합성 검정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허영택,
황만하

2016.10.21. 제주 한국

74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낙동강
다목적댐 유역의

경년별 기후특성 변화
분석

강현웅, 박진혁,
장수형, 정영훈,
김정민,

2016.10.21. 제주 대한민국

75

IWA Regional
Conference on Diffuse

Pollution and
Catchment
Management

이재응 2016.10.26
Dublin City
University
(더블린)

아일랜드

76

수자원학회
대전충청지회; 다목적댐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기후 및 수문특성 변화

분석 –낙동강
다목적댐 유역을
중심으로-

박진혁, 장수형,
김정민, 강현웅

2016.11.11. 대전 대한민국

77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박지훈, 조재필,
이은정, 정임국

2017.01 제주 대한민국

78

International Final
Water Planning
Experts Workshop;
Drought Mitigation
and Response Plans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on
Multi-Purpose Dams

in Korea

장수형 2017.04. 대구 한국

7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조재필, 김철겸 2017.05 창원 대한민국

80 한국수자원학회 김광훈 2017.05. 창원 대한민국

81

PESF 2017; Climate
Change Adaptation on
Water Resourc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장수형 2017.05.08.~13. 알레스카 미국

82
EWRI Congress 2017;
Development of
Reservoir Operation

장수형, 김정민,
임광섭, 류경식,
박진혁

2017.05.21.~23. 세크라멘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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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considering Climate
Change on

Multi-Purpose Dams
in Korea

83

EWRI Congress 2017;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Water Resources in
Drought Prone
Watersheds in

Nakdong River Basin

장수형, 강현웅,
허영택, 황만하,
박진혁

2017.05.21.~23. 세크라멘토 미국

84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실시간
가뭄지수 및 저수지
수위변동성을 통합한
다목적댐 단계별
가뭄해제기준 개발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허영택

2017.05.24.~25. 창원 한국

8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AR5 RCP
시나리오 기반

낙동강유역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능력

평가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류경식

2017.05.24.~25. 창원 한국

8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낙동강유역
다목적댐 기후지수와
댐 유입량의 상관성

분석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황만하

2017.05.24.~25. 창원 한국

87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지정원 2017.05.25 창원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8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개선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2017.05.25∼26 경남 창원 대한민국

89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채희찬 2017.05.26 창원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90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조재필, 정임국,
이준혁

2017.06 서울 대한민국

91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발표회;

낙동강 내
다목적댐에서의 GCM
RCP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특성 분석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2017.06.16. 서울 한국

92 EWRA 2017 이상호 2017.07. 아테네 그리스

93
5th Annual

International Forum on
Water

지정원 2017.07.10

Titania Hotel,
52

Panepistimiou
Avenue, Athens,
Greece (아테네)

그리스

94
AOGS 2017;
Development of
Reservoir Operation

박진혁, 장수형,
허영택, 김정민,
강현웅

2017.08.07.~11. 싱가포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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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with Linkages
to Drought Mitigation
Management on

Multi-Purpose Dams
in Korea

95

AOGS 2017; A Case
Study on Rainfall
Runoff Prediction

Using
Hydro-meteorological
Linkage System

허영택, 박진혁,
장수형

2017.08.07.~11. 싱가포르 싱가포르

96
1st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Jaepil Cho 2017.09 경주 대한민국

9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미래
시나리오별 낙동강
유역 물 공급 취약성

평가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2017.10.18∼20 부산 대한민국

98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기후변화

대응 단계별
가뭄해제기준 평가

김정민, 박진혁,
장수형, 손찬영,
김선기

2017.10.19.~20. 부산 한국

99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미래
극심한 물 부족 대응
효율적인 저수지 운영

방안 연구

손찬영, 박진혁,
장수형, 강현웅,
김광천

2017.10.19.~20. 부산 한국

100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낙동강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강현웅, 박진혁,
장수형, 김정민,
이동훈

2017.10.19.~20. 부산 한국

101
KSCE 2017
CONVENTION

채희찬 2017.10.20 부산 Bexco 대한민국

102

한일기술교류회의;
기후변화 및 극한 물
부족 대응 다목적댐
운영 관리 기술

장수형, 박진혁,
허영택, 황만하

2017.10.24.~27. 사이타마 일본

103
PAWEES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Imgook Jung, Jaepil
Cho, Jihoon Park,
Eun jeong Lee,
Hyungil Eum

2017.11 타이중 대만

104
PAWEES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Jihoon Park, Jaepil
Cho, Eun Jeong Lee,
Imgook Jung

2017.11 타이중 대만

105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정은태 2018.01 경주 대한민국

106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박지훈 2018.01 경주 대한민국

107
유럽지구물리학회
(EGU) 학술발표회

Eun Jeong Lee 2018.04 비엔나 오스트리아

108
European Geosciences
Union General
Assembly 2018

박진혁 2018.04.11
Austria Center
Vienna

오스트리아

109 한국수자원학회 조재필, 2018.05 경주 대한민국



- 491 -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학술발표회

110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지훈 2018.05 경주 대한민국

111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정임국 2018.05 경주 대한민국

112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은정 2018.05 경주 대한민국

113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진영규 2018.05. 경주 대한민국

114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채희찬 2018.05.24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HICO)

대한민국

115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진혁 2018.05.2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6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정민 2018.05.2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7
2018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강현웅 2018.05.2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8 AOGS 2018 이상호 2018.06. 하와이 미국

119 EWRI2018 허영택 2018.06.05
Minneapolis,
Minnesota

미국

120 EWRI2018 장수형 2018.06.06
Minneapolis,
Minnesota

미국

121

AOGS 2018;
Application of Climate
Scenario Planning to
Assess Vulnerability
of Water Supply in
Nakdong River Basin,

Korea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2018.06.07
하와이

컨벤션센터(호놀
룰루)

미국

122
AOGS 15th Annual

Meeting
박진혁 2018.06.07

Hawaii
Convention
Center

미국

123

AOGS 2018;
Evaluation of Flow
Regime Change and
Prediction of its
Impact by Instream
Flow Management

강성규 2018.06.5
하와이

컨벤션센터(호놀
룰루)

미국

124
KSCE 2018

Convention;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2018.10.18
경주화백컨벤션
센터(경주)

대한민국

125

KSCE 2018
Convention;

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 및 영향

예측

강성규, 최시중,
이동률

2018.10.18
경주화백컨벤션
센터(경주)

대한민국

126
KSCE 2018
CONVENTION

김정민 2018.10.18 경주 대한민국

127
KSCE 2018
CONVENTION

강현웅 2018.10.18 경주 대한민국

128
미국지구물리학회
(AGU) 학술발표회

Jihoon Park 2018.12 워싱턴 디씨 미국

129
미국지구물리학회
(AGU) 학술발표회

Imgook Jung 2018.12 워싱턴 디씨 미국

130 한국방재학회 강현웅, 박진혁, 2019.02.21 고려대학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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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형, 강신욱,
김형산

안암캠퍼스
신공학관 (서울)

131 한국방재학회
강현웅, 박진혁,
장수형, 강신욱,
김형산

2019.02.21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신공학관 (서울)
대한민국

132

Drought Risk
Assessment using

Climate Change Future
Scenario over South

Korea

이주헌 2019.03 하노이 베트남

133

Development of a
multiple drought index
using a dynamic naive
Bayesian classifier

Dong-Hyeok Park,
Hyun-Han Kwon,
Jae-Hyun Ahn,
Tae-Woong Kim

2019.04 비엔나 오스트리아

134
Establishing a Drought
Plan to Secure
Drought Resilience

Tae-Woong Kim,
Dong-Hyeok Park,
Ji-soo Yu, Doo Sun
Kang, Jae-Hyun

Ahn

2019.04 비엔나 오스트리아

135

Probabilistic analysis
of drought

characteristic in
pakisstan using a

Bayesian copula model

Jahanzaib, M., Ji
Eun, Kim, Ji Yeon

Park, and
Tae−Woong Kim

2019.05 여수 대한민국

136

Classifying
meteorological drought
severity using a
hidden Markov
bayesian classifier

Mihamad Nouman
Sattar, Dong-Hyeok
Park, Hyun-Han
Kwon, Tae-Woong

Kim

2019.05 여수 대한민국

137

기후변화와 미래
용수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한반도 가뭄
위험도 평가

나병찬 2019.05 여수 대한민국

138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채희찬 2019.05.30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39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물 공급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최시중, 강성규,
이동률, 김현정

2019.05.31 전남 여수 대한민국

140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기술제도적 방향성

강성규, 최시중,
김현정, 이동률

2019.05.31 전남 여수 대한민국

141

Changes of hydrologic
risk furfuture droughts
in Sough Korea
according to RCP
climate change
scenarios

Ji yeon Park, Jieun
kim, Jae-hyeon Ahn,
Tae-Woong Kim

2019.07 싱가포르 싱가포르

142
2019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박진혁 2019.10.02
송도컨벤시아
(인천)

대한민국

143 2019 공동학술대회 김형산 2019.11.08
충남대학교
(대전)

대한민국

144 한국기후변화학회 강신욱 2019.11.14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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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외부 스크립트 실행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기후모델링

장치 및 방법

대

한

민

국

APEC

기후센

터

2018.12
2018-015

4496
100 % 활용

2
유역별 평균 강우량

산정 장치

대

한

민

국

아주대

학교

산학협

력단

2016.03

.31

10-2016-

0039565
- - - 100% 활용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2019년 하반기학술대회 (부산)

145

Assessment of Future
Drought Risk

Considering Drought
Hazard and

Socio-Hydrologic
Vulnerability

이주헌 2019.12 샌프란시스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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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

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비고

1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버전 1.0

이동률, 최시중,

강성규, 문장원
2016.02.22

C-2016-

004756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100% 시스템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버전 2.0

이동률, 최시중,

강성규, 문장원
2017.01.05

C-2017-

000456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100% 시스템

3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이용한 단일 댐의

이수목적 모의 운영

모형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02

C-2017-

002354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4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모형(SDQDM)
APEC기후센터 2017.2.

C-2017-

002843
APEC기후센터 100% 응용

5

월단위 강수자료를

활용한 SPI 지수산정

프로그램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

단

2017년

2얼20일

C-2017-

004580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
100% 응용

6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버전 1.0

이동률, 최시중,

강성규
2017.08.25

C-2017-

020236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100% 시스템

7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 버전

2.0(G-K-WEAPccia

ver 2.0)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2018-10-01

C-2018-

025721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100% 시스템

8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프로그램

한국수자원공사 2018.10.05
C-2018-

031886
한국수자원공사 100% 응용

9

강우량 및 하천유량

빈도분석

프로그램(K-FAT v1.5)

한국수자원공사 2018.09.17
C-2018-

031887
한국수자원공사 100% 응용

10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모형에 대한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1.

C-2018-

032029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11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프로그램

APEC기후센터 2018.12
C-2018-

038586
APEC기후센터 100% 시스템

12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8.

C-2019-

021982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응용

13

하천 및 댐 유량

갈수빈도분석

프로그램(K-DroughtFre

q)

한국수자원공사 2019.10.16
C-2019-

028336
한국수자원공사 100% 응용

14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2019.12.03

C-2019-

037121
한국수자원공사 100%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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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라)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1 기상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제2018-6호 2018.10.16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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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세 기후 및
수문시나리오
제공시스템

2019.11 노트스퀘어

노트스퀘어
(사용자
필요시
다운로드)

학계,
산업계 등

2017.01-2019.
12

2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 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 시스템

2019.12 ㈜매그파이소
프트

K-water
통합물관리처

관계,
산업계 등

2019.07-2019.
11

(나)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저작권명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

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비고

및 전망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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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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매출실적
(단위: 원)

번호
사업화명

(공사명/제품명)

매출형태

(공사수주/

제품판매)

계약

체결일

공사계약금액/제

품판매금액

(원, ＄)

발주처/

판매처

발주/

판매국가
산정방법

합계 원

(바) 고용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고용창출형태 고용창출인원 근거

OOOO년 명

합계 명

(사) 비용 절감(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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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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업지원(기술지도)

번호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업체명 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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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

대구·경북
지역 맞춤형
극한가뭄
비상계획
수립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

터
2018.12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뭄대응대책 수립이 필요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의

가뭄위험도를 평가하고 완화대
책과 대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 지역
맞춤형 극한가뭄 비상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극한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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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

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라) 전문연구 인력양성

번호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2-3-2 2016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2 2 1 3

2 2-3-2 2017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4 4 1 5

3 2-3-2 2018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4 2-3-2 2019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5 2-3-3 2016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6 2-3-3 2018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7 2-4 2015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8 2-4 2016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9 2-4 2017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10 2-4 2018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1 1 1 2 1

11 2-4 2019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3 1 3 1 2 2

12 2-4 2020.2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3 1 2 3

(마)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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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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

체결

자료

(건)

대상

국

과제접

수

(건)

과제도

출

(건)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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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보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개발 2015.01

2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수립 사례
2015.02

3 기술기사 물과미래
가뭄 시 댐의 용수 제한공급에 관한 연구 사례

분석
2015.02

4 기술기사 대한토목학회지 영국의 가뭄관리 및 대응 현황 2015.02

5 기술기사 방재학회지
가뭄재해예방을 위한 수문학적가뭄과

가뭄취약성의 이해
2015.03

6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2015.05

7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2015.05

8 기술기사 물과미래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aln

수립
2015.05

9 기술기사 방재학회지
우리나라 극한가뭄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2015년 가뭄을 중심으로
2015.09

10 기술기사 방재학회지
극한가뭄 극복을 위한 지역별 가뭄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2015.11

11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스템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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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2 기술기사 물과 미래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상세화모형의

적용
2016.12

13 기술기사 물과미래
미국 수자원 조사 관리 기관의 앙상블 하천유량

예측기법 활용
2017.01

14 기술기사 물과미래 댐 용수 공급 조정기준의 가뭄 대응능력 평가 2017.02

15 기술기사 물과미래
안동댐의 여름철 가뭄 단계별 예측 유입량 곡선

소개
2017.1

16 기술기사 방재학회지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가뭄 판단과 대응 개선방안 2017.11

17 기술기사 물과미래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된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환경 소개
2017.12

18 기술기사 대한토목학회지
기후변화 적응 극한가뭄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
2018.07

19 기술기사 전원과자연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불확실성 고려를 위한

대표 GCM 선정기법 개발
2018.08

20 기술기사 물과미래
국제대댐회(ICOLD) 제86차 연차회의 및 26차

총회 참가기
2018.09

21 기술기사 한국방재학회지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댐 운영기술 개발 동향 2018.09

22 기술기사 물과미래
전세계 메가가뭄 사례와 우리나라의 최근

이상가뭄 징후
2018.11

23 기술기사 KSCE magazine 이수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및 영향 평가 2019.08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한강
수계 수력발전 댐 장기모형

구축
2-3-2 15.05. 한국수자원학회

2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저수지 모의운영 기법을
활용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효과 분석

2-3-2 16.05. 한국수자원학회

3 논문상
Best

Technical
paper(최우수
기술논문상)

"Downscaling Global
Climate Simulations to
Reginal Scales"
국제학술발표

2-3-1 16.05.25 미국
토목학회(ASCE)

4 논문상 우수논문상
"AR5 RCP4.5 시나리오를
이용한 낙동강 유역에서의
유출 및 오염부하 전망

2-3-1 16.05.27 중국수리학회

5 논문상
J.James
Medal(국내
수자원분야
최초)

"Physically Based
Estimation of Maximum
Precipitation over Three
Watersheds" 국제학술발표

2-3-1 16.09.30 미국
토목학회(ASCE)

6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기후변화에 따른 합천댐의
용수공급능력 분석 2-3-2 17.05. 한국수자원학회

7 논문상 우수논문상

"실시간 가뭄지수 및
저수지 수위변동성을
통합한 다목적댐 단계별
가뭄해제기준 개발"

학술발표

2-3-1 17.05.26 한국수자원학회

8 논문상 우수논문상

"AR5 RCP 시나리오 기반
낙동강유역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능력 평가"

학술발표
2-3-1 17.05.26 한국수자원학회

9 논문상 우수논문상
"낙동강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학술발표

2-3-1 17.10.20 한국수자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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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0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의
적정 예비율 산정 2-3-2 18.05. 한국수자원학회

11 논문상 우수 발표
논문상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반영한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2-3-3 18.05.25 한국수자원학회

12 논문상 우수논문상
"극한가뭄 대응 댐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 개선" 학술발표

2-3-1 19.02.21 한국방재학회

13 논문상 우수논문상
"가뭄분석을 위한 주간
강우-유출모형의 개발 및

적용" 학술발표
2-3-1 19.05.31 한국수자원학회

14 기술상 기술상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과학기술 증진 및 발전에

기여
2-3-1 20.01.17 한국수자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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