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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생·공·농업 및 생태환경유량 등 미

래 수요량은 늘어나는 상황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증발산량 및 바다유출량 

등의 손실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에 따른 증

발산량의 증가, 강수량의 강도 및 빈도변화, 유출량의 시공간적 변동을 초래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 대비 지속 가능한 유역관리 적응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유역으로부터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유역 건전성 평가, 사회적 구현, 물순환 개선, 토양유실/탁

수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 유역 물순환 분석 및 전국 수자원 취약성 평가 DB

를 구축하였고, 전국 표준유역 850개 대상 유역건전성 평가 및 유역수자원 취약성 

산정 프로그램과 수자원적응 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Climate Change)에 기후변화 메

뉴 (WAMIS-CC)를 추가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웹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다. WAMIS의 

기후변화 메뉴는 기후시나리오, 미래 장기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강수량 및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검

색을 통해 유역별 정보 또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 기

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청 기후변화 수자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평가 소프트웨어, 국내유역 기후변화 적응 물순환 평가 지침서, 해외 

수출용 유역 물순환 개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CAT 물순환 개선 국내/국외용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또한,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생태 수문학적 변화 전망 및 

관리방안과 토사유출,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기술 개선 연구 수행, 저수지-하류하

천 연계 탁수저감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기술은 K-water 현업에 활용하였다.

연구개발 목표 :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개발

연구 내용

  •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WAMIS-CC)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지자체 기후변화 협

의체 운영)

  •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CAT 국내 및 해외용 소프트웨어)

  •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K-water 현업 활용)

연구개발성과

 •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 국내외 연구동향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시공간자료 구축방법과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을 정립과 유역 분석 모델을 선정함.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고려한 취약성 산정 연구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유역 수자원 취약성평가 기

술 및 불확실성 지수 개발 방향과 도시유역 물순환 개선 방법을 정립함. 더불

어,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함

  -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구축 후 해당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권역단위 수자원 평가인자 선정 및 통합 취약성지수를 산정함. 

도시 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처

리 및 편이보정, 적용성 평가를 위한 후처리 자동화 모듈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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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을 위해 테스트베드 권역 RCP 기

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DB구축후 유역 건전성, 취약성, 우선순위 그리고 물순

환 건전성을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및 통

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통합취약성지수를 전국단위로 확대 적용하였

으며, 다중 기후시나리오의 불확실성과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함. 기 구축된 통합평가시스템을 전국 확대구축 및 시험 

운영하여 시스템을 검증함

  -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및 적응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전국/지자체 

단위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방법을 도출함. 기후변화 대비 도시 물

순환 영향 분석 기반기술를 안정화하였으며, 통합평가시스템 구조 검증 및 보

완을 수행함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취약성 지수의 전국 확대적용과 최종 성과물인 

웹시스템 WAMIS-CC를 개발함.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로버스트 통

합평가 지수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분야의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

으며, 실물옵션을 적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기후변화 적응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등의 방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였으

며,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적용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기초 데이터를 생성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을 분석하고 기초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통계모형을 선정함.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을 위해 지역적응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함

  -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로 실물옵션과 로버스트 최적화 기술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함.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이해관계자 모형인 한국형 CIG를 설계하여 충첨남

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에 적용함

  - 비정상성을 고라한 의사결정 기술을 수정보완 및 고도화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한국형 SVP실현을 위한 모형을 개발함.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비정상성을 고려하여 불확실성 계량화를 위해 베이지안 불확실성 분해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으며, 한국형 CIG 운영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인식, 적응정

책 평가, 적응거버넌스 만족도 등을 조사함

  -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ANOVA 

모형을 이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을 정량화함. CIG 시범 운영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평

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Robust-SDP 최적화 모형의 목적함수 및 평가지표를 수정하였으며, 개발된 비

전공유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가뭄 취약성을 분석함. 불확실성의 단계별 평가

에서 사용되는 측도를 일반화함.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확산하

였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해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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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 평가 기술 현황과 물순환 해석 모형의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및 평가 방법을 정

립함

  - Open GIS Tool 및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후변화, 토지이요변화, 물순환개선시설 

시나리오에 관한 D/B를 구축 및 모형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함

  -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을 포함한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

그램 적용성을 평가함

  - 매개변수 수동보정 모듈, 잠재증발산량 산정모듈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후변

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적용성을 평가함

  -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였으며, 배포 및 홍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도모함

  -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적용한 금강 및 낙동강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후 평가하였으며 수

자원 관리자 및 설계 기술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지도를 수행함

 •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유역 생태수문모델

링, 하천 유사이동 및 하상변동 예측기술, 토양유실 저감/복원 기술, 탁수저

감/관리 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함

  - 유역단위 극한수문전망 및 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모델 체인 구축 및 적용함. 

토양유실 예측을 위한 필지/유역단위 지형인자 추출 모듈 개발 및 시범 적용

하였으며, 첨두유량 산정 기술 개발과 토양유실 모의 및 탁수 거동 예측 기술

을 개발함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적용함. 저수지 

탁수관리 운영기술 개발을 위해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모델을 구축하여 

극한사상에 대한 저수지 탁수영향을 해석함

  -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상변동 영향 분석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시범유역의 토양유실 예측/저감을 위한 맞춤형 최적관리기법 평가함. 또한 탁

수관리 및 저감기술을 안정화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권역별 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방안과, 하천 침식 및 

퇴사 영향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시함.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저수

지-하류하천-보 연계 탁수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작성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를 전망하고, 보 개방 

시나리오 및 댐-보 연계운영 개선에 따른 낙동강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함. 국

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극한사상에서의 토양유실 예측기술을 개발하

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영향 예측의 불확도를 평가 및 예측기술을 고도

화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건강성/취약성을 평가하

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역의 보호/복구 우선순위 결정, 유역의 물순환 

개선, 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음

 • 댐, 보 등의 시설물을 고려한 수문,수질 모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외 수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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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술을 선진화하였으며 전국 및 지자체 단위 평가를 통한 환경부, 한강홍수

통제소, 국토연구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유역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자원 평가 웹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능력 향상 가능

 • 국외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대한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가능함

 • 우리나라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의 접근성 확보 및 직관적인 적

응전략 방향성을 제시함

 • 기후변화적응협의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응 능력 

향상이 가능함

 • 산업체의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설계에 활용 가능함

 • 개발된 기술의 산업지원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

 • 수자원 관리계획 및 대응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며, 하천환경 및 이

수안전도 평가의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문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유역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

자원의 적응대책 수림 가능함

 • 국내 유역 및 하천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과 최적관리기법 적용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탁수 발생에 대응하고 양질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극한

사상에 대한 탁수영향 저감 및 관리 기술로 활용 가능함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취약성
의사결정 물순환 유역관리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ecision 

making

hydrologic 

cycle

Watersh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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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필요성

최근 기상이변으로 초래된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피해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가뭄도 이에 못

지않게 증가였다. 이러한 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 강수량의 강도 및 빈도변화,

유출량의 시공간적 변동을 초래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증대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기온은 전구평균기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5℃ 상승, 최

근 50년 간의 강수일수는 감소한 반면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호우일수의 발생빈도는 증가

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Choi, 2002).

거대홍수 및 극한가뭄과 같은 수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수공구조물

의 치수안전도가 크게 저하될 뿐 아니라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및 극한가뭄을 야기하여 물공

급 안전도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후변화는 유역이 제공하는 수자원 함양능력, 청정지하수 제공능력, 하천생태적 유지

능력, 식생피복을 통한 토사유출 방지능력 등에 악영향을 미쳐 유역 건전성과 회복능력을 약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유역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은 이수 및 치수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

춤형 기술개발과 동시에 기술의 표준화 및 시스템 기능향상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역관리 기술은 기존의 이치수 위

주의 유역관리에서 친환경 중심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유역관리 기술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수자원 관리 현업에 활용 가능한 성

과물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세부 과제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1)기후변

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기술,

(3-2)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불확실성 저감 기술, (3-3)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

템 개발 및 기술사업화, (3-4)극한수문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 기술 등을 개발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유역별 취약성의 종합적 평가 및 효율적 적응전략을 수

립할 수 있는 통합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1세세부 과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전국 표준유역 단위로 유역의 수량(증발산,

하천유출량, 토양수분, 지하수위, 댐/보 저수량 및 방류량 등), 수질(sediment, TN, TP)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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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유역환경(식생 및 토지피복, 생태 및 서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이 자연적으

로 가지고 있는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적,

인위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유역의 수자원 취약성지수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유역

관리의 표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수자원 취약성 통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3-2세세부 과제는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시, 어떤 적응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 기후변

화 불확실성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전략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의 의사결정 기

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정량화를 위해 불학실성 계량 및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효과

적 사회구현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3-3세세부 과제에서는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

기 수월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의 산

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3-4세세부 과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요소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유역의 하천침

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고도화된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극한사

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인 대응 및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1 3세부 연구과제 최종목표 및 과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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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범위 및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기존 연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차별화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역 및 수자원 관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유역건

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성 통합평가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

구현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단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다.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유역관

리 적응기술 개발 단계, 기후변화 적응 실용화 및 현업화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유역관리

적응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각 기술별 State-of-Art 보고서를 작

성, 각 기술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시험 유역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실용화 및 현업화 단계에서는 현업에 적용가능한 성과물(시스템)을 실제 활용처에 설치하여 적

용성을 고도화하고 전국에 확장·적용하여 평가 결과를 객관화하였으며, 각 기술별 지침서 및 기

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및 정책반영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참여였다. 또한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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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림 1.2 연구개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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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과제 구성

그림 1.4 단계별 연구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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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범위 및 일정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유역건전성, 통합 취약성 평가
기술동향 분석 및 지수개발 기법
정립

•유역 건전성 평가기법 정립
•유역수자원 취약성평가 기술 및 불확실성 지수개발 방향정
립

•도시유역 물순환 개선방법 정립
•통합평가시스템 구조 설계

◦의사결정 기술, 불확실성 측정
및 사회구현 전략 동향조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국내외 적용사례
조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국내외 적용
사례 조사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조사 및
분석모형 선정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및 평가 방법 정립
•테스트 베드 선정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관리방안 수립

•유역 생태수문모델링 기법조사 및 생태수문학적 영향평가
기술개발 방향수립

•하천 유사이동 및 하상변동 예측기술에 관한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 방향 수립

•토양유실 저감/복원 기술 관련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수집
•극한사상에 대한 탁수저감·관리기술개발 방향 정립

2차년도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구축 및 통합취약성 지수
산정기술 개발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구축
•권역단위 수자원 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및 통합 취약성지
수 산정 기술 개발

•대상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시나리오 전처리 및 편이보정, 적용성 평가를 위한 후처리
자동화 모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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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기초 데이터 분석 및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분석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통계모형의 선
정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Open GIS Tool 및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
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베드 수문자료 수집 및 D/B 구축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변화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유역단위 극한수문전망 및 생태수문 취약성평가 모델 체인
구축 및 적용

•하천 유사이동 및 하상변동 예측을 위한 입력인자 선정 및
자료 학습

•토양유실 예측을 위한 필지/유역단위 지형인자 추출 모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첨두유량 산정 기술개발, 토양유실 모의 및 탁수 거동 예측
기술 개발

3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적용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적용
•수자원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통합취약성지수 적용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안
제시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및 통합평가 시스템 구
축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깊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개발 및 적용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불확실성의 계량화, 저감 및 통합 연구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을 포함한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소프트웨어 개발

•시범유역 적용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적용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천지형 변화 예측 및
토양유실 저감기술개발

•시범유역의 토양유실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 구축
및 시범적용

•저수지 탁수관리 운영기술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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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전국단위
확대적용

•유역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및 평가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기후변화 유역수자원 통합취약
성지수의 전국 적용

•확대된 도시 유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
조사

•통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비정상성을 고려한 불확
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연구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안정화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기술 적용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의
확대적용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상변동 영향 분석 확
대 적용 및 취약성 평가

•시범유역의 토양유실 예측/저감을 위한 맞춤형 최적관리기
법 평가 및 탁수관리 및 저감기술 안정화

5차년도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통합평가지수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검증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 건전성 평가툴, 취약성 통합평가지
수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기반기술의 검증 및 보완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제도 설계 및
확대적용

•깊은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연구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확대 적용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시스템
기술사업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수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 작성 및 평가시스템 기술사업화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권역별 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방안
제시

•하천 침식 및 퇴사 영향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저수지-하류하천-보 연계 탁수저
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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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취약성 지수의
전국확대 적용과 WAMIS-CC
개발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WAMIS-CC 메뉴 구성 및 신규 컨텐츠 개발
•로버스트 통합평가 지수 방법론 개발 및 한강유역 적용
•낙동강 유역 내 도시 유역 물순환 건전성 분석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의사결정 기술의 통합도

•의사결정 기술 보완 및 개선 및 SVP를 통한 Robust 저수
지 운영

◦확장된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의 보완

•불확실성의 단계별 평가에서 사용되는 측도의 일반화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확산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확산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ㄷ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도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실용화(산업지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해외 적용성 평가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국내외 배포 및
홍보

•수자원 관리자 및 설계 기술자 대상 유역 물순환 개선 소
프트웨어 기술지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통합전망 및
적응기술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
망

•보 개방 시나리오 및 댐-보 연계운영 개선에 따른 낙동강
기후변화 영향 평가

•국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극한 사상에서의 토양유
실 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영향 예측의 불확도 평가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장기 연속모의 및 상세자료 활용을
통한 예측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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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연구성과

(1) 주요 연구성과

유역으로부터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유역 건전성 평가, 사회적 구현, 물순환 개선, 토양유실

/탁수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 유역 물순환 분석 및 전국 수자원 취약성 평가 DB를 구축하

였고, 전국 표준유역 850개 대상 유역건전성 평가 및 유역수자원 취약성 산정 프로그램과 수

자원적응 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WAMIS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Climate Change, http://www.wamis.go.kr/main.aspx) 10개의 대메

뉴에 기후변화 대메뉴 (WAMIS-CC)를 추가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웹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

다. WAMIS의 기후변화 메뉴는 기후시나리오, 미래 장기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강수량 및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검색을 통해 유

역별 정보 또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

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술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충남도청 기후변화 수자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평가

소프트웨어, 국내유역 기후변화 적응 물순환 평가 지침서, 해외수출용 유역 물순환 개선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CAT 물순환 개선 국내/국외용 소프트웨어 개발하였으며,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생태수문학적 변화 전망 및 관리방안과 토사유출,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기술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저감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2.1  3세부 연구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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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성과

유역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기술은 국내 최초 전국 표준

유역단위 기후변화 유역건전성 전국평가이며, 수문-수질연계 유역건전성 평가모델링 기술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은 사회단체를 통한 공학적 연구결과의 적용

이라는 점에 있어 선도적인 성과이며, 현재 국내 기후변화 적응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중요

사례연구이다. 또한, 기술의 수준으로나, 적용 대상을 고려했을 때, 통계기법으로서 새로운 도전

적 연구 동향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개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토대로 해외 수자원 산업 기술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은 침식과 퇴사 영향에 따른 하천지형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하도유지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극한사상에 따른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하천변화에 대

비한 방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SCI급 논문을 45편 게재하였으며, 일반학술지 논문은 53편

게재하였다. 관련 특허는 5건을 출원하였고 그 중 3건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WAT and Remote Sens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해당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및 SWAT 유역 모

델 개발자를 포함하여 120여명 참석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들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학술

지와 일반 언론매체 등에 26건의 기술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 외의 26건의 추가적 관련 연구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였고, 19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등록하였다. 수자원 설계 기술자를 위

한 CAT 3.0 ver, 3.1 ver 기술설명회 교육지원을 통해 13건의 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련 분야 연구진들에게 해당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 개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와 설명을 수록한 15건의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경제적 성과

WAMIS-CC 시제품을 개발하여 기존 WAMIS 웹 시스템의 대메뉴에 기후변화 파트를 추

가하여, 본 연구단의 핵심결과들을 취합하여 제공하였다. 기후시나리오, 미래장기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강수량 및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과 더불어 지도검색을 통하여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사회적 성과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사회 구현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표준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조례 평가 및 제언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계 및 관련 기관의 기후변화, 수자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건의 법령을 제안, 2건의 정책 제안 그리고 1건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박사 10명, 석사 35명, 학사 15명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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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강수량*유역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나, 생·공·농업 및 환경생태유량 등

미래 수요량은 늘어나는 상황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증발산량 및 바다유출량 등 손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요구되는 수자원 공급량을 유역에서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유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①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건강성/취약성을 평가한 후, ②사회적 합

의를 통한 유역의 보호/복구 우선순위 결정, ③유역의 물순환 개선, ④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적응 기술은 2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으며, 1단계 (1~3차년도)

에서는 요소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2단계( 4~6차년도) 는 적응 기술의 실용화

및 현업화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최종성과는 ①전국을 대상으로 수자원

단위지도 810개의 표준단위 유역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건전성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Tool을 개발, ②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수자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지방-중앙

정부간의 법, 제도, 행정 과정을 개발, ③ 기후변화 적응용 물순환 개선시설 설치평가 Tool을

개발하여 표준유역단위 수준으로 분석 하는 기술개발 ④ 중권역 단위로 극한기상대비 댐 상류

유역의 생태수문과 토양침식전망에 따른 댐 호수의 탁수 및 하류 하도침식을 전망하는 기술개

발이다.

그림 2.2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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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의 연차별 연구목표는 아

래와 같다.

그림 2.3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의 연차별 연구

목표

본 연구의 1차년도는 유역건전성 평가기법 정리를 목표로 테스트베드 권역 자료 수집 및 물

순환 해석 모델을 선정하고, 수자원 취약성 산정기법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

상 도시유역의 자료수집 및 물순환 해석 모델을 선정하고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저장 구조 사례

및 시스템 기능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는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구축을 목표로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을

오차율 30% 이하로 구축하였으며, 권역 단위 수자원 취약성 산정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상

유역의 물순환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경우 1세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처

리, 후처리 모듈을 구현하였다.

3차년도는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및 통합수자원 취약성 산정을 목표로 테스트베

드 권역 물순환 해석모델을 이용한 유역 물순환 및 건전성 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표준 유역단

위 통합 수자원 취약성을 산정하고 기술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유역 물순환 정보를 생산하였으며, 시스템의 경우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및 통합

평가 시스템을 Stand Alone 으로 구축하였다.

4차년도는 유역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및 평가를 목표로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금강 및

안성천 유역 적용 및 유역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자원 취약성의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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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기준 통합 취약성을 산정하였다. 또한 도시 물순환의 경우 물순환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

여 적용하였으며, 시스템은 기능 구현율 90% 의 통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2.4 유역건전성 평가기법 정리 및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

구축

그림 2.5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및 유역 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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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는 전국 단위 유역 건전성 평가툴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유역 포함

비율 80% 이상의 유역건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프로그

램도 개발하였다. 도시유역 물순환의 경우 개선도 15% 이상을 확보하여 물순환 영향분석인자

적용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시스템은 안전성 및 기능 구현율 95% 이상의 웹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6차년도에는 전국 유역건전성 평가 기술보고서와 WAMIS-CC 구축을 목표로 전국 95% 이

상 포함된 유역건전성 평가결과와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자원 취약성은 로버스트 통합

평가지수를 산정하여 기존의 취약성 평가기술을 보완하였다. 도시유역의 경우 생태지수, 유량지

수 상관관계를 통한 향상된 도시 유역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의 경우 WAMIS-CC

메뉴 및 신규컨텐츠를 개발하여 실 서버에 적용 완료 하였다.

그림 2.6 전국 유역 건전성 평가툴 개발 및 적용, 건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가) 유역건전성, 통합 취약성 평가 기술동향 분석 및 지수개발 기법 정립

① 유역 건전성 평가기법 정립

㉮ 유역건전성 평가기술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유역 건전성이란 “평상시 하천의 유량과 지하수위, 수질, 생태계 등 하천의 물 순환 체계가 정

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태양과 중력에 의한 자연의 물순환 시스템으로서 특정 유역에 오

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정의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유역

건전성 체계를 “수문, 수질, 토지이용, 수생태, 생물학적 조건 등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동적으

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평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정의하고, 토지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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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물 이용 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취약성과 같은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여야 한

다고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이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유역

의 수량(증발산, 하천유출량, 토양수분, 지하수, 댐 및 저수지 방류량 등), 수질(유사, 총질소, 총

인 등) 뿐 아니라 유역환경(식생 및 토지피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유역건전성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 류 국 내 국 외

수량

주요

내용

▪ 도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불투수 지역의 변화에 따른 물순환

(지표유출, 침투, 증발산, 지하수 유출)

분석

▪ 하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하천유역의 물순환(하천유출, 증발

산,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토

양수분함량) 분석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공급능력 평

가

▪ 도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지표유출, 지하수

위, 지하수 수질, 유역형상) 변화 분석하여

건강성 평가

▪ 하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농업유역의 지하수 충진량, 배수시스템

에 의한 지표유출량, 지하수위 변동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댐 유입량, 용수 공급

능력 평가

사용

모형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LURP, SWAT,

MODSIM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WAT, HEC-ResSim 등

수질

주요

내용

▪ 도시유역 하천수질 분석

-하천수질과 불투수율과의 관계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하천수질 과

의 관계 분석

-유역의 물순환 및 오염 부하량의 정

량적 제시

-유역평가 지수, 대안평가 지수

▪ 하천유역 하천수질 분석

-유량 조건에서 유역수질오염을 규명

-TMDL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 오염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 활용

-계절별 유량변동에 대한 수질 영향

조사

-유량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오

염부하량을 평가하여 정량화

▪ 하천유역 하천수질 분석

-하천 수질자료(유출, 유사, 영양염류)로

부터 다중선형회귀, 주성분 분석, 군집분

석을 이용하여 유역 건강성 및 지속가능

성을 평가

-하천 수질자료(농약, 암모늄, 총인)로부

터 R-R-V 분석(신뢰도, 회복력, 취약성)

을 적용하여 회귀분석 및 경항성 분석을

이용하여 유역건강성 평가

사용

모형
▪ 하천유역: SWAT -

유역

환경

주요

내용

▪ 도시유역 하천환경 분석

-수질 및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여 생

▪ 도시유역 하천환경 분석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에

표 2.1 유역건전성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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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공간자료 구축방법 정립 및 분석모델 선정

전국 시공간자료 리스트 및 자료 제공처 조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 류 국 내 국 외

태건강성

▪ 하천유역 하천환경 분석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물순환(하천유출, 증발산, 지표유출, 중

간유출, 기저유출, 토양수분함량) 분석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목표 유지유량 및 목표 수질 만족일수

분석

-생태유량 추정

따른 환경(하상침식) 및 생태학적(수생 종,

수변식물, 미세 무척추동물) 건강성 평가

-불투수층의 정도에 따른 호우량 빈도와

수생태계 지수(B-IBI)와의 상관성 분석

▪ 하천유역 하천환경 분석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출,

영양염류의 증가 및 감소에 미치는 영향

사용

모형
▪ 하천유역: SWAT -

종 류 설 명 자료 제공처

지형

자료

DEM -30m, 100m 해상도 수치고도모델 국토지리정보원

토지피복도
-대분류 9개 항목(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주거지, 논, 밭, 초지, 나지, 수역)
환경부

토양도
-토양통, 토양깊이, 수문학적 토양군, 공극율,

포장용수량, 영구위조점,
농촌진흥청

유역도
수자원단위지도 -표준유역도, 중권역도, 대권역도 (v.3.0) 한강홍수통제소

하천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한강홍수통제소

기상

자료
기상자료 -일 강수량, 온도, 풍속, 일사량, 상대습도 등 기상청

수문

자료

하천유출량 -수위관측소별 일 하천유출량 한강홍수통제소

증발산량 -Flux tower에 의한 일 실제증발산량
한국수자원공사

유량조사사업단

토양수분 -TDR sensor에 의한 토양수분량
한국수자원공사

유량조사사업단

지하수위 -지하수위 관측정별 일 지하수위(m)
국가지하수정보센터

(GIMS)

시설

자료

댐/보 운영자료
-홍수위, 만수위, 초기저수량, 목표저수량 등

-댐 유입량, 댐 방류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강홍수통제소

저수지운영자료
-홍수위, 만수위, 초기저수량, 목표저수량 등

-저수지 내용적 곡선

농업기반시설관리

(RIMS)

표 2.2 전국 시공간 자료 리스트 및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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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모델 선정을 위해 수량, 수질, 유역환경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기법 및 사용 모

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국내·외 연구논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도시유역에서는 SWMM,

하천유역에서는 SWAT의 적용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2.7 분석모델 선정

② 유역수자원 취약성평가 기술 및 불확실성 지수개발 방향정립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취약성 산정 연구동향 조사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국립환

경과학원, 2011)는 우리나라 232개 지자체(시, 군, 구 포함)를 대상으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해양/수산업 분야별로 취약성 지도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접목하고 취약성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대용변수는 하향식 방법에서 도출한 값

을 이용하여 최종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2.8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흐름도 (국립환경과학원, 2011) 



- 42 -

㉯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역수자원 취약성 평가기술 연구동향 조사

퍼지삼각수 (fuzzy triangular number)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한 기후변화 취약성 산

정 연구가 있으며,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평

가기준에 대한 가중치(weighting value)의 불확실성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다른 평가치

(performance value)에 대한 불확실성을 퍼지삼각수를 이용하여 저감하여 취약성을 정량화하

였다.

그림 2.9  기후변화 취약성 산정방법 (Jung et al., 2013) 

③ 도시유역 물순환 개선방법 정립

㉮ 국내외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적용 사례조사

Gironas et al. (2010)은 SWMM을 이용하여 도시 유역 물 순환 개선을 위한 다양한

BMP/LID의 수문학적, 비점오염물, 호우에 대한 우수 관망 시스템의 거동을 모의하는 방법을

예제와 함께 제시하였다. 김현준 등 (2012)등은 Catchment hydrological cycle Assessment

Tool (CAT)과 같은 물순환 해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울산지역 하천에 해당 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상현, 2014).

㉯ 도시유역 물순환 영향 평가지표 사례 조사

유량빈도 곡선을 이용하여 유역의 유량 건전성 평가. Nehrke and Roesner (2004)는 유량

빈도 곡선을 사용하여 토지이용 변화 전후에 대한 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평가하

였다. US EPA (2007)는 다양한 유량 조건에서의 수질을 고려하여 유역 수질오염을 규명하고,

TMDL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염부하지속곡선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손태석 등

(2011)은 우리나라의 유역 수질오염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염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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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부하지속곡선 예 (US EPA, 2007)

 

④ 통합평가시스템 구조 설계

㉮ 시나리오, 전처리 데이터, 편의보정 알고리즘, 후처리 알고리즘 등 분석

아래의 표는 수자원 평가기술 관련 국내외 시스템 구축현황 조사 결과이며, 각 시스템은 수문

자료 관리 및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며, 제공 방식도 상이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

어,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재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되

는 유역건전성 평가 분석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기본정보는 유역단위 분석에 적합하도록 표준

데이터를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 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분 류 내 용

WAMIS

(국가수자원

관리종합

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WAMIS 시스템 개념도]

표 2.3 수자원 평가기술 관련 국내외 시스템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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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 물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

성, 가공·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의 포탈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지형공간정보는 수자원 단위지도, 수자원 주제

도, 유역 주제도 및 분석 주제도로 구분하여 서비스.

▪ 서비스 대상 자료의 좌표계는 GRS80을 사용하고 파일명은 자료명과 유역

코드나 행정코드를 조합한 지역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Shape 파일과

Raster 파일로 서비스.

- 수문 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수도, 환경생태 및 자연재해 등의

분야에 걸친 공간정보, 관련 정보 및 통계 정보 제공

- 단위유역별 유황분석 정보(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제공

시

사

점

▪ 전국단위 수문 종합 정보 제공

▪ 공간정보 기반의 통계정보 제공

▪ 표준유역 정보 제공 및 유역 단위 정보 제공

RIMGIS

(하천관리

지리정보

시스템,

한강홍수

통제소)

주요

내용

[RIMSGIS 시스템 구성]
▪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정보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통한 정보제공 및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

▪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 다양한

하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 지원

▪ 하천 일반사항, 하천 기본계획 보고서, 홍수위험지도, 국가하천 공간정보 등

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사

점

▪ 국가표준에 의거한 하천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

▪ 업무기반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응 대민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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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WINS

(물관리

정보유통

시스템,

한강홍수

통제소)

주요

내용 [자료 유통 서비스 방법]
▪ 국가 물관리정보 표준에 의거하여 홍수통제소,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수자원

공사,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방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간 물관리 정보 공유

▪ 메타데이터 구성항목은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와 속성정보 메타데이터로 구

분하고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지리정보유통목록(메타데이터) Ver.2.1]

(TTAS.KO -10.0177/R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06.18)을 상위표준으로 준

용하되, 속성정보 표준은 자료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여 적용

▪ WINS 서버와 기관 서버는 HTTP/SOAP을 통한 자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자료는 SSL에 의하여 암호화되어 보안통신을 통한 공유
시

사

점

▪ 각 기관의 분산 관리되는 수문정보의 통합 및 유통

▪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통

CUAHSI

HIS

주요

내용

▪ 수계 및 하천유역 등 하천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 대한 대단위 수문정보시

스템(HIS; Hydrolog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 대용량의 수리 및 수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

용하여 하천유역 또는 지하수 등 다양한 수문영역에 대한 관측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수문정보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및 효율적인 구축방법을 연구.

- 검색엔진처럼 작동하므로 데이터 서버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본을

저장하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

- 메타데이터 저장, 구성 및 데이터 게시

- 메타데이터는 HIS Central 및 이용자와 공유 데이터에 의해 수집

-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료를 발굴, 편집, 다운로드, 시각화 및 수문분석 도구

와의 통합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는 C/S 무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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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CUAHSI HIS 연계 상호작용]
▪ GIS 기술과 연계된 공간 및 속성정보 검색과 통계 기능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구축

▪ 효율적 통합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정보환경 구축

▪ 일관된 표준코드체계 사용

▪ C/S 무료 프로그램 배포

시

사

점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LURP, SWAT, MODSIM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WAT, HEC-ResSim 등

USGS

Water

Data

(미국 지질

조사국)

주 요

내용

▪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실시간 물정보, 재해 관련 정보, 수질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정보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수

문 자료에서부터 수문학 연구를 위한 가상적인 자료까지도 지원.

- 실시간 물정보, 재해 관련 정보, 수질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정

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

- 국가지도정보시스템(National Atlas)과 연계하여 인구, 지역, 자원 등에 대

한 방대한 자료를 웹 GIS 시스템인 Map maker 서비스를 통해 제공

-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항목은 크게 기본정보, 농업, 생물, 경계, 기후, 환경,

지질, 정부, 역사, 지도 범례, 인문, 교통, 수자원으로 구분하여 점(point), 선

(polyline), 면(polygon)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제공 정보

- 기상관측소 위치 정보 제공 및 평년 대비 일유량 상태를 8가지 종류의 색

으로 표현 (30년 이상의 측정자료)

- Flood and high flow 지도는 현재 수위가 홍수위 이상이거나 고유량(high

flow) 이상인 지점을 검은 삼각형 또는 파란색 원으로 표시
시

사

점

▪ 공간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데이터 생성 및 공유체계 구축

홍수주제도

(영국

주요

내용

▪ 대기, 토양, 홍수, 수질 등 환경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과 홍수위험지도가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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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생성 및 편의 보정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기상 시나리

오는 격자 기반 데이터로, 유역 단위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유역 단위의 데이터 가공이 필요하

며, 표준 유역정보 기반의 시나리오 가공은 산술평균에 의한 방법, 내삽법 등의 방법이 있으며,

정확도 평가를 통한 방안 수립을 위한 세부 테스트가 필요하다.

분석 모형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수자원 단위지도, 하천도, 기상자

료, 하천유출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지하수위, 댐/보 운영자료, 저수지운영자료 등의 다양한 정

보를 활용한다. 각 데이터는 생산 및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른 기관이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작

성 단위가 각기 다르다. 따라서, 분석모델의 입력 데이터는 표준유역 기반의 데이터를 표준 데

이터셋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각 데이터는 데이터 변경 시 작성이 용이하도

록 자동화 전처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 구조 설계

개별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stand-alone 형태의 분석 프로그램은 실행 환경의 특성상 파일 기

반의 데이터 저장 형태가 적합하며, file 저장 형식은 WKB(Well Known Binary) 형태로 저장

이 적합하다. 공간정보는 vector type의 경우 shape file로 저장하며, raster type의 경우

TIFF file로 저장함. Ascii 기반의 데이터는 text filer과 excel file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 통합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플랫폼을 선정하였다. 유역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환경에 따라 인자 값의 변경이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 입·출력 데이터가 다양하며, 대부분 모델을 실행하는 사용자의 로컬 파

일을 활용하게 된다. 분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중 사용자 환경(웹 기반)

에서의 분석 프로그램 구동은 다른 사용자에게 성능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독립 실행

형태가 적절하다. 유역도, 지형자료, 수문자료, 시설자료 및 기상 시나리오 정보 등은 WAMIS,

WINS, RIMGIS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분석 실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므로, 표

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기상 시나리오는 편의보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주기

적인 편의보정 및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분석 프로그램은 Stand-alone 형태의 독립형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적합하다.

분 류 내 용

기상청)

- 실시간으로는 홍수 관련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

▪ 제공 정보

- Flood Warning : 유역별 현재 상황, 위치, 지역, 업데이트 상황, 언론제공현

황 등이 세부적으로 제공되며, 현재 홍수 위험지역 제공

- Map of Topic : 홍수위험도, 홍수예보지역, 하천유역관리계획(하천, 호수,

하구, 해안, 지하수)
시

사

점

▪ 위치기반의 실시간 홍수정보 서비스

▪ 유역단위의 다양한 정보 및 홍수위험지도 또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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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목표 시스템 구성도(안)

(나)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구축 및 통합취약성 지수 산정기술 개발

①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구축

㉮ 수자원정보 DB 구축 및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구축 (테스트베드)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한강유역(34,148km²)으로 한반도(99,720km²)의 31%를 차지하는 큰

유역이다. 한강유역은 기후 및 유량의 계절적 변화가 큰 편이나 상류부에 건설된 횡성댐, 소

양강댐, 충주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능력으로 물부족 및 홍수피해 저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역의 과거 30년(1985-2014) 평균 강수량은 1,254 mm이고, 연평균 기온은 11.5°C로 우

리나라 평균적인 기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인 SWAT

모형 구동을 위한 입력자료들이며, 유역 내 4개의 다목적댐과 3개의 다기능보의 운영자료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신뢰성 있는 유역의 수문순환을 모의하기 위해 다양한 수문요소(7지점의 댐유입량 및 댐 저

수량, 2지점의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 5지점의 지하수위변동량)에 대하여 모형의 검보정을 수행

하였다. 또한 유역 환경측면에서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sediment, TN, TP에

대하여 한강권역 내 7개 지점에 대하여 각각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²), Nash and Sutcliffe (1970) model efficiency (NSE), the

root-mean-square error (RMSE), and the percent bias (PBIAS) 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그림은 각 지점에 대한 모형의 검보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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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한강 유역의 수자원정보 DB 구축

그림 2.13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구축 (수문/수질 검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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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건전성 평가 (테스트베드)

유역건전성 관련 국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유역건전성 평가에 이용되는 공통적인 기본요소들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유역건전성 체계를 “수문, 수질, 토지이용,

수생태, 생물학적 조건 등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동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평가를 통해 이

해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A(2012)의 유역건전성 분석

사례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유역특성에 맞는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유역건전성은 유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유역의 현재 상태 및 유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가 선행되어야 토지이용변화, 기후변화, 물 이용 변화, 인구증가 등 인위적이 요소에 따른 취

약성과 같은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역의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 배경 및 요인을 평가하여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유역환경(토지피복, 식생, 하천), 수문/수질

(수문요소, Sediment, TN, TP), 수생태(서식지, 수생태)요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아래의

표에 본 연구에서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적용한 평가요소를 정리하였다. EPA(2012)에서

는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여 유역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문/수질과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SWAT 모형의 장기모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유역환경 및 수생

태와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역건전성 평가요소 정의

유역환경

토지이용

(landscape)

- 표준유역별 자연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

- 수변지역 자연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
지형 및 하천

(geomorphology)

- 하천 기준조건(하천폭, 유로형상, 하천타입 등)

- 지형특성(고도, 유역형상, 경사 등)

수문/수질

수문

(hydrology)

- total(총강수량, 총유출량)

- surface processes(지표유출)

- soil water dynamics(침투, 토양수분, 중간유출)

- groundwater dynamics(침루, 지하수충진량, 기저유출)
수질

(water quality)
- Sediment, TN, TP의 기준농도

서식지/수생

태

서식지

(habitat condition)

- 하천길이에 대한 저수지 개수(서식지 연결성)

표준유역별 습지면적

수생태

(biological condition)

- TDI(부착돌말류), BMI(저서대형무척추동물), FAI(어류)의

기준값

표 2.4 유역건전성 평가요소

유역환경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한강유역의 자연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

의 면적비를 green infrastructure의 지표로 선정하여 표준유역별로 제시하고, 수변지역의 자연

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의 면적비를 riparian area의 지표로 선정하여 표준유역별로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토지피복/식생(landscape) 관련 평가요소인 gree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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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iparian area를 도시한 결과와 이 2가지 평가요소를 정규화 하여 토지피복/식생 측면의 유

역건전성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2.14 유역환경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한강 유역)

수문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SWAT 모형의 30년(1985~2014) 결과를 활용하여

total(총강수량, 총유출량), surface processes(지표유출), soil water dynamics(침투, 토양수

분, 중간유출), groundwater dynamics(침루, 지하수충전량, 기저유출)를 각각의 지표로 선정

하였고, 또한 유역수질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sediment, TN, TP의 농도기준에 따른

분포를 각각의 지표로 산정하여 표준유역별로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수문 및 수질 측면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유역건전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2.15 수문/수질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한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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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표준유역별 하천길이에 대한 저수지 개수로 서식지

연결성을 지표로 선정하였고, 표준유역별 습지면적을 지표로 선정하였음. 또한 수생태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TDI(부착돌말류), BMI(저서대형무척추동물), FAI(어류)의 기준값을

지표로 선정하여 표준유역별로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서식지(aquatic habitat condition) 관

련 평가요소인 aquatic habitat connectivity와 wetland를 도시한 결과와 이 2가지 평가요소를

정규화 하여 수생 서식지 측면의 유역건전성지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2.16 서식지/수생태 측면의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한강 유역)

② 권역단위 수자원 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및 통합 취약성지수 산정 기술 개발

㉮ 권역단위 수자원 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및 유역평가 DB 구축

취약성의 사전적 의미로는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조금씩 다

른 의미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

후변화 취약성 개념이 발전하였으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IPCC 3차보고

서(2001)에서는 취약성을 ‘시스템이 기후변동성과 기후 이변을 비롯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

약하고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하고, 시스템이 노출되는 기후변화 및 기후다양성의 특징,

규모 및 속도, 시스템의 민감도, 적응능력의 함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4차보고서(2007)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의 변화를 선정하였다. UNDP 기후변화 적응정책 프레임워크(2005)에서는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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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후변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이에 대한 대처, 회복, 적응능력에 따른 노출의 민감도

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에 노출되었을

때, 영향들에 대한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으로 정의된다고 제시하였다(Kelly and Adger, 2000;

Füssel and Klein, 2006; 유가영과 김인애, 2008). 물이용 취약성의 기본은 인간, 환경, 경제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자원의 양과 질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며, 기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영향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유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 수자원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유역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용변수 정의

노출 Exposure § 시스템이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되는 정도

민감도 Sensitivity
§ 외부자극에 대해 시스템이 부정적인 영향 및 긍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

§ 잠재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외부자극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의

역량

표 2.5 취약성 대용변수의 정의

그림 2.17 취약성 평가 체계

수자원 취약성 산정을 위하여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후 및 사회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1차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토론

후 객관적인 최종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다. 취약성 평가 체계에 따라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으

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수자원 관리 분야 중 각각 수량 및 수질/수생태에 따라 17개와

14개의 세부 지표로 분류하였다.

분류 지표 변수

노출

기후 1 유효강수량

§ 강수량에서 증발산량을 제한 값으로, 지표 또는

지중으로 유출되어 수계로 유입되는 강수량을

의미

유역

환경

2 경작지
§ 유역 내 경작지(논, 밭, 과수원 등)의 면적으로

유역 교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3 불투수층
§ 유역 내 시가화지역 등 불투수층의 면적으로 유역

물 순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민감도 사회 4 총 인구

§ 인구는 사회적인 지표로서, 인구가 많으면 물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어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표 2.6 수량 취약성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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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표 변수

5 인구밀도
§ 인구수/전체 면적으로 1㎢당 거주하는 인구수를

의미

물공급

6 상수도 누수율

§ 상수도를 통한 물 공급 과정에서 노후 관로

등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물의 비율로, 누수가

많아질수록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7 적정 물이용 수준

§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충전 가능한 수원

또는 강우유출량) 대비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비율

8 지하수위
§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깊이로 표층수의

변화에 대한 관측을 목적으로 함

물이용

9 생활용수 사용량

§ 상수도 급수지역, 미급수지역 이용량 및 기타

지하수 이용량의 합으로 필요수량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10 공업용수 사용량
§ 계획입지공단 및 자유입지업체 이용량의 합으로

필요수량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11 농업용수 사용량
§ 논밭 및 축산용수 이용량의 합으로 필요수량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적응

능력

물공급

12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보급

정도에 따라 물 공급의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13 댐 밀도
§ 단위면적 내 대형 댐의 개소수로 대형 댐이

많을수록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

14 물 재이용량

§ 하수처리수 및 중수 이용 등 처리를 거친 물을

다시 이용하는 양(처리 후 실제 이용량)으로 강수

유출로 발생하는 기존의 수자원 이용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원 중 정화를 통해

재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의미

경제

15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자원 안정성이 크다고

판단

16 GRDP
§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며,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판단

거버

넌스
17 물관리 공무원수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 업무담당 직원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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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수자원 평가 지표 DB를 표준유역 단위로 시범유역인 한강권역에 대하여 구축하였다. 선

정된 지표들에 대한 자료는 국가 통계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민감도 및 적응능

력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요소이므로 행정구역별 자료로 제공되어 있었으

며, 이에 원자료를 각 표준유역 단위의 면적비에 따라 유역별로 가공하여 구축하였다. 북한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아래의 표는 취약성 지표 출처를 나태내며, 한강유역

에 대한 수량, 수질, 수생태 취약성 지표 산정 결과를 분포도로 도시하였다.

분류 지표 변수

노출

기후

1
연속 무강수일수

최대값
§ 일강수량 1㎜ 미만인 날의 최대 지속일수

2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

§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날의 횟수

오염원

3 질소 부하량 §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질소 오염 부하량을 의미

4 인 부하량 §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인 오염 부하량을 의미

5 잠재 토사 유출량

§ 수질을 탁하게 하며, 각종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표토가 침식되어 유출될 수 있는 토사 유실

잠재량을 의미

6 유기물 부하량
§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의미

민감도

유역

환경
7 산림면적률

§ 자연 상태의 교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산림면적의 비율

물공급

8 댐 밀도

§ 단위면적 내 대형 댐의 개소수로 대형 댐이

많을수록 수몰지역 등으로 생태계의 환경적 변형

및 교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9 하수도 보급률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보급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10 하천수 이용률

§ 연간수요량/연평균유출량*100(%)로 정의되며,

수요량과 평균 유출량은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중요

지표

적응

능력

물공급 11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보급

정도에 따라 물 공급의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경제

12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자원 안정성이 크다고

판단

13 GRDP
§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며,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판단

거버

넌스
14 물관리 공무원수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

업무담당 직원수를 의미

표 2.7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선정



- 56 -

분류 지표 자료 출처

노출

기후 1 유효강수량 SWAT모의 2005-2014

유역환경
2 경작지 환경부 토지피복도 2008

3 불투수층 환경부 토지피복도 2008

민감도

사회
4 총 인구 WAMIS 2011

5 인구밀도 WAMIS 2011

물공급

6 상수도 누수율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3

7 적정 물이용 수준 WAMIS, SWAT모의 2013, 2005-2014

8 지하수위 지하수관측연보 2013

물이용

9 생활용수 사용량 WAMIS 2011

10 공업용수 사용량 WAMIS 2011

11 농업용수 사용량 WAMIS 2011

적응능력

물공급

12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3

13 댐 밀도
WAMIS, 한국대댐회,

한국수자원공사
2010-2015

14 물 재이용량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3

경제
15 재정자립도 행정자치부 재정고 2015

16 GRDP 통계청 2013

거버넌스 17 물관리 공무원수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3

표 2.8 수량 취약성 지표 출처 (테스트베드, 현재시점)

분류 지표 자료 출처

노출

기후

1 연속 무강수일수 최대값 기상청 2010-2014

2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
기상청 2010-2014

오염원

3 질소 부하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2011

4 인 부하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2011

5 잠재토사유출량 환경부 2009-2012

6 유기물 부하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2011

민감도

유역환경 7 산림면적률 환경부 토지피복도 2008

물공급

8 댐 밀도
WAMIS, 한국대댐회,

한국수자원공사
2010-2015

9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3

10 하천수 이용률 국토부 수장기, SWAT모의 2011, 2005-2014

적응능력

물공급 11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3

경제
12 재정자립도 행정자치부 재정고 2015

13 GRDP 통계청 2013

거버넌스 14 물관리 공무원수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3

표 2.9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출처 (테스트베드, 현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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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수량 취약성 지표 (한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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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한강 유역)

㉯ 수자원 취약성 평가인자 가중치 결정

취약성 평가 체계에 따라 선정된 수량 및 수질/수생태 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성웅(1987)은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

한 분석 시 15명의 전문가로도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였다. 총 100여명의 전문가

들에게 설문을 요청하였고, 그중 16명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전문가의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53.3%였으며, 이후 20대와 30대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3.3%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80%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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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93.3%는 수자원 및 환경 분야 전공자로 대부분이 수자원 분야를 전공하였다. 또한 응답자

의 53.3%는 10년 이상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지표 및

정책 관련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60%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Fuzzy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지표의 우선순위 설문을 통하여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에 대한 가중치 및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수량 및 수질/수생태 지표 모두 노출 지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 취약성 지표 중에서 노출에서는 유효강수량(46%), 민감도는 생

활용수 사용량(16%)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10% 정도로 균등하게 분포하였

다. 적응능력에서는 댐 밀도(22%), 상수도 보급률(21%) 순으로 나타났고, 수질/수생태 지표 중

에서 노출에서는 연속 무강수 일수 최대값(23%), 민감도는 산림면적률(28%)과 하수도 보급률

(28%)이 높았다. 적응능력은 상수도 보급률(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분류 세부 지표 Min. Ave. Max. 취약성

노출 0.38

1 유효강수량 0.20 0.46 0.70 -

2 경작지 0.10 0.23 0.40 +

3 불투수층 0.20 0.32 0.50 +

민감도 0.28

4 총 인구 0.00 0.12 0.25 +

5 인구밀도 0.00 0.15 0.30 +

6 상수도 누수율 0.00 0.11 0.30 +

7 적정 물이용 수준 0.00 0.12 0.30 +

8 지하수위 0.03 0.09 0.20 -

9 생활용수 사용량 0.10 0.16 0.40 +

10 공업용수 사용량 0.05 0.12 0.20 +

11 농업용수 사용량 0.10 0.14 0.30 +

적응능력 0.34

12 상수도 보급률 0.10 0.21 0.30 -

13 댐 밀도 0.10 0.22 0.50 -

14 물 재이용량 0.10 0.18 0.40 -

15 재정자립도 0.05 0.13 0.50 -

16 GRDP 0.10 0.14 0.30 -

17 물관리 공무원수 0.05 0.11 0.20 -

합 1

표 2.10 수량 취약성 지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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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 지표 Min. Ave. Max.

노출 0.40

1 연속 무강수일수 최대값 0.00 0.23 0.50 +

2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
0.00 0.18 0.30 +

3 질소 부하량 0.00 0.14 0.25 +

4 인 부하량 0.00 0.16 0.40 +

5 잠재토사유출량 0.05 0.15 0.30 +

6 유기물 부하량 0.00 0.15 0.30 +

민감도 0.33

7 산림면적률 0.10 0.28 0.80 -

8 댐 밀도 0.05 0.20 0.30 +

9 하수도 보급률 0.00 0.28 0.70 -

10 하천수 이용률 0.00 0.24 0.60 +

적응능력 0.27

11 상수도 보급률 0.10 0.35 1.00 -

12 재정자립도 0.00 0.24 0.80 -

13 GRDP 0.00 0.22 0.60 -

14 물관리 공무원수 0.00 0.19 0.40 -

합 1

표 2.11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가중치

㉰ 권역단위 취약성 지수 산정 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합지수의 경우 각각의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특성을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기준 의사결정기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이 사회, 환

경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은 평가기준이 다수이

고 고려해야하는 대안들도 다수인 경우에 각각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선의 대안이나 순위 등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대안을 평가하는데 활용

하고 있다(정은성, 2012).

그림 2.20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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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S(Technique for Order Performa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는 Hwang

and Yoon(198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는 양의 이상적인 해(Positive Ideal

Solution, PIS)와 가깝고 부의 이상적인 해(Negative Ideal Solution, NIS)에서 먼 대안을 선

택하는 기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Hajkowicz and Collins(2007)는 물관리 연구에서

적용된 의사결정 기법들을 조사한 결과, 자료와 가중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Fuzzy

개념을 결합하였으며 TOPSIS 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SoltanPanah et

al.(2011)은 Fuzzy TOPSIS 기법을 적용하여 대형 교량의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2.21 TOPSIS 기법

그림 2.22 TOPSIS 기법 도식화(Chauhan and Vais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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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수질/수생태 지표는 각각 단위와 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다(TOPSIS Step 1). 모든 지표에 대하여 원자료 분포를 확인하여 정

규분포 수준의 자료는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표준화하였고, 왜곡된 분포를 보이는 자료는

원자료에 로그함수를 취하여 표준화를 실시하며, 위의 그림은 지표를 표준화한 분포도이다.

수량 취약성의 경우, 가장 취약한 유역(상위 5%)은 경작지 면적의 비율이 높고 생·공·농업용

수 사용량이 많았으며 비교적 지하수위가 낮은 유역으로 확인하였다. 반대로 유효강수량이 많고

불투수층 면적이 적은 유역에서는 인구밀도 및 생·공·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강원도 유역에서

주로 취약성이 낮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하수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질/수생태 취약성의 경우, 가장 취약한 유역(상위 5%)은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역들은 연속 무강수일수 최대값과 기온이 높아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오염물질 부하량 역시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음. 비교적 오염물질 부하량이 낮고

산림면적의 비율이 높았던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 유역에서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 수량 취약성 지표 Fuzzy TOPSIS 결과 (한강권역)

그림 2.24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Fuzzy TOPSIS 결과 (한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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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 도시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평가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해석 모델로 선정된 EPAーSWMM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형성되어 있는 중랑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유역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중랑천은 서울시 내

의 대표적 도시유역으로 한강유역의 소유역 중에서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유역이다. 도시홍수재

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FFC03-05, 2002-2006)에도 대상 도시유역으로 선정된 유역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되어있어 토양분포, 토지이용현황, 배수관망, 강우, 수위, 유량, 수질 등의 자료수

집과 모델 구축에 용이성이 있다.

이종태 등 (2006)은 중랑천내 동부간선도로의 침수구간을 분석한 바 있으며, 윤성심등 (2008)

은 중랑천을 대상으로 SWMM과 HEC-RAS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 적용성을 평

가하였다. 윤성심 등 (2009)은 중랑천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강우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

수불량에 기인하는 내수피해를 고려한 홍수피해를 모의한 바 있다. 이종태 등 (2010)은 실시간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중랑천에서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박민규 등

(2012)은 수해취약성 인자 산정방법을 중랑천에 적용하여 도시침수지역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물순환 건전성 영향을 수문학적, 수질, 수생태적인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려

하는 지표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도시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 영향을 평가

하였다..

(a) DEM, (b) 불투수지역 (c) SWMM 모델 구축

그림 2.25 중랑천유역 대상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인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dex, BMI)를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토지이용변화와 유량변화에

따른 BMI 지수의 영향을 조사하고, 또한 토지이용 변수와 수문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고자 하였다. 유역환경지수로 선정한 BMI 지수와 관측소에 해당하는 유역의 불투수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2012년 조사된 BMI 지수는 R2가 0.74 이지만, 2013년 조사된 BMI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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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R2 가 0.86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4년 조사된 BMI 지수는 R2가 0.61로 다시 감소하

였다. 전체적으로 불투수율이 증가하면 BMI 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투수율이 증

가하면 유역내 유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지며, 수질이 나빠지는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중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이 나빠지므로 BMI 지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a) 2012년 BMI 자료 (b) 2013년 BMI 자료,

(c) 2014년 BMI 자료 (d) 2012-2014 년 평균 BMI 자료

그림 2.26 불투수율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BMI)의 상관관계.

유역의 불투수율과 마찬가지로 일평균 유량, 0.5년 초과빈도, 0.1년 초과빈도, 0.01년 초과빈

도 유량과 BMI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부 유량이 커지는 초과빈도가 작아

질수록 BMI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량과 BMI와의 상

관관계는 불투수율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초과빈도 유량 산정에 대해서, 불투수율 뿐

만 아니라 유역경사, 유역면적, 유역형상, 토양성분, 강우 특성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BMI와의 상관관계가 불투수율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BMI 지수가

커질수록 각 유량지수 값이 커지는 경향을 띈다. BMI 지수가 큰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불투수율이 낮은 지역으로 녹지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홍수량이 적

고, 갈수기에도 저유량이 많은 지역이다. 즉, 최대 최소 유량의 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지역은 BMI 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역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각각 나누어

구분한 후, BMI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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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평균유량, (b) 0.5년 초과빈도 유량,

(c) 0.1년 초과빈도 유량 (d) 0.01년 초과빈도 유량

그림 2.27 유량지수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BMI)의 상관관계

④ 시나리오 전처리 및 편이보정, 적용성 평가를 위한 후처리 자동화 모듈 구현

㉮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후처리 및 표출 자동화

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화현상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유역별 물

순환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분석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 전후처리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는

SWAT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전후처리하여 모델에 활용되고 있어 전후처리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작업에 의한 오류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입출

력 데이터의 전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전후처리에 필요한 공수를 감소시키고 수작업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후처리 및 표출 자동화 프로그램은 기 구축된 수문

및 기상관련 웹사이트(WAMIS, 홍수통제소, 기상청 등)와 연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

로 수신되어 통합D/B에 구축․관리되는 일강우자료, 시강우자료, 수위 및 유량자료를 유역건정

성 평가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스템은 자료 전후처리 및 화면표출을 위한 수자원 지

리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다호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GIS 데이터 관리 및

편집기능을 지원하는 ActiveX Component 기반의 2D GIS 개발자 라이브러리인

MapWindow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C#.NET 언어를 이용하여 기존 고가의 상용

GIS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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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출력 전후처리 및 표출 프로그램 개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유역의 시공간 DB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간DB는 다양한 벡터

및 래스터 자료를 이용하고 비공간 DB와 시계열 DB는 MDB를 이용하고 있다.

출력결과 처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 및 수질요소의 확인과 모의치와의 비교를

위한 수문, 수질 관련 특성치와 R2, RMSE, NSE와 같은 모의 통계치 및 모델 출력요소의 확인

등을 가시화하기 위한 차트 및 그래프로 구성된다.

그림 2.29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출력 전후처리 및 표출 프로그램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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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수문 및 수질 검보정 지원 기능은 SWAT 모의 후 모의치의 검보정을 위해 원시 실

측자료를 일정 형식의 검보정용 실측자료로 변환하고 변환 및 생성된 실측치와 모의치의 자료

를 통해 대상유역의 수문 및 수질 요소를 검보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검보정 항

목으로는 PBIAS, ME, RMSE, R2 등의 통계치를 구현하였다. 검보정용 및 결과 표출 그래프

는 SWAT모의 결과 및 실측과의 비교를 위한 수문, 수질 항목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기능으

로서 기본 X, Y좌표축 외 1개 이상의 보조 Y축을 생성하여 단위가 같은 항목들끼리 재배열 및

색상으로 구분하였다. SWAT 수문 및 수질요소 결과 내보내기 (Export) 부분에서는 수문 및

수질요소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에 대해 그래프에 표출된 SWAT 결과 값을 각 항목별로 내

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2.30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력자료 전처리 자동화

유역 물순환 해석 및 수문/수질 요소표출 부분에서는 SWAT의 수문, 수질 요소들 중 유역

물순환 해석에 필요한 요소들로만 필터링 후 이에 대한 2차 가공을 통해 대상유역에 대한 GIS

적인 강우분포, 지표, 중간, 기저 및 지하수 유출과 토양 관련 자료의 분포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자동 구축된 유역 물순환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추후 유역

건정성 및 수자원 취약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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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기 SWAT 수문 및 수질 검보정 지원

그림 2.32 기유역 물순환 해석 및 수문/수질요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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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상세화 및 표츌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상세화 및 표출 부분에서는 해외 여러나라의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

리오 표출방법 및 기법을 조사하여 최적의 사용자 표출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본 연

구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원시자료를 상세화 기법을 통해

지도로 표출하고 이에 대한 좌표 정보 및 시나리오 종류 등 기본정보를 사용자가 선택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또한, 제공된 자료에 대한 가시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표출 부분과 시계열 단위의 표출 부분을 Depth 형태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일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가시화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의 최종 결과인 WAMIC-CC의 설계에도 참고토록하여, WAMIS 시스템 내 웹상에

서 사용자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및 이에 대한 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후변화 시나

리오 자료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33 시나리오 자료 상세화 및 표출 

(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적용

①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적용

㉮ 테스트베드 권역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DB 구축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에서 배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구간별 대표시나리오가 상이함에 따

라 아래의 표와 같이 RCP 4.5와 8.5 및 모든 구간(2020s, 2050s, 2080s)에서 우선순위가 9위

이내에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서 HadGEM2-ES, INM-CM4, FGOALS-s2 3개를 대표시

나리오로 선정하였다. HadGEM2-ES는 1.875°×1.25°, INM-CM4는 2.0°×1.5°, FGOAL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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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13°×1.659°의 해상도를 가진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

가를 위해 선정한 3개의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 Historical(1980-2005), 2020s(2010-2039),

2050s(2040-2069)의 구간으로 재구분하여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HadGEM3-RA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로 CCAW 연구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뿐 만 아니라 다른 연구

단의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서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
경로

번호 2020s 2050s 2080s

RCP
4.5

1 HadGEM2-AO FGOALS-s2 CanESM2

2 CMCC-CMS CMCC-CMS CMCC-CMS

3 HadGEM2-ES HadGEM2-ES INM-CM4

4 IPSL-CM5A-LR INM-CM4 HadGEM2-ES

5 GFDL-ESM2G CNRM-CM5 CCSM4

6 FGOALS-s2 CESM1-BGC MRI-CGCM3

7 INM-CM4 GFDL-ESM2M FGOALS-s2

8 CESM1-CAM5 CMCC-CM IPSL-CM5A-LR

9 CanESM2 CanESM2 MPI-ESM-MR

10 　 GFDL-ESM2G

11 MRI-CGCM3

RCP
8.5

1 CESM1-BGC NorESM1-M MIROC5

2 MRI-CGCM3 INM-CM4 INM-CM4

3 HadGEM2-AO GFDL-ESM2G CanESM2

4 GFDL-ESM2G HadGEM2-ES CNRM-CM5

5 IPSL-CM5A-MR IPSL-CM5A-MR IPSL-CM5A-MR

6 INM-CM4 CMCC-CM HadGEM2-ES

7 HadGEM2-ES CNRM-CM5 CMCC-CM

8 MPI-ESM-LR CCSM4 FGOALS-s2

9 FGOALS-s2 FGOALS-s2 CESM1-BGC

10 MPI-ESM-MR MPI-ESM-MR

11 MRI-CGCM3

표 2.12 대표시나리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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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선정한 RCP 8.5 시나리오 3개 및 HadGEM3-RA 시나리오에 대한 월별 미래

강수량 및 기온을 기준년도(Baseline)와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2020s(2010-2039) 미래 최고기

온은 기준년도 대비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던

HadGEM2-ES 시나리오는 연평균 최고 기온이 18.1℃로 기준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미래 최저 기온도 기준년도 대비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50s(2040-2069) HadGEM2-ES, INM-CM4, FGOALS-s2 시나리오 각각 기준년도에 비

해 3.7℃, 2.0℃, 3.0℃ 증가하였다. 미래 연강수량의 경우, 2020s, 2050s에서 기준년도 대비

HadGEM2-ES 시나리오는 각각 100.7 mm, 152.4 mm 증가하였으며, INM-CM4 시나리오는

2020s, 2050s 각각 –52.1 mm, -75.0 mm 변화하였다. FGOALS-s2 시나리오는 2020s 에서

는 183.1 mm 감소하였으나, 2050s 에서는 16.1 mm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HadGEM2-RO 강수 (b) HadGEM2-RO 최고 기온 (c) HadGEM2-RO 최저 기온

(d) HadGEM2-ES 강수 (e) HadGEM2-ES 최고 기온 (f) HadGEM2-ES 최저 기온

(g) INM-CM4 강수 (h) INM-CM4 최고 기온 (i) INM-CM4 최저 기온

(j) FGOALS-s2 강수 (k) FGOALS-s2 최고 기온 (l) FGOALS-s2 최저 기온

그림 2.34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 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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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을 통한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

본 연구의 유역건전성 평가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012)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평가하였다. 유역이 가지는 자연적인 능력인 유역건전성을 평가하고

자 자연 토지피복, 하천지형, 수문, 수질, 수생 서식지, 수생태의 6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GIS 자

료, SWAT 유역 모델링 결과자료,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건전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유역 건전성 지수 산정을 위해 선정한 요소들에 대해 각각의 sub-Index를 산정하였으며, 이

를 하나의 정규화 지수로 산정하여 유역 건전성을 평가하며 선정된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유역

건전성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아래의 식과 같으며, sub-Index 점수는 각 평가요소별 하나 이

상의 정규화 된 메트릭 점수를 통합하여 산정되며, 통합 유역건전성지수는 sub-index를 통합하

여 산정되고., 정규화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기준조건 지표점수를 기준값으로 percentile rank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Normalized component value =
Observed or simulated value for watershed x

Reference value for all watersheds (2.1)

Sub-index =
(Normalized value 1 + Normalized value 2 + ... + Normalized value x)

Total number of normalized values (2.2)

Watershed Health index =
(Sub-index 1 + Sub-index 2 +   + Sub-index x)

Total number of sub-indices (2.3)

유역건전성 평가요소 정의 Data

유역환경

토지피복/식생

(landscape)

§ 표준유역별 자연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

§ 수변지역 자연토지피복(산림, 자연초지, 강, 습지) § GIS

data하천

(geomorphology)

§ 하천 기준조건(산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도시하천,

국가하천)

수문/수

질

수문

(hydrology)

§ total(총강수량, 총유출량)

§ surface processes(지표유출)

§ soil water dynamics(침투, 토양수분, 중간유출)

§ groundwater dynamics(침루, 지하수충진량, 기저유출)

§ SWA

T

model

ing

data수질

(water quality)
§ Sediment, T-N, T-P의 기준농도

서식지/

수생태

서식지

(aquatic habitat

condition)

§ 하천길이에 대한 저수지 개수(서식지 연결성)

§ 표준유역별 습지면적 § Monit

oring

data
수생태

(biological

condition)

§ TDI(부착돌말류), BMI(저서대형무척추동물),

FAI(어류)의 기준값

표 2.13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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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제시된 6개의 sub-index를 통해 평가된 통합유역건전성산정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강 유역 내 237개의 표준단위유역에 대하여 유역건전성 지수를 산

정한 결과 한강 상류인 소양강댐유역과 충주댐 유역은 유역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한강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건전성이 안 좋은 유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2.35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 지수

유역의 취약성 평가는 복구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EPA(2012)의 프로세

스를 우리나라의 유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미래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들은 지역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유역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증가(토지이용변화 및 용수 사용

의 변화)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취약성 평가를 위해 미래 불투수 면적 변화, 기후변화, 물 이

용 변화, 최근 토지이용변화의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취약성 평가를 하였다. 지수는 앞의 건전성

평가 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유역취약성 평가요소 정의 Data

불투수층 변화 § 표준유역별 불투수지역 변화 § GIS data

기후변화

§ RCP 8.5 시나리오의 2050s(2040-2069) 연

평균기온, 연 평균 강수량과

기준년도(1976-2005)의 연평균기온, 연

평균 강수량의 차이

§ Monitoring

data

물이용변화 § 2020년 물 이용계획- 2006년 물이용계획
§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최근 토지피복 변화 § 토지지목별 변화 § 통계연보

표 2.14 유역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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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은 앞서 제시된 4개의 sub-index를 통해 평가된 통합유역취약성산정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강 유역 내 237개의 표준단위유역에 대하여 유역취약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 될 수도권 지역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당댐 상류유역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최근 토지피복변화에 sub-index의 패턴이 상당부분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6 통합 유역취약성 평가

사회경제적 평가는 유역의 복구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방법은 유역

건전성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EPA(2012)의 프로세스를 우리나라의 유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

였다. 유역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 생산(GRDP), 수자

원 관련 공무원 수의 3가지 요소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사회적요인은

유역의 복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재정자립도는 복구 우선순위 중 보호/복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유역의 경우 보호 우선의 유역관리가 가능하며,

높은 유역의 경우 복구 우선의 경제적으로 유리한 유역개선을 우선순위로 결정 할 수 있다. 지

역 내 총 생산 역시 유역복구를 위한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물관리 공무원 수는 유

역관리 시 결정권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구조적/비구조적인 유역관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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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사회경제적 평가요소 정의 Data

경제

재정자립도
§ 행정구역별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

§ 행정자치부

(2015)

지역 내 총생산
§ 행정구역별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며,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 통계청

(2013)

거버넌스 물관리 공무원수
§ 행정구역별 물관리 공무원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 수도 업무담당 직원수)

§ 환경부

(2013)

표 2.15 유역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아래의 그림은 제시된 3개의 Sub-Index를 통해 평가한 유역의 사회적요인 평가 결과이며 북

한지역을 포함하는 표준유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재정자립도와 지역 내 총 생산은 수도권 지역

으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물관리 공무원 수도 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요인 지수는 수도권 특히 팔당댐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37 사회적 요인 평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EPA 프로세스는 유역건전성, 취약성 및 사회적요인을 고려하여 유역의

회복력 및 복구 우선순위의 검토가 가능하다. 회복력 평가는 유역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생태적

능력, 수질악화 요인에 대한 노출 및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요인에 대하여 목표수질의

달성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복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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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정한 유역 건전성의 6가지 Sub-Index 중 수문, 수질, 수생태에 대한 Sub-Index와

유역 취약성 지수 및 사회적요인 지수를 활용하여 회복력을 평가하였다.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

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방법으로 유역별 단일 점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유역 회복력을 산정할 수 있다.

Recovery Potential Screening (Resilience) =
Ecological summary score + social summary socre

Stressor summary score (2.4)

선정한 지수들에 대한 점수를 통합하는 두 번째 방법은 3 차원 "버블 플로팅"을 사용하는 것

으로 이 접근법에서 X 축과 Y 축은 스트레스 요인과 생태학적 점수를 나타내며 그래프상의 각

유역 버블의 위치를 결정한다. 사회적요인 지수는 버블의 크기를 결정하며 버블의 크기가 클수

록 점수가 높다. 버블 플롯의 왼쪽 위 사분면에 속하는 유역(Zone A)은 생태 요약 점수가 높고

스트레스 요인 요약 점수가 낮으며 처음에는 높은 회복 잠재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유역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유역의 전략적 관리측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 (b) 에서와 같이 표준유역 전체에 삳대적인 우선순위를

할당하고 X축과 Y축을 절반으로 나누어 Zone을 4개로 분할한다.

복구 우선순위의 경우 Zone A 는 건전성이 높고 취약성이 낮은 유역으로 복구가 긴급히 필

요하지는 않은 유역이며, Zone B의 경우 유역의 건전성 및 취약성지수가 동시에 높은 유역으로

보호 Plan이 필요한 유역이다. Zone C의 경우 건전성이 낮고 취약성은 높은 유역으로 복구 결

과 달성 및 관리 효율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 Zone D는 건강성 및 취약성 모두 낮은 유역으로

복구를 우선순위로 하되 복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복구비용은 Zone C에 비해 유리한 유형이

다. 또한 건전성 및 취약성 지수가 중간범위(Site Specific Determination)에 있는 경우에는 현

장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자가 직접 복구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a) 회복력 평가 (b) 복구 우선순위 검토

그림 2.38 회복력 및 복구 우선순위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 맞게 산정한 3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유역의 회복력 및 복구 우선

순위를 검토하였다. 회복력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산정한 유역건전성, 취약성 및 사회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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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변수로 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구분방식에 따라 계층적 군집방법과

비계층적 군집방법이 있으며, 계층적 군집방법은 군집간의 유사성, 거리 개념에 따라 군집을 분

류하며 최단, 최장, 평균 연결법, Ward법 등이 대표적이다. 비계층적 군집방법은 주어진 군집개

수에 따라 판정기준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K-means방법이 대표적이다.

수집된 자료들을 요인분석결과로 산정된 요인의 주성분 점수를 이용하여 237개의 표준유역을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이용한 Ward법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각

개체를 병합하는 단계에서 잔차제곱합의 증분을 최소화 하도록 군집들을 병합시키는 방법으로

자료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적인 군집결과를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개

체들 간의 거리는 유클리드거리를 사용하였으며, 군집은 3개(High, Medium, Low)로 설정하였

다.

아래의 그림은 유역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로 3차원 버블 플로팅을 하였고 3가지 요인 인자

에 대한 Cluster 분석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시켜 도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건전

성이 낮은 유역은 회복력이 낮고 건전성이 높은 유역은 회복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건전성이 낮고 취약성이 높은 유역의 경우 회복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요인 지수가 높으나 건전성이 낮은 유역의 경우 회복력이 중간(medium)인 것으로 분류되었으

며, 건전성, 취약성, 사회적요인이 모두 낮은 유역은 회복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9 회복력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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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유역의 복구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로 보전 및 복구 우선순위에 대한 지수를

4가지로 분류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건전성이 높고 취약성이 낮은 충주댐 유역 상류는 보전지역

(Zone A)로 분류 되었으며, 취약성도 높은 소양강댐 상류의 경우 복구우선지역(Zone B)로 나

타났다. 또한 유역의 건전성이 낮고 취약한 팔당댐 하류 유역의 경우 복구지역(Zone C)로 분석

되었고, 유역이 건전하지 않으나 취약하지 않은 한강 하류유역의 경우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Zone D)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40 복구 우선순위 평가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취약성, 우선순위 분석

유역이 가지는 자연적 능력,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지수를 이용하여 유역의 사회·경제적 상

황이 반영된 유역 회복성을 평가하였고, 유역 건전전성 지수와 취약성 지수를 이용하여 유역의

보전·복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SWAT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수문 수질 모

의결과를 통해 미래의 유역건전성지수를 산정하고 에에 따른 회복성 및 우선순위 변화 분석을

실시하여 극한 기후변화 상황 및 가까운 미래에 대한 유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준기간

(1980–2005) 대비 RCP 8.5 시나리오의 2020s(2010–2039), 2050s(2040–2069) 기간에 대하

여 유역 복구가능성 및 보전, 복구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은 팔당댐 하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질

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구간별로 수질이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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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수질 변화분석 (Bad Case)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회복성 및 복구 우선순위를 각각 산정하였으며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회복성 및 복구 우선순위 변화가 중복된 유역을 도출하였다. 회복성의 경우, 기

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으며, HadGEM2-ES와 INM_CM4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으며, FGOALS-s2에서는 수도권 인근에서의 회복성 악화를 보인다. 복구 우선순

위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기상청 시나리오인 HadGEM3-RA

는 팔당댐 하류에서 복구 우선순위의 악화를 보였다.

그림 2.42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회복력 변화 (좌:4개 시나리오, 우:전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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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변화 (좌:4개 시나리오, 우:전체 시나리오)

② 수자원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통합취약성지수 적용

㉮ 유역통합 수자원 취약성 평가인자 가중치 결정 방안 개선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각 지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Weight) 산정 방법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최적의 의사결정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계산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

하기 쉬워야 한다. 가중치 산정 방법은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관적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델파이(Delphi) 기

법과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등이 있으며,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방법에는 엔트로피(Entropy) 방법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주관적 가중치는 평가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여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을 실시하고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결과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객관적 가

중치는 의사결정 문제의 자료에 의해서만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

였다. 전문가에게 각 지표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성 평가 체계에 따라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내 주요 지표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엔트로피 개념은 어떤 신호가 가지

고 있는 정보량으로 정의되므로 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어진 대안별 차이가 크면 엔

트로피 값이 작아지고 차이가 작으면 엔트로피 값이 커지게 되며, 엔트로피가 크다는 것은 같은

유역 내에서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 중립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동일가중치를 활용하였다. 이는 가중치

판별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 중 세부요인에 대하여 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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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관적 가중치의 경우, 취약성 평가 체계에 따라 2차 업데이트 지표(수량 16개, 수질/수생태

13개)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대적 중요도 설문 결과를 토대로 평균 값을 사

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전체 단위유역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대부분 취약성 평가 체계 중 노출에 대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수

량 취약성에서는 노출의 유효강수량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감도의 경우 생활용수 사

용량과 인구밀도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적응능력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았

다. 객관적 가중치의 경우,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노출에서는 유효강수량이

가장 높았으나 경작지나 불투수층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감도는 지하수위가 높은 값을

보였으며, 적응능력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4 가중치 결과 비교 (a) 주관적 가중치, (b) 객관적 가중치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가중치의 경우, 노출에서는 연속 무강수일수 최대값

이 높았으며 민감도에서는 산림면적률, 적응능력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았다. 객관적 가중치

의 경우에는 노출에서 인 부하량, 민감도에서는 산림면적률, 적응능력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자원 취약성 지표에 대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수량 취약성의 경우에

는 용수 사용량과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유역에서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효강수량과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곳에서 취약성에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수질/수생태 취약성의 경우, 연

속 무강수일수 최대값과 기온이 높은 유역에서의 취약성이 높고 하천수 이용률이 낮고 산림면

적률과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유역에서는 취약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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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가중치 산정 방법에 따른 단위유역별 취약성 순위 (a) 수량, (b) 수질/수생태

㉯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통합 취약성지수 산정 기술의 개발 및 테스트베드 적용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 취약성지수 산정 기술의 개발을 위해 RCP 8.5 중 대표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대하여 분석기간을 각각 Historical (1976-2005), 2020s (2010-2039), 2050s

(2040-2069)로 나누어 수자원 취약성을 평가하였으며, 시나리오 및 SWAT output 적용 지표

DB를 재구축하였다.

대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최종 지표를 적용하여 시범권역인 한강권역에 대하여 수량 및 수

질/수생태 취약성을 평가함. 최종 지표에 대한 중요도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동일가중치를 부여

하여 단위유역별 취약성 순위를 확인하였다.

수량 취약성의 경우, 취약성 지표 총 16개 중 2개 지표(유효강수량, 물이용수준)에 대해서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취약순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반적으로 테스트베드의 중부지역에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기간에 따른 순위

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위변동폭은 ± 수준으로 2020s 보다 2050s에 순위변동이
작게 나타났다. HadGEM2-ES와 INM_CM4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취약성 악화를 보였으며,

FGOALS-s2에서는 수도권 인근에서의 취약성 악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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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수생태 취약성의 경우, 취약성 지표 총 12개 중 5개 지표(갈수량,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 총질소, 총인,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취약순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강 인근 유역에서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기간에 따른 차이는 수량 취약성 평가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순위

변동폭은 + ∼ − 수준을 보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강 인근 유역의 취약성이 높음을 보
임에 따라 해당 유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취약성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완화된 유

역보다 악화된 유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강수량(A1) 물이용 수준(A7)

갈수량(B1)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날의 횟수(B2)

총질소(B3) 총인(B4)

토사유출량(B5) 물이용 수준(B8)
그림 2.46 대표 기후시나리오 반영 지표 DB 재구축 (HadGEM2-ES)



- 84 -

그림 2.47 대표 기후시나리오 및 동일가중치 적용 단위유역별 수량 취약성 순위 비교

그림 2.48 대표 기후시나리오 및 동일가중치 적용 단위유역별 수질/수생태 취약성 순위 비교

③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안 제시

㉮ 기후변화 대비 도시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안 제시

수문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해 USGS (2002) 는 연최대 일

유량을 이용하여 홍수량빈도곡선 (Flood Frequency Curve)의 도시 방법을 제시하고 그림의

해석을 통해 해당 유역의 첨두 유량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Vogel and Fennessey

(1994)는 일유량을 이용하여 유량지속곡선(Flow Duration Curve)을 제시하고 유량의 수문유

량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빈도곡선과 유량지속곡선을 적용

하여 수문학적 물순환 건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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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유량빈도곡선 예 (USGS, 2002) (b) 유량지속곡선 예 (Vogel and Fennessey, 1994)

그림 2.49 수문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의 예

수질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 방법으로는 EPA (2007) 는 유량지속곡선과 유역

비점오염물 농도를 이용하여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도시 방법을 제시하고, 부하

지속곡선을 이용하여 유역오염총량제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를 평가하는 방

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여 유역수질 건전성을 나

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2.50 부하지속곡선 예 (EPA, 2007)

유량지표중 빈도유량을 사용하여 수생태지수를 산정하였다. 빈도유량은 연평균 유량, 2년 빈

도 유량, 10년 빈도 유량, 100년 빈도유량을 산정하여 수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평균 유량은 R2가 0.39, 2년빈도, 10년 빈도, 100년빈도 각각 0.17, 0.15, 0.17 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분석결과 빈도가 작아질수록 BMI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BMI 지수가 커질수록 각 유량지

수 값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BMI 지수가 큰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불투수율이

낮은 지역으로 녹지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홍수량이 적고, 갈수기에도 저

유량이 많은 지역이다. 즉, 최대 최소 유량의 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은 BMI

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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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수생태 지수와 유량지표와의 상관관계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 건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성이 뛰어난 HadGEME-ES, FGOALS-s2, INM-CM4 시나리오

에 따른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모의 결과 홍수빈도곡선 적용결과 과거의 홍수량보다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량지속곡선 적용결과 과거의 갈수량에 비해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시 갈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52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학적 물순환 해석 모의결과 (유량빈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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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학적 물순환 해석 모의결과 (홍수량빈도곡선)

수질부하곡선 적용결과 과거의 수질 부하량에 비해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의 수질부하량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량지수를 통한 하천 수생태지수 산정결과 과거의 수생태

지수에 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미래 수생태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수온의 고려 등을 통

하여 하천 수생태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4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부유물)

그림 2.55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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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BOD)

그림 2.57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COD)

그림 2.58 기후변화에 의한 수생태지수 분석 모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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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역건전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Stand-alone) 구현 및 통합평가 시스템(WAMIS-CC)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취약성 평가 자동화 및 WAMIS-CC

WAMIS-CC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WAMIS의 정보제공 (Ver 1.0)을 ‘유역 및 수자원 관

련 자료수집 (일부 가공) 및 제공’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WAMIS-CC의 정보제공

(Ver 2.0)은 ‘기후변화 자료제공과 함께 유역 및 수자원 관련 자료의 가공 및 분석,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2차 정보제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WAMIS-CC는 기후변화적응연구단의 성과 (1. 미래 극한 강우/홍수 시나리오, 2. 기후변화/

수문 시나리오, 3. 유역건전성/취약성)들을 기존 WAMIS에 추가하여, 사용자가 이들 자료들을

그래픽으로 검색, 원하는 자료들을 지원하는 모듈로서 WAMIS-CC의 전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다.

그림 2.59 WAMIS-CC 개요

WAMIS-CC의 메뉴는 기존 WAMIS의 메뉴에 기후변화 메뉴가 신규로 추가되어 그에 대

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하위 메뉴로는 크게 미래기후전망, 미래수문전망, 유역관

리 3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그에 대한 세부메뉴는 강수량, 시나리오, 증발산량, 유출량, 유역건전

성, 유역취약성, 사회적요인, 유역회복 복구가능성 총 8개의 메뉴로 구성하였다. WAMIS-CC

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메뉴구성에 대한 협의 및 테스트 운영을

마쳤으며, 2020년 8월까지 WAMIS 전체가 재구축 예정이어서, 이 때 WAMIS-CC가 같이 웹

상에 오픈될 예정이다.

아래의 그림은 유역관리의 연구내용을 WAMIS-CC에 구현하기 위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

로 유역관리 자료 생성 결과를 공간정보화 및 그래픽화 하여 WAMIS-CC에 Dash Board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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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표출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지수들은 하위 세부

지표로 분류된다.

그림 2.60 유역관리 제공 모듈 구현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은 표준유역 단위 GIS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

고 지도 상 해당 표준유역을 선택하거나 표준유역 리스트에서 유역명을 선택함으로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61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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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MIS-CC의 미래 기후전망 및 수문전망 메뉴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생

산해낸 미래 시단위 강우량, 설계강우량 및 증발산량, 유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

서 기존 WAMIS에서 제공하는 시게열 데이터의 제공방식 표준을 적용하여 추후 WAMIS와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2.62 미래 기후전망 제공 모듈 구현

그림 2.63 미래 수문전망 제공 모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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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발된 모듈들을 통해 구축된 극치 기상, 기후변화 시나리오,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결

과들을 WAMIS에서 표현, 자료/정보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개발을 적용

한 WAMIS-CC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사용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을 갖춘 한강유역 적용 WAMIS-CC 시스템 기본 설계 및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고 개발과정 상 정보제공과 관련 있는 세부과제들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

터의 중복성, 정립성 확립과 논리적/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라)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전국(표준유역단위 850개) 적용

① 유역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및 평가

㉮ 금강, 안성천 권역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DB 구축

금강 유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분석 결과, 강수량의 경우 HadGEM3-RA 시나리오가 많

은 강수량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2050s에서는 1,593.4mm를 예측하여 동일 기간의 타 시나리오

보다 287.3mm 많이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이 가장 작게 예측된 시나리오는

INM-CM4였다. 최고 기온의 경우 HadGEM3-RA 시나리오가 최고기온이 6.6℃ 상승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 반대로 가장 상승폭이 낮은 시나리오는 INM-CM4로 나타났다. 최저기온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HadGEM3-RA 시나리오와 HadGEM2-ES 시나리오가 각각 4.8℃, 5.3℃ 상

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M-CM4 시나리오는 3℃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선정한 시나리오

중 가장 상승 폭이 낮았다.

그림 2.64 금강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 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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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안성천 유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분석 결과로, 강수량의 경우

HadGEM2-ES 시나리오가 많은 강수량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2080s에서는 1,565.2mm를 예

측하여 동일 기간의 타 시나리오보다 280.2mm 많이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이 가장

작게 예측된 시나리오는 금강유역과 마찬가지로 INM-CM4였다. 최고 기온의 경우

HadGEM2-ES 시나리오가 최고기온이 5.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대로 가장 상승폭

이 낮은 시나리오는 INM-CM4로 나타났다. 최저기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HadGEM3-RA

시나리오와 HadGEM2-ES 시나리오가 각각 3.9℃, 5.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M-CM4 시나리오는 3.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강유역과 마찬가지로 선정한 시나리오

중 가장 상승폭이 낮았다.

그림 2.65 안성천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 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전국 확대구축

SWAT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다목적댐(2개), 다기능보(3개) 운영을 고려하였고, 79개

의 표준유역으로 분할한 뒤 수문(강우, 총유출, 지표유출, 침투, 토양수분, 중간유출, 침루, 지하

수 충전, 회귀유출) 및 수질(sediment, T-N, T-P) 모의를 수행하였다.

안성천 유역은 현재 유역 내 운영 중인 댐 및 보 시설이 없어 공도 수위관측소의 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수문 및 수질 모의를 수행하였다. 특히 수질모의 정확도를 위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

량제 자료를 수집하여 SWAT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을 저감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댐 및 보의 유입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지하수위, sediment,

T-N, T-P에 대하여 보정(2005–2009) 및 검증(2010–2015)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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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유역 단위 미래 유역건전성 평가

다음은 금강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 유역취약성 평가, 사회적요인 평가 결과이다.

금강유역의 6개의 sub-index 산정 결과와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시

켜 나타내었다. 자연 초지나 수질, 수싱태의 경우 유역의 상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수문은 유역의 하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종시 인

접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생태 지수와 수질 지수가 낮아 건전하지 않은 유역으로 분석되었는데,

수질 및 수생태 관리를 통해 유역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로 4개의 sub-index 산정 결과와 이를 통합한 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시켜 나타낸 것이다. sub-index 중 유역 취약성에 가장큰 영향은 기후

변화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청댐 상류유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토지이용

변화 인자의 경우는 충북 지역의 개발로 인해 토지이용 변화가 가장 많았던 세종시 인접지역의

취약성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수요량의 경우 금강 하류의 평가지대로 갈수록 농업용

수, 공업용수 등의 물수요량이 증가하여 취약성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3개의 사회적 요인 평가인자와 이를 통합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대부

분의 결과는 대도시인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요인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용담댐 상류로 갈수록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66  금강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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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금강유역의 통합 유역취약성 평가결과

그림 2.68 금강유역의 사회적 요인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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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성천 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 유역취약성 평가, 사회적요인 평가 결과이다.

안성천 유역의 통합 유역 건전성 평가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안성천의 상류지역은 유역이 건

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유역의 건전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 지수와 같은 패턴으로 6개의 인자 중 이 두 개의 인자가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

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질의 경우 유역 상류와 하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 되어 유역 하류 지역에 대한 수

질 관리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수생태계에 대한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천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로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는 안성천 하류지역의 물 수요량

의 영향으로 하류 지역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불투수지역의 큰 증가 역시

취약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성천유역을 대상으로 3개의 사회적 요인 평가인자와 이를 통합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대

부분의 결과는 대도시인 용인시와 평택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요인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

었으며, 안성천 상류로 갈수록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안성천 유역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에 비해 물관리 공무원 수가 낮아

안성시의 경우 물관리 공무원 수가 증가된다면 사회적 요인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2.69 안성천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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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안성천유역의 통합 유역취약성 평가결과

그림 2.71 안성천유역의 사회적 요인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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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표준유역단위 수문인자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SWAT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 수질 모의결과를 통해 미래의 유역건전성

지수를 산정하고 에에 따른 회복성 및 우선순위 변화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은 팔당

댐 하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질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구간별로 수질이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2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변화 평가-금강유역

그림 2.73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변화 평가-안성천유역

금강유역의 회복성의 경우, 회복성 평가결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다. 기상청

시나리오, HadGEM2-ES와 INM_CM4에서는 금강 하류 지역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으며,

FGOALS-s2에서는 대전시 인근에서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다.

금강유역의 복구 우선순위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모든 시나

리오에서 대전시 및 세종시 인근에서의 복구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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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금강유역 표준유역단위 유역 회복성 변화분석-Bad Case

그림 2.75 금강유역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분석-Bad Case

안성천유역의 회복성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상청 시나리

오에서는 안성천 유역 하류지역이, HadGEM2-ES와 INM_CM4에서는 용인시, 안성시지역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으며, FGOALS-s2에서는 평택시 인근에서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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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 유역의 복구 우선순위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안성천 상류유역의 복구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76 안성천유역 표준유역단위 유역 회복성 변화분석-Bad Case

그림 2.77 안성천유역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분석-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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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기후변화 유역수자원 통합취약성지수의 전국 적용

㉮ 다중 기후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자의 성향이나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므로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의사결정 기법 활용

이 필요한다. 의사결정기법 중 Maximin, Hurwicz, Maximax, Minimax Regret, 및 Laplace

방법이 있으며 비교한 결과 Minimax regret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Maximin 방법은 각 대안

의 기준에 대한 평가값 중에서 최대값과 평가값의 차이인 최대기회 손실 중 최소인 값을 사용하

여 우선순위 결정을 하므로 보수적인 입장의 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축된 데이

터가 표준화함으로써 최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최적인 값이므로 Minimax regret보다는

Maximin regret이란 이름이 더 알맞다.

Alternatives
Assessment value

DM1 DM2 DM3 DM4

A1 200 350 650 450

A2 150 200 200 250

A3 500 500 500 500

A4 600 400 400 500

표 2.16 Minimax regret 기법 계산과정

Alternatives
Assessment value

Max regret Rank
DM1 DM2 DM3 DM4

A1 400 150 0 50 400 3

A2 450 300 450 250 450 4

A3 100 0 150 0 150 2

A4 0 100 30 100 100 1

한강 유역의 기후 시나리오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 및 시나리오 전체 평균에 대한 단

위유역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를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민감도에 해당하

는 사회 (인구), 물 공급 및 물이용 부분에서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성

이 가장 높은 유역 (R:1)과 가장 낮은 유역 (R:205) 비교 시 단위유역별 지수 값의 차이는 있으

나, 패턴은 전 시나리오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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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취약성 지수 평균 (윗줄) 및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순위 (R:1)와 

낮은 순위(R:205)의 취약성 지수 (밑줄)

불확실성 하의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평균 및 Maximin regret기반의 물이용 취약성 순위 비

교한 결과에 유사한 추세가 보였다.

그림 2.79 유역별 취약성 순위 평균값 및 Maximin regret 기반 값

㉯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 (SSP)라고 부르며 세계

전반적인 개발패턴과 영향, 적응 및 저감과 관련된 서술적이고 정성적인 가정들로 정의된다. 이

러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후 정책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SSP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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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기준 시나리오와 주어진 RCP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후 정책들을 함께 고려

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본 연구에서는 SSP1, SSP2, SSP3까지 실행하였다 (환경부, 2016).

SSP1은 자원 사용 강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발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성을 향해 비교적 좋은 진전을 만드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빠

른 성장, 불균등의 감소, 급속한 기술 발전, 환경의 질적 저하에 관한 인식이 높은 수준 등이다.

더불어 청정에너지 기술과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과정을 추구

하는 빠른 기술적 변화들이 포함되고, 개방과 세계화된 경제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함께, 통치

및 제도는 문제 해결과 개발 목표 달성을 촉진시킨다. 교육 받은 인구, 향상된 위생시설과 건강

관리 등의 결과로, 새천년개발목표는 다음 세대에서 이뤄진다. 기후와 전 지구적 변화의 취약성

을 감소시키는 다른 인자들은 대기 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긴박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개발도

상국에서 깨끗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이동 등의 특징을 포함하다

(환경부, 2016).

SSP2는 현재 경행 및 체제 유지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세계에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진보, 과거 속도대로 진행되는 자원과 에너지 강도의 감소, 화석 연료의존의

느린 감소 등으로 수십 년간 유지된 추세가 계속된다. 경제들은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세계적인

시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다. 약한 세계적 제도들이 한정적으로 존재한다. 개발도상국과 산업

화된 국가 간 집중되는 소득 수준과 함께 일인당 소득 수준은 평균 속도에서 성장한다. 지역 내

의 소득 분배는 불균형이 여전히 높다. 교육적 투자는 줄어드는 인구 성장에 비해 충분하게 이

뤄지지 않는다. 새천년개발목표 중 깨끗한 물이용, 향상된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은 여전히 달성

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기후와 전 지구적 변화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다른 인자들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관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 중간적 성

과가 존재하다 (환경부, 2016).

SSP3은 분열된 세계를 나타내며 극심한 빈곤과 현대의 부유함, 급속히 성장하는 인구를 위

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맞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들로 분리된다. 이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세계이고, 자원 강도와 화석연료 사용 의존도를 줄이고 대기 오

염과 같은 지역 환경 사안을 관리하는데 작은 진보를 한다. 이 세계는 세계화에 반하고, 에너지

원과 농업 시장을 포함한 국제 무역은 철저하게 제한된다. 적은 국제적 협력과 기술 발전 및 교

육의 낮은 투자는 고, 중, 저소득 지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 시나리오의 인구 성장은

교육과 경제 동향의 결과로 높다. 배출량은 여전히 높고, 이는 느린 에너지 기술 발전과 지역적

에너지원의 사용, 높은 인구 성장 때문이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낮고, 불균형은 높다. 적응

능력이 낮은 세계에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지방 분권화된 세계는

무역 흐름의 감소로 이어지고, 정책들은 무역의 장벽을 내재한 안보를 위한 방향으로 맞춰진다

(환경부, 2016).

한강유역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 SSP를 반영하는 토지이용 변화가 유효강수량과 물이용

수준에게 주는 영향을 본 결과 기간별 차이가 있었으나 SSP 시나리오별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유효강수량은 중기 미래 (2050) 평균이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이용 수준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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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0 토지이용 변화가 반영된 유효강수량(좌) 및 물이용 수준(우)

따라서 취약성 지수 값을 보면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민감도에 해당하는 사회,

물 공급 및 물이용 부분에서 취약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의 지수 값

들은 역사 지수보다 높게 드러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된다.

노출(E), 민감도(S), 적응능력(AC) 지수

그림 2.81 한강유역 통합한 SSP 시나리오별 취약성 지수

TOPSIS방법으로 각 SSP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기간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NSSP와 SSP1

의 유역별 취약성 순위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SSP2와 SSP3은 순위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 미래 (2050)의 SSP시나리오에 유역별 취약성 순위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결과의 SSP 시라니오별 취약성 순위를 보면 취약한 유역과 취약하지 않은 유역이 비슷하

게 나타난다. 빨간색 1순위가 취약성이 가장 높고 파란색 19순위는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반영된다. 반면에 왼쪽에 취약성 순위를 기간별로 비교한 지도에는 파란색이 순위가 높아졌으므

로 취약성이 낮아진 경향을 보여 주며, 초록색은 취약성 순위가 낮아졌으므로 취약성이 높아진

경향을 보여준다.

SSP 시나리오별로 보았을 때 빨간 유역과 푸른 유역이 유사하다. 단기 미래에는 서쪽 서울권

과 경기북부권의 취약성이 높고 경기 남부와 강원권의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기 미래

로 갈수록 서울권의 취약성이 낮아지고 충북권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그러나 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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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서울권은 인구 집적효과에 따라 사회 및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가 반영되어 취약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강원권의 경우 유효강수량과 재정자립도 등의

경제적 적응능력이 역사적 자료에 비하여 중기 미래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간별 취약성을 비교 시 취약성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간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

그림 2.82 기간별 취약성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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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물이용 취약성 순위

NSSP (Hist) NSSP (2020) NSSP (2050) NSSP(2020-Hist) NSSP(2050-Hist)

SSP1 (Hist) SSP1 (2020) SSP1 (2050) SSP1(2020-Hist) SSP1(2050-Hist)

SSP2 (Hist) SSP2 (2020) SSP2 (2050) SSP2(2020-Hist) SSP2(2050-Hist)

SSP3 (Hist) SSP3 (2020) SSP3 (2050) SSP3(2020-Hist) SSP3(2050-Hist)

그림 2.83  기간별 취약성 순위 (취약성 높은 순위: 1, 낮은 순위: 19) (좌) 및 취약성 순위 

기간별 비교 (파란색: 취약성 낮아짐, 초록색: 취약성 높아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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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시나리오별 기간에 따라 기후 반영,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 반영을 비교한 결과, R2값이

전반적으로 0.68에서 0.99에 나타났다. 역사 기간에는 0.96에서 0.99사이에 시나리오별 큰 차이

가 없었으나 중기 미래로 갈수록 R2값 평균이 0.75를 보였으며 토지이용 변화 반영 유무에 대

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 반영 결과 비교

그림 2.84 기후변화(CC)와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 반영 (CC+SSP) 취약성 순위 비교



- 108 -

③ 확대된 도시 유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 조사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의 도시유역으로 대전천유역을 선정하였다. 대전천유역은 대전직할시

에 위치한 유역으로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유역이며, 지류인 대동천이 IHP 연구대상 도시 유역

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DEM, 토양분포, 토지이용 현황, 강우, 수위, 수질, 수생태 관측소가 모두

있어 자료 수집이 용이한 유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모델인 SWMM을 이용하여 대전천유역의 물순환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강우, 유량자료는 인동 강우, 수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관측기간은 2001-2016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2.85 대전천유역 물순환해석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지수와 유역의 불투수 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DI 지수는 불투수율과의 관계가 R2 가 0.161, 0.094로 나타났으며, BMI 지수는 불

투수율과의 관계는 R2가 0.218, 0.159로 나타났다. 또한 FAI 지수와 불투수율과의 관계는 R2가

0.444, 0.126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투수율과 수생태 지수와의 관계가 FAI>BMI>TDI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86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TDI 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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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BMI 지수 상관관계

그림 2.88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FAI 지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성이 뛰어난RCP4.5와 RCP8.5에 따라 HadGEME-ES,

FGOALS-s2, INM-CM4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수질부하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천수질기준과 대전천에서 관측된 수질농

도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홍수빈도곡선 적용결과 과거의 홍수량보다 미래기후변화시

나리오 적용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량지속곡선 적용결과 과거의 갈수량에 비해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시 갈수량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하량지속곡선 적용 결과, 과거의 수질 부하량에 비해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시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생태 지수 분석 결과 유역 토지이용을 통한 하천 수생태지수

산정결과 어류평가지수 (FAI)>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지수(BMI)> 부착조류지수 (TDI) 순으

로 상관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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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학적 물순환 해석 모의결과 (유량빈도곡선)

그림 2.90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학적 물순환 해석 모의결과 (홍수량빈도곡선)

그림 2.91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부유물)

그림 2.92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부하량 해석 모의결과 (총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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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 통합평가시스템 전국 확대 구축 및 시험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를 위해 분석 모델의 입력데이터의 전처

리, 결과(출력) 데이터의 후처리 및 검보정 자동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처리 및 표출 자동화 모

듈을 통하여 도출된 유역 물순환 수문/수질요소들과 사회/인문학적 요소들을 입력데이터로 하

여 유역건전성 평가지수와 수자원 취약성 평가지수의 산정을 자동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분석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단위 프로세스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자

동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또한 이러한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분석 데이터의 대국민 서비

스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WAMIS-CC)을 위한 기본설계로서, 각 단계에서 생

산되는 데이터의 저장구조, 분석 모델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단위 프로그램의 플랫폼 설계를 통

해, 시스템 아키텍쳐를 설계하고 테스트 베드인 한강권역에 적용한 시범시스템을 1단계예 개발

하였다.

WAMIS-CC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 WAMIS의 정보제공 (Ver 1.0)을 ‘유역 및 수자원 관

련 자료수집 (일부 가공) 및 제공’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WAMIS-CC의 정보제공

(Ver 2.0)은 ‘기후변화 자료 제공과 함께 유역 및 수자원 관련 자료의 가공 및 분석,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2차 정보제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WAMIS-CC는 기후변화적응연구단의 성과 (1. 미래 극한 강우/홍수 시나리오, 2. 기후변화/

수문 시나리오, 3. 유역건전성/취약성)들을 기존 WAMIS에 추가하여, 사용자가 이들 자료들을

그래픽으로 검색, 원하는 자료들을 지원하는 모듈이다.

㉯ 전국기반 통합평가 시스템의 기능구현 및 검증을 통한 안정화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WAMIS-CC 웹시스템을 구현하여 기후변화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서

비스 하는 것으로 연구단의 연구결과의 제공 및 표출을 위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WAMIS를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자원정보센터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실제로 WAMIS

에 연구단의 연구결과가 탑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세세부 기관의 연구 담

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연구결과의 표출방법을 자문하였으며, 각 연구결과물의 설명자료와 표출

자료 샘플을 제공받아 기본적인 Frame을 구축 완료하였다.

또한, 3차년도에 제안했던 메뉴구조를 일반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의 표로 제공되는 정보를 그래프, 통계분석 등의 기초 통계 컨텐츠

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웹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다.

시나리오 관련 컨텐츠 구성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검색영역 및 엑셀 다운로드는 기존의

WAMIS와 동일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과의 통일성을 살렸으며, 자료의 올바

른 제공을 위해 설명문 및 자료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그래프 영역을 추가한 컨텐츠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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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WAMIS-CC 시나리오 관련 화면 레이아웃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에서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별 유역 건전성

평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하천, 수문, 수질, 서식지, 수생태 항목의 지수들을 산정,

각 지수들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유역의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

다. 3-1세세부의 연구내용을 WAMIS-CC에 구현하기 위해 유역관리 자료 생성 결과를 공간정

보화 및 그래픽화 하여 WAMIS-CC에 Dash Board 형태로 표출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지수들은 하위 세부 지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건정성 지

수 중 수문 지수의 경우 총유출,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4개의 세부 지표로 나타낼 수 있

으며 마찬가지로 각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지수들의 하위 세부 지표들이 Dash

Board에 표출된다.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은 표준유역단위 GIS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

고 지도상 해당 표준유역을 선택하거나 표준유역 리스트에서 유역명을 선택함으로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화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준유역의 대표 최상위 지수인 건

전성 지수와 취약성 지수를 나타내며 하위 지수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각 하위지수를 선

택하면 그에 대한 지수 분포도와 세부 지표들의 값을 나타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도시하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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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WAMIS-CC 유역평가 및 관리 관련 화면 레이아웃

(마)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검증

①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툴,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및 적응전략 제안

본 연구에서는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유역환경, 수문/수질, 수생태 요소를 각각 선정하였다.

수문/수질과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SWAT 모형의 장기모의 결과를 활용하고, 유역환경 및

수생태와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

역에 대한 표준유역 단위 미래 유역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낙동강유역의 경우 자연 초지나 수질, 수생태의 경우 유역의 상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문은 유역의 하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산

강유역의 경우 상류유역의 건전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하천 본류에서의 건전성이 지

류하천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진강유역의 경우 남원시 유역에서

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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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다음은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로 4개의 sub-index(impervious area

change, climate change, water use change, and recent land cover change) 산정결과와 이

를 통합한 유역 취약성 평가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시켜 나타낸 것으로 낙동강의 경우 하류로

갈수록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물수요량이 증가하여 취약성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고, 영산강유역은 유역의 하류로 갈수록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섬진강

유역 취약성 평가결과는 물 수요량의 영향으로 주암댐이 위치한 순천시 인근과 하류유역에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

그림 2.96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취약성 평가결과

사회적요인 평가결과 낙동강유역은 상주시에서 사회적 요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

구시 유역에서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산강유역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

로 사회적 요인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목포시에서의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섬진강유역에 대한 사회적 요인 평가결과는 지류하천에서는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게, 본류와 유역의 최하류에서 사회적 요인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2.97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사회적 요인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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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해당 유역에 대한 유역건전성, 취약성, 사회적 요인 및 복구 우선순위와 더불

어 Action plan까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Dash board로 해당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은 안을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은 WAMIS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림 2.98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Dash board

연구단에서 배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구간별 대표시나리오가 상이함에 따라 RCP4.5와

8.5 및 모든 구간(2020s, 2050s, 2080s)에서 우선순위가 9위 이내에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

서 HadGEM2-ES, INM-CM4, FGOALS-s2 3개를 대표시나리오로 선정하여 미래 유역건전

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테스트베드 유역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변화 분석, 수질 변화 분석결과

이다. 낙동강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에 대한 유역 건전성이 나빠진 유역을 도시한 것

으로 HadGEM3-RA 시나리오의 경우 낙동강 중하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낮고 특히 2050s에는

건전성이 낮았다가 2080s에서는 건전성이 소폭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단 시나리오

중 INM-CM4 시나리오의 2050s는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강수 패턴의 영

향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나리오 중 HadGEM3-RA 시나리오가 수문 취약성이 가장 나쁜 것으

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과거에 비해

취약해지며, 2080s에서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9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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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회복력 변화분석을 통해 회복력이 저하된 유역을 기후변화 시나리

오별 중복시켜 나타냈다. 섬진강은 회복력 변화 중복유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미래인 2020s-1

에서 중복유역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2020s에서 중복유역이 가장 적게 도출되

었다. 영산강 유역의 표준단위 유역이 34개로 다른 권역에 비해 유역의 개수가 작아 percentile

rank 산정 시 큰 변화가 없어 중복 유역이 적게 도출되었다. 섬진강 유역에서는 두 유역의 결과

와 상이하게 FGOALS-s2 시나리오에서 회복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101 표준유역 단위 유역회복력 변화 분석-Bad Case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변화분석 결과, 낙동강유역에서 4개의 시나리오에서 변화가

나타난 유역은 2050s 기간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유역의 수문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되

며 2050s 기간을 유의하여 유역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은 4개의

시나리오에서 변화가 나타난 유역 분석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

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변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섬진강유역도 기간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변하지만, 섬진강댐이 위치한 임실군과 남원시 인근 지역

에서는 꾸준히 변화 중복유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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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2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 분석-Bad Case

㉯ 전국/지자체단위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방법 도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HadGEM3-RA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SSP1, SSP2, SSP3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값을 적용하였다. 강수의 경우, 2020년대에 감소하였다가 2050

년대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50년대에는

과거에 비해 2도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WAT을 활용하여 SSP를 반영하는 토지이용 변화가 유효강수량과 물이용 수준에게 주는

영향을 본 결과 기간별 차이가 있었으나 SSP 시나리오별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유효강수

량은 중기 미래 (2050) 평균이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이용 수준에는 큰 변화가 보이

지 않았다.

`

그림 2.103 연도별 SSP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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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지표는 GRDP, 총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한

다. SSP 시나리오에 따르면 SSP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인구, 인구밀도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한다. 특히 수도권 지방에서의 총인구 및 인구밀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재

정 자립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된다. 다음 단계로, 이와 같은 지표값의 미래값

변화가 통합취약성 지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04 연도별 SSP시나리오에 따른 요소 변화 : 과거 자료와의 비교

통합취약성 요소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를 유역별로 산출하였다. 노출지수는 기후 및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인 유효강수량, 불투수층 등을 포함하고 있어 먼 미래로 갈

수록 그 변화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감도의 경우, 총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의 변화가 SSP 시나리오 및 미래 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적응능력의 경우,

SSP를 적용한 경우 미래기간에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16번 유역)의 경우 민감도도 크지만, 적응능력도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OPSIS방법으로 각 SSP시나리오 적용에 따라 기간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Control과

SSP1의 유역별 취약성 순위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SSP2와 SSP3은 순위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 미래 (2050)의 SSP시나리오에 유역별 취약성 순위는 변동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SP 시나리오별로 보았을 때 단기 미래에는 서쪽 서울권과 경기 북부권의 취약성이 높고 경

기 남부와 강원권의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기 미래로 갈수록 서울권의 취약성이 낮아

지고 충북권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하여 서울권은 인구 집적효

과에 따라 사회 및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가 반영되어 취약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

하다고 판단된다. 강원권의 경우 유효강수량과 재정자립도 등의 경제적 적응능력이 과거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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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중기 미래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별 취약성을 비교 시 취약성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5 표준화된 유역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 값

추가적으로, 취약성 지수 변화와 지표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시나리오의

경우를 합쳐 상관성 지수를 계산하여본 결과, 불투수층 비율, 총인구, 인구밀도 등의 지표가 취

약성 결과와 상관성이 0.7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성 평가

시 기후변화 뿐 아니라 인구, 지면 변화와 같은 주요 지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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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취약성 평가지수와 지표간의 상관관계

㉰ 기후변화 대비 도시 물순환 영향 분석 기반기술의 안정화 및 매뉴얼 작성

유역의 불투수율과 마찬가지로 일평균 유량, 0.5년 초과빈도, 0.1년 초과빈도, 0.01년 초과빈

도 유량과 BMI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일부 유량이 커지는 초과빈도가 작아질

수록 BMI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량과 BMI와의 상관

관계는 불투수율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초과빈도 유량 산정에 대해서, 불투수율 뿐만

아니라 유역경사, 유역 면적, 유역 형상, 토양성분, 강우 특성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BMI와의 상관관계가 불투수율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BMI 지수가

커질수록 각 유량지수 값이 커지는 경향을 띈다. BMI 지수가 큰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불투수율이 낮은 지역으로 녹지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홍수량이 적

고, 갈수기에도 저유량이 많은 지역이다. 즉, 최대 최소 유량의 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지역은 BMI 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역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가각 나누어

구분한 후, BMI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역환경생태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 방법으로는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지수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BMI), 어

류평가지수 (Fish Assessment Index, FAI), 그리고 부착조류지수 (Trophic Diatom Index,

TDI)를 수집하여 수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유역인 한강유역에서 수생태 관측소와

수온관측와 일치하는 지점은 28 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한강 소유역에서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평가지수(FAI)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강하게 (다수의 유역) 나타났다. 하지만, 수온이 증가

함에 따라 다른 3개 지수 (BMI, TDI, HRI)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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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수(FAI)는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며, 어류평가지수를 제외한 저서동물지수,

서식수변환경지수, 부착돌말지수 (BMI, TDI, HRI)는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

다.

그림 2.107 한강소유역에서 수온과 BMI 지수 상관관계

그림 2.108 한강소유역에서 수온과 FAI 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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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9 한강소유역에서 수온과 HRI 지수 상관관계

그림 2.110 한강소유역에서 수온과 TDI 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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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생태지수와 유역의 이수에 대한 다양한 유량지수를 이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량지수는 일년 중 9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풍수량(Q95), 185일 이상 지속된 유

량인 평수량(Q185), 27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저수량(Q275), 35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갈수

량(Q355) 지수로 나누어 유량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강 소유역에서 풍수량(Q95)와 평

수량(Q185)은 저서동물지수(BMI)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한강 소유역에서 저수량

(Q275)와 갈수량(Q355)은 저서동물지수(BMI)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풍수량(Q95)

가 저서동물지수(BMI) 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풍수량(Q275)가 저서동물지수

(BMI) 와 가장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위 상관관계는 2012~2014년 이외의 추가 자료를 추

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111 한강유역에서 유량지수와 BMI 지수 상관관계 (2012년)

② 기반기술의 검증 및 보완

㉮ 통합평가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는 통합평가시스템으로서 “WAMIS-CC” 웹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석모델의 입력데이터의 전처리와 결과데이터의 후

처리 및 검보정의 자동화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처리 및 표출 자동화 모듈을 통한 유역의

물순환, 수문 및 수질의 현황, 사회 및 인문학적 요소들을 이용한 유역의 건전성, 취약성 평가지

수 산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WAMIS-CC는 기후변화적응연구단의 성과인 기후시나리오, 미래유출량, 미래물수지, 미래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을 기존 WAMIS에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용

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 자료들에 대한 설명페이지를 추가하였고, 그래픽화하여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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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였으며, 지도검색을 통한 원하는 대상 지역의 자료들을 지원하는 모듈이다. 아래의

그림은 WAMIS-CC의 전체적인 개요를 나타내는 메뉴도이며, WAMIS-CC 탑재된 컨텐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2.112 WAMIS-CC 메뉴구조도

부메뉴 하위메뉴
자료범위 자료구축

형태

자료제공

형태

자료갱신

주기공간 시간
미래

기후전망

강수량/

최고 최저기온

기상관측

지점별

1976

~2100 .txt

다운로드

(.xlsx)

기후변화

시나리오

갱신주기

(7년

1회)

미래

홍수량
설계홍수량

기상관측

지점별
지속시간별

미래

유출량

증발산량 /유출량

(SWAT/PRMS 모델

별 결과)

중권역별
1976

~2100
.csv

미래

물수지

생활용수/공업용수/농

업용수
중권역별 1976~2100 .xlsx

미래유역

건전성

및

취약성

유역건전성

표준유역

/중권역/

대권역별

Historical

(1976-2005)

2020s

(2011-2040)

2050s

(2041-2070)

2080s

(2071-2100)

.csv
다운로드

(.pdf)

유역취약성

유역관리의

사회적요인

유역별대응전략

지도

검색

미래기후/홍수/물수지/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지점/유

역별
1976~2100 .shp Web

표 2.17 WAMIS-CC 구축자료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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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기반 통합평가 시스템의 구축 결과

기후시나리오 메뉴의 경우 연구단 생산 시나리오를 GCM 모형, 지점별, 관측 기간별로 조회

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들 통계결과를 그래프로 표출하였으며, 해당 시나리오의 평균값은

실선, 최대 및 최저 값은 범위로 표현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미래까지 연별 추이 현황 그래프와

각 기간에 대한 월별 그래프 3개를 동시에 표출하여, 사용자가 한 눈에 모든 추이 및 변화과정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자료를 다중

선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선택한 자료 파일들을 압축하여 제공하였다.

미래 유출량 메뉴는 3개의 모형 결과를 중권역별로 구축하여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기후시나

리오와 동일하게 과거부터 미래 연별 추이 현황이 한번에 분석가능하도록 컨텐츠를 구축하였다.

미래 홍수량 메뉴는 사용자가 관측소 및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설계홍수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로 결과를 표출하였으며, 엑셀 파일로 결과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

하도록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 물수지는 중권역별로 결과를 수요 용도별, 시나리오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의 메뉴는 표준단위유역 별 결과를 탑재하였으며, 현재,

2020s(2010~2039), 2050s(2040~2069), 2080s(2070~2099) 기간의 현황을 표출하도록 구축하였

다. 또한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는 총 4개(기상청 1개, 기후변화연구단 3개)를 반영하였으며, 이

에 따른 유역 평가 및 관리방안으로서 유역 취약성 평가, 유역관리의 사회적요인 그리고 유역별

대응전략을 제시하도록 컨텐츠를 구성하였다.

지도검색 메뉴는 탑재한 모든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및

부근의 현황을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레이어 항목을 지

도 화면에 적용하여 표출할 수 있다.

그림 2.113 WAMIS-CC 웹시스템 구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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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취약성 지수의 전국확대 적용과 WAMIS-CC 개발

①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본 연구에서는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유역환경, 수문/수질, 수생태요소를 각각 선정하였다.

수문/수질과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SWAT 모형의 장기모의 결과를 활용하고, 유역환경 및

수생태와 관련된 유역건전성 평가는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였으며, 삽교천, 만경동진강, 탐진강

그리고 잔여 유역에 대한표준 유역 단위 미래 유역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삽교천, 만경동진강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삽교천 유역의 토지 피복의 경우 하류보다 상류에서 건전성이 높았으나, 수문의 경우 상류보

다 하류가 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하천의 건천화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영향과 수생태 서식지 지수로 인해 세종시에서의 통합 유역 건전성 지수가 0.07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만경동진강 유역의 통합 유역 건전성 평가결과에 대한 분포도이다. 유역의 중심부

에서 건전성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역의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농경지의

분포로 인해 수질과 생태적 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114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결과 

삽교천 유역은 기후변화와 최근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취약성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통합 유역 취약성 지수는 아산시에서 1.0이었으며, 최근 토지이용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경동진강 유역은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이 동진강과 유역의

하류에 위치한 새만금유역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 이용량 변화와 최근 토지이용 변화

를 기준으로 한 취약성은 만경강의 상류 유역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였을 때, 대아댐 하류에서 통합 취약성 지수가 1.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영향 외 다른

3가지 지수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평천은 통합 취약성 지수가 0.48로 불

투수 면적 변화에 의한 취약성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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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수자원취약성 평가결과

삽교천 유역의 경제적 자립도, 지역내총생산(GRDP), 물관리 공무원 수 지수는 모두 세종시

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하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군이 위치한 상류 유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경동진강 유역의 경제적 자립도는 대아댐 하류와 부안댐 근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GRDP는 동진강보다 만경강 유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물관리 공무원의 수에

관한 지수도 만경강 유역에서 높으나, 만경강의 상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천의

경우 경제적 자립도는 대아댐보다 낮으나, 물관리 공무원 수의 지수가 0.39로 더 높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지수가 0.78로 분석되었다.

그림 2.116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사회적 요인 평가결과

아래의 그림은 해당 유역에 대한 유역건전성, 취약성, 사회적 요인 및 복구 우선순위와 더불

어 Action plan까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Dash board로 해당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은 안을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은 WAMIS에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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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Dash board

연구단에서 배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구간별 대표시나리오가 상이함에 따라 RCP4.5와

8.5 및 모든 구간(2020s, 2050s, 2080s)에서 우선순위가 9위 이내에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

서 HadGEM2-ES, INM-CM4, FGOALS-s2 3개를 대표시나리오로 선정하여 미래 유역건전

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삽교천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수문 변화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HadGEM3-R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당 시나리오의 결과를 기간별 분석하였을 때, 2020s-2 기간에 예당댐 유

역과 그 인근의 하류 유역까지 수문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동진강 유역의 수

문 변화도 HadGEM3-RA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하류보다 상류에서

의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HadGEM2-ES 시나리오에서는 2050s 기간을 제외하고 만경강

보다 동진강 유역에서의 수문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18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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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천 유역은 수문 결과와 유사하게 HadGEM3-RA 시나리오에서 악화되는 유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GOALS-s2 시나리오의 경우 상류에 위치한 유역에서 변화가 발생

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유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경동진강 유역

은 시나리오 및 분석 기간에 따라 변화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기간을 30년으

로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표준단위 유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으며, 상류에서 하류로 수질의 악화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19 삽교천/만경동진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회복력 변화분석을 통해 회복력이 저하된 유역을 기후변화 시나리

오 별로 중복시켜 나타냈다. 삽교천 유역의 회복력은 아산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변화가 큰 것

으로 분석되었고, 회복력이 높았던 유역들이 중간 단계 회복력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만경동진강 유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회복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회복력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시나리오는 HadGEM3-RA 시나리오였으며, FGOALS-s2 시나리오

에서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림 2.120 표준유역단위 유역회복력 변화분석-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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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복구우선순위 변화 분석 결과, 삽교천 유역의 경우 HadGEM3-RA 시나리

오를 제외한 다른 시나리오에서 유역의 우선순위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HadGEM3-RA

시나리오에서는 아산시 하류와 무한천 유역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복구 우선순위인 유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다. 만경동진강 유역은 HadGEM3-RA와 FGOALS-s2 시나리오의

결과가 유사하며, 대부분의 변화가 본류에서 나타났으며, 새만금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HadGEM2-ES,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동진강의 정읍천 유역이 복구 또는 복

구 우선순위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21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분석-Bad Case

② WAMIS-CC 메뉴 구성 및 신규 컨텐츠 개발

5차년도에 이어 WAMIS-CC 메뉴 구성 및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총 12회의 걸친 연

구진 및 한강홍수통제소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특히 메뉴별 자료 명세서를 작

성하였으며, 탑재된 자료를 재확인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진

내부 공청회를 통해 개발된 컨텐츠들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6차년도에는 미래 물수지 자료를 제공받아 웹 시스템에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화면 안을 구성하여 최종 1안으로 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 1안 (b) 2안 (c) 개발 최종산출물

그림 2.122  미래 물수지 메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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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홍수량 메뉴에 분포도 컨텐츠를 추가하여 자료의 가시성을 향상시켰으며, 유출량

자료의 경우 PRMS 모델의 결과와 더불어 SWAT 모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댜앙성을

확보하였다.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데이터의 경우 전국 100%를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료의 탑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MIS-CC의 활용성을 위해 사용자 레벨 (국민, 공무원, 연구자)에 따른 자

료 제공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국민, 공무원 대상 제공 컨텐츠로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와 더불어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균치 데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연구자 대상의

컨텐츠는 연구단의 기술보고서와 Raw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그림 2.123  메뉴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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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MIS-CC 시제품 개발 완료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WAMIS 홈페이지의 개선작업

이 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됨에 따라 WAMIS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WAMIS-CC의 대

국민 서비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WAMIS-CC 탑재를 위한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와

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WAMIS의 전체 개편이 완료되는 2021년에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구

축된 예비 시스템은 개발서버를 통해 시범운영중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연구개발 종료 이후 추

적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계획이다.

WAMIS는 국가 수자원 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포털로 WAMIS-CC는 기존

WAMIS의 형태와 성격을 모두 반영하여 대국민, 지자체공무원, 연구자가 모두 활용가능한 컨

텐츠를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124  사용자 레벨별 자료제공 컨텐츠

그림 2.125  사용자 레벨별 자료제공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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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버스트 통합평가 지수 방법론 개발 및 한강유역 적용

본 연구에서는 HadGEM3-RA 기후변화 시나리오(RCP2.6, RCP4.5, RCP6.0, RCP8.5) 및

SSP1, SSP2, SSP3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값을 적용하였다. RCP와 SSP 시나리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총 6가지 시나리오 케이스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다중 사회경제 시나리오 (SSPs)

SSP1 SSP2 SSP3

RCP 2.6 o

RCP 4.5 o o

RCP 6.0 o o

RCP 8.5 o

표 2.18 본 연구에 활용된 RCP 및 SSP 조합 시나리오

㉮ 취약성 지표 자료

선택된 16 개의 지표 중 6 개, 즉, 경작지(A2), 불투수층(A3), 총인구(A4), 인구밀도(A5), 재

정자립률(A14) 및 GRDP(A15)는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에서 경작지(A2)와 불투수층(A3)의 변화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WAT 모델을 구

동 시 입력 경계 조건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따라 두 가지 지표,

즉 유효강수량(A1)과 적정물사용(A7)이 변화한다.

경작지 및 불투수층과 같은 지표면 특성은 SSP에서 크게 변하지만 향후 시간(2020년디 및

2050년대)에 따라서는 변하가 크지 않았다. SWAT 모델 결과는 표면 특성에서 서로 다른 SSP

사이의변화가 유효강수량과 적정물사용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

해, 2020년대와 2050년대의 물리적 기후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SSP 시나리오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총인구의 경우 감소 추세는 수도 서울 주변의 2050년대 즉, 유역1018(한강-서울) 및 유역

1019(한강-고양)에서 발생한다. 또한, 인구 감소는 SSP3에서 가장 크고 SSP1에서 가장 낮다.

인구 밀도및 GRDP에 대해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SSP 간의 사회경제적 변

화 방향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SSP3는 인구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경제 성장 둔화를

나타내며, 이는 SSP1 및 SSP2에 비해 인구 증가와 GRDP 측면에서 불리하다(O'Neill et al.,

2017). 재정 자립 비율은 2050 년대 SSP1에서 SSP2 및 SSP3로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2020

년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상당히 유사하다. 2050 년의 감소는 사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SSP2 또는 SSP1보다 SSP3에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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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 SSP시나리오 및 미래기간에 따른 지표값

그림 2.127 RCP와 SSP시나리오 및 미래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값

㉯ 취약성 구성 요소(노출, 적응능력, 민감도)

지표는 TOPSIS를 사용하여 취약성 구성 요소인 노출, 적응능력 및 민감도로 통합된다. 시나

리오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노출 요소에 나타났다. 노출에는 유효강수, 농경지 및 불투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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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며 이들은 기후 및 사회 경제적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한다. 반대로 민감도 및 적응능력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표는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하진 않는다.

우선 노출 요소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역 1019(한강-고양)은 과거 자료를 기반으

로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물 사용 문제를 나타냈지만 이 문제는 미래 기간에 개선되는 걸로 예측

되었지만, 다른 유역과 비교 시 노출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이 차이는 SSP에 의한 불투수

층의 현저한 감소가 유역 1019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의 다른 유역에서도 노

출 성분에서 비슷한 감소가 나타났다. 상류의 산림지역에 위치한 유역 1013 및 유역 1014 등과

같은 유역에서 불투수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유효강수의 변

화 및 이로 인한 노출 증가로 무조건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8 RCP와 SSP시나리오 및 미래기간에 따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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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및 적응능력 요소의 결과의 경우, 과거와 미래 사이의 편차는 비교적 작다. 민감도 요

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서 인구, 인구 밀도 및 적정물사용 지표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

다. 이 세 지표 중 도시 지역, 즉 유역 1018 및 1019의 인구 및 인구 밀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

만 민감도 이의 민감도 요소의 영향은 작았다. 2050년대 유역 1017 및 1023과 같은 유역에서는

민감도의 변화가 보였는데, 이는 유출수의 변화, 즉 적정물사용 지표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능력 요소의 경우, SSP에 따른 변동은 재정자립률 및 GRDP의 변화에 따라 나타났다. 시

나리오 간의 분산은 비교적 작지만 2050년대의 재정자립률 감소는 SSP1에서 SSP2 및 SSP3

의 순서로 AC의 작은 감소에 반영되었다.

아래 표에서는 과거 및 미래 간의 지표 변화가 지수(노출, 민감도 및 적응능력 요소 및 취약

성)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 변화 사이의 상관 계수를 살펴보았다.

불투수층과 노출 사이는 양의 상관 관계(0.36)를 나타낸다. 강수 증가는 노출 감소를 통한 물 사

용 문제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유효수와 노출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0.68)이 나타난다. 그

러나 유효강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지는 않는다. 또

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된 유출수 값을 물 사용량을 나눈 지표인 적정물사용량이 위에서 논의

한 민감도에 대한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RDP보다 재정자립율 변화가 적

응능력 변화와의 상관관계의 크기가 더 크며 이는 적응능력에 재정자립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다.

지표
취약성 구성 요소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취약성

유효강수 -0.68* - -0.32*

농경지 0.06* - -0.05*

불투수층 0.36* - 0.32*

총인구 - -0.05* 0.01

인구밀도 - -0.06* 0.02

적정 물 사용 - 0.47* 0.21*

재정자립률 - - -0.22* -0.13*

GRDP - - -0.08* -0.01

표 2.19 지표와 취약성 지수 및 지수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

㉰ 취약성 결과 및 분석

19 개의 유역의 취약성은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요소를 통합하여 평가한다. 우선, 과거 자

료 기반 가장 취약한 지역은 유역 1019(한강-고양)이며, 적응능력은 중간 값이지만 가장 높은

노출과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 때문이다. 유사하게, 유역 1001(남한강–상단)은 가장 낮은 노

출로 과거 기간 자료에서 가장 취약성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노출의 변화는 취약성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걸로 판단된다. 또한 위 표의 상관 관계 결과를 통해 노출 지표(유효강수와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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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와 취약성 사이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 값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9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지수 변화

취약성의 변화는 유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역 1019(한강–고양)는 과거 기

간에 가장 취약한 유역이며 지수의 변화가 작기는 하지만 미래 RCP6.0에서 더욱 취약 해진다.

상류 지역에 위친한 유역 1003(충주댐)은 과거 기간에는 중간정도의 취약성을 보여 주며, 미래

기간의 경우 SSP3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SSP1 및 SSP2에서 는 낮아진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취약성 순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러 유역의 취약성 순위

는 SSP에 따라 시나리오 마다 크게 다르다. 유역 1010(충주댐)은 과거기간에서 13 위이지만

SSP가 없는 경우 특히 순위가 떨어진다. 유역 1010의 RCP4.5의 경우, SPP를 고려하진 않는

경우, SSP1 및 SSP2에서 각각 17, 10 및 11등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취약성을 평가할 때 기

후 변화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0.7 이상의 상관계

수를 나타내며, SSP가 없는 경우와 다른 SSP 사례 간에 가장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RCP 및 SSP가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2050

년 RCP8.5-SSP3의 취약성 순위는 RCP6.0-SSP3의 취약성 순위와 가장 관련이 있지만

RCP8.5-SSP와는 낮고 RCP6.0-SSP와는 더욱 낮다. 이러한 결과는 유역의 취약성을 이해하

기 위한 SSP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미래의 취약성은 미래의 기후 조건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유역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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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순위 변화

그림 2.131 시나리오간 취약성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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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낙동강 유역 내 도시 유역 물순환 건전성 분석

금회 연구의 유역환경생태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해 수생태

계 건강성 평가지표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지수 (BMI), 어류평가지수 (FAI), 서식수변환경

지수 (HRI) 그리고 부착돌말지수 (TDI)를 수집하여 수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생태지수 및 수온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각 지수별 (BMI, FAI, HRI, TDI)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수온과 다른 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여러 생태지수들 중, 특히 FAI

는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은 편에 속함을 보여주고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평가지수(FAI)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보여준다. 반면, 다른 3개의 생태지수(BMI, TDI, HRI)는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 값의 증가 경향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또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32 28개 소유역의 수온(Water Temp)과 다른 생태지수 상관관계 분석

저서동물지수(BMI)와 다른 수생태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8개의 하천유역 중 여러

개의 유역에서 BMI와 수온과의 상관관계 높음을 보여주었고 서식수변환경지를 나타내는 HRI

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금회 연구에서 사용된 하천유역은 FAI 및 TDI는 BMI와의

상관관계가 낮게 측정됨을 보여준다.

어류평가지수(FAI)와 수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Fig. 3.1.78과 같다. FAI

는 기본적으로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며, 유역별로 부착돌말지수(TDI)와 상관관계가

높게 평가되었다. 생태지수 중 수변환경지수인 HRI와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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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종의 경우 하천 차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적당한 수온에서 어류의 생존이 유지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2.133 28개 소유역의 저서동물지수(BMI)와 다른 생태지수 상관관계

그림 2.134 28개 소유역의 어류평가지수(FAI)와 다른 생태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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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수변환경지수(HRI)는 생물상에 속하는 다른 생태지수와 달리 하천환경을 근거로 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인 수변환경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135 서식수변환경지수 평가를 위한 수변환경 구조 (환경부, 2013)

서식수변환경지수(HRI)와 수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다. HRI는 수

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 상관관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몇몇 의 유역은 수온 및

BMI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하천유역의 지형학적 특징 및 수리학적 특정의 차이에

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136 28개 소유역의 서식수변환경지수(HRI)와 다른 생태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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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부착돌말지수(TDI)와 수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다.

TDI는 수온과 FAI의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BMI 및 HRI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진다. 부착돌말류는 수질 환경에 민감하여 TDI의 값이 높을수록 수생태

환경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다. TDI 분석이 어려울 경우 수온과 FAI분석을 통해 어느정도의

TDI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생태 환경보존을 위해 이러한 생태지수의 분석과 하천

유역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37 28개 소유역의 부착돌말지수(TDI)와 다른 생태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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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개발 연구의 연차별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

다.

그림 2.13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개발의 연차별 연구목표

본 연구의 1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조사를 목표로 연구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계량 및 저감

기술 연구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2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수자원 적용사례 분석을 목표로 최근 5년 내 국

내외 적용사례 5건 이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 발상하는 단계별 불확실성 저감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한국형 CIG 모형을 제안하여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적응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및 시험 적용을 목표로 기후변

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적용에 따른 예상 피해액 20%를 저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기후

변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의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시범적용을 완료하였다. 또한

한국형 CIG를 구성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자체 적용계

획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

다.

4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수정 및 고도화를 목표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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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을 10% 저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기후변

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의 계량 화 및 저감기술의 수정 보완을 실시하였다. 더

불어 3차년도에 이어 충청남도 기후변화 협의체 운영 기술을 최적화 하였으며, 정책의사결정 지

원을 수행했다. 또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평가체계 지표 적용을 통해 수자원 분야의 적응정책

을 평가를 수행하여 검증을 완료하였다.

그림 2.139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문헌조사

그림 2.140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및 사회구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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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확대적용을 목표로 예상피해액 25%

를 저감을 달성하였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의

확대적용은 기술보고서와 R Package를 개발함으로써 달성 완료했다. 또한 CIG 운영 확대의

경우 CIG 구축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기사 작성,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을 수행했으며, 평가지표

체계 적용을 통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6차년도는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수정 및 보완을 목표로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및 의사결정 기술의 통합도를 향상시켰으며,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경

우 확장된 통합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기술의 보완을 완료하여 기술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또한 CIG 범용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으며,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자

체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법개정 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2.141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및 사회구현 기술 확대적용 및 완성

(가) 의사결정 기술, 불확실성 측정 및 사회구현 전략 동향조사

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국내외 적용사례 조사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자원 분야 의사결정 기술

기후변화 불확실성은 관측치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던 과거 방식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시나

리오와 다양한 기후모델 결과를 통한 영향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까지 전반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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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이전보다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강노을, 2012).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IPCC (2000)는 IPCC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발협력과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해 연구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

였다. Randall et al. (2013)은 실물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불확실

성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였다. 또한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크게 두 방안,

비용편익분석 및 적응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Toth (2000)는 기후변화 적응의 의사결정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의사결정체

(decision analysis framework)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결정분석체계’란 의사결정자가 다

양한 결정의 옵션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문제들의 많은 요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

로 종합하기 위한 분석적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결정분석체계의 도구는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되어 왔는데 그 종류와 내용은 그림 3.2.1와 같다.

비용-편익 분석은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에 아직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 있다. 이 분석은 미리 결정된 목적 또는 목표를 취하는 최소비용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회수율이나 편익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으나 목적 또는 목표를 만족시키는 최저비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법은 비용-편익분

석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최소비용의 해를 계산함으로 인해 시간소비가 적고 비용이 거

의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UKCIP (2003)은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8개의 단계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을 알아보고 혹은 기후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민감도에

따라 후회도를 없애거나 적게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충익 (2011)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다루고 그 중에서 투자 정책에 집중하였다. 즉,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델링을 통해 향후 적응정책의 방

향을 모색하고 있다.

WUCA (2010)은 수자원 분야에서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계획 방

법 5가지(classic decision analysis, scenario planning, robust decision making, real

options, portfolio planning)을 제안하였다. 5가지 의사결정방법을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분석

하여 표로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클래식 의사결정 분석 방법(classic decision analysis)과 시나리오 계획(scenario planning)

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라면, 로버스트 의사결정 방법(robust decision making), 실

물옵션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법(portfolio planning)은 수자원분야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에서도 생소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기법은 WUCA (2010)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수자원 분야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로버스트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해외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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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국외에서는 Dessai, S. (2005)에 의해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정적인(robust)

적응 전략을 찾는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다양한 지역적민감도 분석을 통해 계획을 위한 대안들

이 다른 요소들에 민감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Groves et al. (2007)은 기후변

화의 미래 기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로버스트 의사결정(Robust Decision Making, RDM) 기

법을 제시하고 캘리포니아 장기적 수자원 계획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그림 2.142 실물옵션 평가 및 전통적 평가 간의 순편익 분석

Decision analysis

frameworks
Description of the tool

Applicability to

problem

characteristics

Decision analysis

Decision analysis is a formal quantitative technique for

identifying “best” choices from a range of alternatives.

Decision analys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explicit

choices, possible outcomes, and outcome values.

Uncertainty is incorporated directly in the analysis by

assigning probabilities to individual outcomes.

G, L, H, U, IR

Cost-benefit

analysis

Estimates of the costs and benefits for selected decision

variables are derived. The “best” outcome is the one

with the highest net benefits.

G, L, H, U, IR

Cost-effectiveness

analysis

Accepts specific performance goals as given

exogenously, then minimizes the cost to achieve the

desired performance.

G, L, H, U, IR

표 2.20 의사결정 분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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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옵션을 적용한 의사결정

실물옵션은 금융에서 시작되었지만 금융이 아닌 타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기존 경제성 평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실물옵션으로 사용하

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물옵션의 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연구들을 볼 수 있다

(임금순, 2007).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는 타 분야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

Decision analysis

frameworks
Description of the tool

Applicability to

problem

characteristics

Tolerable windows

and/or safe landing

approach

Accepts specific performance goals as inequalities given

exogenously, then enumerates pa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goals

G, L, H, U, IR

Game theor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implication of multiple

decision-makers choices, taking into account

expectations that each has of their own actions on

others, and others actions on them

G, IN

Portfolio theory

Concerned with creating under a budget constraint an

optimal composition of assets characterized by different

returns and different levels of s. decision options

(portfolio elements) are represented by a probability

distribution of expected returns while s are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variability of expected returns, and only

these two factors determine the decision makers’ utility

function. The decision rule is to choose the efficient

portfolio compared to which no other portfolio offers

higher expected return at the same or lower level of or

lower with the same (or higher) expected return.

G, L, H, IN

Public finance

theory

Encompasses a variety of research techniques including

the theory of the second best.
IN

Ethical and cultural

prescriptive rule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ocial organizations. Has had limited application to the

climate problem

IN

Policy exercises,

focus groups, and

simulation gaming

Includes a suite of research activities that have been

used to assis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general, groups examine potential outcomes by playing a

role in a simulated decision-making environment

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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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u, S.Y et al. (2008)은 수자원 분야에서 실물옵션이 사용된 연구들을 그림 3.2.2와 같이

정리하였다.

Seo et al. (2008)은 수자원 활용 효율이 높은 관개시설 투자옵션 및 포기옵션을 목화 수확이

익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Dynamic Programming 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투자 및 투자 포기의

임계값 (threshold)을 산정해 보았다. Michailidis and Mattas (2007)은 물 가격을 기초자산으

로 보고, 관개 댐(irrigation dam) 투자 사업에 따른 투자 연기, 확대, 포기 기회옵션의 가치를

옵션평가 모델 중 이항트리모형(binomial tree model)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Yu,

S.Y et al. (2008)이 수자원 공급 사업에 실물옵션평가을 적용하여 수자원 공급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실물옵션은 수자원분야, 특히 관개 사업, 혹은 용수 공급용 댐에 적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실물옵션이 적용 가능 한 이유는 관개 사업, 혹은 공급용수 댐 건설에 대한 수익, 즉 기

초자산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초자산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de Neufville et al. (2003)에 의해 실물옵션은 ‘Real Option On(ROO)’ 과 ‘Real Option

In(ROI)’ 로 구분되어졌으며 ROO 는 기존 실물옵션과 방법이 동일하다면 ROI 는 실제 기술적

인 시스템 설계에 옵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de Neufville, 2004; Wang, T. and

de Neufville, 2005). 다양한 분야에서 ROI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3.1.3과 같이

정리하였다. 수자원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는 수력발전, 도시하수관 건설 연구를 통해 볼 수 있

었다.

Wang, T. and de Neufville (2004)은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에 관하여 전기가격을 기초자

산으로 하여 건설 크기 및 건설 순서에 대한 실물옵션을 적용하였다. Gersonius, B. et al,.

(2013)은 실물옵션의 시간 옵션(timing option) 사용과 이항트리모형을 통해 기초자산을 미래

강우 강도를 예측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하수관거 추가 설치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Project Underlying
Stochastic

Process
Options

Investment in irrigation system

(Seo et al., 2008;)
Cotton yield GBM

Option to entry, option

to exit

Irrigation dam investment

(Michailidis and Mattas, 2007)
Water value MBP

Option to delay, to

enlarge, or to abandon,

and multiple

Investments in hydropower

(Kjaerland, 2007)

Forward

prices of

electricity

GBM Option to invest

표 2.21 수자원 분야의 실물옵션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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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Year (Author) Description

Real Options; Dealing with

Uncertainty in Systems

Planning and Design

2003

(de Neufville)

Concept of ‘Real Option On (ROO)’ and

‘Real Option In (ROI)’

Real Options Approach to

Capacity Planning Under

Uncertainty

2003

(Mittal, G.)

Investment in hydropower Underlying

asset: electricity prices Real Option In

(ROI): Construction methods and sequence

Building real option into

physical systems with

stochastic mixed-integer

programming

2004

(Wang, T. and

Richard de

Neufville)

Using stochastic mixed-integer

programming to manage the

path-dependency and interdependency

features. Option Type: Timin

Real options and strategic

decision Analysis

2007

(Kim K.H. and

Oh H.S.)

Suggesting a valuation framework of

investment project using the concept of

real options. Focus on the investment lag.

A real option analysis of

investments in

hydropower-the case of

Norway

2007

(Kjaerland F.)

Investment in hydropower

Option Type: Option to invest

Using real options theory to

irrigation dam investment

analysis: an application of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2007

(Michailidis

and

Mattas)

Irrigation dam investment Option to delay,

to enlarge, or to abandon, and multiple

option Underlying asset: Water price

Applicability of real option

valuation metho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water

resources supply projec

2008

(Yu, S.Y. et

al.,)

To determine the optimal time to act and

even change between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a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lying asset: Water Price Option

Type: Variety.
Irrigation technology

adaptation and its mplication

for water conservation in the

Texas high Plains: a real

options approach

2008

(Seo et al.)

Utilizing water-efficient Irrigation systems

Underlying assets: profit of cotton crop

Option Type: Abandon option

Dynamic reservoir

management with real-option

risk hedging as a robust

adaptation to nonstationary

climate

2011

(Scott S. and

Casey B.)

Underlying assets: non-stationary

hydrologic condition Option: connection

water supply system

Climate change uncertainty:

Building flexibility into water

and flood risk infrastruc

2013

(Gersonius, B.

et al)

Sewer system investment Underlying

assets: Rainfall intensity Option Type: RIO

표 2.22 수자원 분야의 ROI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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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1990년부터 발표된 IPCC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 전망

한 기온은 보고서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온상승의 폭이 해마

다 점점 더 커져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연구는 그 특성상

GCM, RCM (regional circulation model), 상세화기법(downscaling technique), 강우-유출

모형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기존 기후변화 연구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통합 불확실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함

께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의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것에 중

점을 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Katz, 2001; Kayet et. al., 2009; Prudhomme et al.,

2009).

㉯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을 계량화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 모형의 결과를 조합하여 기후변화 전망의 범위를 제시하는

Multi-Model Ensemble (MME) 기법이 대두되고 있다. MME 기법은 정확성이 높은 GCM에

는 높은 가중치(weight)를 주고 정확성이 낮은 GCM에는 낮은 가중치를 주는 각 GCM의 모의

능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과

정의 불확실성을 더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다.

MME 기법 연구의 초창기에는 과거를 잘 전망하고 전지구 모형들의 미래의 전망값의 평균과

각 전지구 모형들의 전망값의 차이가 작은 모형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Giorgi and Mearns, 2002; Dessai, 2005). 그러나 과거 시점의 예측력이 높은 모형이 미래 예

측력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불확실성을 크게 저감할 수 없었다. 이에 다음과 같

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Reliability Ensemble Average (REA)는 Giorgi and Mearns(2002)에 의하여 일반적인 앙

상블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앙상블 기법에서 각 GCM에 부여되는 가중

치는 과거 시점에서 예측력이 높은 순서대로 그 크기가 정해졌다. 그러나 GCM의 경우 기후 및

수문 모형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의 예측력은 높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

에서 예측력은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GCM이 있을 경우 다른 GCM들과 그

유사성이 비슷하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적절한 GCM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각 개별 모형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과거 시점의 예측력과 미래시점에서 다른 GCM들과의

유사성의 곱에 비례하게 부여한 것이 REA이다.

REA를 개선한 방법으로 Regional Skill Score (RSS) (Dessai et. al. 2005)가 있다. REA

의 경우 GCM의 예측력과 유사성의 측도의 계산 시 절대값을 이용하였는데 RSS의 경우 제곱

을 취하였다. REA에 비하여 RSS는 보다 예측력과 유사성에 더 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

로 REA에 비하여 각 GCM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범위가 보다 넓게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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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MME 기법 중 대표적인 REA 기법과 RSS기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는 번째 수문

모형에 의하여 생성된 현재까지의 수문 자료, 는 관측된 수문 자료, 는 번째 수문모형에

의하여 생성된 미래 수문 자료,    , 는 수문모형의 수로 기호를 정의하자.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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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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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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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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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미래 전망시 각 수문모형에 곱해지는 가중치이며 은 변동성에 대한 측도이다.

따라서 미래전망( )은 미래 수문모형 전망값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어진다. REA에서 는

전지구 모형의 정확성 정도를, 는 모형간의 상이한 정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전지구 모

형중에 과거에 정확성이 높고 미래전망에서는 개별 전지구 모형들과 비슷한 전지구 모형에 가

중치를 높게 주는 방법이다. 만약  이 모두 1인 경우 Giorgi and Mearns(2002)가 제안한

REA가 되며,  이 2인 경우 Dessai et. al.(2005)가 제안한 RSS가 된다.

Nychka and Tebaldi(2003)는 REA 기법이 정규 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가지는 분포에서

중심에 대한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각 GCM에 보다 엄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Tebaldi et al. (2005)은 통계적 모형

으로 베이지안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GCM과 관측치에 대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한 후 정규분

포의 모수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분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각 GCM에 부여될 가중치를 산

정하였다. Tebaldi et al. (2005)에서는 이러한 베이지안 모형을 기온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

를 발전시켜 Tebaldi and Sanso (2009)는 강수량과 기온의 결합 분포에 대하여 계층적 베이지

안 모형을 적합시켰다.

Smith et al. (2009)는 REA 기법에서 사용하는 와 이 각각 편의(bias)와 수렴성

(convergence)을 반영하기 위한 측도이나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베이

지안 모형화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법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

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 지구를 22개 지역으로 구분지은 후 동시에 모든 지역에 대하여 베이지

안 다변량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후변화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재경 등(2009)는 Girogi et

al.(2002)이 제안한 REA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한 Modified-REA (M-REA)를 제안하였

다. 두 방법을 5개의 GCM에 적용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M-REA를 이

용하여 결합한 결과가 기존 REA의 결과보다 기후정보의 불확실성을 더 저감하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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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배덕효 등(2007)은 총 39개의 기후시나리오와 8개의 수문모형을 우리나라 5대강 유역

109개 중권역에 대해 MME 기법을 적용하였다. 생산된 유출시나리오를 미래 2020s, 2050s,

2070s로 나누어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유출량과 겨울철 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겨울철 유출량 전망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 연구(국토해양부, 2012)에서 불확실성의 계량

화에 관련된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 전망과정의 불확실성 정량화”에서는 시나리오 조합 기법

으로 Scaled ridge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기법으로 Leave-one-out

Bayesian model average와 Residual mixture model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한반도 수

자원 전망의 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delta method를 활용하여 각

요인별 불확실성 분해 기술을 제시하였다.

㉰ 통합 불확실성 분석

배출 시나리오 및 GCM, 상세화기법, 수문 모형 전반을 반영한 기후 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에는 모든 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각 불확실성의 비중

을 분석한 연구와 여기서 더 나아가 단계별 불확실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

재한다. 그 중 중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tz(2002)는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

성을 모수화하는 확률적 모형을 가정하고 확률의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의 분포를

분석하는 계층적 통계 모형을 만들었다. Katz(2002)는 불확실성의 종류를 측정오차, 자연적 변

동성, 모형의 구조로 그게 분류하였으며 Monte Carlo Markov chain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이용하여 각각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하였다.

다음으로 Kay et al. (2009)은 영국에서 불확실성의 요인을 배출 시나리오, GCM, 상세화기

법, 수문 모형의 모수로 구분하고 전체의 불확실성에서 각각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Chen et al.

(2011)은 이를 확장하고 GCM의 초기값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Manicouagan의 5개 유역에 대하여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각 요

인별로 분해를 하였으며 불확실성의 발생 요소와 그 개수는 아래 그림 2와 표 2와 같다. 관심

있는 요소를 고정한 채 나머지 변수를 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는 해당 요소의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2.143 불확실성의 요인들(Ch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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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up Size Combination of Each Group
Sample Size of

Each Group

1 GCM 6 2 (GGES) × 3 (DS) × 3 (HM) 18

2 GGES 2 6 (GCM) × 3 (DS) × 3 (HM) 54

3
GCM initial

conditions
5 2 (GGES) × 3 (GGES) × 3 (HM) 18

4
Downscaling

method (DS)
42 6 (GCM) × 2 (GGES) × 3 (HM) 36

5
Hydrological

model (HM)
3 6 (GCM) × 2 (GGES) × 3 (DS) 36

6
Hydrological

model parameters
10 6 (GCM) × 2 (GGES) × 3 (DS) 36

표 2.23 불확실성의 요인들(Chen et al., 2011)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공통적으로 배출 시나리오, GCM, 상세화기법, 수문 모형의 각 단계에

서 여러 개의 모형을 적용한다. 각 단계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고정한 후 다른 단계에서의 시

나리오 변동에 따른 결과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이 평균들의 범위로 그 단계의 불

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는 각 단계에서의 불확실성

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이는 통합 불확실성을 계량화

하지 못한다. 각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은 그 단계에서의 시나리오 변화에 따른 차이로 계량화할

수 있지만 통합 불확실성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각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규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방법

은 다음 단계를 고려했을 때의 불확실성이 이전 단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계량화하

지 못한다.

㉱ 연구동향

기존 국내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의 정량화 및 저감 기술의 개발을 수행한

것이 최신의 연구이며, 이는 국내 실정을 완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후

변화 영향평가 수준의 분석만 가능한 상태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적 차이의 반영과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고려한 비정상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국외 연구동향으로는 Giorgi and Mearns(2002)가 제안한 reliability ensemble

average(REA), Dessai et. al. (2005)가 제안한 regional skill score(RSS), Raftery(2005)가

제안한 Bayesian model average(BMA)는 대표적인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이며, 이

를 개선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선 개발된 기술들은 기후변화 불확실성의 계량 및

저감 기술 개발에 있어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계량화에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Katz(2002)가 제안한 불확실성의 확률적 모형화 및 MCMC 시뮬레이션 기술, 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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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와 Chen et al. (2011)이 제안한 기법은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이들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의 모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법이다. 특히 해당 기술은 특정

유역 혹은 특정 지역에서 분석한 것이며 이를 확장시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모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의 계량

화 및 저감과 관련하여서는 다중모델 앙상블에서의 향상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안된 가중치 부여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

된 방법을 국내 자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 불확실성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통합 불확실성에서 각 단계가 차지하는 불확실성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별 불확실성의

전파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각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

는 정도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 모형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확

실성 저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국내외 적용사례 조사

㉮ 기후변화 적응의 시민참여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적응계획

들을 수립 및 시행중에 있고 이러한 적응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시민을 비롯한 이해당사

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 이해당사자로서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표와 같이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결정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분야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5조: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

공공일반

UNECE 오르후스 협약

(Aarhus Convention)

1998년 오르후스 협약에서는 환경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UNECE, 1992)
환경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UNFCCC,

1992)

기후변화

IPCC의 3차 평가보고서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당사자들의 저극적인 참여를

포함할 것을 언급(Smit et al., 2001)
기후변화

UNDP

적응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가이드라인은 적응정책의 모든

수준에서 ‘지역 이해당사자 참여(gressroots stakeholder

participation)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Wilbanks, 2003)

기후변화

표 2.24 국제기구 및 규약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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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는 특히 지역의 기후변화적응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는 지역차원에서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에서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에는 지역의 커뮤

니티, 기구와 시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능동적 협혁, 역량강화와 적응 계획의 수립과 이

행, 모니터링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자로 활동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해외의 주요 참여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케어 인터내셔널은 재해경감 및 구호 분야의 국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세계 각국에서 커뮤

니티 기반 적응사업 및 적응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해관리, 물 문제, 농업, 이상기

온, 젠더, 빈곤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 활동대상은 주로 취약계층/

지역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의 기후변화적응·완화정책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후변

화 취약성 및 역량 분석’(Climate Vulnerability and Capacity Analysis: CVCA) 방법론의

개발, 적응 툴킷 및 매뉴얼 개발과 같은 연구 및 정책분야에서 조기 경보체계, 적응대책 시행 및

모니터링, 교육 전반에 걸쳐 활동을 진행한다.

무라이다의 인구는 약 400명으로 잠재적인 수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재

에 강한 지역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국토교통성, 시가현, 마이바라

시의 치수 및 방재관련 담당자, 무라이다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10월부터 시작

하여 11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계획을 2013년초 계획이 완성되었다. 본 계획은 아래와

같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신뢰의 확립

50여년간 큰 수해를 겪지 않은 주민들이 수해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낮을

것을 감안, 수해 리스크 관리계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높임

리스크의 인식과

(Awareness)과

이해

(Unerstanding)

과거 큰 태풍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관한 청취조사를 실시하고

시가현에서 제작한 시뮬레이션지도를 제시하였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지조사를 실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DIG(Disaster Imagination

Game)라는 재해도상훈련으로 수해 리스크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 DIG는

전문가와 주민 다수가 함께 모여 백지도 위에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피난훈련 등을 그려 넣는 훈련을 실시

해결책 모색과

합의(Solution)

시가현 최초로 길거리 해저드맵(まるごとまちごと hazard map, 전봇대나

건물에 간판처럼 수해정보를 설치한 지도)을 도입

주민들은 길거리 해저드맵 설치에 대해 적극적이어서 원안대로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분석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 스스로의

경험에 기초해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설치하기로 결정.

주민대표 스스로 지역만들기 계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해안전지도를

만들어 행정부서에 제시하기도 함
실행단계

(Enactment)

2013년 3월 초, 무라이다 주민 스스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해에 강한

지역만들기 계획을 마무리하고 실행단계에 들어섬

표 2.25 무라이다 마을계획 수립 사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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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명수정 외, 2012).

-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연결시키고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

지,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 등에 대해 지자체와 소통이 가능

- 지역사회에서의 적응노력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지역사회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잠재력을 가짐

한편 시민 기후변화 적응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시민단체, 개별 시민들 스스로가 중앙 및

지방정부 등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이기 때문이다(UKCIP, 2003). 적응 주체별 행동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아래 표와 같이 지역사회의 적응노력에 참여 및 지원이 중심이 됨

을 알 수 있다(명수정, 2012).

적응 주체 적응 행동

산업계와 정부

국가 수준의 적응 계획 수립

적응 노력에 인센티브 제공

적응 정책 개발

대국민 적응 홍보 및 교육

산업계와 정부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산업체가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수행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산업계

산업 공정 개선 등 자발적인 적응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위기 상황 대비

고용인과 원자재 공급자 및 유통 파트너 협력

다른 부문의 적응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

산업계와 시민사회
산업체·시민사회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

시민사회

지역사회 기반의 적응 참여

지역사회의 적응 프로젝트 지원

개인 및 가구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 공유
자료: 명수정 외(2012)

표 2.26 기후변화 적응에서 각 주체의 역할

이러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응과정에의 참여는 적응계획의 수준과 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윤순진(2014)이 16개 광역지자체의 적응계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깊이 및 범위와 적응계획의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계획

과정 참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참여가 활발했던 광

역지자체들이 적응계획 요소에 대한 계획평가 결과에서 상위에 위치하여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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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적응계획의 내용 구성이 보다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응분야의 시민참여는 국내외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IPCC(2014)는 기후변화 적응에서 해당 지역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토착, 지방 및 전통 지

식 체계와 사례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은 기존의 적응 노력에 꾸준히 반영되어오지

못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식을 기존의 사례에 통합시켜 적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적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단계적 노

력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적 적응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2009)은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모델을 표 2.2.4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기후변화대응과정에서 관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통한 통치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규범적 사실에 가까우나 아직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수준은 <모델 3>에 수준에 머물러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델 거버넌스 운영 내용

제1모델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대응하며 기후변화대응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주도

기후변화대응관련 모든 사안을 시민단체와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집행

상향식(bottom up) 결정모형이며 사회적합의가 쉽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바람직한 기후변화대응모형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가능한 모델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기후변화 대응모델

제2모델

거버넌스의 주요 원칙인 협치를 주요 사안에 달성하는 모델

정부/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설정이나 대응방안, 운동방식, 구체적

운동을 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고 사후 평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을 주도, 시민사회가 공동의 책임으로 적극

협력하는 단계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마련에 있어 시민과 환경단체와의 논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 주민 역할이 정해지며, 시민 환경단체와 기업도

마스터플랜 집행의 중요한 협조가로 기여

중기적인 목표 달설 모델로 적합하며 주민밀착형, 주민참여형 정책의 결정과

실천 가능

제3모델

정부나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을 주도

목표설정에서 시민단체와 형식적으로 소통하는 단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을 직접 마련하여 운영하고, 법률이나 조례의

재정을 주도하며 시민단체와 기초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행사를 지원

하향식 정책결정과 집행형 모델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 강원발전연구원(2009)

표 2.27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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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평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다 폭넓

게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적응계획의 수립과정이나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는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지역수준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자체들

은 지역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열어주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기후인식과 대응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고 기후적응계획은

거버넌스적 접근을 취할 때 내용의 충실성이 높아지고 적응계획의 정당성과 이행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윤순진, 2014).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기초 데이터 분석 및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분석

㉮ 실물옵션의 정의

실물옵션(Real Options, RO)은 의사결정자가 미래 가치의 불확실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유연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투자가치평가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물옵션은

불확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에서 추가된 큰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Myers, S. (199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금융옵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옵션이

란 특정 만기일(유럽형) 혹은 만기일 이전(미국형)에 미리 약정된 가격인 행사가격(exercise

price: X)으로 특정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 매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금융

옵션에 대한 투자 패턴과 유사하며 금융옵션의 가치 평가를 위해 개발한 이론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물옵션에서는 투자안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

자 프로젝트를 연기, 포기, 축소, 확장 등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물옵션에서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면서 의사결정자에게 유연성

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실물옵션평가를 하게 되면 유연성을 고려한 가치와 최적 옵션을 사용할

시기를 알 수 있다.

유연성을 고려한 가치는 Trigeorgis L. (1993)에 의해 확장된 가치(Expanded Net Present

Value, ENPV)라고 하며, 이는 현금흐름 할인 모형에 의해 계산된 투자가치 즉, 정적 순현재가

치(static NPV)에 투자옵션에 따른 유연성의 가치,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를 추가한

것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된다: (dynamic) ENPV = (static) NPV + option premium

여기서 역동적(dynamic), 정적(static)라는 수식을 붙이는 이유는 선택한 옵션이 미래의 상황

이 변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의 존재 유무 때문이다.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

은 옵션을 추가하였을 때 생기는 가치이다. S. Myers(1997)는 “전략적 분석에 대한 검토를 위

해 현재가치계산이 필요하며, 현재가치계산을 위해서도 전략적 분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금흐름 할인은 사업의 수익성 증가에 수반하는 옵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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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옵션에 대해서 사용 시기를 알기 위한 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식은 의사결정자가 포기 옵션만을 고려하였을 때 한 시점에 대해서 옵션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를 알 수 있다.

E=max(V-X, A) (2.9)

여기서, E: Expanded Net Presetn Value, V: 편익, X: 행사가격, A: 포기옵션의 가

치를 의미하며, 즉, 편익보다 비용이 클 경우에는 A를 선택하게 되고 ENPV는 포기옵션의 가

치가 된다. 하지만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A가아닌 순현가(V-X)를 선택하게 되고 이것

이 ENPV가 된다.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시점에서 순현가를

포함한 각 옵션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Cox et al. (1979)의 위험 중립접근을 따르며 이항트리 모형을 이용한다. 위험 중립 접근방식

은 모든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중립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Amrand, M. and Kulatilaka,

N. (1999)는 실제 확률계산과 위험중립계산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위험 중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위험 중립접근방식의 수식이다.



·     ·
  (2.10)

여기서, p : 위험중립확률, u: 상승계수(upward), d: 하락계수(down ward), r: 무위험이자율,

V0 :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위험중립은 향후 가치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

지된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서 를 곱하는 이유는 명목 수익율

(nominal rate)로 계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의 실질 가치의 하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이다.

위험중립확률(p)는 실제 확률이 아니며 상승계수(u)는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락계수(d)는

0보다 커야 한다. 또한 위험중립확률 (pu)는 1보다 작아야 한다.

두 번째, 이항트리모형은 옵션평가의 기초자산 가치변화에 대한 단순한 표현을 기본으로 하

며, 각 시간주기마다 기초자산가치의 변화는 두 가지 경로로만 가능하다. 아래 그림과 같은 모

양이며, 상・하로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만기일 시점, 즉노드(2,0)부터 노드(2,2)
는 불확실성의 범위(uncertainty range)를 나타낸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범위는 넒어진다.

실물옵션평가방법은 Cox et al. (1979)가 이항트리모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을 추가

한다. 다음 식은 이항 모델의 수익변동성을 정규분포의 편차와 같게 하는 등식이다. 기초자산이

상하 대칭운동(u=1/d))을 한다고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도출한다.

          (2.11)

       
   (2.12)

여기서, p : 위험중립확률, u: 상승계수(upward), d: 하락계수(down ward), r: 무위험이자율,

σ: 변동성을 의미한다.

변동성 추정은 실물옵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성주와 김대호 (2011)에 의하면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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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시장 대용치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문가와 경영자의 판단을

활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2.144 이항분포 모델 

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통계모형의 선정

㉮ 표기법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을 소개하기 전, 여기에 필요한 수학적 표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수자원

전망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단계에서 나온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수자원 전망을 구성하는 단계의 수를 로 표기하고 전망 단계의 실제

순서대로 단계라고 표기한다. 예를 들어 그림 1.1과 같이 배출 시나리오, GCM,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로 구성된 수자원 전망 과정은 4개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고 배

출 시나리오가 첫 번째 단계이므로 1단계가 되고 수문모형은 4단계가 된다. 번째 단계의 시나

리오들의 집합을 , 집합 의 원소의 수를 라고 하자. 모든 단계의 시나리오 조합에 대해

서는 
 



,  
 



와 같이 표기한다. 각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하나씩 선택해 만든

시나리오의 조합  …  ∈ 이 생성한 수자원 전망값을 로 표기한다. 시나리오 조합

에 대한 전망값들의 집합은    ∈, 모든 전망값들의 평균을 
 

∊
라 한다.

전망 단계 부분집합  ⊂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략한 표기법을 사용한다.

    ∊  ,   
∊

,   
∊

, 즉, 전망 조합이나 전망 조합의 집합에서 에 포

함되는 단계만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일 때, 단계부터 까지의 연속된 모든 단계를

  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이다.

단계의 시나리오가 로 주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조합 집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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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의 평균을 




 

∊
 

라 표기하자. 전망 단계 집합 를 같이 표기해야하지만

명확한 경우 생략하여  , 와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들의 집합을      ∈

로 표기한다.

불확실성 분해에서는 전망값들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의 불확실성 크기를 계산해주는

불확실성 측도(measure) 함수가 있어야한다. 불확실성 측도는 로 표기하며 실수 집합 의

불확실성은 에 를 입력한 가 된다. 자주 사용되는 불확실성 측도로는 범위(range)

max
∈  min

∈, 분산(variance) 


∈

 

등이 있다. 여기서 



∈

는

집합  원소들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이고 가 범위이면,

  이다. 총 불확실성은 모든 전망값들의 집합인 의 불확실성이며 로 표기

한다.

㉯ 기존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

수자원 전망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단계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기존 방법에는 크게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주어진 단계에 대하여 개별 모형의 평균 전망 값을 생각한다. 개별 모형

의 평균 전망 값이란 주어진 모형을 고정하고 다른 단계의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 가

능한 모든 전망 값들의 평균이다.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가 로 주어졌을 때의 평균 전망값은






 

∊


. 이고 평균 전망값들의 집합은    
  ∈ 이다. 각 단계의 불확실

성은 집합 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 즉, 단계의 불확실성은 
MEAN 이다. 이 방법을

평균 기반 방법이라 부르자.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주어진 단계에 대하여 개별 모형의 불확실성을 생각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법이다. 개별 모형의 불확실성은 주어진 모형을 고정하고 다른 단계의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

하여 전망 값들을 산출한 후 그 전망 값들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가

로 주어졌을 때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
 



 (2.13)

각 단계의 불확실성은 개별 모형들의 불확실성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단계의 불확실성은 아

래와 같다.






  




(2.14)

이 방법은 Lee et al. (2017)에서 제안되었으며 불확실성 평균 방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기존의 방법으로 계량한 불확실성을 주변 불확실성(Marginal Uncertainty)이라 부르

도록 한다. 이러한 명칭은 주어진 단계의 불확실성을 구할 때 다른 단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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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기존의 사용되었던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들의 문제는 불확실성의 전파과정을 반영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계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크기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정의하기 어려우며, 통합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방법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해야 한다는 제약을 계량화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단계

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불확실성 전파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통합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떤 단계가 통합 불확실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 누적 불확실성 방법

본 연구단은 기존의 단계별 불확실성 계량 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의 전파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의 핵심은 순차적으로 결합 불확실성 및

누적 불확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계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결

합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전망의 시작 단계부터 지정된 단계까지의 불확실성의 원천을

모두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계량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세화 기법의 불확실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배출 시나리오부터 상세화 기법에 이르는 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계량

화하는 것이다.

결합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일 때, 나머지  단계의 시나리오가

 로 주어졌을 때의 전망값들의 집합을 
   ∈     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

면  를  단계의 시나리오가  로 주어졌을 때의  단계에 대한 결합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확실성들의 평균

  




 ∈

 

  (2.15)

를 단계의 결합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 이 때,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누적된 단계들, 즉,

   단계의 결합 불확실성을 특별히 누적 불확실성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로 표기

한다.

정의된 누적 불확실성에서 순차적인 방법으로 각 단계의 불확실성을 정의하는데, 이를 순차

불확실성(Sequential Uncertainty)라 부르기로 하고 단계의 불확실성을 
로 표기한다.

순차 불확실성은 주어진 단계까지의 누적 불확실성에서 바로 직전 단계까지의 누적 불확실성의

차이 



로 정의한다. 단, 첫 단계의 불확실성은 


 로 정의한다. 이러

한 순차 불확실성은 주어진 단계가 통합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순차 불확실성은 적절한 불확실성 측도 하에서 전파성을 지닌다. 여

기서 전파성이란 순차 불확실성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정리로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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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 오목증가함수라면 Jensen의 부등식에 의해


 

  



≤    



≤ 가 성립하여 ,의 합성함수 ∘또한 조건을

만족하는 불확실성 측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 분산이고, 라 하면 가 조건을 만

족하므로 표준편차 ∘ 또한 조건을 만족한다.

정리. 주어진 전망 과정이 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하자. 번째부터 

번째까지의 시나리오가   ∈   으로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전망 조합의

집합은     
   ∈       이다.

주어진 불확실성 측도 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A). 임의의 주어진 집합 에 대하여 


 



≤이다. 여기서 …

은 집합 의 같은 크기의 분할(Partition)이다. 즉, ∩ ∅∀≠, 
 



 ,

⋯ . 누적 불확실성에 대해 다음이 만족된다.


≤

≤⋯≤
≤⋯≤

.

예. 집합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의 두 측도는 조건 (A)를
만족한다.

max≤ ≤ min≤ ≤  (의 범위): 집합 의 임의의 부분집합 에

대하여, ≤이므로 조건 (A)가 성립한다.

 


  




,  



  



 (의 분산): …을 집합 …의 같은
크기의 분할이라고 하자. 그러면





 




  



∈


⋯



∈




 

 





∈


⋯



∈








≥

 





∈




⋯


∈









이 성립한다. 여기서   …에 대하여  



∈

이다. 부등식은 제곱오차가

평균에서 최소화된다는 사실 때문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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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는 기존의 불확실

성 계량 방법이 불확실성을 과소추정(Underestimate)함을 보여준다. 전망과정이 2개의 배출

시나리오  와 2개의 GCM  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조합의 전망이 다음과 같은 경우

를 고려하자:


 

 
 

 (2.16)

이 경우 기존의 첫 번째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면(즉, 주변 불확실성을 계산하면) 배

출 시나리오 의 평균 전망 값은 0이고, 의 평균 전망 값도 0이므로, 계산 결과는 0이 된다.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계량한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즉, 순차 불확실성)은

이다. 만약 함수 를 범위로 둔다면, 제안된 방법으로 계량한 불확

실성은 100으로 이는 기존 방법으로 계량한 불확실성인 0보다 크다. 이렇게 계량화된 배출 시나

리오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데, 전망 값의 변화가 GCM이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출 시나리

오가 달라질 때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순차 불확실성과 주변 불확실성을 비교함으로써 통합 불확실성에 각 단계의 역할을 개

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CM의 순차 불확실성이 작은 반면 주변 불확실성이 크다

면, 이는 여러 배출 시나리오와 GCM들의 조합이 산출하는 전망 값들은 상당히 상이하지만 그

것이 주로 배출 시나리오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실제 자료 분석

여기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실제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서술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충주

댐의 월별 유량을 전망한 자료이다. 전망 기간은 2030년 1월부터 2059년 12월까지이다. 그림 4

는 대상 유역인 충주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2.145 연구 대상유역 (충주댐)

전망에 사용된 배출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에 근거한 A2와 환경에 근거

한 B1이다. IPCC 20C3M에 근거한 19개의 GCM 중 한반도에 적합한 4개를 선택하였다. 상세

화 기법은 2개의 통계적 기법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는 Bilinear Regression (BR) 방법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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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수문모형으로는

abcd와 GR2M 방법 2개를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Step Description

Emission scenarios A2, B1

GCMs
CSIRO-Mk30, MPI-M-ECHAM5

MIUB-ECHO-G, MRI-M-CGCM232

Downscaling techniques bilinear regression, ANN

Hydrological model abcd, GR2M

표 2.28 사용한 전망 단계별 시나리오

아래의 그림은 각 단계에서 모형별로 전망 값들의 평균을 내어 그린 시계열 플롯이다. 예를

들어, 우측 상단의 그림은 GCM 단계에 대해서 각 GCM을 고정시킨 후 다른 단계의 모형이 변

화할 때 산출되는 모든 전망 값들의 평균을 그린 것이다. 어떤 수문 모형을 택하는지는 전망 값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GCM을 선택하는지는 전망 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IRO-Mk30은 다른 세 개의 GCM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불

확실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46 시나리오별 평균 시계열 그래프

아래의 표는 각 단계 모형들의 조합에 따라 전망값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배출

시나리오로 A2, GCM으로 CSIRO.Mk30, 상세화 기법으로 ANN, 수문 모형으로 abcd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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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전망의 평균값은 329.35이다. 사용한 모형에 따라 전망값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Emission

scenarios

Downscaling

techniques

Hydrologic

al model

GCMs
CSIRO.Mk

30

MIUB.EC

HO.G

MPI.M.EC

HAM5

MRI.CGC

M2.3.2

A2

ANN
abcd 329.35 108.32 253.13 113.69

GR2M 371.85 109.87 265.85 116.78

BR
abcd 244.89 150.68 167.78 165.04

GR2M 258.8 137.54 154.58 184.32

B1

ANN
abcd 315.97 109.13 166.26 132.71

GR2M 356.94 110.99 153.09 142.86

BR
abcd 186.68 161.58 156.77 167.09

GR2M 187.01 180.67 140.54 187.98

표 2.29 시나리오 조합별 평균 전망값

분석을 위해 우선 월별 유량 전망의 평균을 구하였다. 즉, 모형 조합별로 360개의 전망 값을

하나의 전망 값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 배출 시나리오와 GCM,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의 조

합에 따라 총 32개의 전망 값이 나오게 된다. 이 값들을 이용하여 각 단계의 순차 불확실성과

주변 불확실성을 계량화하였다.

불확실성의 측도로는 범위(Range)와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최대 엔트로피란 엔트로피를 최대로 하는 분포의

엔트로피이다. 만약 분포의 최솟값 와 최댓값 가 주어진다면 엔트로피를 최대로 하는 분포는

하한과 상한을 각각 로 하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가 된다. 이 분포의 엔트로피

는 log 로 계산된다. 이 값을 최대 엔트로피라 한다. 즉 여기서 최대 엔트로피는 범위의
로그 변환과 동일하다.

표 2.30은 각 단계의 불확실성 계량화 결과이다.

Uncertainty

measure
Stage 평균 기반 방법

불확실성 평균

방법

누적 불확실성

방법

Range

Emission scenarios 17.26 255.67 30.61
GCMs 147.84 114.28 144.01

Downscaling

techniques
20.3 192.39 66.89

Hydrological model 8.16 241.51 22.03

Total 193.57 803.85 263.54

Maximum entropy
Emission scenarios 2.85 5.54 2.63

GCMs 5 4.66 2.44

표 2.30 불확실성 계량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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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계량화 방법과 달리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

실성이 가장 크고 GCM의 불확실성이 가장 작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첫 번째 방법으로 계량

화한 주변 불확실성과 순차 불확실성의 경우 GCM이 가장 크다. 한편 누적 불확실성을 기반으

로 순차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제안 방법은 주변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크게 측정한다.

불확실성 측도에 따라서는 불확실성 계량화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데, 이는 불확실성

측도의 선택에 따라 각 단계별 불확실성의 상대적 크기가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

만 최대 엔트로피의 경우 범위나 표준편차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최대 엔트로피로 순

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경우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GCM의 불확실성보다 커지는데, 이

는 범위나 표준편차를 측도로 선택한 경우와 다르다.

③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특성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하여 기업, 시민, 전문

가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 체계를 의미하며(Kooiman,

1993), 이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한다(Peters and Pierre, 1998, Rhodes, 1996). 거버넌스는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에게 의사결

정의 권력을 분배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선호에 응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써

민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을 저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학습을 통해 체계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며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Adger et al, 2007), 적응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버넌스의 요구를 증대시킨다. 즉 기

Uncertainty

measure
Stage 평균 기반 방법

불확실성 평균

방법

누적 불확실성

방법
Downscaling

techniques
3.01 5.19 0.41

Hydrological model 2.1 5.48 0.09

Total 12.96 20.87 5.57

Standard deviation

Emission scenarios 8.63 71.93 15.3

GCMs 57.15 41.79 48.8
Downscaling

techniques
10.15 64.52 8.3

Hydrological model 4.08 72.4 0.41

Total 80.02 250.64 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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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의사결정은 여러 한계를 노정

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와 민간주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가 더욱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 간, 부문 간 관리 및 조정을 통해 적응정책을 효과적

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Termeer et al, 2011). 특히 공간적 측면

에서 지역 적응 거버넌스(Local Adaptation Governance)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상황

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정책실험과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

고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이점이 있다. 거버넌스 내에서 지역사회

의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의 공동

생산(co-production)을 지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한다(Lim et al,

2004). 적응 과정이 다주체, 다부문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과 조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IPCC,

2014)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섭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Corfee-Morlot et al, 2011).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참여성

강화 노력은 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정부의 역할 및 구

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성찰,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

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처럼 거버넌스 내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그간 위원회와 협의회 등 여

러 적응 거버넌스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적응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참여성에 대

한 평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일련의 지표들을 고찰하여 참여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적응

거버넌스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토대가 되는 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등

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림 2.147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주체와 역할

자료: Lemos and Agrawal, 2006; Knieling and Fil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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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 거버넌스 참여성 측면

Stoker(1998)는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개방성(openness), 참여성(participation), 협력

(cooperation)을 강조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주어 대의민

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참여성은 명확한 참여기제를 확보하

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숙

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UN-HABITAT의 ‘UGI(Urban Governance Index)’을 들 수 있다. 동 평가지표는 지역 차원

에서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고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즉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

안되었으며, 과정(processes), 제도(institutions), 관계(relationship)에 중점을 두고 4개의 하

위지표(효과성, 형평성, 참여성, 책임성)로 구성, 각 지표는 UN-HABITAT에 의해 ‘굿 거버넌

스(good governance)’로 평가되는 핵심 원칙에 근거한다.

고재경·황원실(2008)의 연구는 환경거버넌스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

내외 다양한 거버넌스 평가지표의 탐색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환경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관련 행위자의 참여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상

호작용과 파트너십 수준 등 거버넌스 과정 측면에서 평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환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자본,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역량,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에 관

한 하위지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환경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영향(반영도), 의견수렴 기제와 참여적 의

사결정 방법의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산하에 수자원거버넌스프로그램(Water Governance Progremme)

을 두고 개도국의 수자원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도록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 지표는 열

악한 수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거버넌스의 효과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으로서 행위

자와 제도(actors and institutions), 거버넌스 원칙(governance principles), 성과

(performance)로 분류하고, 하위지표로써 관련 제도와 이해관계자 분석, 거버넌스의 투명성-책

임성-참여성(Transparency-Accountability-Participation, TAP), 수자원 공급, 계획, 역량

개발(allocation and delivery, planning, 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기능성(functions)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참

여성 측면에서 평가의 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제하고, ‘제도

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참여 기제를 확보하고 있는지’, ‘누구를 참여시키고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지’를 핵심지표로 제안하고 있다.

구분 항목 주요 지표 상세내용

UGI 효과성 지방정부 수입 및 지출
재원의 현황 및 분포, per

capita, 2-3년 평균

표 2.31 로컬 거버넌스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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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주요 지표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기준

공표

공공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조사 현황

지역(도시) 미래비전
미래비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형평성

시민헌장
기초적인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 공표

공공부문 여성진출 현황
의회 및 정부기관 내

여성인력 비율

수자원 가격정책
빈곤감소적(pro-poor) 수자원

가격정책 여부

소상공인 배려정책
무허가(informal) 소상공인

배려 정책 유무

참여성

의회 및 단체장의 선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출

여부

투표율 지난 선거의 남녀 투표율

공론장
의회와 지역사회 내 공론기제

마련

시민단체 활성화 정도 인구 1만명당 시민단체 수

책임성

예산 등 공표, 감사
공개 여부와 정보 접근성,

독립적인 감사 시행

반부패 반부패 위원회 운영

응답성 민원처리

TUGI

참여성

분권화 정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공공영역의 비정부 부문 기여

법치 수준
법규의 정확성, 공정성, 형평성

반부패 수단의 효과성

투명성
예산, 공공계약의 투명성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접근성

응답성

지역사회 수요 충족

민원 및 고충 등의 처리방식

공공인력의 응답성 제고 훈련

합의지향성 공적결정의 합의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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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① 깊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개발 및 적용

㉮ 시범유역 선정 및 자료 분석

3세부 과제는 한강유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였지만, 본 세부는 다른 세부과 제와 공학적 기

술 성격이 상이해서 여러 가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유역

구분 항목 주요 지표 상세내용

지역사회 자문과 토론 촉진

형평성
공공서비스의 접근 형평성

의사결정 집단 내 여성 비율

효율성과 효과성
관리기법의 현대화

행정 및 절차의 개혁

책임성
분권화 및 권한 위임 수준

민원과 고충의 해결 수준

전략적 비전
종합적, 부문별 개발의 비전

빈곤퇴치 비전

LE21

정책적 개입
지자체와 의회의 지속가능발전

개입 정도
재원 및 인력 지원 현황

책무와 관계성
각 행위자들의 책무 수준과

관련 정책의 관계 수준

지방정부, 의회, 교육기관,

경제부문(기업),

시민사회(사회단체, NGOs)의

지속가능발전 과정 개입 정도

권한부여 전략

참여적 접근 기제
회의, 공청회, 포럼, 워크숍,

설문조사의 정례화 수준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
교육의 형태(워크숍, 브리핑,

회의 등)와 정보의 제공 수준

지방정부의 의사소통 전략 미디어 활용 정도

계획-집행-평가 계획-집행-평가의 관리

계획수립, 기간, 비전,

우선순위, 이행수준, 파트너십

수준, 평가정보의 활용 등

*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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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등의 구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충청남도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였고

차차 타 기후변화 취약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중에서도 최근에 가뭄을 극심하게

겪었던 서해 수계를 시범유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총 8곳으로 보령, 서산, 부

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그리고 당진이다. 또한 충청남도와 기후변화 적응 및 수자원 정책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선도지자체 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항목 주요 지표 측정 상세내용

신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도

Likert 5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책

리더십,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수준

네트

워크
이해관계자 간 협력 정도

지방자치단체, 기업,

환경단체, 언론 간 협력 수준

환경 관련 민간 공모사업

비율

환경

규범

환경규범 준수, 위반 정도

환경의식 및 환경활동 참여 집회참여, 단체활동, 기부

행정

역량

리더십의 관심
공약 및 단체장의 우선순위

표명

환경공무원의 비중 및 전문성 명, % 전담인력 지표

환경 예산 원, %
재정자립도, 관련 예산액 및

비중

제도

역량

부서 간 협력 기제
계획 및 환경관리 부서 간

정례회의 등

환경 조례 및 지침 조례 유무 및 제정 건수

참여

기제

주민참여조례 및 예산 건수, %, 원
조례 제정에서 참여 비율,

예산 및 프로그램 운용률

공식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정례화 여부 및 연간

개최횟수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동
간담회, 포럼, 워크숍, 협의회

등 개최횟수 및 실적

정책과정 단계별 참여

Likert 5점

정책 각 단계별 참여수준

참여에 따른 의견수렴
참여과정의 의견수렴 및 숙의

정도

표 2.32 환경 거버넌스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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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 충청남도 서해수계 (충청남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5)

또한 시범유 역의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시범유역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와 관련한 법정 수자원

관리계획 및 자체 관리계획 등을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학술기사 및 연구보고서

약 10편을 확인하였다. 여러 자료 중에 두 수자원계획(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충청남도 장기

종합계획)과 지난 2012년에 끝난 연구단인 CCAPH-K의 물수지분석자료를 시범유역 중심으로

항목 주요 지표 측정 상세내용

참여의 결과 정책반영 참여 결과 정책반영 정도

정보

접근

환경정책 공개수준
정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표 수준

환경오염 정보 접근성 환경오염정보의 공개 수준

환경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량

배양

거버넌스 역량배양 교육 민간 역량배양 교육 기회

민간 지원의 효과성

행·재정 지원에 따른

환경거버넌스 역량 증진

기여도

민관협력사업 평가
민관파트너십, 환경사업 평가

실적

자료: 고재경 외(2007) 재구성,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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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분석마다 물 부족지역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충

청남도 수장기의 경우, 공간적 분석단위가 행정구역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제시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물부족지역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수측면에서 접근시 국가수장기의 경우

생공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충청남도 수장기의 경우 생

활용 정수, 공업용 정수 그리고 공업용 원수 3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를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149 국가수장기, 충남수장기, CCAPH-K 물수지분석 비교

충청남도의 물수급체계를 파악하였다. 전체 물수급체계를 행정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물을 공

급하는 시설별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대안들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기 위해 단위유역별로 물수급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물수급 네트워크망을 도식화 하였

다.

그림 2.150 충청남도 물수급 네트워크망

㉯ 기후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기술 시범 적용 (실물 옵션)

보령댐의 가뭄 저감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Real Option (실물 옵션)이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물 옵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들의 단위를 금액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우선 갈수피해액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위해 일본의 용수용도별 갈수피해액

산정기법(한국수자원공사, 2003)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실제로 기록된 보령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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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저수위 자료 중에 심각단계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2014, 2015년이었기 때문에 두 연도별

갈수피해액을 (정상 용수공급량 – 심각단계 이하 용수공급량)*보령시 용수공급단가*제한급수

일/365 식으로 계산하여 각각 164억원, 14.3억원으로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실물 옵션을 시범 적용할 가뭄 저감 사업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누수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뭄 대비 긴급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제시하였다. 공사비용의 경우 약 218억원이 발생하며, 피해 저감 효과로는 연 공급

량이 약 5백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금액으로 변환시 연간 37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실제로 진행된 도수로 공사사업을 선정하였다. 공사비용의

경우 약 625억원이 발생하며, 피해 저감 효과는 가뭄 발생시에 약 42백만톤을 매년 공급 가능하

다. 이를 금액으로 변환하면 연간 310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의 비용 분담 방안 (2016)에 따르면 도수로 공사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90억원 발생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실물 옵션 방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구축하여 가

뭄 저감 사업의 다양한 조합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151 가뭄 저감 사업에 따른 의사결정나무 구축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제시하기 때문에 5년씩 총 15년의 의사결정

나무를 구축하였다.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간별로 2~3개의 의사결정가지가 발생하며, 실물 옵션

을 고려하여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확률을 산정하였다. 실물 옵션 방법 중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보령댐에 시범 적용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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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 이론별 B-C 결과 비교

전통적인 경제성분석방법인 DCF (현금흐름할인법)으로 B-C를 계산한 결과 도수로 공사사

업은 약 –132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경우

약 174억원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불확실성 요소인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

시에 도수로 공사사업은 B-C 값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의 경우 오히려 약–

165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실물옵션방법을 이용하여 판

단하였을 때, 도수로 공사의 경우 약 –896억원까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유수율제고사업의 경우 그대로 약–165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사업

이라고 판단 할 수 있었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기술 시범 적용 (로버스트 최적화)

로버스트 최적화(Robust Optimization)는 불확실성(Uncertainty)하에서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이다. 로버스트 최적화는 목적함수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 그에 대한 효과를 최소화 시켜

목적함수의 변동을 줄이는 방법이다. 로버스트 최적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1) Probabilistic

RO (Robust Optimization) (2) Non-probabilistic RO로 나뉜다. (L Pan et al, 2015).

Probabilistic RO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갖는 변수의 확률분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불확실성 하에서는 변수의 분포를 추정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SP (Stochastic

Programming)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Non-probabilistic RO는 불확실한 변수의 확률분포를 모른다고 정의하며, 의사결정자가 정한

Uncertainty Bound 안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최적화하는 Minmax programming 방법을 사

용한다(A Ben-Tal et al, 2009). 이를 수자원 문제에 적용한 예로는 Housh(2011)와 Pan

(2015)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지나치게 큰 보수성을 띄

게 된다는 점과 수자원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자원 문제, 특히 댐 운영 방법 산정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변수인 유입량의 Uncertainty Bound을 정의해야 하나 깊은

불확실성 하에서 유입량의 Bound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수자원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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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기술공정의 불확실성(A Ben-Tal et al, 2009)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Pan(2015)의 사례에서는 유입량의 Uncertainty Bound를 정의하여

Non-probabilistic RO를 적용하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여러 분포들을 가정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babilistic RO의 방법이 수자원 문제를 적용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Probabilistic RO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1)

Penalty Function을 이용하는 방법 (2) High Order Moments (분산 등)를 이용하는 방법 (3)

기타 다른 RO Term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P A Ray, 2010). (1) Penalty Function을

이용하는 방법은, 목적함수가 원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에 대한 Penalty를 부과하는 방법

이다. 이는 Soft Constraint 조건이 된다. (2) High Order Moments (분산 등)를 이용하는 방

법은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Term의 High Order Moments를 목적함수에 포함시키는 방법

이다(J M Mulvey et al, 1995). 이러한 방법들은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가 위험을 기피

하는 양상을 나타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량의 차이를 줄이며 이수기말(6월 말) 댐의 목표 저수량을 일정 수

준으로 유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로버스트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적화의 목적이 그 자

체로 Penalty Function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High Order Moments를 추가한

로버스트 최적화 과정과 그렇지 않은 일반 최적화 과정으로 각각 댐의 운영방법을 산정하여 이

를 비교하였다.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최적화 목적함수

- 로버스트 최적화 목적함수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한 수요량과 유입량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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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생공용수

(계약량, CMS)

하천 유지용수

(CMS)

농업용수

(CMS)

실수요량

(CMS)

10월 2.65 0.36 0 3.01

11월 2.65 0.36 0 3.01

12월 2.65 0.36 0 3.01

1월 2.65 0.36 0 3.01

2월 2.65 0.36 0 3.01

3월 2.65 0.36 0 3.01

4월 2.65 0.36 0.27 3.28

5월 2.65 0.36 0.6 3.61

6월 2.65 0.36 0.36 3.37

표 2.33 보령댐 용수공급 지역 실수요량 (보령댐 가뭄 대응 SOP(안), 2015.10)

　항목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CMS) 2.12 0.74 0.74 0.64 0.98 1.08 2.22 2.77 3.72

 표준편차(CMS) 2.96 0.77 0.90 0.56 0.96 0.88 2.10 2.65 4.00

표 2.34 보령댐 지역 과거 유입량 (1998-2015, WAMIS)

최적화 과정의 계산은 SDP (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였다. SDP는 수

자원 분야에서 저수지 모의 운영을 통하여 저수지의 최적 운영 방법을 도출해내는 대표적인 방

법으로, Stedinger(1984) 이후로 많이 사용되어 온 계산방법이다. 본 계산과정을 통하여 도출해

낸 최적 운영방안으로 500년 유입량 생성자료로 평가하였으며,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총 500

년 중 9개년에서 로버스트 최적화 방법을 통해 산출된 운영방안이 더 우세함(용수공급량 부족

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평가 자료는 기존 유입량 자료와 평균과 분산이 비슷

하기에, 평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비정상(유입량의 분포가 변화하는 상황) 하에서 로버

스트 최적화 방법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4차년도에 로버스트 최적화 방법 및 평가 방법을 발전시켜 기후변화의 비정상성 하에서 댐

운영 방안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여러 사례에 바로 적용할 수 있

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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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용수공급부족량의 차이

②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불확실성의 계량화, 저감 및 통합 연구

㉮ 배경

기존의 불확실성 저감 기술은 크게 (1) 주로 가중치 부여 방법을 개선하여 표준오차를 감소시

키는 새로운 미래 전망값을 제시하거나 (2) 미래 기후·수자원의 분포를 전망하는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불확실성 저감 기술은 다중모형 앙상블 선택

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특정 모형의 다중모형 앙상블 포함 여부에 따라 전

망 및 불확실성 계량화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여러 전망 결과 중 최적의 전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미래 기후·수자원은 그에 대한 실제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 결과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존재한다(Gay and Estrada, 2010).

이에 연구진은 보다 강건한 분포 추정 방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대 엔트로피 원리

(maximum entropy principle)를 이용한 방법이다.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다중모형 앙상블의

정보 중 일부의 합의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제약조건 하에서

엔트로피를 최대로 하는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다중모형 앙상블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연구자, 의사 결정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정보들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과도하게 현재 정보에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이와

달리 기후변화 연구자, 의사 결정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미래 기후·수자원의

분포를 전망하고 불확실성을 계량화하여 현재 정보 수준에 가장 적합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게

된다.

㉯ 최대 엔트로피 방법

엔트로피는 주어진 확률분포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정보이론에서 널리 사용된다. 확

률밀도함수 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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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2.17)

어떤 사건 에 대하여 만약 가 작다면 이 사건은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이 발생했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크지만, 가 크다면 이는 잘 일어나는 사건임을 뜻

하므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log는
사건 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log의 기댓
값인데, 이는 우리가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확률분

포의 엔트로피가 크다는 것은 확률분포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뜻

하며 이는 확률분포가 불확실한 분포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확률분포를 찾는 방법이고,

이 때 얻게 되는 분포를 최대 엔트로피 분포라 한다. 미래 기후·수자원 전망에서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합의된 수준의 정보만을 반영한 가장 불확실한 분포

를 추정하여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미래 전망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 엔트로피 분포 추정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ax log (2.18)

subject to    … (2.19)

and    (2.20)

이는 다음의 Lagrangian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

 log  
  



   (2.21)

Lagrangian 함수의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일차 미분이 0과 같다는 방정식을 풀게 된

다:




 log

 



  (2.22)

이를 풀면 최대 엔트로피 분포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exp
 



 (2.23)

제약 조건은 현재 합의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를 지정하면 최대 엔트로피 분

포는 유일하게 결정된다. 예컨대 미래 수자원 분포의 평균을 현재 가지고 있는 다중모형 앙상블

의 평균이라고 합의하고, 분산 또한 다중모형 앙상블의 분산과 같다고 합의한다면 이때의 최대

엔트로피 분포는 평균이 다중모형 앙상블의 평균이고 분산이 다중모형 앙상블의 분산인 정규분

포(normal distribution)가 되게 된다. 혹은 미래 수자원 분포의 범위만을 합의한다면 최대 엔

트로피 분포는 합의한 범위 안에서의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가 된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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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2.24)

여기서 min,  max

- 평균 + 분산

, 




  (2.25)

여기서 


  



,   


  






- 평균 + 평균절대편차

, 




  (2.26)

여기서 


  



,  


  





위 제약 조건 각각에 대하여 최대 엔트로피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범위: 다음의 확률밀도함수를 가지는 균등분포




≤≤ (2.27)

- 평균 + 분산: 다음의 확률밀도함수를 가지는 정규분포



 exp 

 (2.28)

- 평균 + 평균절대편차: 다음의 확률밀도함수를 가지는 라플라스분포(Laplace distribution)



 exp  

 (2.29)

미래 기후·수자원의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추정한 후에 해당 분포의 엔트로피를 불확실성으

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이 제안한 방법론은 특정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산출될

수 있는 불확실성 중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 실제 자료 적용

연구진이 제안한 불확실성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불확실성 분해를 수행하였다. 불확실성 분해

는 2차년도에 연구진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지역은 소양강댐 유역으로 기간은 2030년에서 2059년이다. 연구진은 이 기간의 평균 유

량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이 고려한 배출 시나리오,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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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Model (GCM), 수문 모형(hydrological model)은 이래의 표와 같다. 고려한 시나

리오가 2개, GCM이 7개, 수문 모형이 1개이므로 총 14개의 전망이 산출된다.

단계 모형

배출 시나리오 RCP4.5, RCP8.5

GCMs
ACCESS1.0, ACCESS1.3, CanESM2, CNRM-CM5,

GFDL-ESM2G, HadGEM2-AO, MPI-ESM-MR

수문 모형 IHACRES

표 2.35 전망에 사용된 모형

최대 엔트로피 분포 추정을 위한 제약조건으로는 (1) 범위, (2) 평균과 분산, (3) 평균과 평균

절대편차를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14개의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소양강의 미래 수자원 분포를 추정한 결과이다. 기

존의 밀도함수 추정방법 중 하나인 커널 밀도함수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결과와 평

균, 분산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 엔트로피 분포, 평균, 평균절대편차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대

엔트로피 분포가 나타나 있다. 커널 밀도함수 추정 결과를 보면, 다중모형 앙상블 전망 결과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여러 모형의 전망 결과 중 최솟값이 1,444인데 이 값은 다른 전망

결과와 크게 차이난다. 하지만 이 전망 결과로 인하여 커널 밀도함수 추정은 1,444 근처에 상당

한 부분의 확률을 할당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결과를 산출하는 모형을 제외한다면 사라지

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던 모형의 선택에 따라 분포 추정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연구진이 제시한 최대 엔트로피 분포는 다른 모형들과 동떨어진 모형을 포

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추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개의 모형 결과는 제약

조건에 크게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그림 2.154 소양강댐 미래 유량 분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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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년도에 연구진이 개발했던 불확실성 분해 기술에 최대 엔트로피를 불확실성 측도로

적용하여 불확실성 분해를 수행하였다. 엔트로피의 성질에 의하여 불확실성의 분해 결과는 항상

양수가 되며, 따라서 불확실성 분해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통

합 불확실성 분해를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3개의 제약 조건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전체 불확실성의 60 ~ 80%, GCM의 불확실성이 20

~ 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방법론이 제약 조건의 선택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일관된 결과를 도출함을 시사한다.

한편 확률밀도함수의 커널 추정치의 엔트로피는 3.396으로 최대 엔트로피의 엔트로피보다 상

당히 작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안한 방법론이 미래 기후·수자원의 분포를 추정함에 있어 더

불확실한 분포를 추정하며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평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단계
제약조건

범위 평균 + 분산 평균 + 평균절대편차

배출 시나리오 4.512 (69.93%) 4.237 (78.02%) 5.512 (86.08%)

GCMs 1.940 (30.07%) 1.194 (21.98%) 0.891 (13.92%)

합계 6.452 (100%) 5.431 (100%) 6.403 (100%)

확률밀도함수 커널 추정치의 엔트로피=3.396

표 2.36 소양강댐 미래 유량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 분해

③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 한국형 CIG 모형 개발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mitigation)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필요성에 주목해왔으

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적응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데 이어 新기후체제 합의(2015 Agreement) 도출을 통

해 각국의 자발적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를 강조해왔

다. 우리 정부 역시 2010년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에 이어 각급 지자체에서도 적

응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

이 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적응계획들이 중앙정부의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과 더불

어 기후변화와 그 영향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촉진의 오

랜 요구에도 불구하고(UNFCCC, 1992) 현행 계획과 조직은 이를 담보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

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

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도래하는 새로운 적응계획의 수립

에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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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사

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CIG(Climate Impact Group) 모형을 구축하고 충청남도에 이를 시험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현행 지자체 적응 현황을 개선․보완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IG 모형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 계층별,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적응 협의체

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다.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1960년대 이래로 기술 중심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공공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관

리(Environment Management)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기

술에 대한 회의론에 국한되었던 이해관계자 참여는 점차 지역의 정보와 지식 습득 및 활용의 중

요성에 주목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범화·제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권리

(right)’로서 의사결정의 중대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및 평가와 환경 관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학습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eed, 2008). 환경 문제의 다층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감안한다

면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자원과 가치의 공유가 필수적이며(Mostert et al., 2008) 이해관계자

의 참여를 통해 다층적 의사결정 내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기후변화적응 분야 역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IPCC 제4차 보고

서는 이해당사자 간 자발적 동의(voluntary agreements) 또는 이해당사자의 포섭

(involvement)을 통해 지식, 자본, 재화 등의 원활한 교류가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관련 기술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 즉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의 적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포섭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취약

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적응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IPCC, 2007).

IPCC 제3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climate-change impacts, adaptation,

vulnerability, CCIAV)에 관한 의사결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 되어왔고 특히 전문연구 인력과 이해관계자 간 긴

밀한 협조가 핵심으로 부상하였다(Cohen, 1997; Hanson et al., 2006; IPCC, 2007). 이 경우

기후변화적응 평가 및 의사결정에 있어 기존 전문연구 인력 중심에서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어 문제의 인식, 대안 제시 등 분석과 이해의 전문성을 높여주며 의사결정

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공동의 문제 인식

을 용이하게 하여 취약점과 적응 현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UNDP, 2004; OECD, 2008). 또한 다양한 수준(multi-level)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상호

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

인 적응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Jacobs, 2002; McKenzie Hedger et al., 2006). 따라

서 기후변화적응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핵심적이다. 기후변화적응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는 현재와 미

래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적응을 도출하도록 참여가 요구된다(Jones, 2001).

유엔개발계획에서는 성공적인 적응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 ‘기후변화적응 정책 프레임워크(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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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Policy Framework)’의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및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UNDP, 2004).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정의

기후변화적응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이해(interest) 또는 관심(concern)에 영향을 받

으며 동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Glicken, 2000). 이해관계자

는 조직의 행동, 목적, 정책에 영향을 받고(Post, 2002),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Hemmati, 2002), 이해관계자의 지지(support) 없이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Freeman et al.,

1983). 즉 이해관계자는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 있어 ‘적법한’ 이해(interest)를 가지며 의사결

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이해관계자의 기대, 태도, 요구를 이해하고

(understanding)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Bourne, 2007).

기후변화적응에서 이해관계자는 개인들, 집단들, 정부 · 비정부기구, 기타 관련 네트워크로 이

루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규정을 통해 적절한 형태의 적응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정책입안자, 과학자, 행정가, 지역사회, 경제 분야의 관리자 등이 해당되며 이런 맥

락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는 공공조직과 사적조직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UNDP, 2004). 기후

변화적응에서 이해관계자는 각 개인에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며 각 수준(level)에서

의 적응행위는 불가분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Adger et al., 2005).

수준(Level) 이해관계자(Stakeholders)

Local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기초자치단체

지방비정부기구(Local NGOs)

지역사회 및 대표자(Community Leaders)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

지역기업(Local Businesses)

Regional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

기업체(Business Groups)

National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

관계부처(Ministry of ― )

국가연구기관(National Research Institute)

Global 국제기구(UNEP, WHO, UNDP, WMO, World Bank, IMF, WTO etc.)

자료: UNDP(2004)

표 2.37 기후변화 적응의 이해관계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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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성공적인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즉 참

여의 목적과 논의되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참여의 방식이 요구된

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용시간과 자원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식,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 의

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등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UNDP, 2004).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와 정도 역시 관련 문제의 정의와 해결을 위

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Thomas, 1996; Few et al., 2007).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수용하는 ‘수동적

(passive)’ 수준에서 스스로 과정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자가운동(self-mobilization’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Pimbert and Pretty, 1995; UNDP, 2004).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에서 권한이 공정하게 재분배(redistribution) 되어 구성원의 ‘목소리(voice)’를 실

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Arnstein, 1969). 실제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준(구성원 정의 및 근

거)은 무엇인지, 참여 방식과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참여자와 그 관점이 대표

성을 보장하는지, 이해관계 및 가치의 충돌 하에 분명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지 등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다(Few, 2003; Few et al., 2007). 또한 많은 경우에 이해관

계자의 참여는 ‘예정된(pre-determined)’ 결론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되는데 이 경우 대표성과 적법성의 문제 및 결론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고

(O’neill, 2001),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파급력은 떨어지게 된다(Adger et al., 2001). 따라서 기

후변화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그 자체로 공정성과 공평함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과 구성원의

동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항목 세부내용

명확성(Clarity)

Ÿ 참여의 목적 및 방법과 수준

Ÿ 문제의 정의

Ÿ 가용 자원 및 정책 환경 파악

Ÿ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구조

과정의 이해

(Understanding of

Related Process)

Ÿ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참여

Ÿ 참여를 통한 과정의 효율성 증진

Ÿ 결정된 조치의 실행과 지지(support)

정보의 관리

(Management of

Information)

Ÿ 정보 활용의 민주성

Ÿ 정보 제공의 구분(differentiation)

Ÿ 충분한 사전 설명 제공

표 2.38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 188 -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존 모형의 한계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

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협력, 구성원의

역량 강화, 기후변화적응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관련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

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1)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지자체와의 소통

용이, 2) 지역사회 적응 노력의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 3)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사전

예방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명수정 외, 2012).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에 있어 각 이해관

계자의 명확한 구분과 역할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역할

국제적 환경기구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적응전략의 지원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 국제협약의 준수, 분야별 계획 수립 및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지방정부 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 및 대비

연구기관 및 대학 현재·미래의 취약성 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지역 비정부 기구 지역 내 조직의 대응 촉진, 조직 및 인력 강화

지역사회 구성원 보건·주거·교육 향상, 기후위협에 의한 취약성 완화 노력

표 2.39 이해관계자의 구분에 따른 주요 역할

항목 세부내용

지원 및 능력개발

(Support and Capacity

Development)

Ÿ 데이터 활용과 논의를 위한 교육과 지원

투명성

(Transparency)
Ÿ 이해관계자 정의 및 참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구축

(Trust-building)

Ÿ 상반된 가치와 이해의 존중

Ÿ 적절한 의사 개진 보증

시간 요인

(Time for the Process)
Ÿ 참여의 전 과정에 있어 충분한 시간 확보

피드백과 유연성

(Feedback and

Flexibility)

Ÿ 참여 과정의 유연성

Ÿ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Ÿ 분석과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공유

Ÿ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한 존중

자료: UNDP(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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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적응 노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실제로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적응계획의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계획과정 참여 수준

을 분석해보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활발했던 적응계획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위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진아·윤순진, 2014). 그러나 현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 및 조직들

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측면에서 볼 때 수동적․기능적 참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다

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이

해관계자 참여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김병민 외, 2016).

먼저, 협의체의 목적의식과 비전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한 협의체는

현안 해결과 갈등 조정을 위한 조직으로서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성격을 지닌다. 불분명

한 비전과 목적의식은 장기적인 사업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들

이 명목상의 참여 수준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 각 이해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협의체 내의 갈등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에게 상이하게 체험되므로 적응을

위한 조직, 예산, 참여도 등에 있어 주체 간 요구가 다르고 빈번한 갈등이 발생한다. 일례로 현

행 수자원 협의체의 경우 복수 이상의 지자체에 위치한 유역단위를 기준으로 조직되어 이해관

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각 이해관계자별 상이한 수준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의 차이는 곧 민주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이해관계

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협의체 내 이해

관계자의 역할이 ‘정보 제공’ 또는 ‘조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형식적 참여를 유발하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부 주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우려도 있다.

셋째로 협의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각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이

고 헌신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촉매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협의체 활동을 위한 적정 수

준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대다수 민간 중심 네트워크의 경우 법정조직으로 발전되

지 못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간부문 참여가 위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참여를 전제하는 제도적 기반 역시 취약함을 보인다. 현행 민―관협력 협의체는 설립과 운

영에 있어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정사항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과 추진력을 발

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하에 각 구성원(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은 모호해지며 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

든다.

끝으로 협의체 내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민간 주도

활동은 본질적으로 자생적, 헌신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협력 과정에서 자칫 정부 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인해 협의체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실정에 맞지 않은 법정계획의 맹목적

추진, 사업의 중복, 이해관계 조율 실패 등 지역 역량이 분산되고 구성원 간 소통이 부재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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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해관계자 모형(한국형 CIG)의 설계

여타 환경문제와 달리 기후변화의 영향은 문제 원인과 대책마련의 필수불가피성에 대해 민관

모두 폭넓은 인식을 공유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은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여지가 크고

(Gough and Shackley, 2001), 참여 수준과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대립이 잠재하는 가운데 거버넌스적 접근의 도입으로 제약을 극복하고 협력과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적응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치·행

정 수준에서의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적응의 주도, 주류화, 지속화를 위한 주요 참여자(그리고

지지자)와 부문별 정책 간의 수평적인 교류, 적응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정치적 수준, 효율적인

적응 이행을 위한 각 부문 및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들 수 있다(IPCC, 2014).

성공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모형의 설계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 출발한다. 정부

주도의 현행 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는 객체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동반자로서 주권적 지위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가 요구되며 참여의 권리와 책

임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 것으로(이승종, 2006), 기존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와는 차별되는 새

로운 거버넌스로의 이행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12). 앞서 설명했듯 기후변

화적응에서 이해관계자는 공간적 범주로서 지역, 국가, 국제수준으로 분류가능하며 각각 지방자

치단체, 중앙정부, 국제기구가 해당한다. 또한 각 범주 내에서도 민간, 공공(정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해관계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현재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적응

협의체는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NGO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보다 폭넓

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지역주민(또는 그 대표자)과 취약계층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형식적 소통의 단계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의사결정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전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변화적응의 수준을 계획에서 실질적인 이행의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측

면에서 계획과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

결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고 갈등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적응 계획의 정당성과 이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윤순진, 2014). 따라서 참여

를 보장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거버넌스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정부에 대응

책을 제시하고 계획의 추진을 독려하는 형태로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자 모델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의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및 한계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하여 3가지 조직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먼저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T/F’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기후변화적응 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되었

으며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도내 연구기관 및 각종 환경관련 네트워크 간 협의체이다. 이 T/F

는 지방정부 주도의 조직으로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인 한계를 가진다. 특히 중앙

정부의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면서 전문가 자문

수준의 ‘수동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 관련 협의 모형 중 수자원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도랑살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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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환경녹지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도랑살리기 추진

협의회는 관내 수생태계 복원 및 주민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을 총괄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윗물두레’ 등 관련 캠페인이 주민 주도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의 추

진,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녹지분과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법정위원회인 정책자

문위원회 산하 분과로서 기후변화적응 관련 현안 논의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운

영 중이다. 본 위원회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캠페인 전개, 환경녹지분야 주요 시책 구상, 도 환

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기존 기후변화적응 노력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T/F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관련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이

해관계자의 범위와 구성에 있어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가진

다. 기후변화적응에서 해당지역의 고유한 지식 체계를 활용하고 의사결정에서 적응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IPCC, 2014) 현재의 조직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개별 현안의 대응에 머무

르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될 필요가 있

다.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의 경우 도랑살리기 ‘운동’이 기본적으로 하천을 정화하고 생

태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고유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운동이 기초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면서 ‘민간 주도 – 정부 지원’의 원칙이 유지되

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예산편성 일정에 맞춘 사업 추진, 조경업자 일괄 위

탁계약 등 행정적 편의를 우선하는 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파급력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 내용의 이행에 있어 구속

력이 결여되어 민간 주도형 캠페인의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녹지분과위원회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 관련기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참여

의 외연을 확장하였지만 도랑살리기 추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고유한 노

력이기 보다는 환경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정위원회로서 운영되며,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지

방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자문위원 제안

사항을 관련 부서가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해관계

자가 통제력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수동적·기능적’ 참여에 머무르는 한계

를 가진다.

㉵ 한국형 CIG의 시험 적용: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

충청남도는 한반도 국토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육지와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과 직접 맞

닿아 있으면서 지표면이 해발 100m 미만인 저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한국의 3대 하천 중 하나

인 금강 수계 지역으로서 충청남도의 강수는 1971~2010년 동안 수량이 증가한 반면 평균 강수

일수는 감소하여 집중강우 형태로 변하였고 실제로 1990년대 재난·재해 피해액의 약 90%가 호

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0년대 들어 태풍, 호우로 인한 홍수피해와 대설피해가 급증할 만큼 한

반도 내에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다. 시도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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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물관리 분야 세분류의 부문별 취약성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와의 비교에서 수질 및 수생태 취약성(3위), 이수 취약성(7위)이 높게 나타나며 2020년에는 수

질 및 수생태 취약성(3위), 이수 취약성(4위)로 취약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물관리 분야 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피해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피해가 많아졌다고 인식하며, 물관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수

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53.4%), 효과적인 치수관리 시설물 조성(15.0%)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충청남도는 2012년 지역의 기후현황과 기후변화 영

향 및 취약성 평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

하였으며, 물관리 분야의 적응계획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목표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질 향상 및 수원확보 방안 마련

물수급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 마련 및 관리의 고도화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주요과제
수자원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방안 수립

수질환경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구축
대책

분야

및

세부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터링 대책
[중점] 수자원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4대 수계(금강 등) 유역 물통합관리 추진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 관리
[중점] 용도별 물절약 종합대책 수립

절수형 물이용 장치·시설 보급 계획

대책

분야

및

세부과제

안정적 수자원 확보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안정적 지하수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지하수 보전관리 및 오염예방

대체 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중수도 확충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생태계 건강 조사 및 복원 계획수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자료: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2012)

표 2.40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분야 계획 현황

2012년 기 수립된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

약성 및 평가방법을 원용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하향식(Top-down) 계획의 수립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

되어 지역의 수요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의 지식과 자원의 활용이 중요

함에도 그 활용에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하는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확대하고 향후 도래하는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협의회는 기후변화 적응의

여러 분야 중 특히 충청남도가 취약한 물관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며 이해당사자의 자발

적 동의와 포섭을 통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적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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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자

원과 가치를 공유하며 다층적 의사결정 내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균형 잡힌 대안의 도출을 목적

으로 한다. 즉 지역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상충적 이

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CCIVA)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기존 전문연구인력 중심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의 증진과 신뢰 구축은 지역사회 적응노력의 결과에 대한 책

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적응기술의 사회구현에 공감하고 적응을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의 필요성에 부

응하여 기후변화적응기술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기후변화이해관계자그룹(Climate Interest

Group, CIG)’을 구상하였다. 이는 기존에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행되던 전문연구 영역으로서의

기후변화적응기술을 지역사회에 활용·정착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응계획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의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형 CIG

구상

사전

논의

기후변화적응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연구 및 적용의 필요성

설명

충청남도 관계자 및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연구협력 논의

기후변화적응

협의회 구축

시도

협약

체결

충청남도 시범지역 선정, 연구 협약체결(MOU)

수자원 분야 적응에 집중한 연구협력 논의

연구

회의

지방정부, 산하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회의 진행

충청남도에 적용할 CIG 모델 구체화

협의회

공식화 및

제도화

계획에의 적용

성과

도출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 구성 운영규정 마련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 조직 구성

성과

적용

충청남도 이해관계자 참여형 CIG 모델 구현 및 활용

한국형 CIG 모델로서 적용가능성 탐색

표 2.41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 구축 과정

㉶ ‘한국형 CIG(Climate Interest Group)’ 구상(2016년 4월 ~ 6월)

충청남도와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먼저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에 공

감하고 관련 연구 및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현행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수동적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도래할 계획의 수립에 있

어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화적응기술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기후변화적응협의회 구축 시도(2016년 7월 ~ 10월)

한국형 기후변화이해관계자그룹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적응

계획을 수립하려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반영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기후변화적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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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매월 연구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황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적응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협력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축을 위해 먼저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관련 협의회의 운영현

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의 측면에서 ‘수동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특화되지 않고 기존 계획의 일부분으로 머무르는 한

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를 광의적으로 정의하여 가능한 많은 조

직과 자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며, 협의

회 구성원이 ‘거수기’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자가운동

(self-mobilization)’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광의적으로 충청남도 기

후변화적응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구분 협의회 구성원

지방정부
충청남도 물관리 주관부서 및 지자체 물관리 부서 공무원
Ÿ 충청남도 물관리 정책과
Ÿ 15개 기초자치단체 물관리 주관부서

유관기관
유관기관의 물관리 주관부서
Ÿ 금강홍수통제소, 금강유역환경청(지방기관)
Ÿ K-Water, 농어촌공사(중앙기관)

전문기관(학·연)
물관리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Ÿ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충남연구원)
Ÿ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비정부기구
(NGOs)

기후변화 및 수자원 분야 관련 시민단체
Ÿ 충남환경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물포럼코리아 등

지역사회구성원
시·군 추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Ÿ 시군 이통장협의회
Ÿ 기타 시군 주민대표

산업체
관내 산업 및 농업용수 대수용가(사용자)
Ÿ 충청농공단지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화력발전소

외부자문단
관련연구기관 및 지역대학
Ÿ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표 2.42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의 이해관계자 정의 및 협의회 구성원

㉸ 기후변화적응협의회의 공식화·제도화 및 계획에의 적용(2016년 11월 ~ 2017년 12월)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을 공식화·제도화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수자원

분야)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본 협의회는 수자원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기후변화적응협

의회 모델을 실제 구현한 것으로서, 기후변화적응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협의

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화하여 충청남도의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구축된 협의회는 97명의 위원(유관기관 4, 전문기관 4, 시민단체 2, 지

역대표 3, 시군추천대표 60, 자문단 7, 시군공무원 15, 충청남도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은 관련

규정(「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수자원분야) 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게 된다.

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물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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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

표’ ‘이수 및 치수의 대안과 정책’ ‘수립된 물관리정책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논의하게 되며, 시·

군단위협의회(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위협의회(광역지방정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조직으로 구축되어 향후 기후변

화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수자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적응대책 평가 체계와 지표 제안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적응대책 평가 사례와 평가 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현재

국가 및 광역지자체 수자원 분야 세부사업의 인벤토리를 확보하고 유형을 분석했다. 국내 수자

원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사례와 방법론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국외 연구

사례는 다기준의사결정분석 방법론을 대책평가 또는 대안 도출에 활용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후회성(low-regret)이면서 가역적(reversible)이고

안전역(safety margins)을 포함하는 연성 해법(soft solutions) 중심의 로부스트 적응대책 수

립·실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평가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불확실성 평가방법론

의 정합성을 고려, 상향식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혼합 및 대안 접근법 등을 비교했으며, 집단의

사결정 방식을 비교·분석했다. 이 중 가장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를 통한 수자원 분야 내·외 기후변화적응대책 평가 사례와 평가 방법

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자원 부문 적응대책 평가항목을 계층화 구조로 설계했다.

2016년 11월 학계, 정부, 민간/시민사회의 수자원 분야 또는 기후변화 정책 분야의 전문가 24인

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시행했는데, 기후변화 피해저감, 물 이용, 홍수대책 등의 평가항목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55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항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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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6 AHP 설문결과

(라)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①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의 수정보완 및 고도화

㉮ 실물옵션을 이용한 수자원사업 의사결정기술의 수정보완 및 고도화

최근 수자원분야에서 해외에서 실물옵션분석을 다루기 위해 주로 의사결정나무가 사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령댐 도수로 사업에 적절한 3가지 옵션과 3가지 불확실성을 결정하여 의사결

정나무를 구축하였다. 3가지 옵션의 경우 첫 번째로 투자&운영 옵션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사

업의 착수를 미루는 연기 옵션,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포기 옵션이 존재한다. 도수로 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중단하거나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옵션을 기본으

로 한다. 불확실성의 경우 보령댐 생성유입량의 통계치를 통해 정상, 약한 가뭄, 강한 가뭄으로

구분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과 피해액을 통계치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157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실물옵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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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행되었던 도수로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KDI, 2016)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와 실물옵션-의사결정나무모형의 결과를 비교를 진행하였다. 두 결과의 차이가

약 1%였기 때문에 모형의 타당성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을 고려한 경우 도수로 사업에 대한 가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0%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흐름할인법은 해당 사업에 대해 경제

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옵션을 사용한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약

–14.5억원으로 옵션프리미엄이 약 937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158 실물옵션분석 결과

기존에 산정한 가뭄피해액은 물부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등에 따른 생활 불편등에 대한 간접적 가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통 비

용으로 정의하고 과소평가되는 옵션들의 가치를 보완하였다. 사업 진행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입력 자료(사업비, 불확실성(가뭄 발생 확률), 피해액, 그리

고 할인율)를 10%씩 증감하였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입력 변수는 사업비였고, 약 50% 감소

하였을 때 사업의 착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가뭄 확률의 경우, 극심한 가뭄에 대한 확률이

0.01이였지만, 약 2배 가량인 0.018이 되었을 때 사업의 투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2.159 민감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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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스트 최적화를 이용한 수자원사업 의사결정기술의 수정보완 및 고도화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SDP(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모형과 로

버스트 최적화를 결합시켜 Robust-SDP를 제안하였다. 기존수자원 문제의 SDP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저수지의 이산화된 저수량, 는 이산화된 유입량, 는 방류량, 는 최대

화하고자 하는 목적함수, 는 수요에 대해 부족한 물공급 부족량의 비율, 그리고  저수지가 이

수기말에 저수지가 목표저수량()을 얼마나 맞추는지에 대한 목적항(단, 가중치과 는

음수)이다.

 max

 

 ∀  and ∈⋯ (2.30)

   


  max


   


 (2.31)

물공급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공급이 부족한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을 줄이는 것을 로버스트 항으로 정의하였다. 수정된 로버스트 목적함수 는 아래와 같다. 
는 공급부족비율이 위에서 설정한 기준 보다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고, 는 의 발생

확률이다.

 



       ≤  

 ≤
 (2.32)

로버스트 최적화와 기존의 최적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가유입량을 생성하였다. 평가유입량

은 과거자료(보령댐의 1998-2016년도 월평균 유입량)를 바탕으로 월평균 유입량의 평균과 분

산을 아래 표와 같이 변화시켜가며 생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월평균 유입량을 로그정규분포에

적합하였다.

자료번호 1 2 3 4 2 3 4

자료구분 기초 평균감소1 평균감소2 평균감소3 분산증가1 분산증가2 분산증가3

평균 100% 90% 65% 40% 100% 100% 100%

표준편차 100% 100% 100% 100% 110% 125% 150%

표 2.43 생성된 평가유입량자료의 평균 및 분산의 원자료에 대한 증감 비율

생성된 평가유입량을 바탕으로 기존 SDP로 산출된 댐 운영방법과 Robust-SDP로 산출된

댐운영방법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공급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부족 비율(1st Objective,  )은 로버스트 최적화 과정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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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0 SDP와 Robust SDP 비교1

그러나 이수기말 목표저수량 달성비율(2nd Objective, )에서 그에 따른 trade-off가 발생하

였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두 목적함수항을 더해서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현재유입량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기존 SDP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유입량의 평균이 감소할수록

Robust-SDP가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2.161 SDP와 Robust SDP 비교2

㉰ 한국형 SVP 실현을 위한 모형 개발

Shared Vision Planning, SVP는 미국에서 개발된 수자원 시스템 계획으로서 경제, 환경, 사

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법이다. 기존의 수자원 계획은 대중들의 관심사를 반영

하지 않았으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많을 초점을 두며 권력이나 재력 등에 의해 수자원 관리가

불공정하게 수행되는 것을 탄생배경으로 한다. SVP는 전문가 집단, 이해당사자들, 환경단체 등

의 비정치적 구성원,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자원 계획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

의 기반으로 조화를 이루며 문제를 해결함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SVP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충청남도와 기후

변화 적응 물관리 협의회를 주최하며 2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소위원회는 보령댐

의 낮은 저수율로 인해 물부족을 겪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소위원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을 모형 개발에 참여시키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다.

1차 소위원회를 위해 개발된 모형은 보령댐에서 용수 공급을 받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각의 물부족 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모형을 통해 8개 지자체의 물부족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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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보령댐 유입량과 방류량이 입력자료로 사용되었으며 8개

시·군의 배분량은 충청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되었다. 행정구역별 수요량은 WAMIS에

서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모형을 통해 8개 시·군 각각의 물부족량을 산출할 수 있었

다. 이해당사자들은 모형을 통해 8개 시·군의 물부족 지수를 산출되기보다 보령댐 위주의 물부

족 지수 산출을 요구하였으며 용수 공급을 100%로 가정 후에 보령댐 취약성 분석을 요구하였

다. 또한, 절수가 필요할 시, 8개 시·군에서 동일한 비율로 보령댐 생공용수 공급 감량을 통한

분석을 요구하였다.

2017년 9월 21일에 진행된 1차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반영하였다. 2차 소위원회를 위한 모

형은 보령댐에서 8개 시·군에 지방상수원을 제외한 수요를 생공용수로 100% 공급 한다고 가정

후 보령댐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절수가 필요할 시, 8개 시·군에서 동일한 비율로 보령댐 생공

용수 공급을 감량하였다. 보령댐 중심의 모형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모형을 통해 물부족지수를

재산정 하였다. 2차 소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은 모형에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배분량을 계

획량이 아닌 실수요량으로 요구하였으며 8개 지자체에서 자료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림 2.162 Stella 모형 구축

②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비정상성을 고려한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연구

㉮ 배경

불확실성 분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제안되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총 불

확실성의 분해 결과는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측도(measure)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

다. 예를 들어, Lee et al. (2017)는 최대 엔트로피를 불확실성 측도로 사용했고 Kim et al.

(2017)은 표준 편차와 범위(range)를 사용했으며 두 연구의 결과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음에

도 매우 상이하였다. Lee et al. (2017)에서는 상세화 기법과 수문모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다타났지만 Kim et al. (2017)에서는 GCM이 가장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단계로 나타

났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전의 방법들이 모든 전망 자료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전망 값은 매월 제공되지만 이전 방법에서는 개별 전망 값 자체 대신 전망 값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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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전 방법은 연간 변동을 고려할 수 없다. 이는 미래 기간 동안 전

망 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불확실성을 계량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분석에서 관측된 값을

사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후 전망은 과거 기관과 미래 기간의 두 기간으로

구성된다. 과거 기간에는 관심있는 기상/수문학적 변수의 관측 값뿐만 아니라 전망 값도 있지

만, 시나리오 기간의 전망 값만 있다. 이전의 방법들은 과거 기간 동안의 관측 값과 전망 값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차년도 본 연구진의 목적은 과거 자료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불

확실성 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베이

지안 방법은 복잡한 형태의 자료와 가정을 명확한 구조를 통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

된 베이지안 방법론은 몇 가지 지점에서 통합 불확실성을 분해하는 이전의 방법들을 개선하였

다. 첫째, 전망 값의 분포를 가정하므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위한 측도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배포 가정은 전망 값으로 점검 할 수 있다. 둘째, 연간 변동뿐만 아니라 평균 변동

의 변화를 모델링 할 수 있어 자연 변동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모형은 과거 기간의 전망 값과 관측 값을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 베이지안 불확실성 분해 모형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기하는데 4차년도에서는 전망값 뿐 아니라 과거의 관측값을 사용

하며 이를 로 표기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모형 조합은 또는 로 표기한다. 과거 기간 동안

는 관심 있는 기상/수문 변수의 t시점에 대한 모형 조합 w에서 산출된 전망 값이다. 여기

서 ∈




인데, 과거 기간의 전망에는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형 조합은 2

번째 단계에서부터 K번째 단계까지의 모형으로 이루어진다. 시간 t에서 관측된 변수 값을 

로 표기한다. 유사하게 우리는 모형 조합 ∈




가 사용된 미래 시점 t에 대한 전망 값을

로 표기한다. 우리는 미래기간 동안 변수의 참값인 를 관찰하지 않는다.

제안한 베이지안 모형은 Buser et al. (2009)의 모형과 유사하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기간

사이의 모형 편차의 부가적인 변화 및 두 기간 간의 모형 분산의 승수 변화와 같은 식별 할 수

없는 모수를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였다. 우리는 모형의 물리적 의미를 제공하기보다는 전체

불확실성을 분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수정을 수행하였다. 모수에 조건부로, 모

든 관측 값과 전망 값은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른 것으로 가정한다:

∼
 ∈ (2.33)

∼
  ∈ (2.34)

∼
 ∈ (2.35)

여기서 t는 시간 변수로 과거와 미래 기간 각각의 가운데 연도가 0이 되게 이동시켰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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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과거 기간이 1970-2000이라면 1985에서 t가 0이 되게 하였다. 는 과거 연도의 집합이

며, 는 미래 연도의 집합이다. 시간 변수를 가운데 연도로 맞추었기 때문에 와 는 각각

과거와 미래의 가운데 연도에서 변수의 평균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 자연 변동성을 나타낸

다. 는 시간적 선형 경향이다. 는 과거 기간과 미래 기간의 분산이 변하는 정도이다.

와 는 각각 과거 기간의 모형 조합 w와 미래 기간의 모형 조합v이 유발하는 평균

과의 편차이며, 
과 

은 모형 조합의 분산이다. 우리는 
과 

를 독립적인 모수로 다루지

않을 것이며, 와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

한다.

여기서 
 은 k번째 단계의 i번째 모형의 분산을 나타내며 는 모형의 편차를 나타낸다.

즉, 모형 조합의 분산과 편차는 각각 조합을 구상하는 모형들의 분산 합, 편차 합과 같다.

우리는  
    는 미래와 과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과거 기간 자

료의 정보를 미래 기간에 가져오기 위함이다.

㉰ 베이지안 불확실성 분해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은 시간 경향성이 제거된 미래 전망 값의 분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det, ∈





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혼합정규분포이다.

 






 (2.36)

우리는 통합 불확실성을 f(y)의 분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7)

여기서 


이다. 그런데 앞에서의 가정에 따르면 통합 불확실성은 다

음과 같이 분해된다.



 





















 (2.38)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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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이고, 이는 k번째 단계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 불확실성은 개별 단계의

불확실성과 자연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합이 된다.

㉱ 베이지안 모형의 사후분포 추정을 위한 MCMC 알고리즘

여기서는 제안한 베이지안 모형의 사후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Monte Carlo Markov Chain

(MCMC)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다음과 같은 사전분포를 부여한다.

이 때, 감마분포의 모수는 비정보적(noninformative) 사전분포를 부여할 수 있게 모두 작게

설정한다. 또한 식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는 정보적인 사전분포를 부여한다. 여기서

식별성의 문제는 미래 관측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평균인 와 배출 시나리오의

편차인 를 별개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들의 제곱합을 작게 하는

ridge type의 제약을 도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전분포를 주었다.

이 때 자료와 모수의 결합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Gibbs sampling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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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런데 
 와 

의 경우 조건부 분포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추출해야 한

다. 와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 
 ∼

 , 
 ∼

, 
 ∼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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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독립이다.   
 






 라는 조건과 다른 모수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 후에는 
 와 

를 다음과 같은 조건부 분포에서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아래와 같다.

㉲ 실제 자료 적용

연구진이 제안한 베이지안 불확실성 분해 기술을 적용하였다. 연구 지역은 용담댐 유역으로

과거 기간은 1976~2005년이며, 미래 기간은 2016~2045년이다. 각 연도별로 여름(6-8월)과 겨

울(12,1,2월)의 평균 유량을 구하여 별도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진이 고려한 배출 시나리오,

GCM, 편차 보정 기술, 수문 모형은 아래 표와 같다. 고려한 시나리오가 2개, GCM이 5개, 편차

보정 기술이 2개, 수문 모형이 2개이므로 총 40개의 모형 조합이 존재한다.

단계 모형

배출 시나리오 RCP4.5, RCP8.5

GCM
CESM1-BGC, CMCC-CMS, HadGEM2-ES, MIROC-ESM-CHEM,

MRI-CGCM3
편차 보정 기술 BCCA, BCSD
수문 모형 GR4J, Tank

표 2.44 전망 단계별로 사용한 모형

비교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 분해 기법은 ANOVA 방법(Yip et al., 2011; Bosshard et al.,

2013)과 누적 불확실성 방법(Kim et al., 2017)이다. 또한 미래 자료만을 사용한 베이지안 불확

실성 분해 결과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불확실성 추정시 과거 자료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미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킬 때는 불필요한 모수인 와 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여름의 경우 편차 보정 기법이 네 방법 모두에서 통합 불확실성

에 가장 적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다른 세 단계의 순서는 방법마다 달랐다. 겨울의 경

우 수문 모형이 네 방법 모두에서 통합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편향 보정 기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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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기여하였다. 배출 시나리오와 GCM의 불확실성은 비슷했으며 방법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

졌다.

베이지안 방법의 경우 다른 방법과 달리 자연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계량화 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의 자료를 전부 사용했을 때는 자연변동성이 통합 불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름과 겨울 모두에서 상당히 컸다. 한편 미래 자료만을 사용한 베이지안 모형으로 자연 변동성

에 의한 불확실성을 추정하였을 때는 여름에는 추정된 크기가 컸으나 겨울에는 작았다. 이와 같

은 불일치는 과거 관측자료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단계 ANOVA
누적 불확실성

방법

베이지안

(전체 자료)

베이지안

(미래 자료)

자연 변동성 - - 2.3717 (27.04%) 2.0132 (22.62%)

배출 시나리오 0.1603 (11.95%) 0.6424 (47.88%) 2.918 (33.27%) 2.0649 (23.2%)

GCMs 0.3236 (24.12%) 0.6535 (48.71%) 0..8679 (9.9%) 1.0887 (12.24%)

편차 보정 기술 0.0019 (0.15%) 0.0101 (0.75%) 0.684 (7.8%) 0.8602 (9.67%)

수문 모형 0.0357 (2.66%) 0.0357 (2.66%) 1.9288 (21.99%) 2.8714 (32.27%)

교호작용 0.8201 (61.13%) - - -

표 2.45 용당댐 유량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 분해 (여름)

단계 ANOVA
누적 불확실성

방법

베이지안 (전체

자료)

베이지안 (미래

자료)

자연 변동성 - - 0.0491 (15.08%) 0.0124 (3.65%)

배출 시나리오 0.0109 (5.14%) 0.0396 (18.77%) 0.0525 (16.12%) 0.0503 (14.73%)

GCMs 0.0158 (7.51%) 0.0319 (15.13%) 0.0263 (8.09%) 0.0676 (19.82%)

편차 보정 기술 0 (0.01%) 0 (0.01%) 0.0093 (2.84%) 0.0169 (4.95%)

수문 모형 0.1395 (66.1%) 0.1395 (66.1%) 0.1884 (57.86%) 0.1939 (56.85%)

교호작용 0.0449 (21.25%) - - -

표 2.46 용당댐 유량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 분해 (겨울)

③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한국형 CIG 모형의 필요성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의 필요성은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UNFCCC, 1992), 특히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UNDP(2004)는 효과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여의 목적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주어진 상황

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제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가용자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참여의 방식, 정보의 종류와 그 활용, 의사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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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주지한 상태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이해관계

자의 참여 범위 및 정도는 관련 현안의 해결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Thomas, 1996).

참여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사안을 수용하는 ‘수동적

(passive)’ 수준에서 스스로 과정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자가운동(self-mobilization’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Pimbert and Pretty, 1995; UNDP, 2004). 이때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참여의 과정에서 권한이 공정하게 재분배(redistribution)되어 구성원

의 ‘목소리(voice)’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Arnstein, 1969). 이해관계자 참여의 기준(구

성원 정의 및 근거)은 무엇인지, 참여 방식과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이뤄지는지, 참여자와

그 관점이 대표성을 보장하는지, 이해관계 및 가치의 충돌 하에 분명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사항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Few et al., 2007). 실제 많은 거버넌스(또는 협의체)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정해진

(pre-determined)’ 결론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대표성 및 적법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고(O’neill, 2001),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Adger et al., 2001). 따라서 기후변화 적

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공정성과 공평함을 담보하고 이견과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 및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

다.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해당 지역 내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간 능동적인 협력을 전제로 구성원의 역량

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명수정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지자체와 소통이 용

이하고 지역사회 적응 노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 적응계획의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

자의 참여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아·윤순진, 2014). 따라서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 민관이 폭넓게 인식을 공유하고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Gough and

Shackley, 2001). 즉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대립이 잠재하는 가운데 거버넌스적 접근의 도입으

로 제약을 극복하고 협력과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적응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1) 정치·행정 수준에서의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2) 적응의 주도, 주류화, 지속화를 위한 주요 참여자와 부문별 정책 간의 수평적인 교류, 3) 적

응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정치적 수준, 4) 효율적인 적응 이행을 위한 각 부문 및 이해당사자

들 간 협력을 들 수 있다(IPCC, 2014). 즉 광범위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전 단위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여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동시

에 요구하며,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높이기 위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계획과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과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관주도형 하향식 의사

결정에서 민간의 광의적 참여기제를 보장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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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의 실증적 사례로서 충청남도에 새로운 한국형 CIG(Climate Interest Group)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림 2.163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 운영체계

㉯ 한국형 CIG 운영 사례: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이하 충남물관리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참여형 수

자원거버넌스로서 기존의 관주도형 거버넌스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적응현황의 개선·보완을 위

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사결정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다. 충남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협의체들

은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각종 환경관련 네트워크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협의체

내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 자문 수준의 수동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이에 충남물관리협의회는 이해관계자들

간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공유하고 다층적 의사결정 내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균형잡힌 대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지역 고유의 정보와 지식을 학습·활용하고 상충적 이해

관계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을 기울였다.

충남물관리협의회는 지방정부와 기술·정책자문단의 초기 협의에 기초하여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후변화적응기술을 지역사회

에 정착시켜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모든 분야별, 계층별 이해관계자를 포

괄하면서 협의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술·정책자문단이 관

련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황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적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토대

가 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해관계자의 수동적 참여, 실질적인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기존 물관

리정책이 가지는 한계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조직 및 자원의 참여를 통해 이를 해결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 CIG의 실증사례로서 충남물관리협의회는 2016년 11월 발족하여 충청남도의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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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응 노력을 공식화·제도화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유례없는 가뭄

으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이슈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대응역량을 점검하였다. 2017년 충남물관리협

의회의 운영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64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 운영경과

충남물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에 따라 협의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 이후 기술·정책자문단과 지방정부 간 SVP(Shared Vision Planning)의 일환으

로 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소위원회에서는 서북지역 가뭄이 심각한 상황을 고

려하여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얻는 8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

하였다. 이수 및 치수의 대안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수자원공사 등)과의 협력 필요

성에 공감하였으며 지역사회 가뭄 대응능력을 실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회의 심

의·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협의회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

방정부의 정책과정에 공식적인 역할로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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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 기후변화 인식, 적응정책 평가, 적응거버넌스 만족도 조사

기후변화 적응거버넌스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5개 기초지자체 3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적응정책 평가, 적응거버넌스 만

족도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특히 현행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용성을 비롯하여 협의회에 대한 일련의 평

가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65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평가 결과

먼저 협의회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평균 3.73점으로 대체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의 구성측면에서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유형과 범위는 적

절히 안배되었다”는 평균 3.37점,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는 적정규모이다”는 평균 3.5

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3.43점으

로 보통수준을 보였으며, “정책과정에서 협의기구의 참여와 역할이 바람직하게 이뤄졌다”는 평

균 3.46점을 보였다. 특히 협의회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초

점”, “가뭄과 홍수대비에 신경”, “협의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라, 협의회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기후변화 적응거버넌스의 지자체 최적화 시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수자원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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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의 성공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회는 지역별·이슈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두 차례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버넌스

에 내재하는 참여의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였다.

그림 2.166 적응거버넌스의 지자체 최적화를 위한 개요

그림 2.167 충남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회의 지자체 최적화 시도를 통해 성공적인 수자원거버넌스

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운영규정의 개정 및 운영세칙 수립을 위한 원칙들

을 협의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규정 내 개선점을 논의

하고 해외사례(미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네바다 주 서부지역수자원위원회 등)의 벤

치마킹을 통해 “제7조 (회의)” 항목을 보완하였다. 또한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소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세칙 수립을 위한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212 -

그림 2.168 충남물관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의 원칙

‘

그림 2.169 남물관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의 원칙(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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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와 지표 적용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의 평가 체계 및 지표 적용을 통해 자원 분야 적응정책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협의회 위원 중 행정, 지역, 학계, 시민사회

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협희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설계할 수 있었다. 연구 및 소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 항

목을 설계하고 충청남도에서의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며,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최종 확정하고 적

절성을 검토했다. AHP를 통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했다. 소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한 최종 평가 항목의 계층 구조화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소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 항목을 확정했고, 평가지표 범위의 간소화를 위해 평가 항

목을 2단계 하위항목까지 설계했다.

그림 2.170 최종 평가항목의 계층 구조화 결과

2017년 7월 학계, 정부, 민간/시민사회의 수자원 분야 또는 기후변화 정책 분야의 전문가 21

인을 대상으로 AHP 설문 실시한 결과, 기후변화 피해저감, 지속가능성, 홍수/가뭄대책 등의 평

가항목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71 평가항목의 가중치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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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세부시행계획의 수자원분야 대책을 분석하고 평가시스템을 적용했다.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전반적인 기조와 물관리분야 세부 대책을

분석했으며, 연구진이 개발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분

석 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72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물관리부문 우선순위 선정

(마)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제도 설
계 및 확대적용

① 깊은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 로버스트 최적화를 이용한 댐 운영 기술의 고도화

기후변화의 비정상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기후가 과거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전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적의 해를 찾는 최적화 과정보다 매우 불확실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해를 찾는 로버스트 최적화(Robust Optimization, RO)가 합리적인 대안

이 될 수 있다. RO는 기존 목적함수에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로버스트 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최

적해가 위험회피적(risk-aversion) 성향을 나타내도록 하는 최적화 과정이다. 수자원분야에서

로버스트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Watkins (1997)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는 로버스트 항을

Penalty 함수와 고차 모멘트(High order moments)의 합으로 표현하는 Mulvey (1995)의 로

버스트 최적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댐의 운영능력이 유입량의 변화 따라 달라지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SDP와

Robust-SDP 모형에 대해 6가지 평가지표 MSDS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대표적인 평가지표인

WDR(p.o.)에 대한 결과를 아래 그림 3.2.3에 나타내었다. Robust-SDP 모형의 임계초과영역

의 넓이는 SDP 모형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Robust-SDP에서 극치사상(critical event)의 발

생을 제어하였기 때문에 WDR(p.o.) 값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Robust-SDP 모형

의 임계초과영역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는 유입량이 현재의 절반까지 감소하더라도 critical

event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달리하여 여러 가지 대안 모형을 제안하고 MSPCP를 활용하여 각

모형의 평가지표 결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한 PCP 예시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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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2.6에 나타내었다. 평균 유입량 범위 50∼100%에서 Best case를 나타낸 그림 3.2.5에

서는 모든 지표에서 SDP의 수행능력이 더 양호했지만, worst case를 나타낸 그림 3.2.6의 경

우에는, WDR(p.o.)와 Risk(30%)에 대해 Robust-SDP가 SDP보다 수행능력이 우수했다. 이

를 통해, 유입량이 감소하는 가뭄 사상에서는 Robust-SDP가 critical event에 대해 더 강건하

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73 Decision Scaling plot of WDR(p.o.) 지표

㉯ 협의체를 통한 비전공유모형 지속 개선

비전공유계획(Shared Vision Planning)은 1987-198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가뭄으로 인해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가 제안한 가뭄 대응 대책의 한 종류이다. 이전의

가뭄 대응 대책과는 다르게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수자원 시스템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수자원 계획 수립 과정, 구조적인 시민참여 과정, 통합적 컴퓨터 모

형의 세 가지 요소를 합하여 비전공유계획을 작년에 진행되던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 협의회에 계속 적용하고, 발전시켰다.

4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된 비전공유모형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차 소위원회에서 사용할 비전공유모형을 개발하였다. 2차 소위원회에서 8개 지자체 대표잘로

부터 모의 결과와 실측 자료와의 차이점을 최소화시키고, 용수공급계획량 자료 대신 실제 사용

량 자료를 입력하여 모형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3차 소위원회에서 사용한 모형은 지자체 대표자들의 의견과 다른 핵심 이해당사자인 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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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모형을 구성하였고, 모형을 사용하여 세 가지 모의를 진행하였

다. 첫 번째 모의에서는 과거 유입량 자료를 바탕으로 보령댐 저수량과 방류량을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후, 현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댐 운영 기법 및 대안을 모형에 적

용하여 과거 유입량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가정 하의 모의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

래 유입량 시나리오를 사용한 모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였다.

그림 2.174 Stella 모형 구축 

모의 # 평균 부족횟수(%) 평균 회복기간 (개월) 평균 부족량 (%)

관측 5.0 3.0 1.45

1 5.0 2.0 0.764

2 31.4 7.5 11.6

3 16.1 3.6 8.0

표 2.47 Stella 모형 모의 결과

②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연구

㉮ 배경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분해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별개로 보고하거나(Yip et al., 2011;

Bosshard et al., 2013), 이를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에 모두 더해준 후 보고하는 방안(Déqué et

al., 2007), 마지막으로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련된 전망 단계 중 하나의 전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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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온전하게 할당하는 방법(Kim et al. 2018) 그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교

호작용의 효과를 재차 분해하여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함과 동시

에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의 총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래에 들어 수자원 전망에 이용되는 개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계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은 수자원 전망 시 개별 시나리오의 가중치

를 부여하여 최적의 전망값을 생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 혹은 정책입안자의 시나리

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나리오를 배제

할 수 있게 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게 한다.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분석의 유용성에 반해

일관성 있는 분석방법을 제안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연구로 Lee 등 (2017)이 있

는데, 그들은 개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해당 시나리오를 사용한 전망값들의 범위로 정의하였

다. 그러나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의 합이 총 불확실성과 같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Lee 등

의 연구는 총 불확실성을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으로 분해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을

독립적으로 계량화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은 개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총 불확실성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계량화한다.

㉯ ANOVA 기반 불확실성 분해 모형

불확실성 분해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기반 불확실성 분해

방법이다. 분산분석기반 불확실성 분해 방법은  로 가정하는데, 여기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이며, 여기서 분산 은 자연변동 (natural

variability)을 의미한다. 자연변동이란 전망에 사용된 모형/기법/시나리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해석된다.

단계별 불확실성의 분해는 에 대한 모형의 가정으로부터 수행된다. 가장 간단한 모형으

로는 주효과모형인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2.40)

여기서 는 전체 평균이며 
는 번째 전망 단계가 전망에 미치는 주효과를 나타낸다. 모

형의 식별성(identifiability)를 위해, 즉 와 
가 자료에서부터 유일하게 추정되게 하기 위

해 모든 에 대해 
 ∈

 
   라는 식별 조건을 가정한다. 식별 조건 하에서 

, ∈,

 … 를 다음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추정한다:


∈

 






 








(2.41)


는 제약 조건 하에서 


 로 추정된다. 전망값 자료로부터 추정된 

, ∈,

 … 를 바탕으로 번째 단계의 불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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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

이때, 분산분석 방법은 분산을 불확실성 측도로 사용한 평균기반 방법과 동일함을 보일 수 있다.

 

 
∈


이므로 는    


 ∈의 평균이며 




∈






는    


 ∈

의 분산이 된다. 즉, 분산분석 방법에서 주효과의 불확실성은 분산을 불확실성 측도로 사용한 평

균기반 방법의 불확실성과 같다.

교호작용을 고려한 불확실성 분해도 고려되고 있다 (Yip et al. 2011, Bosshard et al. 2013).

교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43)

마찬가지로 식별성을 위하여 모든 에 대하여 
∈


  

∈


 를 가정한다.

주효과 모형과 유사하게 관련 모수는 최소제곱추정량을 이용하여 구하며, 각 단계별 불확실성은

각 단계의 주효과의 제곱평균을 사용하고, 두 단계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은 관련 교호

작용들의 제곱평균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번째 단계와 번째 단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2.44)

여기서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은 어떤 한 단계의 불확실성에 포함되지않으며 하나의 독

립된 불확실성으로 평가한다. 단계의 시나리오가 으로 주어졌을 때의 평균은 
이다.

최소제곱추정량을 이용하여 구한 번째 단계와 번째 단계의 교호작용에 의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


∈




 
 



(2.45)

㉰ 교호작용 ANOVA모형을 이용한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

제안하는 방법은 3장의 2.2절에서 소개한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형에 기반하며 ANOVA

기반 단계별 불확실성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2.46)

즉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은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과, 해당 전망 단계가 관련된 모든 교호작

용에 의한 불확실성 합의 절반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즉 교호작용 효과로 인한 불확실성에

를 곱하여 두 전망단계가 관련된 2차 교호작용의 불확실성을 연관된 두 전망 단계에 동등하

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불확실성으로 분산을 사용하였을 때 총 불확실성을 라고 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 219 -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총 불확실성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과 내부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

으로 분해되며,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은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

다.

㉱ 교호작용 ANOVA모형 기반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정량화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앞서 먼저 총 불확실성을 3장의 1과 같이 각 전망 단계

의 불확실성으로 분해하여 ANOVA 기반 단계별 불확실성 
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2.47)

다음으로 전망 단계의 각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정의한다. (2.1)에서 정의한 전망 단계별 불

확실성을 전망 단계에 속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분해한다. 먼저 주효과에 의한 불확실성

부분인 아래의 식을 보면 이는 시나리오에 대한 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을 구성

하는 부분을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분배할 수 있다.


  

 
 ∈ 

 
  



(2.48)

즉, 
 

 

를 시나리오 의 불확실성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교호작용 효과에 의한 불

확실성도 마찬가지로 합을 구성하는 부분을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분배한다.

즉, 



   
  

 
   


를 시나리오  , 의 교호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할당

한다. 여기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은 단계별 불확실성의 표기에서 단계 번호 대신 시나리오가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자.


  

 
 


,   


 




   
  

 
   


(2.49)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 의 불확실성
을 정의하면 이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 


 ∈  

   


(2.50)

위의 정의 하에서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2.51)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총 불확실성은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과 내부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

으로 분해되며, 전망 단계별 불확실성은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

다. 또한 각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은 전망 단계 내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으로 분해된다. 따라

서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③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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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CIG 시범운영 확대: 적응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

기후변화 적응은 그간 환경관리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공공참여(public engagement)의 필요

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과 맥락을 공유한다. 1980년대 이래로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공공의 참

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실증하

고 있다(Buchecker et al., 2003; Buchy and Hoverman, 2000; Cloutier et al., 2014; Few et

al., 2007; Luyet et al., 2012; Pimbert, 2004; Reed, 2008; Treby and Clark, 2004; Wilson,

2004). IPCC(2001)와 UNDP(2004)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고재경 외(2015)를 비롯한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여 기존의 정부 주도형 하향식 의사결정에서 민간의

광의적 참여기제를 보장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프

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제 사례로서 충청남도에 한국형 CIG(Climate

Interest Group) 모델을 적용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이하 충남협의

회)’를 수립·운영하였다.

충남협의회는 지자체의 적응역량을 키우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들이 적응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북지역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령댐의

용수공급체계를 점검하고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이어왔다. 이러

한 과정은 적응기술 및 지식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통해 정책의사결정에 합리성을 높이

는 것과 동시에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지지 및 신뢰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한 것

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적응 관련 거버넌스에 관한 사례분석과 충남협의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CIG 운영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

다. 가이드라인은 정책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기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해관계

자 정의(stakeholder identification), 이해관계자 참여 기술의 확립(engagement channel and

tools), 협의과정의 체계화(deliberation system)로 각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성공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의 원칙으로서 ‘목표와 계획의 명확화’,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 ‘정보의 관리’, ‘역량 강화’, ‘신뢰와 책임의 구축’, ‘피드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분류하였다.

원칙 전략

Clarifying the goals and

plans

- Defining policy contexts and problems

- Ensuring resources and tools available

- Identifying stakeholder and engagement processes

Understanding related

processes

- Assessing the engagement fitting in with official decision

process

- Grasping where and with whom engagement is carried out

표 2.48 성공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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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잠재적인 리스크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식

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Jones, 2001). 따라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은 정책집행

과 숙의 과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대표

성(representativeness)과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지속함으로서 이해관계자는 이행가능한(viable) 적응 옵션을

규명하고 적응역량을 개발하는데 조력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정책결

과(desired outcomes)를 담보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과 결정사안의 형평성 등을 필

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기제의 전략적인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선별적인 참여(selective inclusion)’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Few et al, 2007) 참여의 과

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숙의가 요구된다.

적응 거버넌스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이해관계자

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Glicken(2000)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정책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결정된 사안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일컫는다. 정책결정에 있

어 이해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자 및 집행자(state actors)를 상정한다. 여기에 관련

분야에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과학자나 전문가(scientific actors) 역시 의사결정의 합리성

을 제고하는데 조력자로서 오랜기간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해왔다. 또한 시민사회와 민간주체(기

업이나 개인)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필수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각 이해관계자는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Adger et al, 2005)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의 식별은 이해(interest)와 영향력(influence)을 중심으로 가능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발굴,

참여시키며 수직적, 수평적으로 상호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snowballing

technique(Biernacki and Waldorf, 1981)’을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원칙 전략

Managing the information
- Providing information in an accessible way

- Presented in varied way to accommodate the learning style

Developing capacity
- Supporting to utilize data or knowledge by training and education

- Facilitating discussion between disproportionate capabilities

Building trust, respect,

and responsibility

- Assuring every different view is valued and respected

- Being responsible for the issue and promoting behavior change

- Getting experienced moderators to facilitate engagement

- Securing sufficient time for building partnership and networking

Sustaining by feedback

and flexibility

- Sharing and reflecting the analysis and synthesis of results

- Maintaining regular contact with participants

- Taking external suggestions into account

- Being flexible to the process or technique

자료: Synthesized from Gardner et al., 2009; Leach et al., 2002; Reed, 2008; Webl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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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논의에 있어 가장 대표

적인 연구로 평가되는 Arnstein(1969)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는 각 이해관계자의 정

보 활용수준과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주어진 목표를 고려

하여 적절한 형태의 참여기제를 확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해당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이 어떻

게 그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

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을 분류하면 5단계로 구

분되며, 각 단계는 수동적 수준의 참여(passive participation)에서부터 적극적인 권한의 위임

(empowerm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75 이해관계자의 참여유형과 기제

*자료: Lim et al., 2004; Luyet et al., 2012; Richard et al., 2004; Rowe and Frewer, 2000; Gramberger, 2001; OECD, 2015; Vroom, 2003

구분 역할

Central Government
- Complying international agreement

- Establishing guidelines, plans, supporting systems

Local Government
- Managing local adaptation issues

- Establishing plans, supporting systems

Research Institution
-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impact and vulnerability

- Consulting to tackle the adaptation issues

Local NGOs
- Spurring to deal with issues concerned

- Reinforc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Local Communities
- Alleviating vulnerability and understanding impact

- Improving adaptation capacity

Businesses
- Providing and managing services and utilities for

adaptation
자료: Synthesized from Beierle and Konisky, 2000; Conley and Moote, 2003; Lim et al, 2004; OECD,

2015

표 2.49 적응 거버넌스 내 이해관계자의 구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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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숙의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한데,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수사학적 표현

(rhetoric expression)’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많

은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참여는 정부 주도의 기 결정된 사안에 대한 옹호 논리로 활용되

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소위 ‘상

호작용적 참여(interactive participation)’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

고 적절한 정보의 활용과 제도적 지원을 숙의과정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의 목적은 크게 규범적 수준에서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학습을 고

취시키는 것(Buchecker et al, 2013; Connelly and Richardson, 2005; Dietz et al., 2008;

Petts, 2003), 실질적 결과로서 정보와 지식의 활용을 높여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

해 수준을 높이는 것(Abelson et al, 2003; Glicken, 2000; Rowe and Frewer, 2000), 수단적

결과로서 갈등을 완화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합의를 지향하는 것(Glucker et al, 2013;

Meadowcroft, 2004; Shepherd and Bowler, 1997)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참여의 목표를 되도록 명확

히 하여 공식화(documentation)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장미빛 전망(rosy prospect)’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

계자들에 내재된 본질적인 이종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활

용이 요구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과정은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유익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중재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증

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보의 공유와

인식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동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상호호혜의 증진과 정책 신뢰

및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Cloutier et al, 2014; Folk et al, 2005; Mitchell,

1997).

㉯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시범 적용

충남협의회는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존의 하향식 의

사결정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적응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지향하고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 그간 소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7월 25일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를 종합하고 적응기술 및 지식의 공동생산과 협의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SVP(Shared

Vision Planning)을 적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서북지역의 고질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령댐의 용수공급체계를 점검하고 8개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유관기관, 연

구기관 등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뭄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

책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생산하고 상호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협의회가 지역의 적응 의사결정에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운영 활성

화 방안 역시 논의하였다. 그간 협의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와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토

대로 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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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조사를 설계, 진행하였다.

먼저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협의

회의 활용 측면에서 물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전반에 걸쳐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용수확보 노력’과 ‘관련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강화’, ‘물부족 홍보 및

교육 강화’의 노력이 가장 많은 응답을 확보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

보’, ‘이해도 증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운영의 측면에서는 ‘협의회 활동

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정책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공유’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 및 조직 체계’ ‘권한, 기능, 역할’ ‘의사결정 체계’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

로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이를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후 소위원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 성과(substantive outcome)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제2차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2.176 정책의사결정 및 법정계획의 적용방안 탐색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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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우선, 광역지자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수자원 부문 대책을 분석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1652개 대책을 재분류한

결과, 이수/수질·수생태계 부문 세부시행대책은 122개, 재난/재해(치수) 부문 세부시행대책은

157개로 나타났다. 이수 부문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예상

이 없는 정책(예를 들어,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노후로 인한 개량사업, 단순 생활하

수,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 건설 사업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수질·수생태 부문과 치수

부문의 대책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적다고 여겨지는 정책(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대응의 일환이

아닌 단순 하천 수질오염 대응 사업, 단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복원, 관리사업, 수해폐기

물 처리 계획 수립, 생활폐기물매립장 방재체계 강화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수자원 적응대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광역지자체 수자원 적응

대책의 예산 편성을 분석했는데,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이수/수질·수생태계, 재난/재해(치수) 부

문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이수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

었다. 재난/재해(치수) 부문 예산은 2차 계획 기간인 2017~2021년에 꾸준히 투입할 예정인 데

반하여, 이수/수질·수생태계 예산은 초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뒤 시행 후반기로 갈수록 급감

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PART 평가법을 응용하여 광역지자체 수자원 적응대책을 평가했다. 정성적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낮은 광역지자체는 대개 기후변화적응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문 정책을 다수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광역지자체는 이수 부문에서 농업

용수 확보 등에 더 자원을 투입했거나, 치수 부문에서 산사태 방지, 재난/재해 예방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자원 적응대책 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우선, 거버넌스를 통한 적응대책 평

가 체계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계획들 간의 상대 중요도를 측정

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계획 수립 전에는 계획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전에 AHP 평가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시행계획의

효과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중요도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구

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포함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연구설계에서 좀 더 유연한 접

근이 필요(AHP의 계층화 분석에서 상위기준 사이의 가중치 차이가 너무 큼)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기준

을 바꾸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PART를 응용한 적응대책 평가 결과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제안되었다. 실질적인 내용은 크

게 다르지 않은데 서로 다른 대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상당수 있으므로 특정 대책

이 전체 평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많은 지자체의 대책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경우

서로 다른 대책을 최대한 표준화된 범주로 재배치하고 같은 성격의 대책은 한 가지 대책으로 평

가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책별 상대적인 영향은 투입 예산으로 가중치를 한 번 더 적

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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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사결정 기술 보완과 불확실성 단계별 평가의 일반화와 지자체 적응 및 법제 개선방
안 도출

① 의사결정 기술 보완 및 개선 및 SVP를 통한 Robust 저수지 운영

㉮ Robist-SDP 최적화 모형의 목적함수 및 평가지표 수정

본 연구에서는 댐 최적룰 도출에 자주 사용되는 SDP(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

모형과 RO를 결합하여 Robust-SDP(RSDP)를 제안하고, 이를 기존 SDP 모형

(Conventional-SDP, CSDP)를 비교하였다. 로버스트 항이 추가되지 않은 CSDP는 아래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는 저수지의 이산화된 저수량, 는 이산화된 유입량, 는 방류량, 는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함수이다.

 max

 ∣ 

 ∀  and ∈⋯ (2.52)

   minmaxmax min (2.53)

물 부족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의 첫 번째 항으로 정의하였으며, 왜곡된 최적 방류량

규칙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수기 말 저수량을 고정시키는 항 또한 목적함수에 추가하였다.

CSDP에서 사용한 목적함수의 두 항과 CSDP의 목적함수는 아래 수식과 같다:

 max    max    
 (2.54)

RSDP의 경우, 제약조건을 위반할 수 있도록 최저저수량을 사수위 아래의 비상용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저수량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페널티 함수를 으로 추가하였다.

 max
 ∣ 

 ∀  and ∈⋯ (2.55)

   minmaxmax min (2.56)

 maxminmin     (2.57)

위의 수식으로 월별 최적 운영룰을 각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총 9개월의 최적 운영룰 중, 10

월에 해당하는 최적 운영룰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리고 CSDP와 RSDP 모형으로 생성된 최적운영룰을 평가하기 위해 기 생성한 평가유입량

을 바탕으로 세 가지 평가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유입량은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총 400

개의 case (50,000년/case)를 생성하였고, 평가지표는 용수 공급 실패의 크기(magnitude), 빈

도(frequency), 및 지속기간(length)의 개념으로 총 3가지 평가지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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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7 CSDP와 RSDP의 10월 최적 운영룰

Number Classification Equ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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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0 CSDP 및 RSDP 평가시 사용된 평가지표

이후, 평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최적화 모형에 대해 2-D Contour

plot으로 나타내었다. 이후, 전체적, 극한 가뭄 상황 (평균 감소, 표준편차 증가), 현재보다 좋은

상황 (평균 증가)의 총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 평가지표에 대해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 경우 극한 가뭄에서, 의 경우 전체적으로 RSDP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고,

CSDP는 의 경우 현재보다 좋은 상황, max의 경우 전체적, 극한 가뭄 상황에서

RSDP보다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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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8 CSDP 및 RSDP 평가지표의 2-D Contour Plot 

㉯ 개발된 비전공유모형을 이용한 충청남도 서해수역 미래 가뭄 취약성 분석

4, 5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된 비전공유모형와 1-3차 소위원회로부터의 이해당사자 요구

사항을 모형에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은 STELLA Architect 소프르퉤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보령댐 및 보령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8개 지차체, 보령댐 운영룰 및

충청남도 가뭄 대응 대안이 모두 반영된 모형이며, 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댐과 지자체의 평

가지표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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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9 최종 Stella 모형  

모형 검증과정은 2015-2017년 동안의 보령댐 모의 방류량과 관측 방류량을 비교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평균상대오차(PMRE, Percent Mean Relative Error) 및 상관계수(CC,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수치적으로 나타내었다. PRME는 12.39%, CC는 0.733으로

산정되어 이로 인해 모의 방류량과 실제 방류량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운영룰

을 바탕으로 모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미래 수요량 시나리오를 모형에 반영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안

을 추가시킨 후 모의를 진행하였다. 총 4번의 모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모의 조건은 표 3.2.2와

같다.

모의 번호 #1 #2 #3 #4

유입량 시나리오

평년 유입량

(관측,

2003-2013)

가뭄 유입량

(관측,

2015-2017)

가뭄 유입량

(관측,

2015-2017)

GCM 시나리오

수요량 시나리오
실제 수요량

(2015-2017)

실제 수요량

(2015-2017)

미래 수요량

(2015-2044)

미래 수요량

(2015-2044)

표 2.51 Stella 모형 모의 조건

모의 결과, 보령댐이 평년 유입량을 경험한다면 (모의 #1)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총 5가지

의 GCM 시나리오 하에서 최악의 경우, 모의 #3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최악의 시나리오 모의 결과의 평가지표를 대안에 대한 Response function으로 나타내

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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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0 모형의 모의 결과의 Response Function

지자체의 경우, 2025년까지 목표한 대안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대부분의 미래 가뭄 시나

리오에서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댐보다는 지자체가 미래 가뭄에 덜

취약함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결과를 공간적으로 도시한 결과 실제로 가뭄에 더 취약한

지역과 대안이 마련된 지역이 차이나기에 향후 이러한 공간적 불일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② 불확실성의 단계별 평가에서 사용되는 측도의 일반화

㉮ 배경

Kim et al.에서 누적불확실성 기반 불확실성 정량화를 제안하여 여러 불확실성 측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호작용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단계 중 앞 단계에 모두 할당된다는 문제가

있다. Kim et al.에서 교호작용을 고려한 ANOVA 불확실성 분해를 제안하였으나 분산측도만

사용가능하여 이상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2차 교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에 그쳤다. 분산

측도 외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차수 교호작용의 불확실성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인 균등 불확실성 분해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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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정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시나리오별

로 계산할 수 있다면 전망값의 가중평균으로 최적의 전망값을 구하는 경우, 각 전망값의 가중치

를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에 반비례하도록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특별히 큰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 시나리오를 제거하여 전체 전망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수도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Lee et al. 에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정의하였으나 모든 시나리오

에 대해 더했을 때, 총 불확실성이 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 분해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시나리

오별 균등 불확실성 분해에서는 앞 절의 단계별 균등 불확실성을 한 층 더 분해하여 총 불확실

성을 시나리오별로 분해한다. 이렇게 분해된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은 더하면 총 불확실성이 되어

각 시나리오가 총 불확실성에 기여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 누적 불확실성 방법과 ANOVA

ANOVA모형하에서 누적 불확실성 방법은 ANOVA모형과 관계가 있다. 불확실성 측도로 분

산을 가정했을 때, 교호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이 관련된 단계 중 맨 앞 단계에 모두 할당되

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앞에 있는 단계들의 불확실성이 다른 불확실성 분해 방법들에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  를 
 



 상에서 균등하게 분포(uniformly distributed)하는 확률벡터

(random vector)라고 하자. 즉 는 모든 시나리오/모형/기법 조합 중 하나의 값을 같은 확률

로 가지게 된다.

에 대하여 전망값이  로 주어진다고 하자. 총 불확실성인 의 분산은

와 같고  ⋯ 가 주어졌을 때의 전망값의 조건부 분산은 아래와

같이 나눠진다.

 ⋯  ⋯ 
 (2.58)

가 주효과 모형이라 가정하자. ⋯들이 서로 독립이므로 아래와 같으며, 위의 수

식과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2.59)

 ⋯ 

⋯

  (2.60)

따라서 누적 불확실성 방법에서 단계의 불확실성은 ≥일 때, 

이고  일 때,



으로 주어진다. ≥일 때는 ANOVA방법에서의 단계의 불확실성 

과

같으며 1단계의 순차 불확실성은 ANOVA방법보다 만큼 크다. 자연변동을 1단계의 불확실성

에 할당하는 것이다.

가 교호작용모형이라 가정하면, 전체 분산의 법칙(law of total variance)과 식별조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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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2.62)

  ⋯ 
  

 



 
  

 


   





  (2.63)

따라서 누적 불확실성 방법에서 단계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두 단계의 교호

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두 단계 중 앞에 있는 단계에 모두 할당하는 것이다.



  
  





  (2.64)

㉰ 단계별 균등 불확실성 분해

누적 불확실성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불확실성 측도에 대한 불확실성 분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호작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모두 앞 단계에 할당되는 문제가 있다. 균등 불확실성

분해는 이를 개선한 방법이다. 먼저 총 불확실성이 주효과와 모든 교호작용 각각의 불확실성의

합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불확실성 요소라 하자. 균등 불확실성 분해는 모든 불확실성

요소들을 연관된 전망단계(또는 시나리오)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2차보다 높은 차수

교호작용의 불확실성 분배와 일반적인 불확실성 측도의 사용을 동시에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균등 불확실성 분해에서는 에서의 전망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가정한다.

  
 ⊂ ⋯

   (2.65)

여기서 는 집합  ⊂ ⋯에 포함된 단계들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는 가 주어졌을 때의 교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가정에 추가로 총 불확실성  이 모든

주효과와 모든 차수의 교호작용 각각의 불확실성 
†  ⊂⋯로 분해된다고 가정한다.


†  ⊂ ⋯들을 불확실성 요소라고 표현하기로 하자.

균등 불확실성 분해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요소를 알아야하는데 분산 외의 측도를 사용하면

불확실성 요소를 직접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 식은 분산 측도를 사용할 때, 불확실

성 요소와 결합 불확실성의 관계인데 다른 측도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불확실성

요소를 결합 불확실성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다.

  (2.66)

위 식에서 는 모든 A에 대해 직접 구할 수 있는 값이며 
†가 구하고 싶은 값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계산 가능한 를 이용해 
†를

모두 구할 수 있다.


† ≡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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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불확실성 분해에서는 불확실성 요소를 관련된 단계에 균등하게 분배하므로 단계의 불

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2.68)

예를 들어 5단계의 전망단계가 있고 1, 4, 5 단계의 교호작용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3이라

면 이 불확실성 요소를 세 단계에 균등하게 나눠 1, 4, 5 단계가 1씩 나눠가지게 된다. 이를 모

든 불확실성 요소에 대해 적용하여 각 단계에 할당된 총 불확실성 요소가 각 단계의 불확실성이

된다.

㉱ 시나리오별 균등 불확실성 분해

시나리오별 분해를 하기 위해서 위의 불확실성 측도 가 원소별로 분해되는 경우를 고려한

다. 요약통계량 함수를 , 원소별 불확실성 측도를 로 표기할 때,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것이

다. 그러면 를 시나리오별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시나리오별 분해를 할 수 있다. 분산

(variance), 평균절대편차, 범위(range)의 경우 다음과 같이  를 정할 수 있다.




∊ 

 (2.69)

 , 


∈

 (2.70)

 ,  (2.71)

  


∈,  min∈max∈ (2.72)

먼저 시나리오별 분해를 위해 불확실성 요소 
†를 원소별 불확실성 측도를 이용하여 나타내

자. 는 아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 요소


  



∊

 (2.73)

∆      (2.74)

 


∊

 (2.75)


† 



 ∊


   ⊂

  (2.76)

불확실성 요소 
†가 ∊ 단계에 대해




†만큼 분배되며 이 중 시나리오 
에 분배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

  (2.77)

모든 불확실성 요소에 대해 위와 같이 분배하여 각 시나리오 또는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을 계

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불확실성을 모든 시나리오나 전망 단계에 대해 더하면 총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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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같아지지만 음수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는 이를 보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의 불확실성을 초기 불확실성이라고 부르겠다.

㉲ 불확실성의 사후보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불확실성에서는 음수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음

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초기 불확실성을 보정하여 음

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합이 총 불확실성과 같다는 초기 불확실성의 성질을

유지한 채 각각의 불확실성이 음수가 아니도록 보정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를 초기 단계별 불확실성 또는 초기 시나리오별 불확실성들을 모은 차원 벡터라고 하자.

단계별 불확실성의 경우 는 차원,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의 경우 
 



 차원 벡터가 된다.

여기서는 합이 총 불확실성 과 동일하고 각각이 모두 비음수인 와 같은 차원의 벡터 중에

서 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합이 총 불확실성과 동일하고 각 성분이 모두 비

음수인 차원 벡터  중에서 다음을 최소화하는 를 찾는다.

 ∥ ∥
∥   (2.78)

여기서 ∥  는 불확실성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벌점항인데, 는 조율모수 

가 작을수록 초기 불확실성 에 가깝고 가 클수록 에 가깝다. 따라서 를 충분히 크면 

의 모든 값이 양수가 된다.

조율모수 를 선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율모수를 지정할 때는 예측 성능 등의 어떤 성능

을 최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불확실성 분해 문제에서는 성능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으

므로 사용자의 주관적 선택을 통해 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용자가 불확실성의 최소

비율 을 지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조율모수 를 찾은 후 이를 바탕으로 를 최소화하는

사후보정된 불확실성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의 최소비율이 5%여야 한다고 판단하

여 로 지정했다면 계산된 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의 5%가 된다.

③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확산

㉮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

‘The Action on Climate Today(ACT, 2018)’는 영국 국제개발부의 지원을 받아 5년 간 진

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ACT 프로그램은 해당 정부가 기후변화적응을 정책, 계획, 프로그

램, 예산 등에 주류화(mainstream)하도록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준에서의

정치적, 제도적 역량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3대 거시 주제(broad theme) 및 7대 부

문별 요소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foundation) 구축에

있어 ‘증거 기반(evidence base)’ 및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를, 이해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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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이해도(awareness and understanding)’,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 ‘참여

및 영향(participation and influence)’을 평가하고, 끝으로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역량

(institutional capacity)’과 ‘재원 및 투자(finance and investment)’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측면에서 지역 내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가용할 수 있는 증거(연구, 데이터 등)의 적절성과 그러한 증거들이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되

는 유용성의 수준을 평가한다. 이때 증거기반의 정책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은 수요-공급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

련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도를 측정하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부문별 정책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므로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의 구축여부와 관련 계획의 집행, 모니터링,

평가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리더십의 정치적 의지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는 핵심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수

준과 그들의 정치적 의지 및 우선순위,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이해수준은 관련 논의를 지속시키는 전

제가 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관심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참

여를 통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정 부문의 대응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영향력과 참여의 수준은 상이하므로 참여기제 여부와 영향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기후변화 대응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각 정부 부문 및 민관의 조

정·협력 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도 역량은 각 부처가 법정계획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 행위를 주류화하는 근거가 되며, 정부의 각 부문별, 정부 간, 민관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프레임워크의 수립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한 이슈로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제도

역량과 정책 프레임워크는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정책의 이행 및

주류화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역량과 재정적 지원이 기후변화 정책을 주류화하는데 얼

마나 투입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관련 투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

산상의 제약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목 주요 지표 측정 상세내용

증거
가용정보의범위, 연관성, 포괄성

Likert 5점 척도

“제한적~포괄적”

기후변화의 현재 및 미래 영

향 평가, 정부 및 정책 부문

별 사회경제적, 정치적 영향가용 정보의 접근성

표 2.52 ACT Climate Governance Assessment 평가지표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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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지표 측정 상세내용

가용 정보의 활용 수준(정부)

정책

프레임

워크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및 채택

수준

정치리더십 및 정부기관의

채택여부와 수준

정책 프레임워크의 적절성

프레임워크 내 다음 내용을

포함

Ÿ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

응 옵션 평가

Ÿ 정부 계획 및 전략과연

계

Ÿ 집행 우선순위, 예산, 평

가 및 모니터링 세부 계

획

정책 프레임워크의 이행 수준
정책 또는 관련 투자에 미

치는 영향
정책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및

결과의 보고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의 정

례화

이해

관계자

기후변화의 물리적, 사회적, 경

제적 영향 인식 수준

Likert 5점 척도

“낮음~높음”

지역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위험 인식

정치적

의지

기후변화 대응의 우선순위 인

식

이해관계자의 위험 인식과

대응 수준

참여 및

영향

정책결정에 참여 및 영향력 수

준

참여 기제 확보 및 실제 참

여 수준

공식적 민관 조정체계 효과
조정 체계의 공식화, 회의

등의 정례화 수준

제도

역량

주무 기관의 권한 수준

Likert 5점 척도

“제한적~포괄적”

주무기관의 소집, 예산 배정,

의사결정 권한

각부처의 기후변화대응역량
관련 계획 및 전략의 수립,

담당 인력의 전문성

기후변화 대응 조정체계의 효

과성

의사결정에 조정협의회가

미치는 영향력

재원 및

투자
기후변화 관련 예산 비중 USD, % 연도별 예산 총액 및 비중

*자료: Gogoi and Harshita(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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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정, 우선순위의 조정, 문제의 해결, 공공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요구 또는 민원의 충족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투표행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와 달리 시민위원회와 같은 ‘직접적인 참여’는 공동의

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이해관계자의 지식과 기술, 역량 등을 투입하는 과정으

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한 참여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참여 기제는 대표성

을 확보하고 지식, 기술, 정보의 제공 및 공유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지역 내 ‘교착상태(deadlock)’에 있는 현안의 해결에는 시민위원회와 같은 대표성과 투명성

을 강조하는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정책 결정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되며 정치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안의 집행에 대한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

사와 같은 수단이 유용할 것이다. 결국, 참여 기제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참여의 목

적을 구분하여 적절한 참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림 2.181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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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 평가지표 도출

IPCC(2014)는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원칙으로서 1) 정치·행정 수준에서 다각적인 제도

적 협력, 2) 적응의 주도, 주류화, 지속화를 위한 주요 참여자(그리고 지지자)와 부문별 정책 간

의 수평적인 교류, 3) 적응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 조성, 4) 효율적인 적응 이행을

위한 각 부문 및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손꼽았다. OECD(2015) 역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거버넌스 내 신뢰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

여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결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는 거버넌스가 사용자 간·세대 간·지역 간 상충적 이해를 조정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3) 관련 정

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결과의 공유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원칙하에서 적응 거버넌스는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도록 요구받고 있

으며, 참여의 목적과 방법의 명확성 확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강화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

된다. 상기 논의한 거버넌스 참여의 원칙과 여러 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참

여성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참여의 환경 측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관심과 적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행정권

한, 예산, 인력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단체장과 행정기관의 관심은

참여를 통한 공동대응의 요구를 환기시키고 관련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지역 내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의 활성화 정

도는 관련 정보 및 지식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의식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조력하여 지

방정부와의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참여자의 대표성과 참

여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참여의 대표성과 민주성은 참여를 통

한 결과의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제이다. 또한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공공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이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권한, 책임 등을 명시

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기존 거버넌스의 참여수준이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 또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에 머무르면서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특히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바, 참여의 수준과 기제

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참여를 통한 피드백과 결과의 활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참여의 당위성에 기대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참여를 통해 산출된 결과와 피드백을 의사결

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보다 광범위한 참여의 기반을 확보하

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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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scription

Participation Context and

Environment

Ÿ Adaptation policy priority of political leadership

Ÿ Authority, budget and human resource for climate adaptation

Ÿ Formal and regular adaptation committee(or Council)

Ÿ Information utilization and facilitation on climate impact,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policy

Ÿ Activities of non-state civil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Participation Purpose

Ÿ Adaptation decision-making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production

Ÿ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and democratic decision process

Participation Mechanism

Ÿ Formaliz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participants

Ÿ Participation on adapt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Ÿ Level of participatory mechanism on adaption decision-making

Ÿ Administrative suppor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facilitation

Participation Outcome

Ÿ Utilization of feedback and outcome made by participation into

adaptation decision-making

Ÿ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based on participation

표 2.53 기후변화 적응 로컬 거버넌스의 참여성 평가지표(안)

㉱ 기후변화 대응 조례의 참여성 평가

상기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평가하

였다. 평가는 2019년 11월 기준, 7개 광역자치단체, 21개 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참여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각 지자체는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민

간의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민관협력의 토대를 마련

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체장의 책무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사업자와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

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우선시한

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단체장의 책무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도록 명시하고 ‘기후변화책임관’을 지정하

도록 하고 있어 특히 주목할만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의 운영을 명시(광주

광역시 남구 등)하여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공공의 실질적인 참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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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및 공공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위

원회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김해시, 대전광

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녹색성장위원회(광주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등)’, ‘환경위

원회’(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가 그 운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대다수의 위원회가 부지사(부시장)를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전문

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반시민

(주부,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산업계와 법조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과천시, 나주시, 창원시, 완도군 등은 참여자의 범위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성별이 일정 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한 구성을 제안

하고 있어 구성 측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 참여의 목적은 주로 법정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관련 정

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 측면에서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필요’와 ‘위원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로 제한하여 회의 정례화가 미흡한 곳도 많았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또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일정과 안건 등을 공유하도록 명시한 곳은 극히

일부분에 그쳐(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참여를 통한 숙의 (deliberation)를 높

이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참여를 통한 결과의 공유와 활용 측면에서 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의 결과

로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명시한 곳은 서초구 한 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책무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한 지식을 보급, 확산하도록 명시하

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백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원시)’

나 ‘기후변화보고서(인천광역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제 위원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학습을

강화하는 노력이나 홍보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림 2.18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조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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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수자원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재해 대비에 관련된 법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법률과 주요

정책 약 20여 개와 각 법에 따른 법정 계획 30여 개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은 지자체의 기

후변화적응 및 재난·재해 대응에 관련된 법률과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률을 나누

어 표현한 그림이다.

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및재난· 재해대응관련법률 수자원부문의기후변화관련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2009)

↓
제3차녹색성장5개년(’19~’23)계획

제2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20~2040)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

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년)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및재해영향평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20~2024)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방재시설및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지자체지원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기본계획(10년)

수자원의조사· 계획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01~’20) 제3차
수정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법 댐과보등의연계운영규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관리기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정계획

(2017~202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댐의용수공급및홍수조절능력
주기적으로평가

물의재이용촉진및
지원에관한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2011~2020)

물환경보전법
제2차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

제2차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12~’20)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
재해예방에관한법률

시· 도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 
위험저수지· 댐지정및정비

4대강수계법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5년)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하수도법
국가하수도종합계획

(2016~2025)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

수질· 수생태보전을위해
지자체의대책의무화

그림 2.183 지자체의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과 관련된 법률 및 주요 정책

㉯ 수자원 부문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제안

첫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자원 부문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실

효성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제안했다.

기존 지침 개선 지침
제1장 총칙

제3절 계획·수립시행 법적 근거

1-3-2. 법적 근거

(2) 영 제38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

로 점검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추가]

표 2.54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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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 개선 지침
제3장 계획수립기준

제1절 계획의 개요

3-1-3. 배경 및 목적에는 제1차 세부시행계획

의 성과·한계 및 여건변화 등의 결과와 현재

적응정책 수준과의 비교·진단을 통하여 제2차

세부시행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향후 5년간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제

시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1-3. 배경 및 목적에는 제2차 세부시행계획

의 성과·한계, 사회·경제적 요소나 중장기 기후

변화 전망 변화 등의 결과와 현재 적응정책 수

준과의 비교·진단을 통하여 제3차 세부시행계

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

후 5년간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는 사

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 자문위원 의

견 반영]
제2절 제1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3-2-2. 제1차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확인과정

이 아닌 종전 계획의 성과·계승, 한계·미비점,

향후 개선·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2-2. 제2차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확인과정

이 아닌 종전 계획의 성과·계승, 한계·미비점,

향후 개선·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

기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

자문위원 의견 반영]
3-2-3. 제1차 세부시행계획의 성과평가에는 다

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차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사

항 검토·정리

② 제1차 계획목표 등에 따른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③ 부문별 주요성과, 한계 및 문제점 파악

④ 제2차 계획에의 시사점 및 개선·보완·정비·

필요사항 등 제시

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적응수단 고려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 형평성과 공정성, 장기적 영

향, 모니터링과 평가, 사회적 학습, 이해당사자

와 시민의 참여, 역량강화, 효과성과 효율성,

주류화,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통합관리,

사회적 가치,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공편익

과 시너지, 역효과, 혁신적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 자문위원 의견 반영]

⑥ 단, 수자원 부문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수질개선, 홍수/가뭄대

책, 물 이용, 수생태계 관리, 사회적 영향,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피해저감,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수용성, 이해당사자 참여, 정보공개 투

명성, 거버넌스 제도화, 건설/구축비용, 소요시

간, 운영/유지/관리비용, 실현가능성(추진 난이

도) 등 [본 연구 AHP 평가항목 고려요소]
제3절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여건 분석

3-3-5.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2)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등 적절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선정하여 조사·분

석한다.

(2)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등 적절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선정하여 조사·분

석한다. 단,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단서 조항 추가]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 주민 인식조사 결과(기후변화에 취약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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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 개선 지침
제1장 총칙

제3절 관련 근거

1-3-1.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 (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

다)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그 실적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영 제38조

제3항, 제5항)

1-3-1.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

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그 실적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영 제38조 제3항, 제5항) [관련

부처의 공동 점검 제도화]
1-3-2. 지자체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

행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추진사항 등을 환경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15.12)]

1-3-2. 지자체는 매년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

행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추진사항 등을 환경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2.)] [관련 부처

의 공동 점검 제도화]
제2장 이행평가 체계 및 방법 2-1-2. 세부시행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한 이행

표 2.55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 개정안

기존 지침 개선 지침
문 등)를 반영하여야 한다. [추가]

제4장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4-2-1.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서 지역 주민, 의회, NGOs,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다.

4-2-1.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서 주요 부문별로 지역 주민, 의회, NGOs, 해

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의 구체성 명시]
4-2-2.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할 기초 시·군·

구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2-2.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할 기초 시·군·

구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2회

이상(‘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단계 이전에 1회

이상 포함)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의 실효성 확보]
제3절 확정 및 공고

4-3-1.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안의 확정 이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

경부장관은 세부시행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및 재수립 시에도 동일하다.

4-3-1.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안의 확정 이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

기 위하여 전문기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

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게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세부시행계획의 변경 및

재수립 시에도 동일하다. [협의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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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 개선 지침
제1절 기본방향

2-1-2. 세부시행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한 이행

평가 체계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소관 적응정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자

체평가(self-evaluation)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체계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소관 적응정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환류하는 자

체평가(self-evaluation)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정보를 공유·비교할 수 있다. [지

자체 간 비교 제도화]
제3절 세부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2-3-1.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는 [붙임 1]의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정량·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3-1.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는 [붙임 1]의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정량·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지표의 정량·정성 구분에 관계없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편익과 시너지, 형평

성 공정성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자문위

원 의견 반영]
(1) 정량지표는 세부사업의 성과목표가 계량적

인 실적치로 판단 가능한 것으로 목표 대비 달

성율과 예산 집행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1) 정량지표는 세부사업의 성과목표가 계량적

인 실적치로 판단 가능한 것으로 목표 대비 달

성율과 예산 집행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단,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증대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를 포함할 수 있다. [자문위원 의견 반영]
(2) 정성지표는 세부사업의 성과목표가 비계량

적인 것으로 목표 대비 노력 및 예산 집행 정

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 정성지표는 세부사업의 성과목표가 비계량

적인 것으로 목표 대비 노력 및 예산 집행 정

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단,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자

문위원 의견 반영]
(3) 세부사업의 달성정도와 함께 사회·경제적

측면 등의 다양한 요소(이해당사자와 시민참여

의 제도적 보장, 참여 과정, 인식 변화 등)를

반영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자문위원 의견 반

영]
제3장 자체평가결과서 작성 및 행정사항

제2절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3-2-1. 지자체는 자체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부

진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세부사업의 추가 또는 수정·보

완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

하여야 한다.

3-2-1. 지자체는 자체평가결과 및 다른 지자체

와의 비교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부진 및 시행상

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

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시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세부사업의 추가 또는 수정·보완이 필요

하게 된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

다. [지자체 간 비교 평가결과 반영]
3-2-2. 환경부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의 점검·평가방향에 따라 3차년도(’18년)과 5차

년도(’20년)에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서

를 바탕으로 이행성과 종합평가 및 결과보고서

를 발간한다.

3-2-2. 환경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점검·평가방향에 따라

3차년도(’23년)과 5차년도(’25년)에 지자체가 제

출한 자체평가결과서를 바탕으로 이행성과 종

합평가 및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중앙 부처

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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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수자원 부문의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나 재난 재해에 대

해서는 다른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법률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규정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법적 성격을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감소하는’ 법률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기존 관련 법률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48조의2(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단,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의 수립)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관련 사

항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

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재난·재해 부문 대책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⑤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사항 중 기

후변화와 관련된 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재난·재해 부문 대책으로 본다.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의 수립)
④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유

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

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재난·재해 부문 대책으로 본다.

표 2.5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관련 법률 개정안



- 246 -

(3)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연구의 연차별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184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의 연차별 연구목표

본 연구의 1차년도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에 대한 사례 조사 및 기술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기술보고서를 100% 작성완료 하였다. 2차년도는 Open GIS Tool을 이용한 전

처라 SW개발을 목표로 구축율 90%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

그림 2.185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평가 방법 정립 및 SW 매개변수 자동 전처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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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는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SW 개발을 목표로 하여 SW 구축율 90％ 이상 및

오차율 20%의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매뉴얼 제시를 목표로 통합시스템 매뉴얼을 100% 작성하였다.

5차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을 기술사업화 하였으며, 6차년

도에는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SW에 대한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여 SW에 대한 보급 및 홍

보와 더불어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림 2.186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안정화

그림 2.187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SW 배포, 기술지도 및 기술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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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조사 및 분석모형 선정

①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 평가 기술 현황

199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

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엄 :　Ⅱ. 해양, 수문학 분야 및 Ⅳ. 기후변화 예측시

나리오’(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에서 김승 등(1993)이 기후변화가 수문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이래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수자원 전망’(한국수자원공사, 1993), ‘지구환경

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문환경의 변화 연구’(윤용남 등, 199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주로 수문기상 인자들에 대한 연구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에서의 영향 평가

에 관한 연구로는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엄’(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4)에서 김승과 김현준이 우리나라의 5대강의 유출변화를 물수지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출의

변화를 추정한 정도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영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00),「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평가 체계구축」(과학기술부, 2007), 「기후변화 영향

평가모형의 개발; 물관리부문 중심으로」(환경부, 2000)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프론티어

사업단의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 분석 및 평가 체계 적용」(2007∼2011년)에서

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Multi-Model Ensemble 기법을 도입하였

고, 그 결과로 3개 시나리오(A2, A1B, B1), 13개 GCM, 8개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109개

유역에 39개의 미래 기후시나리오, 312개의 미래 수문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

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유출모형의 적용은 안재현 등(2001)이 GCM의 결과로부터 대청

댐 유역의 유출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수지 모형을 적용하였고, 김병식 등(2003)과 과학

기술부(2004)는 YONUGCM에 의해 작성된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이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용담댐 유역에 적용하고, 날씨모의장치(일기발생모형)의 매개변수를 수정하여 미래 일

수문시계열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SLURP 모형에 입력하여 기후변화가 용담댐 유역의 유출량

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신형진 등(2009)은 CCMA GCM2 모의 결과값을 사용

하여 SLURP 모형에 적용하고 2050년과 2100년 융설 변화를 분석하였다. 환경부(2006)는 지면

모델인 CLM을 RCM에 접합시킨 SNURCM을 개발하였으며 물수지모형과 연계하여 4대강 유

역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2008)에서는 기후변화가 유역 유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RCM과 축소기법을 이용하여 작성된 일 강수량, 일평균 온도 자

료와 토지피복자료를 이용하여 SLURP 모형으로부터 유출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기후변화 연구는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유출량의 증감을 예측하

는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국가개발연구사업 중 「기후변화 대비 국가 물안보 확보방안」(국토해양부, 2009) 연구

에서는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가뭄 그리

고 생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물안보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일 기후시나

리오 및 수문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이므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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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 전제가 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분석되었으며, 분석유역이

특정유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프론티어사업단의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 예측 및 평가시스템 구축」연구에서는 다양한 GCMs와 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해 전망 결과의 불확실성과 지역 기후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도시화로 인한 유역특성

과 토지이용도의 변화가 미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일기발생기를 통한 유역스케

일 기후시나리오 생산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유역의 수문모형의 수문시나리오로 입력하

여 유역의 수문량 변동성을 분석․평가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수자원 영향평가 결

과를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는 최초로 제시하였다. 다만, 극치사상을 반영한 기후시나리오의

평가가 미진하였으며, 상세화 과정에서 시공간 상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평가 관련 연구 동향을 기후모델, 상세화기법, 수문모형 등으로 세분

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상유역 금강 용담댐 금강
국내 139개

단위유역

139개 한강

소유역

국내 109개

중권역

자료기간
1961～1980

2031～2050
1980～2049 1971～2100 2010～2090 1971～2099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
1CO2, 2CO2 1CO2, 2CO2 B1 A2, B2 A2 A2, A1B, B1

기후모델 MRI GCM YONUGCM 5개 GCM ECHO-G ECHO-G
13개

AOGCM

상세화

기법 1
SDMAM

전이함수

모형
SNURCM MM5 RegCM3

CSEOF 및

다중선형회귀

분석

상세화

기법 2
IRSHAM96

WG

(WGEN)
LARS-WG

비정상성

Marcov

Chain

축소기법

WG

(WXGEN)

수문모형 IRSHAM96 SLURP

abcd

(월단위

수문모형)

PRMS SLURP

PRMS,

SWAT,

SLURP

표 2.57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평가 국내 연구 동향

㉯ 국외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 평가 기술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과거 관측자료를 이용해 변화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 기후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후모형과 결정론적 수문모형을 이

용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관측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기후변화의 징후나 증거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과거의 실제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측치 만으로 불확실성이 큰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모형만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후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미래의 변동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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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해상도 문제가 있어 복잡한 지역차원의 수자원 변동성 분석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후모형에서 생산되는 기후자료를 수문모형에 입력

하여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배덕효와 정일원, 2005).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GCM으로부터 유출량을 전망하는 기술

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GCM은 1990년대 기상학 분

야에서 개발되었으며 수문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시나

리오와 GCM을 선택, 조합하여 산출된 결과를 강우-유출 모형에 입력하고 그 결과 산정된 유

출량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성과 그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주를 이

뤄 왔다. GCM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상세화 과정을 적용

한 RCM을 생성하는 기법이 개발되었고, GCM을 RCM으로 상세화 시키는 방법과 RCM을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RCM의 활용 이후 전반적인 수자원의 변동

에 국한되었던 기후변화 연구는 기후변화가 수문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확

장되었다. 대표적으로 Cameron(2006)은 UKCIP02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HadRM3H 모형

결과와 TOPMODEL을 활용하여 스코틀랜드 북부 Lossie 유역의 홍수량 변화를 분석하였고,

Kay et al.(2006a, 2006b)은 UKCIP02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HadRM3H 모형 결과와

PDM(Probability 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을 활용하여 영국 15개 유역에 대해 연

강우량과 홍수량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강우분포가 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Lenderink et al.(2007)은 A2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HadRM3H 모형 결과와 유출 모의 기

법을 바탕으로 홍수량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헌 이외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

출량 및 강우량과 홍수량 산정에 대한 국외 문헌조사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를 위한 선진국의 최신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본

절에서 조사된 각 국가별 연구 동향은 기후변화 수문시나리오 표준화 기술 최신 연구동향(이상

훈 등, 2010)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구분 저자 년도 적용지역
기후모델 및

시나리오
수문모형 주요내용

1
Yu et

al.
2002 Taiwan - HBV

HBV 모델을 적용하여 타이완 남부

지역의 과거 기후변수들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유출량을 예측

2
Legess

e et al.
2003 Ethiopia - PRMS

§ PRMS 모델로 토지피복변화와 기후변
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
션 하였으며 일 단위와 월 단위 모두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남.

3
Drouge

et al.
2004

Luxembou

rg

- KNMI CE

- KNMI UE

- UKHI

HRM

§ 중규모 유역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
리오의 적용은 유출량과 공간적 분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문학적 변수들
에 따라 중규모의 기후변화의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표 2.58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평가 국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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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년도 적용지역
기후모델 및

시나리오
수문모형 주요내용

4

Eckhar

dt and

Ulbrich

2003 Germany
- B1-low

- A2-high
SWAT-G

§ SWAT 모형을 이용하여 2가지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온난화로
인한 적설량은 감소하였으나 겨울의 홍
수위험도는 증가함.

5
Merritt

et al.
2006

British

Columbia

- CGCM2

- SCIROMk2

- HadCM3

UBC

§ 모든 시나리오는 해빙기가 일찍 시작되
어, 강우가 수문곡선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봄 기간의 유출
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

§ 기후모델 중 CGCM2가 기후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작게 예측되었고,
SCSIROMk2 모델이 적설량이 가장 크
게 줄어들 것이라 예측함.

6
Thodse

n
2007 Denmark - HIRHAM NAM

§ 시뮬레이션 결과, 1961∼1990년대보다
예측된 기간에 연평균강수량이 7% 상
승, 증발산량은 3% 증가, 유출량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7
Xu et

al.
2009 China

- CGCM2

- CCSR

- CSIRO

- HadCM3

SWAT

§ 4개의 GCM 모델과 두 개의 상세화 기
법 모두에서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이
크게 증가한다고 예측하였고, 강우량은
약간 증가한다고 예측

8
Kay et

al.

2006

a

15

catchment

s

across

Great

Britain

- HadRM3H

Probability

Distributed

rainfall-

runoff

model

(PDM) of

Moore

§ 자료의 한계로 500㎢ 이하의 소규모 유
역에 적용

9
Kay et

al.

2006

b

15

catchment

s

across

Great

Britain

- HadRM3H

- UKCIP02

Probability

Distributed

rainfall-

runoff

model

(PDM) of

Moore

§ 한 유역을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연강
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8개 유역은
대부분의 홍수량의 증가를 보임

10
Camero

n
2006

Lossie

catchment

in the

northeast

of

Scotland,

UK

- HadRM3H

- UKCIP02

TOPMODE

L
§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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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순환 해석 모형 동향

국내에서는 국외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수문순환

모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외와 같이 분포형 수문순환모형을 개발 및 이용

하여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배덕효 등(2007)과 정일원 등(2007)이

기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역스케일의 신뢰성 높은 기후시나리오를 생산하여 국내 기후모

의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한 후 PRMS 모형을 이용한 미래 수자원의 변동성을 분석한바 있다.

구분 저자 년도 적용지역
기후모델 및

시나리오
수문모형 주요내용

11

Leande

r and

Buishan

d

2007

The river

Meuse in

Western

Europe

- the KNMI

regional

climate model

RAMCO

- HadAM3H

- ERA40

HBV

rainfall-

runoff

model

§ GCM 결과를 비교적 간단한 비선형 편
의 보정기법으로 보정한 결과 관측값과
잘 맞는 강우량과 홍수량을 추정할 수
있었음.

12

Lenderi

nk et

al.

2007
the river

Rhine
- HadRM3H RhineFlow

§ 연평균 유출량이 겨울철에 30% 증가,
여름철에 40% 증가

저자 연구제목 년도 수문모형
모의시간

간격

안재현 등
§ GCM 결과를 이용한 지구온난화에 따
른 대청댐 유역의 수문환경 변화 분석

2001

물수지모형[방정식]
월단위

계절단위

안재현 등
§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 2. 물수지 모형을 이용한 대
청댐 상류 유역 수문환경의 변화 분석

물수지모형[방정식]
월단위

연단위

김병식 등
§ 기후변화가 용담댐 유역의 유출에 미치
는 영향

2004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김웅태 등
§ 기후변화에 따른 대청댐 유역의 유출
영향 분석

장기유출모형 NWS-PC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임혁진 등
§ CA-Markov 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강댐 유역의 수문분석

2006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연단위

표 2.59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물순환 해석모형 국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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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제목 년도 수문모형
모의시간

간격

김병식 등
§ Impact of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s in Yongdam Dam Basin,
Korea

2007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황준식 등
§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월 물수지모
형의 적용성 검토

일강우-유출모형 :

SSARR, TANK

일단위

월단위

정일원 등
§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
한 고해상도 시나리오 생산(II): 유역별
유출시나리오 구축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PRMS
월단위

배덕효 등
§ A2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수자원의 변
동성 전망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PRMS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정상만 등
§ 기후인자의 변화에 따른 대청댐유역의
유출민감도 모의평가 - 4th IPCC 보고
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

2008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WAT

월단위

연단위

정일원 등
§ 유출모형이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WAT, PRMS, SLURP,

SWAT

월단위

연단위

안소라 등
§ 미래토지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유역의 유출특성 분석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연단위

이용준 등
§ SWAT 모형을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안성천 유역
수문 – 수질 변화 분석 (I)

2008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WAT

일단위

연단위

안소라 등
§ 기후변화가 경안천 유역의 수문요소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09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한수희 등
§ 토양수분의 추계학적 거동과 기후변화
가 미치는 영향

토양수분을 위한

추계학적 모형
월단위

박종윤 등
§ 기후변화가 충주댐 유역의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유역 모델링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WAT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

최대규 등
§ CGCM 미래기후정보를 이용한 기후변
화가 병성천 유역 수문 및 수질반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WAT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

박경신 등
§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유황곡선
및 BOD 농도지속곡선 변화

연속유출모형
월단위

연단위

박근애 등
§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the inflow and outflow of two
agricultural reservoirs in Korea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월단위

계절단위

박근애 등

§ Future potent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watershed
hydrology and the adaptation strategy
of paddy rice irrigation reservoir by
release control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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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물순환 해석 모형 동향

국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영향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수문순환모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한 논문은 7편(20%)이었다. Jasper et al.

(2004)이 WaSiM-ETH 모형을, Booij (2005), Bergstrom et al. (2001)는 HBV 모형을,

Koster et al. (2005)는 대상유역에 적합한 분포형 모형을 USAFLOW, TANAFLOW로 개발

및 명명하여 수자원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Guletal (2010)가 MIKESHE를, Asokan and

Dutta (2008)이 DHM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Sefton과 Boorman(1997)은 2CO₂배증상황에서 GCM모의 결과를 IHACRES 모형에 적용

하여 영국의 39개 유역에 대해 유출을 분석한 결과 영국의 중부와 동부지역이 유출감소로 인한

가뭄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Andersson et al. (2006)은 4개의 GCM과 Pitman 수

문모델을 이용하여 Okavango 강 유역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월평균

유출감소의 영향이 연평균 유출감소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Merritt

et al. (2006)은 3개 GCM의 A2, B2 시나리오 결과 값을 UBC 유역모형(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odel)에 적용하여 Okanagan 유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봄 융

설의 이른 시작과 유출량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 평

가 시 SWAT(Soil & Water Assessment Tool, Arnold et al., 1998) 모형의 적용이 활발하

다. SWAT과 연계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Githui 등(2009)은 5개 GCM으로 생

성된 기후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수문 영향 연구가 전무한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케냐의 강수량과 온도 증가에 따른 유출량 증가와 GCM별 기저 유출의 증감

을 조사하였으며, 강수량과 유출량의 상관성 조사 및 GCM별 강수량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중

국의 경우 MM5(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version 5)를 이용하여 강수량 변화에 따

른 유출량의 증감을 조사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와 강수량의 감소에 따른 수자원 감소를 우려하

였다(He 등, 2009). Dhar 등(2009)은 최근 인도의 Hadley Center에서 예측된 고해상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인 PRECIS(Providing REgional Climate for Impacts Studies) 자료를 바탕으

로 인도 지역의 수문요소별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배출시나리오는 A2와 B2를 적용하였

저자 연구제목 년도 수문모형
모의시간

간격

박근애 등

§ SLURP 모형을 이용한 기후, 식생, 토
지이용변화가 농업용 저수지유역과 하
천유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II) −모
형의 검·보정 및 적용 −

2010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김수전 등
§ 고해상도 RCM자료를 이용한 기후변화
가 한강유역의 수자원(이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물수지모형

K-WEAP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

김병식 등
§ 기후변화와 토지피복변화를 고려한 한
강 유역의 수자원 영향 평가

준분포형 강우-유출모형

SLURP

일단위

월단위

계절단위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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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사나리오는 2100년에 연평균 지표 온도가 A2 배출시나리오에서 3℃～5℃, B2 배출시

나리오에서 2.5℃～4℃ 상승한다고 밝혔다. 강수량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더욱 상승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최고·최저온도 또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Gűl 등(2009)은 덴마크 유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

하였으며, 본류와 지류의 유출량으로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유출량의 변

화는 식생과 표토에 영향을 주어 개략적인 1℃ 상승시 유역의 평균 유출량이 2.5% 증가할 것이

라고 연구하였다. Somura 등(2009)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반응을 현재 기후상태와 18

가지의 수문학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모의·비교하였다. 18개의 시나리오는 온도 상승과 강수

량의 증가/감소의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와

IPCC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온도변화를 T+1℃. T+2℃. T+3℃, 강수량 변화는

P-20%, P-10%, P±0%, P+10%, P+20%, P+30%로 설정했다. 30% 강수량 증가가 JMA의

예측보다 크지만 최근 극한상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이 값을 적용하였다. 결과로서 눈의 물

당량과 증발산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함을 밝혔으며,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수문

변화를 정량화하였다. Franczyk와 Chang(2009)은 ECHAM5(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in HAMburg)를 이용한 유출량의 영향 연구를 발표하였

으며 Nearing 등(2005)은 SWAT 모형과 6개의 다른 모형으로부터 유출과 토양 유실량을 추

정하여 비교·분석한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길하 등(2008)이 CCCma 기후모형(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으로부터 예측된 강우자료와 사회-경제 변화에

의해 예상되는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토양 침식량을 추정한바 있다. 또한, Zhang et

al. (2007)은 HadCM3(abbreviation for Hadley Centre Coupled Model, version 3)와

CCCma CGCM2의 A2, B2 시나리오 결과 값을 SWAT 모형에 적용하여 Luohe 강 유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2050년에는 평균 10%의 유출증가와 특히 봄에

60%의 유출증가를 예측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국토교

통부, 2013).

②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및 평가 방법 정립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강우량 및 증발산량 등과 같은 물순환계 구성요소가 변화

하면 유역에서의 물순환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유역의 물순환계를 종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예방,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 물순환

개선 기술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순

환 개선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속가

능한 수자원 관리 및 확보 측면에서의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물순환 개

선 기술은 홍수저감 및 비점오염원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도시 지역의 소규모⋅분산형 물

순환 개선 시설의 개별적인 효과를 분석 검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소규모 물순환 개선 시설

이 다중으로 분산되었을 경우나 유역 규모에서의 물순환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국내외 물순환 개선 기술 연구는 도시 및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

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역 차원의 물순환 개선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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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역 물순환 평가 및 개선 기술 현황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중 수자원사업단은 ‘우수저류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김이호 등, 2007)’를 통하여 “우수저류침투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적용효과, 평가기법 등을 연구한바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침투형 우수유출저감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2005)’를 통하여 우수유

출저감시설과 관련된 국내 관련제도 및 법규, 설계지침 및 기준에 대한 분석자료와 국내 주요연

구 및 침투형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침투·저류시스템을 제안

하고 침투·저류시스템의 적용성을 분석하여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내배수 침수재해저감기술 개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2007)’ 연구에서 국

내외에서 연구된 다양한 내배수 홍수분담시설에 대한 정량적 평가모형을 수집·조사 및 분석하

여 주요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를 포함한 주요 도시지역의 내배

수 침수현황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지형학적 특성 및 수문학적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론을 제시하였으며 저감시설의 종류에 따른 수문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설별 최적 모

형화 방안을 결정한바 있다.

환경부의 ‘건건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체계개선 연구(2007)’에서는 도시의 불투수

면 증가로 인한 열섬현상과 열대야 현상 및 왜곡된 물순환으로 야기되는 도시침수, 하천 건천

화, 수질오염 및 도시 생태계 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빗물관리

체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빗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기술 기준안 도

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자연순응형 빗물관리시설에 의

한 빗물 오염부하 및 유출량 저감효과(2008)’ 연구에서는 소규모 강우(10㎜ 전후)를 강제 배수

하는 대상이 아닌 도시환경의 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분당, 용인에 위치한 주택단지 및 도로

에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오염부하 및 지반침투로 인한 우수

유출량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김병훈 등(2002)은 침투형 저감시설 중 하나인 투수성 포장재에 대한 저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였고, 강우는 인공강우에 대한 것과 실제 강우에 대해

서 실시하여 불투수성 포장재와 투수성 포장재를 통한 우수저감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였다. 최계

운 등(2004)은 유역 침투-저류 방식을 이용한 빗물이용에서의 강우강도에 따른 유출량 및 저류

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질변화를 검토하는 모형실험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적용성 여부를 확

인하였다. 김수광(2005)은 표면재료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침투 특성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침투특성을 고찰하고, 표면재료를 택지개발이나 도시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용, 토지이용에 따른 침투효과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정민 등(2006)은 투수성 포장의 유역

내 수문학적 효과를 수리모형 실험 및 수문모형(SWMM)을 통해 매개변수를 추정하였고, 실험

에 의해 계측된 지표 및 지하수 유출량과 수문모형에 의해 계산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SWMM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호열 등(2007)은 투수성 보도블럭 포장을 실험시설을

만들어 수리모형 실험을 수행하고 유출량 및 침투량을 계측하여 시간에 따른 침투율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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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연구와 관련해서는 서규우 등(2001)이 동의대 시험유역을 선정하여 수문관측

을 실시한 후 모형의 검정을 통하여 실측 유출 양상과 ILLUDAS 모형의 유출 양상을 비교·분

석 하였다. 또한, 심재현 등(2004)은 1998년부터 전국 시범지역에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인 침

투통의 실시간 현장계측을 수행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강우사상과 설계 강우사상에 대하여 유출저감효과를 SWM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바 있다.

임장혁 등(2007)은 MUSIC 모형을 이용하여 홍제천 유역에 대한 유출 및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바 있으며 연지웅(2007)은 MUSIC 모형을 이용한 침투-저류 시스템의 유출저감

효과를 해석하였다. 박기정 등(2010)은 군자배수구역에 대한 MUSIC 모형의 적용성을 분석하

였고, 김덕우(2011)는 MUSIC 모형의 수문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GLUE(Genernalized Likelihood Uncertainty Esti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현준 등(2009)은 판교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및 남양주시 등 다수의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하여 WEP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침투시설, 저류시설 등에 의한 물순환 개

선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박준호 등(2008)은 SWMM 모형을 이용하여 춘천 거두지구를 대상으

로 물순환 개선 기술을 적용하여 유출 감소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명호 등(2009)은 불투수면

저감기법에 대한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고, 최환규(2010)는 불투수면의 변화에 따른 도시유역의

강우-유출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전지홍 등(2014)은 안동시 시외버스터미

널을 대상으로 SUSTAIN 모형의 비효-편익 분석을 수행하여 제한된 설치비용 내에서의 물순

환 개선 기술 도입을 검토한바 있다.

특히, 장철희(2012)는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미래 기후와 토지이용변화가 유역의 수문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GCM 중 일본 NIES(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의 MIROC3.2 및 영국 UKMO(United Kingdom's

Meteorological Office)의 HadCM3 A1B, B1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결과 자료들을 수집한

후 유일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김현준

등, 2011)을 적용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역

규모의 물순환 개선 기술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CAT은 유역에서의 강우-유출 과정을 물리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투수지역과 불

투수지역으로 유역을 구분하며, 우리나라 유출 특성중 하나인 논에서의 유출 과정을 반영한다.

또한, 외부에서의 물공급과 상수도 관망 등에서의 누수도 고려할 수 있다. 투수지역은 1개의 토

양층과 1개의 불압대수층으로 구성되고, 유출기여역과 함양역으로 유역을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대수층을 통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물순환 개선시설들의 선택 폭

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에 필수적인 침투시설, 저류시설 등을 고

려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의가 가능하다.

CAT 모형은 노드와 링크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노드에는 강우와 기상자료로부터

유출을 계산하는 유역(source) 노드와 물순환 개선시설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인터페이

스는 사용자가 손쉽게 모형을 적용․관리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모의하여

분석할 수 있고, 모든 입력 출력 자료를 Microsoft Excel이나 텍스트 형식과 연동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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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별 매개변수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물순환 개선시설(침투시

설, 저류지, 습지, 빗물저장시설, 리사이클 및 외부급수 등)의 구현 및 모의가 가능하다.

Main view

Project view

Icon

Attribute

Toolbar

Main menu

Mini View

그림 2.188 CAT 모형의 주요 구조

노드명 기호 기 능

Urban
- 도시 유역(블럭): 강우 및 기상자료와 토지이용, 토양, 대수층 자료로부터

유출량, 증발산, 침투량 등을 산정

Forest
- 산림 유역(블럭): 강우 및 기상자료와 토지이용, 토양, 대수층 자료로부터

유출량, 증발산, 침투량 등을 산정

Paddy
- 논 유역(블럭): 강우 및 기상자료와 토지이용, 토양, 대수층, 논의 속성

자료로부터 유출량, 증발산, 침투량 등을 산정

Infiltro
- 침투 트렌치: 인접지역으로부터 유출수를 받아 계획침투량을 반영하여 토양으로

침투 시키고 지하대수층으로의 함양량을 산정

Bioretention
- 침투녹지: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유출수를 받아 계획침투량을 반영하여 토양으로

침투 및 지하대수층으로 함양량을 산정하며, 식생으로부터의 증발산을 산정

Pond
- 저류지: 유역내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시키는 저류지로써 하천 내에 설치되는

online 저류지와 하천 외에 설치되는 offline 저류지로 구성

Wetland - 습지: 유역내의 습지를 반영

RainTank - 빗물탱크: 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여 활용

Recycle - 리사이클(취수): 하천내에서 취수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하는 시설을 반영

Import - 광역급수: 외부에서 유역내로 공급되는 시설을 반영

표 2.60 CAT 모형의 유출 노드 및 물순환 개선시설 노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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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유역 물순환 평가 및 개선 기술 현황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국외 선진국에

서는 주로 물리적 기반의 수문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대

상유역의 물리적 특성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물순환계의 장래추정과 대책의 효과 평가에 있

어도 물리적 모형의 모의결과의 일정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물리적

모형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실무상의 과제가 되어 있다.

물순환의 정량적 평가 및 물순환 개선 기법 모의 관련 최근 국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호주, 일본 및 독일 등에서 SWMM(Storm Wastewater Management Model),

SUSTAIN(System for Urban Stromwater Treatment, and Analysis INtegratration),

MUSIC(Modeling of Urban Stormwater Improvement Conceptualisation), Urban

Developer, WEP(Water and Energy transfer Process), STORM 등의 모형을 이용하고 있

다. 각각의 수문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WMM 모형은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유역

내에서 우기 및 건기의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 배수관망내의 유출량 추적, 수질모의, 오염물질

에 대한 처리와 비용계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형이다(Rossman, 2007). SWMM

은 호우에 의한 유출 유량과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강우주상도, 기상학적 입력자료, 유역 인자,

하수 관로인자 등을 사용한다. 1981년에는 SWMM 모형 내의 TRANSPORT 블록을 확장, 보

완하기 위해 수공구조물의 월류, 배수, 압력류 등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EXTRAN 블록

을 모형에 포함시켜 보완시켰다. 1987년에는 지하수 유출을 모의하기 위하여 GROUND 부프

로그램을 추가하였다. 현재 SWMM은 1999년 4.31 버전에서 1999년 4.4A, 4.4G, 4.4H 버전으

로 개선되었으며 개선된 사항은 Dr. Wanyne Huber의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2005년에 EPA에서 SWMM5.0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자편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89 SWMM 모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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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서는 SUSTAIN(System for Urban

Stromwater Treatment, and Analysis INtegratration) 모형을 개발하여 물순환 개선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U.S. EPA, 2009). SUSTAIN의 수문해석 및 오염물질

해석 모듈은 EPA의 SWMM 5.0모형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였고, 유사관련 해석은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운영되며

비용-편익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 모형은 2001년에 연구를 시작하여 2003년부터 본격

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 모형의 기본구조가 만들어진 후 2009년 11월에 버전

1.0, 2012년에 버전 2.0이 발표되었다.

그림 2.190 SUSTAIN 모형 개요

호주에서 2002년 이후에 개발되어 2014년 10월 현재 version 6.0까지 개발되어 있는

MUSIC(Modeling of Urban Stormwater Improvement Conceptualisation)은 호주의 주요

도시 및 개발 지역(0.01～100 ㎢, 시간간격: 6분～하루)에서 우수유출 및 수질 저감 대책 모형

으로 사용되고 있다. MUSIC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노드-링크의 표현 방식으로 개발되

었으며, 소스 노드, 처리 노드 및 기타 노드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소스 노드(source

node)는 도시지역(urban), 농업지역(agricultural), 산림지역(forest) 및 사용자지정

(user-defined)과 외부입력(imported data) 등 5개로 구분되어 있다. 처리 노드(treatment

node)는 우수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처리시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습지(wetland), 저류지(pond), 유사저류지(sedimentation basin), 침투시설(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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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오물트랩(gross pollutant trap), 완충지(buffer), 생태저류(bio-retention), 식생수로

(swale), 빗물저류(rainwater tank), 사용자지정(generic) 등이 있다. 이들 노드는 정션과 링크

로 연결된다(CRCCH, 2005). MUSIC 모형의 수문모형은 호주에서 개발된 MODHYDROLOG

(Chiew et al., 1997)을 사용하고 있는데, 2개의 저류층으로 구성된 집중형 모형으로써 기본 구

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191 MUSIC 모형 내의 강우-유출 모형의 구조

최근 호주의 eWater - CRC(Cooperative Research Centre)에서는 통합 도시 물관리

(IUWM, Integrated Urban Water Management)를 목적으로 물관리 대안시설 및 서비스 제

공 전략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평가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Urban Developer(beta version

0.4.0)을 개발하였다(2011. 02.15). 이 모형은 홍수, 오수, 급수 및 재이용 등의 도시 물순환을 모

델링하는 차세대 도구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입안자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설계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도록 하며 또한, 물부족, 수문학적 영향이 생태적 지속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급배수관망과 대안시설에 의한 공급(빗물저장시설 같은) 사이의 최적의 균형

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와 같은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Urban Developer 모형은

2002년에 개발되어 현재 버전 4.0까지 개발되어 있는 MUSIC(Modeling of Urban

Stormwater Improvement Conceptualisation)의 주요 요소들을 수정/보완하여 개발되었다.

Urban Developer 모형은 공간적으로는 도시 주거단지의 개별블록에서부터 여러 블록에 이르

기까지 모의가 가능하며, 시간적으로는 5분 간격의 홍수모의에서부터 월/년별의 연속모의가 가

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Urban Developer는 도시 물순환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술적 요구들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큰 규모에서의 홍수, 급수 및 오수 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물분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의 제시가 가능하다. Urban Developer는 사용

자가 물에 민감한 도시 설계 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

법을 제공하며 도시재개발지역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CRC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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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2 Urban Developer 모형의 개요

STORM 모형은 독일 IPS(Ingenieurgesellschaft Prof. Dr. Sieker mbH)에서 개발된 모형

으로서 물수지 및 오염물질 유출부하량 산정을 통해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 및 우수저류침투

시설의 계획․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옥상녹화, 습지, 저류조, 트렌

치, 표면 침투시설. 등 다양한 우수배수 시스템 설계 및 효과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TORM User Manual, 2009).

그림 2.193 STORM 모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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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 모형은 복잡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물순환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일본의 토목연구소, 과학기술진흥사업단, Jia 박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물리적 기반

의 공간분포형 모형(PBSD; Physically Based Spatially Distributed)이다. WEP 모형의 모의

는 WEP+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WEP+는 WEP 모형의 방대한 양의 입력자료를 효과적으

로 구축하고, 다양한 시계열 및 공간분포 출력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닌 전․후처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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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4 WEP 모형의 물순환 해석을 위한 구조

이처럼 국내외에서 유역의 물순환 평가 및 물순환 개선 기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설계 및 계획 프로그램들이 출시되고 실무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은 국내의 유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저수지 혹은 하천에서의 취수 등과

같이 국내의 복잡한 물순환 형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소스 코드의 수정

이 어렵다. 물순환 개선 기술 역시 일부 시가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전지구적, 유역 규모의 개

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한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

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평가 및 개

선 기술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나)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① Open GIS Tool 및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년간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사업화에 성공한 바 있는 유역 물순환 평가 모형인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을 수정 및 개선하여 단기간 현장 적

응형 사업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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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개요

CAT은 기존의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수문모형과 물리적(physical) 매개변수 기반

의 분포형 수문모형의 장점을 최대한 집약하여 장․단기적 물순환 변화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물순환 해석 모형이다. CAT은 유역에서의 강우-유출 과정을 물리적 매개변수를 이

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투수지역과 불투수지역으로 유역을 구분하며, 우리나라 유출 특성중

하나인 논에서의 유출 과정이 반영된다. 또한, 외부에서의 물공급과 상수도 관망 등에서의 누수

도 고려된다. 투수지역은 1개의 토양층과 1개의 불압대수층으로 구성되고, 유출기여역과 함양역

으로 유역을 분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대수층을 통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산정할 수 있다.

CAT에서의 물의 순환과정은 투수역과 불투수역으로 구분되며, 각 공간 단위별로 침투, 증발,

지하수 흐름 등의 모의가 가능하다. 토양층 및 대수층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모형화 하였고, 대

수층으로부터의 지하수 취수가 고려된다.

CAT의 물순환 해석 모듈로는 증발산, 침투, 유역 유출, 지하수 유거, 하도추적 등이 있다. 증

발산은 잠재 증발산량을 외부에서 계산하여 입력하거나, Penman - Monteith 방법(Smith et

al., 1998)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침투는 Rainfall Excess(일본국토교통성, 2001; Maidment,

1992), Green&Ampt (Green and Ampt, 1911; Mein and Larson, 1973; Chu, 1988),

Horton(Horton, 1933) 방법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인접 유역간의 지하수 이동을 고려할 수 있

으며, 하도추적을 위해 Muskingum, Muskingum-Cunge, Kinematic wave 방법 등이 제공

된다(Ponce, 1988).

CAT 모형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모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입·출력 자료

를 Microsoft Excel이나 텍스트 형식과 연동되도록 하여 프로젝트별 매개변수 관리가 용이하

도록 하였다. 해당 유역 노드나 개선시설 노드에서 유출 성분별로 다양한 속성을 그래프로 출력

할 수 있으며, 시계열 자료로 저장이 가능하다. 본 모형은 웹사이트(www.watercycle.re.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매뉴얼 및 베타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2.195 CAT 모형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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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GIS Tool과 연계된 자동 매개변수 전처리 모듈 개발

기존의 CAT 모형은 입력 매개변수 구축을 위해 상용 GIS Tool을 사용하여 소유역별 입력

매개변수를 구축해야 하는 관계로 실제 사용자가 적용을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 자원이 소요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에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을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는 값비싼 매개변수 전처리 GIS Tool을 배제하고 공개용 GIS Tool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자동

전처리시스템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개용 GIS Tool로는 SAGA GIS (System for Automated Geoscientific Analysis GIS,

Version 2.0.6), Mapinfo (Version 12.5), HydroDesktop (Version 1.7.3), Q-GIS (Version

2.10), GRASS (Version 7.0.1) 등이 있으나 GRASS을 제외하고는 GDAL(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이라고 하는 GIS 벡터 및 레스터 추출용 공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엔진 전체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GRASS는 r.fill(flow direction), r.flow(flow

accumulation), r.basins(sub-basin) 등의 개별적인 GIS 전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모형

의 입력자료 생성을 위한 필수 모듈만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공개용

GIS Tool은 GRASS를 선정하였다.

그림 2.196 공개용 GIS Tool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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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7 선정된 공개용 GIS Tool(GRASS)

선정된 GRASS Tool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매개변수 전

처리 모듈은 DEM(Digital Elevation Model), 토양도, 토지이용도, 하천망도, 소유역 경계 등의

GIS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 수자원평가시스템의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물수지 분석 모

듈과 연계하여 유역의 수문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강우, 증발산, 침투 모듈 활용

§ 직접유출, 중간유출, 지하수

유출량 산정 모듈 활용

§ 하도추적 및 지표수, 지하수 연계

모듈 활용

§ 수치표고모델(DEM)

§ 흐름방향도

§ 하천도

§ 토지이용현황도

§ 토양도

Open GIS Tool 을
이용한 매개변수

자동 입력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모형의
출력자료

CAT 모의및결과분석

입력매개변수전처리과정
(GRASS GIS)

* CAT 입력자료 자동추출

그림 2.198 매개변수 전처리 모듈 개발 흐름도

㉰ 장기 일유출 모형과의 연계를 위한 모형 조사 및 분석 수행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유역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수문해석

보다는 단순환된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장기유출 해석이 필요하며 다양한 장기 일유

출 모형을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에 모듈러 방식으로 탑재함으로써 소유역의 특성을 반영

한 장기 일유출 해석을 수행하고자 기존의 장기 일유출 모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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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4J 모형은 단순한 모형들 중 하나로, 단지 네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연구에

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새로운 모형들은 점점 복잡한 구조가 되

고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아직 간략한 강우-유출 모형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간략한 강

우-유출 모형들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장점은 적은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되고 있다.

그림 2.199 GR4J 모형의 구조 및 매개변수

SIMHYD모형은 HYDROLOG모형을 간략화 시킨 모델로 입력 자료로는 일 강우량(mm),

일 유출량(mm)m 일 잠재 증발산량(mm)을 필요로 한다. SIMHYD의 매개변수는 총 7개이며

최적화 방법으로 전역탐색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과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

Algorithm)법과 지역탐색 기법인 pattern search multi-start법을 사용한다.

그림 2.200 SIMHYD 모형의 구조 및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기 일유출 모형을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에 모듈러 방식으로 탑

재함으로써 소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일유출 해석 가능하며 매개변수 자동 전처리시스템

및 장기 일유출 모형과의 연계를 통한 유역 물순환 평가 및 개선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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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CAT 패키지 개발

CAT은 2009년 3월 버전 0.1이 소개된 이후에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서 2010년 12월에 버전

1.5가 인터넷 홈페이지(www.watercycle.re.kr)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데모 버전을 다운로드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온/오프라인을 통하여 810 copy 제공). 그 이후로 CAT 관련된 2

건의 특허 (10-2009-0110446, 10-2011-0025028)와 1건의 상표(40-0861900-0000)가 등록되

었으며 2011년 3월에 중소기업과 CAT의 국내 판매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이루어졌고, 2016

년 3월 기술계약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연구진과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CAT을 공개하여 공공의 지적 재산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

고 2016년 4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활발한

현장적용을 도모하고자 CAT 공개용 버전은 개방형 통계처리 및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이용

하였다.

그림 2.201 R기반 공개용 CAT 버전(RCAT)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데이터의 조작 및

수치연산,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 패키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

서 R의 활용은 미진한 편이었지만, 최근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R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R에 대한 한글 자료 부족이 R의 저변 확대를 방해하는 한

원인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번역서 및 국내 서적이 출판되고 있으며, 『한국 R 사용자 모

임』과 같은 자발적인 비영리 모임의 노력으로 웹상의 한글 자료 공유 및 지식기부가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가 쓰이는 곳이라면 어느 분야든 활용할 수 있는 R의 특성상, 수문자료의 처리 및

분석, 수리·수문 모의 등의 수문·수자원 연구 분야의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국내에서는 아직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R기반 CAT 패키지는 RCAT으로 명명하였으며 기존 윈도우즈 GUI 형

태의 CAT 모형을 R 환경에서 컴파일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AT은 매개변수 최적

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반복수행에 유리하며 윈도우 기반 외에도 리눅스 플랫폼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유역 네트워크 구성 등 초기 입력자료 구축에 GUI가 제공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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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기본적인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학습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R 프로

그램이 사용자의 PC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샘플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

의를 통해 다양한 수문성분의 결과를 그래프와 테이블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02 RCAT 모의결과 (수문성분별 그래프 예)

그림 2.203 RCAT 모의결과 (저수지 모의 예)

또한, RCAT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GitHub (https://github.com/)

를 통해 개발되고 소스코드가 관리되고 있다. 현재 개발자 그룹을 통해 검증단계에 있으며 2016

년 4월 중으로 공개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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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4 GitHub의 RCAT 개발자 그룹 화면

② 테스트베드 수문자료 수집 및 D/B 구축

Open GIS Tool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년도

에 선정된 한강권역 내의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구조적 물

순환 개선기술을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자료, 수치고

도자료(Digital Elevation Model), 토지이용자료 및 토양자료 등과 같은 기본 입력 자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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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다. 이러한 기본 입력 자료들을 이용하여 CAT 모형의 물리적 매개변수들을 산정한 후

최종 출구점의 하천유출량을 이용하여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미래 기후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 기상자료를 구축하였다. 미래 기상자료는 IPCC에서 제

시하고 있는 GCM 중 일본 NIES(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의

MIROC3.2 hires 및 HadCM3 A1B, B1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결과 자료들을 수집한 후, 오

차보정(bias correction) 및 LARS-WG(Long Ashton Research Station–Weather

Generator)를 이용하여 상세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순환 개선시설의 영향을 검토하

였다.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진행 중에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

여 강우-유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회복하도록 하는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Meteorological Data GIS Data Observed Data

Precipitation, 
Temperature, 
Wind Speed, 

Solar Radiation, 
Relative Humidity

DEM

Land Use

Soil

Streamflow

CAT model

Calibration / Validation

Climate Change Scenarios
Bias correction

LARS-WG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n

Hydrology

BMPs for the Water cycle 
Improvement

Water Cycle Improvement Facilities

그림 2.205 연구 흐름도 및 상세화 과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래 기후자료로 A1B, B1 배출시나리오의 MIROC3.2

hires, HadCM3 모의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MIROC3.2 hires와 HadCM3의

기본 개요는 Table 2.2와 같다. NIES MIROC3.2 hires와 UKMO HadCM3는 모두 SRES

AR4(Fourth Assessment Report)에 제시되었으며 각각 일본,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월 자료

로 제공되며 NIES MIROC3.2 hires의 공간해상도는 1.1°×1.1°이고, UKMO HadCM3 는

3.7°×2.5°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해상도가 높지는 않다. 따라서 공간해상도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LARS-WG 상세화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재구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A1B 배출시나리오와 더불어 B1 배출시나리오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 모델이 현재 기후를 잘 모의할 수 없다면 미래 기후를 전망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기후모델의 결과물을 연구에 사용할 때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 모델 결과를

현재 관측된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Carter et al, 1999). 따라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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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변수인 온도,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사성을 가지도록 오차 보정을 수행하였

다. 오차보정 된 시나리오의 온도와 강수량을 보정 전과 비교한 결과, 다소 낮게 모의되었던 온

도는 관측 값과 유사하게 보정되었고 강수량 역시 관측 강수의 패턴을 잘 반영하였다. 오차보정

의 단계를 거친 미래 기후자료들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A1B와 B1)로 작성된 월별 기후자료

와 과거 자료의 변화량을 LARS-WG에 입력하여 미래 기후변화 자료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

별 기후변화 값의 증가 패턴과 갈수년과 풍수년의 비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년에 해

당하는 변화값을 적용하여 미래 기상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미래 기상자료는 2021∼2100년

까지이며 이를 2040s (2021∼2060)와 2080s (2061∼2100)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20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예측 결과

㉯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토지이용은 수문해석 및 비점오염 평가에 있어 필수 정보 중에 하나이다. 토지이용 정보는 증

발산, 침투, 지표유출 등의 수문학적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5년,

2000년 2008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이 토지이용도는 Landsat-5

TM 위성영상으로부터 감독분류 방법 중 각 분류항목의 평균과 공분산을 이용하는 최대우도방

법(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을 적용하여 총 8개의 토지이용항목(수역, 도심지, 나

지, 초지, 논, 밭, 산림, 습지)로 분류한 자료이며 CLUE-s 모형을 이용하여 2040년과 2080년의

미래 토지이용도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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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rea

1995 2000 2008
(km2) (%) (km2) (%) (km2) (%)

Water 2.0 0.8 1.4 0.5 5.4 2.1
Urban 20.5 7.9 26.5 10.2 43.3 16.6

Bare Field 6.8 2.5 9.0 3.6 4.3 1.7
Pasture 18.1 7.0 27.9 10.7 20.3 7.8
Paddy 35.9 13.8 25.3 9.7 19.8 7.6

Upland Crop 17.1 6.6 25.4 9.8 20.2 7.8
Forest 158.7 61.0 141.6 54.4 146.8 56.4
Wetland 0.9 0.4 3.0 1.1 0.0 0.0
Total 260.1 100.0 260.1 100.0 260.1 100.0

표 2.61 경안천 유역 토지이용변화 분류

최종적으로 예측된 2040년과 2080년의 토지이용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적으로 시가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준 년인 2008년에 비해 2040년에 유역 평균

120%가 증가하였으며 2080년에는 157% 증가하였다. 또한, 산림지역은 2040년에 –42%, 2080

년에 –51%로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논 지역은 2040년에 –46%, 2080년에 –57%로 감소율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 2040 (b) 2080
그림 2.207 예측된 토지이용

Land use Type 2008 yr. 2040 yr. 2080 yr.
백분율

(2008년 대비 2080년)
Water 5.4 3.8 3.8 -31.0
Urban 43.3 94.8 111.1 156.9
Bare field 4.3 2.3 1.9 -56.5
Pasture 20.3 29.1 30.3 48.9
Paddy 19.8 8.6 6.2 -68.7

Upland crop 20.2 35.6 35.2 74.3
Forest 146.8 85.9 71.8 -51.1

표 2.62 토지이용 변화 예측 결과 (unit: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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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개선시설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개선시설 도입에 따른 대상유역의 물순환 개선도 평가를 위하여 침투

시설, 빗물저장시설 및 옥상녹화 시나리오별 물순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상태의 대상

유역에 대하여 물순환 개선시설 도입에 따른 수문학적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수문학적 변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CAT에서 침투시설은 설계침투량을 반영하여 토양으로의 침투량과 지하수로의 함양량을 모

의한다.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은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사)의 기준인 10㎜/hr를 취약지

역(불투수지역) 면적의 20%를 적용하였다. 빗물저장시설의 모의는 초기우수와 같은 일정량 이

하의 유입량과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양은 방류하고 물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다. 빗물저장시설

의 경우, 수도법시행규칙(2011)의 ‘빗물이용시설기준’인 (건축물 면적×0.05)를 적용하였다. 옥상

녹화의 경우는 국내의 현행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녹화 토심 및 식재의 종류 등에 대해

조경기준(국토교통부, 2009)에 명시된바 있다. 옥상녹화 토양에 관한 입력자료는 한국인공지반

녹화협회의 가이드라인 및 각종 옥상녹화 조성공사 시방서 등의 자료를 참고로 국내에서 적용

이 활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옥상녹화 토심은 20㎝ 이하의 저관리/경량형으로 하

였고, 투수계수는 1×10-3 ㎝/s 이상, 함수율 35%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옥상녹화의

특별한 입지를 고려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입력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2.208 물순환 개선기술 시나리오의 적용

㉱ 모형 구성 및 검․보정

본 연구에서는 팔당호 유입하천인 경안천의 경안수위관측소를 유역 출구로 하는 경안천 유역

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유역면적은 약 260.1 ㎢이다. 경안천유역의 과거 30년(1971～

2000) 평균 강우량은 1,371.1 mm이고 연 평균 기온은 10.9 ℃, 상대습도는 72%, 연평균 증발

량은 466 mm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기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최근 도시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수질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박종

윤 등, 2008). 이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도시화에 의해 산림과 농경지가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

의 변화가 꾸준히 진전된 유역으로 전체면적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이

10%, 밭이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시와 초지, 나지 등은 5～7% 정도를 차지한다. 토양특성

은 사토 8%, 사양토 40%, 미사식양토 8%, 식양토 45%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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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원, 이천, 양평 기상관측소의 일별 강수량, 평균온도, 최저

온도, 최고온도, 풍속, 상대습도 및 일조시간에 대한 과거 30년(1971 ～ 2000) 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경안 수위관측소의 10개년(1998 ～ 2007) 동안의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과 검증에 사용하였다. 강우량은 모형의 입력을 위하여 3개 관측소

(수원, 이천, 양평)의 일별 지점 강우량을 티센망법을 이용하여 면적강우량으로 환산하여 구축

하였다.

유출량에 대한 CAT 모형의 보정과 검증은 하천 유출자료가 확보된 경안수위관측소에 대하

여 실시하였다. 모의기간은 모형의 안정화 기간(Warm-up)을 고려하여 1998년～2007년까지

일별로 모의하였으며, 잠재증발산량의 산정은 FAO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소유역의 월별 작물계수는 정인균(2010) 등에 의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논 유출 해석을 위

한 월별 작물계수는 유승환(2006)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금번 적용은 일 단위의 모의인

관계로 하도추적은 수행하지 않았다.

보정은 실측자료의 양과 질이 충분한 1999년～2001년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2002년～2007년

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보정결과에 따른 모형의 적합성과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함

수로는 결정계수(R2)와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상대평균절대오차

(Relative Mean Absolute Error, RMAE)를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효율성 검증은 Nash와

Sutcliffe(1970)가 제안한 모형효율성계수(Model Efficient, ME)를 사용하였다. 검․보정기간

동안의 년 평균 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 ME는 0.65, R2는 0.74로 각각 분석되었다. RMSE는

2.4 mm/day, RMAE는 0.46 mm/day로 나타났다.

검․보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의치의 유출경향은 실측치의 경향과 비교적 일치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안정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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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9 모형 검․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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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안천 유역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구조적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결과

미래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거동 변화를 예측하고 취약성이 나타나는 지역

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조적 물순환 개선시설 도입시나리오를 통한 개선효과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구조적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결과, 개선 시설

이 없을 경우 최대 29%까지 증가가 예측된 직접유출량의 경우 6.5%까지 증가율을 감소시켰으

며 68% 감소가 예측된 지하수유출량의 경우는 약 10%의 감소로 그쳤다. 따라서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적용으로 직접유출량의 증가율과 지하수유출량의 감소율이 완화되고 증발산량이 증가로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2.210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

(다)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①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을 포함한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소프트웨어 개발

㉮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최근 물순환 해석 연구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형 매개변수의 불

확실성은 모델링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기존의 개발 모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착오에 의해 변수를 보정하게 되어 사용자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

되곤 하였다. CAT 모형 역시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있어 분석 결과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T에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패키지인 PEST(model-independent Parameter ESTimation)를 적용하여

매개변수 및 불확실성 분석시스템을 연계 개발하였다. PEST는 비선형함수의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패키지로(Doherty, 2003, 2009), 기존 매개변수 최적화 모형에 비해 적은 횟

수의 반복 계산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어 효율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 정규화(regularization) 등 다차원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되는 고급기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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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PEST 홈페이지: www.pesthomepage.org

자연현상 및 인간 활동을 예측하는 대부분의 모형과 관련하여, 해석결과의 정확성 여부에 앞

서 모형의 불확실성이 갖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연구차원을 넘어, 예측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의결과에 기반한 설계나 정책결정의 정확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의 불확실성 관련 연구논문, 저

술(참고: Uncertain Future?(Beven, 2009)) 및 세계적인 학술대회(예: AGU Fall Meeting

2013 주요 학제간 연구세션 중 하나가 불확실성 해석 분야임)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물순환

해석 모형의 해석 결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요한 물관련 정책 결정

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개변수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장적

용을 위해 개발된 물순환 모형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한 주관적인 추정법을 주로 활용하여 왔다.

기존의 매개변수 최적화나 불확실성분석 방법은 보통 수천 번 이상의 반복계산을필요로 하기 때

문에, 현장 적용성에 문제가 있으며, 효율적인 매개변수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성진 등(2014)이 PEST를 이용하여 분포형 수문모형의 공간해상도별 매개변수

를 추정하였으며, 병렬 PEST를 이용한 분포형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국외에서는 주로 격자기반 지하수 해석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Goegebeur 등(2007)은 수문모형에서 PEST와 확장 칼만 필터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Lawrence 등(2009)은 PEST를 이용하여 HBV 모형(Bergström, 1976, 1992)의 매개변수를

보정하였고, Gallagher 등(2007)은 PEST를 이용하여 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의 불확실성을 분

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물순환모형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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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Tool)을 매개변수 자동보정 기법인 PEST(Model-independent Parameter

ESTimation)와 연계하여 단기 유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CAT모형의 유출 모의 시 CAT모형

에서 지원하는 3가지 침투 해석 방법((Rainfall excess, Green&Ampt and Horton)을 적용하

였으며, 대상유역은 탄천의 지류인 운중천과 금토천이 포함된 판교 시험유역으로 유역면적은

22.9㎢이며, 유로연장은 9.2㎞이다. 2006, 2007년 중 누적 강우량 40㎜이상에 해당하는 6개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모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매개변수를 대상으로 첨두유량, 첨두시간, 유출

용적에 대한 민감도 분석 수행 후, PEST를 적용하여 유출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양 관

련 매개변수들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Event Period

Total

rainfall

(mm)

Total

discharge

(mm)

Peak

discharge

(Qp,

m3/s)

p5 (mm) AMC

Event 1
2006.06.14. 12:00 ~

2006.06.15. 10:00
71.2 13.8 16.7 42.0 AMC Ⅱ

Event 2
2016.07.15. 10:00 ~

2006.07.19. 03:00
263.0 22.6 73.2 146.8 AMC Ⅲ

Event 3
2006.07.27. 02:00 ~

2006.07.29. 22:00
256.7 211.3 60.7 45.0 AMC Ⅱ

Event 4
2007.05.16. 13:00 ~

2007.05.17. 05:00
47.0 3.1 2.6 15.0 AMC Ⅰ

Event 5
2007.08.08. 07:00 ~

2007.08.08. 19:00
60.0 39.0 54.0 58.6 AMC Ⅲ

Event 6
2007.09.14. 13:00 ~

2007.09.15. 12:00
108.8 49.9 39.1 0.0 AMC Ⅰ

* p5: Antecedent 5-days rainfall, AMC: 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표 2.63 6개 강우 사상 선택

CAT은 물리적 기반의 모형 특성상 많은 입력 매개변수가 사용되므로 이를 수동 보정할 경우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리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자동 보

정기법인 PEST를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PEST는 매개변수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 추정이 물리적으

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PES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TPL(Template), INS(Instruction), PST(PEST control)파일

이 필요하다. TPL파일은 모형의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이다. TPL파일은 CAT의

입력정보를 시스템 외부로 내보낸 후,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INS파일은 CAT에서 계산

된 모의유출량을 시계열로 저장한 파일이다. PST파일은 PEST를 제어하는 파일이며 매개변수

에 대한 정보 및 추정범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3개의 파일을 이용하여 명령 프롬프트에서

PEST를 실행시키면 CAT에서 계산된 모의 유출량과 관측 유출량의 오차가 계산된다. 이후 매

개변수 추정범위 내에서 반복계산을 통해 최적화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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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CAT-PEST 구동 화면

PEST를 이용하여 최적화 수행 시 침투 해석 방법별 매개변수의 종류와 추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Infiltration method Parameters Estimation range

Rainfall excess

theta_per 0.045 ∼ 0.460

ks_per (mm/s) 1.00E-0.6 ∼ 7.00E-0.2

ksi_per (mm/s) 1.00E-0.5 ∼ 7.00E-0.2

Green & Ampt

theta_per 0.045 ∼ 0.460

ks_per (mm/s) 1.00E-0.6 ∼ 7.00E-0.2

PSI (mm) 49.5 ∼ 316.3

Horton
fc (mm/hr) 3.8 ∼ 11.4

f0 (mm/hr) 59.3 ∼ 152.4

표 2.64 CAT-PEST 매개변수 추정 범위

통계적 평가수단은 R2, RMSE, NSE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출구점에서의 유출량을 비교하였

다. Event 4, 5는 세 가지 침투 해석 방법 모두 첨두유량, 첨두시간, 유출용적이 관측값과 유사

하게 모의되어 R2, NSE가 모두 0.8 이상이었다. Event 4의 경우 AMC Ⅰ조건이며 누적강우

량, 관측유출량이 매우 작고 유출율 또한 매우 낮다. 이러한 경우 3가지 침투해석 방법 모두 초

기 토양 수분율의 최적화 값이 추정 범위 내 최소값으로, 침투능은 최대값으로 수렴하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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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곡선 상에서 침투 해석 방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nt 1은 3가

지 침투 해석 방법의 모의 결과 모두 첨두 이전의 유출용적이 과대 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Green&Ampt 방법과 Horton 방법의 경우 유출용적이 과대 산정되었지만 수문곡선의 형태가

관측 수문곡선과 유사하였다. 3가지 침투해석 방법 모두 상승부 곡선의 유출용적오차로 인해

NSE 0.6 미만의 낮은 모형 효율을 보였다. Rainfall excess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체적으로 모

의 유출수문곡선이 관측 수문곡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가지 침투 해석 방법 중 모의 첨두

유량이 가장 과소 산정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초기 유출량이 과대 산정

되는 경향을 보였다. Event 1의 경우 강우 초기의 유출량이 과대 산정되었으며, 모의 첨두시간

이 관측 첨두시간과 일치하였지만 첨두유량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Event 1의 강우는 일

정한 강우 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 Rainfall excess의 수문곡

선은 초기 유출량이 과대산정 되지만 강우강도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어 수문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Event 5의 경우 AMC Ⅲ에 해당하며 초기 유출량 및 하강부 곡선에서 과

대 산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강우의 특성보다 토양의 초기조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Green&Ampt 방법은 다양한 선행토양함수조건에서 첨두 유량이 모두

과대 산정되며 하강부 곡선은 과소 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Green&Ampt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강우 발생에 따라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강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유출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초기의 토양조건보다는 강우 특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orton 방법은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모의 유출 수문곡선이

Rainfall excess 방법과 Green&Ampt 방법의 중간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토양이 완전히 포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첨두 이전 44.4㎜의 누적 강우가 발생한 Event 2의 경우 첨두유량이 다른

침투 해석 방법보다 첨두유량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첨두 이후 작은 강도의 강우가 지속

되지만 하강부 곡선에서는 이러한 강우로 인한 유출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유출량

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일한 AMC Ⅲ조건에 해당하는 Event 5의 경우 첨두

이전의 누적 강우량이 7.5㎜이므로 첨두유량은 Green&Ampt와 비슷한 수준으로 모의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Horton방법의 경우 토양이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첨두유량 이

전 누적 강우량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첨두유량이 매우 과대 산정되는 등 강우특성에 민감하

게 반응하므로 모의 수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Event

CAT-PEST
Rainfall excess Green & Ampt Horton

R2
RMSE

(m3/s)
NSE R2

RMSE

(m3/s)
NSE R2

RMSE

(m3/s)
NSE

Event 1 0.4538 0.6 0.422 0.9441 0.6 0.538 0.9086 0.6 0.494

Event 2 0.8726 0.7 0.849 0.7436 0.9 0.721 0.6625 1.2 0.514

Event 3 0.7505 1.0 0.743 0.8563 1.0 0.726 0.8005 1.0 0.734

Event 4 0.8832 0.1 0.882 0.8832 0.1 0.882 0.8631 1.0 0.860

Event 5 0.9537 1.8 0.808 0.9205 1.6 0.850 0.9349 1.1 0.931

Event 6 0.9534 0.8 0.900 0.8930 1.3 0.767 0.9643 0.9 0.883

표 2.65 CAT-PEST 모의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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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ent 1 (b) Event 2

(c) Event 3 (d) Event 4

(e) Event 5 (f) Event 6

그림 2.213 최적화 매개변수를 이용한 CAT-PEST 모의결과

㉯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유역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수문해석

보다는 단순화된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장기유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GR4J, SYMHYD, TPHM, TANK)을 2차년도에 테

스트베드로 선정된 경안천 유역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강우 및 기상자료는 기

상청 수원관측소의 1995∼2008년 자료를, 관측 유량 자료는 경안 수위관측소의 1995∼2008년

자료를 적용하였다. 모의간격은 일 단위이고, 소유역은 경안천 유역 면적인 260㎢에 대하여 1개

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4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 적용 결과 보정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Nash Sutcliffe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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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0.65 이상 나타났으며 향후 모형 검․보정 과정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시스템 구성 (b)장기 일유출 모형 매개변수 입력 화면
그림 2.214 장기 일유출 모형 연계시스템 및 매개변수 입력 화면

그림 2.215 CAT 적용 결과

그림 2.216 GR4J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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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TPHM 적용 결과

그림 2.218 TANK 적용 결과

그림 2.219 SYMHYD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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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에서는 스웨덴 기상수문연구소에서 개발된 HBV(Hydrologiska Byråns

Vattenbalansavdelning) 모형과 융설을 고려할 수 있는 GSM(Glacial Snow Model) 모형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 R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CAT 패키지 소스 공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정된 기존 CAT 모형의 상용화 버

전이 2016년 3월 계약 완료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활발한 현장 적응을 도모하고자 2차년도

(2016)에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공개용 CAT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R기반 CAT 패키지(일명 rcat)는 기존 윈도우즈 GUI 형태의 CAT 모형을 R 환경에

서 컴파일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3차년도(2017) 연구에서는 자체 서버

(kict-r.prj.kr)를 통해 rcat 소스를 공개하였고,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github.com을 통해 코

드이력을 관리 및 공개한다.

그림 2.220 rcat 소스 공개(kict-r.pr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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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github.com을 통해 코드이력 관리 및 공개

㉱ R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경제성 평가 기법 정립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을 조사하고 정립하였

다. 기존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경제성 평가 기법은 투자비용에 대한 상수도 요금 절약으로 인

한 편익 분석, 경제적 편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상수도 생산 원가절감, 물 오염 감소 등)을 고려

한 경제성 분석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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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통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환경영향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경제성 평가(LCC, Life Cycle

Cost), 사회적 편익(BCA, Benefit Cost Analysis) 등을 통합한 TBL(Triple Bottom Line)

기법을 활용한 물순환 개선기술 경제성 평가 방법을 고려한다.

본 연구의 4차년도에서는 정립된 TBL(Triple Bottom Line) 기법을 활용하여 경안천 및 공

지천 유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222 TBL 경제성 평가 사례 (Park et. al. 2007)

② 시범유역 적용성 평가

㉮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적용성 평가(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3-1세세부 과제의 유역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한강권역 내의 공지천 유역을

대상으로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이용하여 기

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춘천 측후소 1976∼2099년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였고, 2020s, 2050s RCP8.5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공지천 유역 출구점 대상 관측

수위자료가 없는 관계로 3-1세세부 과제의 SWAT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결과와 비교․분

석하였다. 공지천 상류 자연 유역과 하류부 도시지역 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으며 SWAT

입력 매개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GOALS-s2, HadGEM-ES, INM-CM4 3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SWAT 모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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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FGOALS-s2 시나리오 결과 통계값

그림 2.224 INM-CM4 시나리오 결과 통계값

그림 2.225 HadGEM-ES 시나리오 결과 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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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Period
Gongji Cheon

R2 RMSE (m3/s)

FGOALS-s2 RCP 8.5
2020s 0.95 0.02

2050s 0.95 0.02

HadGEM2-ES RCP 8.5
2020s 0.96 0.02

2050s 0.96 0.02

INM-CM4 RCP 8.5
2020s 0.95 0.02

2050s 0.95 0.02

표 2.66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비교

㉯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안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

경안천 유역 수원 측후소의 1976∼2099년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였고, 2020s, 2050s, 2080s RCP8.5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Baseline은 수원 측후소 과거 30년 1971∼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수문성분

및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성분을 비교․분석하였다.

FGOALS-s2, HadGEM-ES, INM-CM4 3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SWAT 모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시나리오 중 침투시설 시나리오

는 도시 면적의 20%, 설계침투량은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기준인 단위면적(1㎡)당 10㎜

적용하였고, 빗물저장시설 시나리오의 저장시설의 용량은 수도법시행규칙(2011)의 빗물이용시

설기준(도시 면적 × 0.05)을 적용하였다.

우선 경안천 유역 과거 30년 Baseline(1971∼2000)에 대한 모형 적용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

구단의 FGOALS-s2, HadGEM-ES, INM-CM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후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

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스트베드인 경안천 유역에 대하여 연

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 적용에 따른 구조적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 2가지의 구조적 개선 기

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 강우량은 HadGEM-ES가 증가폭이 크고 INM-CM4는 2080s에서 감소 경향을

보인다. 증발산량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부분 감소하였고, 개선기술 적용에 따라 크게 증

가하거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직접유출량 및 중간유출량은 강우증가분에 따른 미세한 증가 양

상을 보이고, 개선기술 적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하수유출량의 경우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증가폭이 매우 크다(침투시설 적용에 따른 함양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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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경안천 유역 Baseline 시스템 구성 및 적용

그림 2.227 경안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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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ogic

Component

Baseline

(1971-

2000)

mm (%)

Scenario

Climate Change Improvement Facilities

FGOALS-s2

mm (%)

HadGEM2-E

S

mm (%)

INM-CM4

mm (%)

FGOALS-s2

mm (%)

HadGEM2-E

S

mm (%)

INM-CM4

mm (%)

Rainfall 1,311.1

2020s 1,223.0 1,452.8 1,272.0 1,223.0 1,452.8 1,272.0

2050s 1,334.9 1,517.4 1,322.9 1,334.9 1,517.4 1,322.9

2080s 1,370.7 1,566.4 1,292.5 1,370.7 1,566.4 1,292.5

Evapotrans

piration

639.1

(48.7)

2020s
627.6

(51.3)

601.1

(41.4)

593.1

(46.6)

668.0

(54.6)

652.7

(44.9)

628.9

(49.4)

2050s
626.4

(46.9)

625.3

(41.2)

610.9

(46.2)

668.4

(50.1)

679.6

(44.8)

647.4

(48.9)

2080s
620.8

(45.3)

641.7

(41.0)

593.7

(45.9)

673.4

(49.1)

695.6

(44.4)

638.0

(49.4)

Surface

flow

201.6

(15.4)

2020s
189.8

(15.5)

233.4

(16.1)

198.4

(15.6)

190.6

(15.6)

232.6

(16.0)

199.1

(15.7)

2050s
210.1

(15.7)

246.2

(16.2)

207.1

(15.7)

210.7

(15.8)

244.0

(16.1)

207.4

(15.7)

2080s
217.8

(15.9)

255.4

(16.3)

202.7

(15.7)

218.6

(15.9)

253.2

(16.2)

204.0

(15.8)

Interflow
323.7

(24.7)

2020s
275.8

(22.5)

422.2

(29.1)

334.4

(26.3)

278.1

(22.7)

431.1

(29.7)

337.6

(26.5)

2050s
345.2

(25.9)

441.9

(29.1)

345.8

(26.1)

347.2

(26.0)

453.4

(29.9)

356.5

(27.0)

2080s
363.6

(26.5)

458.4

(29.3)

344.5

(26.7)

364.8

(26.6)

471.1

(301.1)

342.8

(26.5)

Ground

water flow

150.3

(11.5)

2020s
130.5

(10.7)

195.4

(13.4)

145.8

(11.5)

210.8

(17.2)

258.8

(17.8)

229.5

(18.0)

2050s
153.0

(11.5)

205.0

(13.5)

159.4

(12.0)

231.9

(17.4)

265.2

(17.5)

235.4

(17.8)

2080s
169.0

(12.3)

210.8

(13.5)

151.4

(11.7)

238.0

(17.4)

269.8

(17.2)

231.0

(17.9)

표 2.67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에 따른 물순환 평가 및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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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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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 진출을 위한 에디오피아 대상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적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적용을 통한 기술 진출을 목적으로 에디오피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평가 중에 있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에디오피아

Awash 유역에 대한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CAT, SWAT, GR4J 모형을 각각 적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Awash 유역의 면적은 13,014㎢이며 모의기간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Awash 유역의 최상류인 Akaki 유역은 면적의 60% 이상이 사질토이며 2016

년 현재 도시지역이 1993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다(도시화에 의한 영향 평가). Awash 유역

전체에 대해 기상관측소 1개소, 수위관측소 3개소, 강우관측소 16개소로 소유역 71개로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그림 2.229 Awash 유역 현황 및 고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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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ainfall Stations Consistency Check

그림 2.230 Awash 16개 강우 관측소 자료 분석

(A) 1993 

그림 2.231 Akaki 유역 토양 및 토지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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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

그림 2.232 Awash 유역 CAT 모의 시스템

(B) SWAT

그림 2.233 Awash 유역 SWAT 모의 시스템

(C) GR4J

그림 2.234 Awash 유역 GR4J 모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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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안정화

①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기술 적용성 평가

㉮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최근 물순환 해석 연구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형 매개변수의 불

확실성은 모델링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기존의 개발 모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착오에 의해 변수를 보정하게 되어 사용자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

되곤 하였다. CAT 모형 역시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있어 분석 결과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T에 전역최적화 기법인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 method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기법을 추가하였다.

SCE-UA 기법은 가능해 공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초기 모집단(population)을 형성한

다. 적합매개변수 공간은 매개변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정의하여 결정되며, 초기 집

단의 무작위 추출 후에 2n+1(n:최적화할 매개변수 개수)개의 점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분할된다.

각각의 집합체는 Simple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진화하며, 진화과정 중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혼합되어 새로운 집합체를 형

성하고, 수렴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적 모의를 수행하여 전체 매개변수 공간에 대한 최적 해

를 찾게 된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SCE-UA 기법은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패키지인

PEST(model-independent Parameter ESTimation)의 내부 연계 모듈인 SCEUA_P를 이용

하였다. PEST는 비선형함수의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패키지로(Doherty, 2003,

2009), 기존 매개변수 최적화 모형에 비해 적은 횟수의 반복 계산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어 효율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 정규화(regularization)

등 다차원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되는 고급기법을 지원한다. 특히 SCEUA_P는 PEST의 입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목적함수별 최적 해를 구해준다.

㉯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유역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수문해석

보다는 단순화된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장기유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3차년도(2016년) 연구에서는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장기 일유출 모형 중 GR4J, TPHM,

TANK, SIMHYD 모형 등 4개 모형을 추가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4차년도(2017년)에는

위의 4개 모형에 HBV, GSM, TANK-SM 등 3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을 추가하여 개발하였

다. 추가된 3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BV는 융설을 고려한 일유출모형이며 Bergstrom(1976, 1992)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토

양수분저수지와 그 하단에 2개의 저수지에 의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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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separation

RF SF

Peq

Snow
routine

Water content
reservoir Snow pack

Hwater

Hsnow

WH

CWHMSN

Melt / F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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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HBV 모형의 구조

매개변수 단위 정의 범위

CFmax mm/day/℃ degree-day 융설계수 0.5 ∼ 20

CFR - 결빙계수 0.05

CWH - 적설의 임계상대수분량 0.1

TT ℃ 눈과 강우의 임계온도 0 ∼ 3

TTInt ℃ 눈과 강우가 혼합되어 있는 온도 0 ∼ 3

TTSM ℃ 임계융설온도 0

Beta - 매개변수 1 ∼ 5

FC mm 최대토양수분량 50 ∼ 650

PWP mm 토양위조점 30 ∼ 650

SUmax mm 상단저수지 용량 0 ∼ 100

Kr 1/day 지표유출계수 0.05 ∼ 5

Ku 1/day 중간유출계수 0.01 ∼ 4

Kl 1/day 기저유출계수 0.0 ∼ 0.15

Kperc 1/day 침루계수 0 ∼ 0.8

표 2.68 HBV 모형의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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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6 HBV 입력화면

GSM(Glacier and snow melt model)은 5개의 하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는 융설에

관한 것이고, 3개는 빙하로부터의 유출을 계산한다. Schafl 등(2005)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Foehn 등(2015)에 의하여 개발된 RS MINERVE에 포함되어 있다.

온도에 의하여 등가강수(equivalent precipitation, Peq)가 먼저 계산된다. 융설유출과 빙하

유출은 적설심과 빙하의 크기에 선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P T
Liquid/Solid

precipitation separation

P* N

Peq

Snow
model

Water content
reservoir Snow pack

WN

Hsnow

θ

θcrMN

Melt / Freeze

Qsnow

Glacier
model

Glacier

Rsn Rgl

HRsn HRgl

Qglacier

Qtot

Hsnow ,  T

Peq GL

그림 2.237 GSM 모형의 구조



- 298 -

매개변수 단위 정의 범위

An mm/℃/day degree-day 융설계수 0.5 ∼ 20

θcr - 적설 임계상대수분량 0.1

bp day/mm 액체 강우로 융설계수 0.0125

Agl mm/℃/day degree-day 빙설계수 0.5 ∼ 20

Kgl 1/day 빙하저수지의 유출계수 0.1 ∼ 5

Ksn 1/day 융설저수지의 유출계수 0.1 ∼ 5

Tcp1 ℃ 액체상태 강수로 되는 최소온도 0

Tcp2 ℃ 고체상태 강수로 되는 최대온도 4

Tcf ℃ 임계융설온도 0

Tcg ℃ 임계빙하녹음온도 0

표 2.69 GSM 모형의 매개변수

그림 2.238 GSM 입력화면

Sugawara(1984)에 의하여 제안된 토양수분저류 기능을 포함한 TANK 모형은 4.5에서 소개

된 표준 4단 Tank 모형의 첫 번째 탱크에 보조적인 수분저류 기능의 탱크를 추가한 것이다. 국

내에서는 강신욱 등(2004)에 의하여 소개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자연유출량

산정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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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TANK_SM 모형의 구조

모형의 기본 구조는 표준 4단 Tank 모형과 유사하며, 1단 탱크에 토양수분 저류기능을 추가

하였다. 강우가 1단 탱크에 유입되면 증발산량이 1단 탱크에서 감해진다. 각 탱크에 저류된 저

류량은 측면의 유출공을 통해 유출되거나 하부의 유출공에 의하여 아래 탱크에 전달된다.

이처럼 다양한 장기 일유출 모형을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에 모듈러 방식으로 탑재함으

로써 소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일유출 해석이 가능하다.

매개변수 단위 정의 범위

A2 - 1단 상부 유출공 계수 0.1 ∼ 0.5

A1 - 1단 하부 유출공 계수 0.1 ∼ 0.5

H2 mm 1단 상부 유출공 높이 10 ∼ 60

H1 mm 1단 하부 유출공 높이 5 ∼ 10

A0 - 1단 침투공 계수 0.1 ∼ 0.5

B1 - 2단 유출공 계수 0.03 ∼ 0.1

HB mm 2단 유출공 높이 0 ∼ 50

B0 - 2단 침투공 계수 0.01 ∼ 0.1

C1 - 3단 유출공 계수 0.005 ∼ 0.01

HC mm 3단 유출공 높이 0 ∼ 30

C0 - 3단 침투공 계수 0.005 ∼ 0.01

D1 - 4단 유출공 계수 0.0005 ∼ 0.005

K1 - 1단-2단 탱크의 수분이동계수 0 ∼ 2

K2 - 토양수분 저류 교환계수 0 ∼ 20

S1 mm 1차 토양수분 최대저류량 0 ∼ 100

S2 mm 2차 토양수분 최대저류량 0 ∼ 300

표 2.70 TANK_SM 모형의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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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0 TANK-SM 입력화면

㉰ 매개변수 수동보정(Manual Calibrator) 모듈 개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CAT3)는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 한 개의 유역 및 장

기일유출모형 노드에 대한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보정하여 바로 계산 결과에 대한 통계값

(NSE, RMSE, MAE, RE, VE, R2), 표 및 그래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유

출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장기 일유출 모형별 수동보정 기능은 사

용자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GR4J, SYMHYD, TANK, TPHM, HVB, GSM,

TANK-SM 등 모형별로 통계값 및 그래프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7개의 모형 중 TANK 모형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241 TANK 모형 수동보정 결과(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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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TANK 모형 수동보정 결과(그래프)

그림 2.243 TANK 모형 수동보정 결과(통계값)

㉱ 잠재증발산량 산정모듈 추가

유역에서의 증발산량은 토양으로부터의 증발과 식생으로부터의 증발과 증산을 포함한다. 잠

재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상자료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기상자료만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CAT 3.0에서는 Balney-Criddle(1950),

Hamon(1961), Turc(1961) 및 Penman-Monteith(1965) 등이 제안한 방법을 제공하고 사용자

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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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 잠재증발산량 선택 화면

㉲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적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에 따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적용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마천 유역을 대상으로 6가지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모형 적용결과

를 비교-분석 하였다. 장기 일유출 모형으로는 GR4J, SYMHYD 두 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별 유출량 및 모의된 실제증발산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아래의 표는 6개의 잠재증발산

량 산정 방법별로 사용되는 기상 입력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PET models
Climate data needed

T RH Rs U

1 [BC] Blaney Criddle (Allen and Pruitt 1986) ü. X . ü. X .

2 [CA] Chapman Australian (Chapman 2003) ü. ü. ü. ü.

3 [H] Hamon (Hamon 1961) ü. X X X

4 [HS] Hargreaves Samani (Hargreaves and

Samani 1985)
ü. X X X

5 [PM] Penman Monteith (Allen et al. 1998) ü. ü. ü. ü.

6 [T] Turc (Turc 1961) ü. X ü. X

aT = Temperature (0C),

RH =Relative humidity in percentage(%),

Rs= Sunshine hour(hr) and

U= Wind speed(m/s).

표 2.71 증발산량 산정방법별 기상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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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GR4J, SYMHYD 모형의 유출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245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GR4J, SYMHYD 유출량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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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GR4J, SYMHYD 모형의 실제증발산량을 비교한 것

이다.

그림 2.246 잠재증발산량 산정방법별 GR4J, SYMHYD 실제증발산량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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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안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

경안천 유역 수원 측후소의 1976∼2099년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였고, 2020s, 2050s, 2080s RCP8.5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Baseline은 수원 측후소 과거 30년 1971∼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수문성분

및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성분을 비교․분석하였다.

FGOALS-s2, HadGEM-ES, INM-CM4 3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SWAT 모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시나리오 중 침투시설 시나리오는 도시 면적의 20%, 설계침투량은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기준인 단위면적(1㎡)당 10㎜ 적용하였고, 빗물저장시설 시나리오

의 저장시설의 용량은 수도법시행규칙(2011)의 빗물이용시설기준(도시 면적 × 0.05)을 적용하

였다.

우선 경안천 유역 과거 30년 Baseline(1971∼2000)에 대한 모형 적용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

구단의 FGOALS-s2, HadGEM-ES, INM-CM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후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

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스트베드인 경안천 유역에 대하여 연

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 적용에 따른 구조적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 2가지의 구조적 개선 기

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 강우량은 HadGEM-ES가 증가폭이 크고 INM-CM4는 2080s에서 감소 경향을

보인다. 증발산량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부분 감소하였고, 개선기술 적용에 따라 크게 증

가하거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직접유출량 및 중간유출량은 강우증가분에 따른 미세한 증가 양

상을 보이고, 개선기술 적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하수유출량의 경우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증가폭이 매우 크다(침투시설 적용에 따른 함양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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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ogic

Component

Baseline

(1971-2000)

mm (%)

Scenario

Climate Change Improvement Facilities

FGOALS-s2

mm (%)

HadGEM2-E

S

mm (%)

INM-CM4

mm (%)

FGOALS-s2

mm (%)

HadGEM2-E

S

mm (%)

INM-CM4

mm (%)

Rainfall 1,311.1

2020s 1,223.0 1,452.8 1,272.0 1,223.0 1,452.8 1,272.0

2050s 1,334.9 1,517.4 1,322.9 1,334.9 1,517.4 1,322.9

2080s 1,370.7 1,566.4 1,292.5 1,370.7 1,566.4 1,292.5

Evapotran

spiration

639.1

(48.7)

2020s
627.6

(51.3)

601.1

(41.4)

593.1

(46.6)

668.0

(54.6)

652.7

(44.9)

628.9

(49.4)

2050s
626.4

(46.9)

625.3

(41.2)

610.9

(46.2)

668.4

(50.1)

679.6

(44.8)

647.4

(48.9)

2080s
620.8

(45.3)

641.7

(41.0)

593.7

(45.9)

673.4

(49.1)

695.6

(44.4)

638.0

(49.4)

Surface

flow

201.6

(15.4)

2020s
189.8

(15.5)

233.4

(16.1)

198.4

(15.6)

190.6

(15.6)

232.6

(16.0)

199.1

(15.7)

2050s
210.1

(15.7)

246.2

(16.2)

207.1

(15.7)

210.7

(15.8)

244.0

(16.1)

207.4

(15.7)

2080s
217.8

(15.9)

255.4

(16.3)

202.7

(15.7)

218.6

(15.9)

253.2

(16.2)

204.0

(15.8)

Interflow
323.7

(24.7)

2020s
275.8

(22.5)

422.2

(29.1)

334.4

(26.3)

278.1

(22.7)

431.1

(29.7)

337.6

(26.5)

2050s
345.2

(25.9)

441.9

(29.1)

345.8

(26.1)

347.2

(26.0)

453.4

(29.9)

356.5

(27.0)

2080s
363.6

(26.5)

458.4

(29.3)

344.5

(26.7)

364.8

(26.6)

471.1

(301.1)

342.8

(26.5)

Ground

water flow

150.3

(11.5)

2020s
130.5

(10.7)

195.4

(13.4)

145.8

(11.5)

210.8

(17.2)

258.8

(17.8)

229.5

(18.0)

2050s
153.0

(11.5)

205.0

(13.5)

159.4

(12.0)

231.9

(17.4)

265.2

(17.5)

235.4

(17.8)

2080s
169.0

(12.3)

210.8

(13.5)

151.4

(11.7)

238.0

(17.4)

269.8

(17.2)

231.0

(17.9)

표 2.72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에 따른 물순환 평가 및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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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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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결과를 갈수년과 풍수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는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값의 의미이므로 갈수년의 양상과 풍수년의

양상을 구분하여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갈수년과 풍수년은 전체 모의기간 평균 유출율(52%)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20s(2006∼

2035), 2050s(2036∼2065), 2080s(2066∼2095)에 대하여 3개 시나리오별 갈수년과 풍수년의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성분을 비교-분석 하였다. 갈수년과 풍수년으로 구분한 결과

FGOALS-s2 시나리오는 2016, 2039, 2094에 최대 갈수년(유출율 20%, 22%, 22%), 2009,

2054, 2083에 최대 풍수년(유출율 70%, 77%, 73%)을 나타내고, HadGEM-ES의 경우 2029,

2065, 2078에 최대 갈수년(유출율 33%, 19%, 27%), 2030, 2045, 2088년 최대 풍수년(유출율

78%, 77%, 78%)을 INM-CM4는 2008, 2042, 2088년에 최대 갈수년(유출율 23%, 24%,

21%), 2015, 2061, 2094년 최대 풍수년(유출율 71%, 74%, 74%)을 나타냈다.

그림 2.248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갈수년 및 풍수년 수

그림 2.249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최대 갈수년 및 최대 풍수년

풍수년과 갈수년으로 구분하여 물순환 개선시설 적용시 전체기간에 대한 평균의 경우는 기저

유출 80 mm/year 증가로 나타난바 있으나 시나리오별로 갈수년 평균의 경우 88 mm/year ∼

118 mm/year가 증가, 풍수년은 33 mm/year ∼ 59 mm/year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2020s 최대 갈수년(2016, FGOALS-s2)의 경우 120 mm/year의 기저유출량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2050s 최대 갈수년(2065, HadGEM-ES)의 경우 122 mm/year 기저유출량 증가를 보

였고, 2080s 최대 갈수년(2088, INM-CM4)의 경우 122 mm/year 기저유출량 증가를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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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020s 갈수년과 풍수년의 개선시설 적용 결과

그림 2.251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050s 갈수년과 풍수년의 개선시설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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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080s 갈수년과 풍수년의 개선시설 적용 결과

㉴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경제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을 조사하고 정립하였

다. 기존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경제성 평가 기법은 투자비용에 대한 상수도 요금 절약으로 인

한 편익 분석, 경제적 편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상수도 생산 원가절감, 물 오염 감소 등)을 고려

한 경제성 분석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통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환경영향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경제성 평가(LCC, Life Cycle

Cost), 사회적 편익(BCA, Benefit Cost Analysis) 등을 통합한 TBL(Triple Bottom Line)

기법을 활용한 물순환 개선기술 경제성 평가 방법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4차년도에서는 정립된 TBL(Triple Bottom Line) 기법을 활용하여 경안천 유역

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 비용보

다 크면 경제적으로 시설설치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비용편익 분석 방법에는 현재

가치법, 비용편익 비율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비율법이 사용되

었다. 비용편익 비율법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해서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PVB이고 비용의 현재가치가 PVC 일때 B/CR

은 다음과 같다(홍원화 외, 2005).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r)은 본 연구의 분석 개시 년(2006) 기준의 소비자 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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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반영하였으며 보수적인 기준의 0.03을 적용하였다.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초기

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수명 등은 기존의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시설의 설치 기준은 침투시설의 경우 도시면적의 20%를 하루에 단위면적당 10㎜가 침투되도

록 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도시면적의 5%를 적용하였다.

그림 2.253 편익의 현재가치(2006)

그림 2.254 비용의 현재가치(2006)

이상과 같이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비용편익 비율법으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물

순환 개선시설을 운영하고 10.4년 정도에 시설 투자비용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

선시설 수명인 30년에는 비용에 대한 편익이 1.4로 산출되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255 물순환 개선시설 비용편익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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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내의 7개 장기 일유출 모형

(GR4J, GSM, HBV, SYMHYD, TANK4, TANK-SM, TPHM)을 검증하고자 충청남도의

보령댐(Area: 164 ㎢)과 전라북도의 용담댐(Area: 930 ㎢) 유역을 대상으로 동일 매개변수를

적용한 개별 장기 일유출 모형의 결과와 개발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S/W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모형이 개별 일유출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와 개발된 유역 물순

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56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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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해외 적용성 평가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를 태국 Lam Takhong 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Lam Takhong 저수지는 유역면적 1,423 ㎢, 저

류량 440 ⅹ 106 ㎥ 이다.

그림 2.257 태국 Lam Takhong 저수지 유역

모형 적용을 위한 강우 및 기상자료는 APEC 기후센터로부터 수집된 1976년부터 2016년까

지 일자료를 이용하였고, 검증을 위하여 동 기간에 대한 저수지 월별 유입량, 유출량, 저류량 자

료를 마찬가지로 APEC 기후센터로부터 수집하였다. 모의결과는 저수지 월별 관측 유입량과 상

류 유역의 모의 유출량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림 2.258 태국 Lam Takhong 저수지 유역 모의 시스템

Lam Takhong 저수지 상류 유역은 대부분이 경작지와 산지로 구성 (1,423 ㎢) 저수지 하류

유역은 논 (267 ㎢)), 밭 (1,353 ㎢), 도시 (89 ㎢), 산지 (182 ㎢)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하류의 논 지역은 별도의 소스노드로 추출하여 적용하였으며 현지 관측자료가 없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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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나라 기준 담수재배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2.259 논 지역을 반영한 태국 Lam Takhong 저수지 유역 시스템 구성도

Lam Takhong 저수지 상류 유역은 APEC 기후센터에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유출량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SWAT 모의결과와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월별 관측 유입량과 저수지 상류 유역 모의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 CAT의 경

우 결정계수 R2 값이 0.86, SWAT은 R2 값이 0.76으로 나타나 CAT의 적용 결과가 좀더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대상유역의 기타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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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시스템 기술사업화

①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평가시스템 기술
사업화

㉮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간 유역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수문해석

보다는 단순화된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장기유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3차년도(2016년) 연구에서는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장기 일유출 모형 중 GR4J, TPHM,

TANK, SIMHYD 모형 등 4개 모형을 추가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4차년도(2017년)에는

위의 4개 모형에 HBV, GSM, TANK-SM 등 3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을 추가하여 개발하였

다. 5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개발된 7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

램 배포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대상유역으로는 충청남도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우 및 기상자료는 K-Water 도

화담 관측소의 1999∼2017년 자료를, 관측 유량 자료는 K-Water의 보령댐 유입량 자료를 적

용하였다. 모의간격은 일 단위이고, 소유역은 보령댐 유역 면적인 164㎢에 대하여 1개의 소유역

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에 적용하였다. 7개의 모형 중 GSM 모형의 경우는

융설 관련 관측자료가 없는 관계로 모형 효율이 다른 모형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260 장기 일유출 모형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보령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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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1 HBV 모형 

(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2 TPHM 모형 

(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3 GS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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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4 TANK-SM 모형 

(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5 GR4J 모형 

(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6 SYMHYD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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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개변수 입력 화면 (b) 적용 결과
그림 2.267 TANK4 모형 

이상과 같이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7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별 적용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융

설 관련 관측자료가 없는 GSM 모형을 제외하고는 보정 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모형 효

율이 0.6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검․보정 과정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모듈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평가

최근 물순환 해석 연구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형 매개변수의 불

확실성은 모델링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기존의 개발 모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착오에 의해 변수를 보정하게 되어 사용자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

되곤 하였다. CAT 모형 역시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있어 분석 결과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였다. 4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CAT에 매개변수 수

동보정 모듈을 탑재하여 시행착오법에 의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역최적

화 기법인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 method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기법을 추가하여 매개변수 자동보정 기법을 제공하였다. 5차년도(2018년) 연구에

서는 수동보정 기법과 전역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검증

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충청남도 보령댐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유역면적 64㎢에 대하여 전체 유역을 1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수동보정 기법

및 자동보정 기법을 검증하였다. 장기 일유출 모형은 GR4J 모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 적

용성을 평가하였다.

CAT 모형은 Rainfall excess, Green&Ampt 및 Horton 등 세 가지의 침투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5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각 침투방법별로 어떠한 매개변수가 유역 유출특성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지? 이와 함께 각 연도별도 매개변수를 보정을 하는 경우와 전체 모의기간에 대

해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모형을 검정하는 방법별로 유출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보정 기법인 SCE-UA를 연계하여 매개변수 최적화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 유입량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매개변수의 변화를 CA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침투 해석 방법에 따라 비교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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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로는 NSE(Nash-Sutcliffe Efficiency), 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및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대상유역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댐 유역이며 보령댐은 1996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다목적댐이다. 보령

댐 유역의 유역면적은 163.7㎢, 유로연장은 22.3㎞, 유역평균경사는 40.19%이다. 유역면적의

약 80%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3%는 논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약 7%는 도심지

로 이루어져 있다. 유역 연평균 강우량은 약 1,244㎜이며 유역 월평균온도는 영하 0.8℃에서 영

상 25.5℃로 계절변동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68 보령댐 유역 현황 및 토지이용

각 침투방법별 매개변수는 Rainfall excess 침투방법의 경우에는 토양수분율(θs), 연직방향

투수계수(ks), 그리고 사면방향 투수계수(ksi)에 대해 보정을 실시하였고, Green&Ampt 침투

방법의 경우 토양수분율(θs), 연직방향 투수계수(ks), 모세관흡인수두(PSI)를 보정하였다. 또한

Horton 침투방법의 경우 토양의 초기침투능(fo)과 종기침투능(fc)에 대한 매개변수 보정을 실

시하였다. 매개변수 보정을 통한 모형 검정 조건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1) SIM_1 : 각 연도에 대해 매개변수를 보정 후 보정된 매개변수를 각 연도별로 검정

2) SIM_2 : 전체기간에 대해 매개변수를 보정 후 보정된 매개변수를 전체기간에 대해 검정

3) SIM_3 : 각 연도에 대해 매개변수를 보정 후 보정된 매개변수의 평균값으로 전체기간에

대해 검정

위의 3가지 조건으로 분석된 유역 유출 특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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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9 SIM_1 조건에서의 모형 검정 결과

그림 2.270 SIM_2와 SIM_3 조건에서의 모형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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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Rainfall excess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NSE 및

R2 값이 각 0.877, 0.901로 가장 높은 모형 효율을 보였으며, SIM_1과 SIM_2의 NSE 및 R2

값은 각 0.851, 0.888 및 0.868, 0.871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IM_3에서는 NSE 및

R2 값이 0.808, 0.826으로 SIM_1과 SIM_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모형 성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2.271 각 검정 조건별 통계치 결과

이상과 같이 각 연도별 매개변수 보정결과 Rainfall Excess 침투방법이 나머지 침투방법들에

비해 NSE, R2 에서 관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SIM_1과 SIM_2가 SIM_3보다 나은 결

과를 나타냈다.

㉰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배포 및 홍보

본 연구의 5차년도(2018년)에서는 최종 목표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술

실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다

(http://watercycle.kict.re.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의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면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2.27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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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3 전시회를 통한 소프트웨어 홍보

그림 2.274 홈페이지를 통한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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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술실용화를 위

하여 수자원 설계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를 5회에 걸쳐 수행한바 있다. 기술설명회

를 통해 산업 지원을 모색하고 향후 해외 산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a) 금강홍수통제소 (b) ㈜삼안

(c) ㈜이산 (d) ㈜동부엔지니어링

(e)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그림 2.275 기술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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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실용화(산업지원)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금강 및 낙동강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

앞선 연구로 3-1세세부 과제의 유역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한강권역 내의 공

지천 유역을 대상으로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권역의 대전

천, 낙동강권역의 신천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물순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전 및 대구 측후소 1980∼2099년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였고, 2020s, 2050s, 2080s RCP 8.5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대전천

및 신천 유역 출구점 대상 관측 수위자료가 없는 관계로 3-1세세부 과제의 SWAT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유역 상류 자연 유역과 하류부 도시지역 2개의 소유

역으로 구분하였으며 SWAT 입력 매개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GOALS-s2, HadGEM-ES, INM-CM4 3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SWAT 모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276 대전천 유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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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7 신천 유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시스템 구성

그림 2.278 CAT, SWAT 적용결과 비교(대전천 유역)

그림 2.279 CAT, SWAT 적용결과 비교(신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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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유역 검증기간 NSE RMSE MAE RB VE  

대전천
2001.1.1. ∼

2015.12.31
0.9544 0.9562 0.4757 -0.0599 0.7238 0.9576

신천
1980.1.1. ∼

2017.12.31
0.9634 1.7146 0.7187 -0.0138 0.7672 0.9735

표 2.73 CAT, SWAT 적용결과 비교

검증기간은 금강유역의 대전천의 경우 대전 측후소의 2011년 ∼ 2015년, 낙동강유역은 대구

측후소의 1980년 ∼ 2017년까지의 일자료 관측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간의

모형효율성 검증을 위하여 Nash-Sutcliffe Efficiency(NSE), Root Mean Square

Error(RMSE), Mean Absolute Error(MAE), Relative Bias(RB), Volume Error(V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를 분석하였다. 두 유역 모두 CAT, SWAT 모형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기 위하여,

2020s(2011년 ∼ 2040년), 2050s(2041년 ∼ 2070년), 2080s(2071년 ∼ 2099년) RCP8.5 시나

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Baseline은 대전 및 대구 측후소 Reference 기간에 해당하는 1980년

∼ 2005년까지의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수문성분 및 물순환 개선기술 적

용에 따른 수문성분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시나리오 중 침투시설 시나

리오는 도시 면적의 20%, 설계침투량은 일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기준인 단위면적(1㎡)당

10㎜ 적용하였고, 빗물저장시설 시나리오의 저장시설의 용량은 수도법시행규칙(2011)의 빗물이

용시설기준(도시 면적 × 0.05)을 적용하였다. 우선 Reference Baseline에 대한 모형 적용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단의 FGOALS-s2, HadGEM-ES, INM-CM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

용하였다. 이후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

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유역 대전천 및 낙동강유역 신천 유

역에 대하여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 적용에 따

른 구조적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 2가지의 구조적 개선 기

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별 강수량은 FGOALS-s2가 증가폭이 크고, HadGEM-ES는 미래에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INM-CM4는 현재대비 감소 또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증발

산량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부분 감소하였고, 개선기술 적용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감

소폭이 줄어들었다. 직접유출량 및 중간유출량은 강우증가분에 따른 미세한 증가 양상을 보이

고, 개선기술 적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하수유출량의 경우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증

가폭이 매우 크다(침투시설 적용에 따른 함양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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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0 대전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그림 2.281 신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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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2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대전천, 개선시설 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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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3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신천, 개선시설 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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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자원 관리자 및 설계 기술자 대상 유역 물순환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산업지원(기술지도) 위한 프로그램 배포 및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및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CAT3.0 version에서 CAT3.1

version(2019.09.27.)으로 업데이트 되며, 잠재증발산 산정 모듈인 Hargreaves method가 추

가되었으며, 시스템 안정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의 간략한 정보를 입력

하면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방을 수 있다

(http://watercycle.kict.re.kr/).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 배포 및 홍보와 더불어 “2019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워

크숍”,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에 참가하여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

연 및 기술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전시회를 통해 100여명의 학회 참가자들이 방문을 하였으

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현재)까지 약 180여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바 있다.

일 시 CAT 기술지도

2019-06-12 공주대학교, 유역 물순환 해석모형 CAT3.0 교육

2019-09-18 건설회관, CAT3.1 Workshop – 교육 및 실습 -

2019-10-16 건설회관, CAT3.1 Workshop – 교육 및 실습 -

2019-10-23 두산벤처다임, CAT3.1 Workshop – 교육 및 실습 -

2019-10-24,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주호 유입량 산정을 위한 CAT 모델 교육

2019-11-26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교육 (CAT3.1)

표 2.74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기술지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술실용화를

위하여 대학원생, 수자원 설계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6회에 걸쳐 수행한바 있다.

기술설명회를 통해 산업 지원을 모색하고 향후 해외 산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

다. 향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기술을 국내외

로 확대 보급하여 실용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업 지원(기술지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이다.

그림 2.284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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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의 연차별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285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의 연차별 연구목표

본 연구의 1차년도는 수문-생태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5개 이상의 모형을 조사하여

입력자료 및 알고리즘을 정리하였으며, 하천수리해석 모형의 경우 입력자료 DB 구축을 완료하

였다.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기술 관련 모델 분석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엿으며, 탁수저감 및관

리기술은 4개국 이상 동향분석을 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는 수문-생태모형의 실제 구축을 목표로 관측자료 대비 정확도 40% 이상 달성을 목

표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하천수리해석모형의 경우 오차율 30% 이하, 토양유실 저감/복원

모형의 경우 정확도 55% 이상, 탁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70% 이상 달성 완료 하였다.

3차년도는 IHACRES모델의 관측자료 대비 모형 검증 정확도를 45% 이상 개선하였으며, 하

천수리해석 모델의 경우 오차율을 20% 이하, 토양유실 저감/복원 모형의 경우 정확도 60% 이

상, 탁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80% 이상 달성 완료 하였다.

4차년도는 IHACRES모델의 관측자료 대비 모형 검증 정확도를 50% 까지 개선하였으며, 하

천수리해석 모델의 경우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 DB를 80% 이상 구축하였다, 토

양유실 저감/복원 모형의 경우 정확도 66% 이상 달성하였으며, 탁수예측 기술의 경우 무대책

대비 탁수 저감 효율을 20% 이상 달성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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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6 수문-생태모형 구축 (1), (2)

그림 2.287 수문-생태모형 구축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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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는 비대칭 증발산 보완관계를 통해 증발산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

유출의 관측자료 대비 정확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하천수리모델의 경우 모형의 하

상변동결과 및 취약성 지수 DB 구축 및 통합하였다. 토양유실 저감/복원 모형의 겨우 모형 내

다양한 최적관리기법 적용을 통한 토양유실 저감/복원 모형의 정확도를 70% 이상으로 향상시

켰으며,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탁수 저감 모델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탁수 발생시 탁수 영향저감 운영 및 효과 평가 수행결과를 토대로

최적 탁수 대응 방안 제시를 통해 무대책 대비 탁수 저감효율 30% 달성하였다.

6차년도는 장기유출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갈수량을 산정하고

이수안전도를 전망하고 도시유역 불투수면 관리와 물순환 개선에 따른 낙동강 유역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양호 상류에 위치한 가아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토양유실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예측모델링

을 위해 단계별로 생산된 자료의 불확도 평가완료 하였다.

그림 2.288 수문-생태모형 구축 (5) 및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망

(가)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관리방안 수립

① 유역 생태수문모델링 기법조사 및 생태수문학적 영향평가기술개발 방향수립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 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유역이

제공하는 수자원 함양능력, 청정지하수 제공능력, 하천생태적 유지능력, 식생피복을 통한 토사

유출 방지능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나타나게 될 수자원·수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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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은 국가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대비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며, 정확한 분

석과 취약성 평가를 위한 유역생태수문 모델링 및 생태수문학적 영향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수

문생태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지표수문해석모

형을 활용한

동아시아

유출해석 및

평가

2012 손경환 등

지표수문해석모형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전지구 자료를 수집한 후

모형의 입력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모의

결과의 검증을 위해 GRDC에서 제공하는

국외 34개 지점의 관측유량자료를

수집하였다. 쾨펜의 기후대 구분을 통한

매개변수 전이 방법을 이용하여

미계측지역의 유출 매개변수를

결정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방재학

회

논문집

대규모

육지수문모형에

서 사용 가능한

지표면 및

지표하 연계

물흐름 모형의

개발: II.

모형적용

2008 최현일

CLM의 적용성 판단을 위해 오하이오

계곡부의 유역면적 27,060km2인 시험유역에

2000년도 북미지역 재분석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매개변수의 보정과정 없이

기존문헌에서 제시된 값들을 사용하여

모의된 일유출량은 시험유역내의 한 USGS

유량관측소의 실측결과와 비교되었다.

모의결과, 모형에서 심층지하수 흐름,

기저유출 및 하도유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하여 실측치보다 큰 첨두유출을 보이지만,

지표면-지표하 물흐름 상호 연동관계와

지표수 흐름추적이 고려된 CLM 결과가

유출수문곡선의 예측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림기

상학회지

광릉

활엽수림에서

Community

Land Model

3.5-Dynamic

Global

Vegetation

Model의 평가

2010 임희정 외

광릉의 활엽수림에서 관측된 생태자료들을

이용하여 CLM3.5-DGVM의 탄소교환과정에

대한 모의능력을 평가하고 탄소수지를

계산하였다.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수문·식생

모사를 위한

지표모델의

2010 김연주

CLM을 동아시아에 대해 구동하여 이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형 향상을 위한

방법 제안하였다.

표 2.75 수문생태 관련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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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동아시아 적용

타당성 분석

한국물환경

학회논문집

Common Land

Model의 국내

적용성 평가를

위한 유량 및

지면온도 모의

2013 이건행 외

낙동강 유역을 포함한 도메인을 1km x

1km의 해상도로 구축하고 CLM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한국농림

기상학회

논문집

Noah Multi

Physics 모델과

CERES-Rice

모델의 작물

생육 및 증발산

모의 비교

2013 김광수 외

해남 플럭스 관측소 인근 지역에서의 작물의

생육과 증발산량을 지표모델인 Noah MP

모델과 작물생육모델인 CERES-Rice 모델을

비교 모의 하였다.

한국습지

학회논문집

Noah LSM을

이용한 지표

플럭스 산정 및

한반도에서의

적용성 검토

2013 장애선 외

해남지역과 광릉지역 플럭스타워의 30분

단위 관측자료를 모형의 강제입력자료로

사용하여 Noah LSM을 구동하고 산출 결과

중 잠열, 현열, 순복사량의 에너지 인자들을

플럭스타워 관측값과 비교하였다.

한국기상

학회논문집

TOPLATS

지표해석모형

기반의

고해상도

수문성분 평가

2012
이병주와

최영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수문정보의

생산에 활용가능한 TOPLATS 분포형

지표해석모형을 안동댐 상류유역에 구축하고

민감도분석을 통해 모형변수가 모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모의된

수문성분과 관측치의 비교를 통해

모의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월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 보정기간

(2003〜2006)과 검증기간(2007〜2009)에 대해

평균제곱근오차는 36.87 mm 와 32.41 mm,

결정계수는 0.90, 0.92 의 정확도를 보였다 .

또한 2009 년에서의 시단위 모의

토양수분비는 지중 50 cm 에서의

관측치와 유사한 값을 가지고

강우발생시점에서의 상승거동은 유사하나

모의치가 강우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물수지와

에너지수지

해석에 따른

수문기상성분

평가

2014 지희숙 등

TOPLATS 지표해석 모형의 물수지와

에너지수지 해석에 따른 수문기상성분비교를

통해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낙동강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2003∼2012년에 대해 1시간, 1 km의

고해상도 수문기상성분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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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안동댐과 합천댐 유역의 관측일/월단위 댐

유입량과 모의 유량을 비교하여 두 유역의

모의치가 관측값과 유사함을 보였다.

고해상도의 수문기상성분 모의 시

에너지수지 해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공간수문기상정보를 활용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재해기상 감시 및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Journal of

Climate

Global Retrospective

Estimation of Soil

Moisture

Using the 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Land Surface

Model

2001 Nijssen 등

VIC모형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전세계를 2°×2°해상도로 구분하여,

기후모델에서 생산되는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격자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토양수분의

거동을 모의하였다.

Climatic

Chang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Hydrology and Water

Resources of the

Colorado River Basin

2004 Niklas 등

콜로라도 강 유역의 수문학 및

수자원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후 시나리오

PCM(Parallel Climate Model)

시뮬레이션으로 downscaling된 온도

및 강수서열을 추출하고,

VIC(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을 생성하여 수문모델을

구동하여 수문학 및 수자원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Journal of

Hydrology.

Effects of irrigation on

the water and energy

balances of the Colorado

and Mekong river

basins.

2006
Haddleland

등

미국의 Colorado 유역과 아시아의

Mekongriver 유역을 대상으로, 기상

및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물과

에너지 수지를 모의한 바 있다.

Journal of

Hydrometeo

rology

A comparison of

the Noah and

OSU land

surface models in

the ECPC seasonal

2007
De Haan

등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상인자들을 OSU LSM과

Noah LSM 각각을 이용해

모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Noah

LSM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표 2.76 수문생태 관련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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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forecast model

도출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강수의 변동성과 Temperature

climatology, Precipitation

climatology를 훨씬 현실적으로

모의함을 확인했다.

Journal

of

Hydrometeo

rology

Evaluation and

transferability of the

Noah land surface

model in semiarid

environments

2005 Hogue 등

미국 Arizona주의 semiarid

지역에 Noah LSM을 적용하여

현열, 토양열, 지온, 잠열에

대한 모형 결과값과 관측치의

비교를 통해 현열, 토양열,

지온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증명하였다.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

s

Validation of the

NOAH-OSU land

surface model using

surface flux

measurements in

Oklahoma

2002 Sridhar 등

오클라호마 지역의 플럭스타워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NOAH

지표해석모형 기반 에너지성분을

평가하였다. NOAH-Oregon State

University (NOAH-OSU)를

이용해 Oklahoma지역의 다양한

지형조건에 대해 에너지플럭스를

산출하고, 이를 관측치와

비교하여 Noah LSM의 모의

결과가 RMSE값 1.6∼2.5

MJ/m2d로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했다.

Journal of

Hydrology

Comparison of the

estimated water and

energy budgets of a

large winter wheat field

during AgriSAR 2006

by multiple sensors and

models

2008 Pauwels 등

물수지와 에너지수지분석을 통해

토양수분은 물수지 해석에 따른

결과 값이 더 합리적이며,

에너지성분은 에너지수지 해석에

따른 모의치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Journal of

Hydrology

An observation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land

surface model

accuracy in the

Nebraska sand hills

2008
Radell과

Rowe

Nebraska Sand Hills 지역의

사구, 건조한 지역 그리고 습한

지역을 대상으로 Noah LSM을

이용해 지표 플럭스를 모의하여

Noah LSM이 사구지역과 건조한

지역에 대해 RMSE값이

20∼25%정도로 믿을만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했다.

Hydrologica

l

Improvement of the

Noah land surface
2012 Wei 등

Wei et al. (2012)은 Noah

LSM에 변수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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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천 유사이동 및 하상변동 예측기술에 관한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 방향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하천 내 수리적 요소가 변화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하

상변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하천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수환경 변화의 정량적 분석과 취약

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내 수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침식으로 인

한 제방파괴 및 시설물 파괴나 퇴사에 따른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하천 하

상변동 예측 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상변동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Processes

model for warm

season process:

evaluation of water

and energy flux

simulation

지표상의 온도, 잠재열의 흐름,

그리고 연평균 유출량의

모의값을 관측 값과 비교하여

변수를 추가하기 전보다 향상된

결과가 산출됨을 확인했다.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지운, 손광익,

김문모

홍수조절댐에서의

배사관 설치에

따른 상류 하천의

하상변동에 관한

수치모의 연구

2009

본 연구에서는 1차원 HEC-6 모형을 이용하여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댐 상류의

퇴사현상을 댐 건설 전의 현상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평균유량 조건뿐만 아니라 연간

유량변동을 고려한 대표유량수문곡선을 적용하여

퇴사현상을 모의함. 수치모의 결과, 댐 건설로 인한

하류단 수위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하상변동의

영향은 댐에서 상류 2 km 구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댐 건설 후 배사관의 설치

유무에 따른 배사관 주변과 댐 상류 하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2차원 RMA2 및 SED2D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한탄강홍수조절용댐의 댐 저부에

설치된 배사관의 배사효과는 저수지 내의 퇴적고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김대근, 이재형,

서일원

교각이 설치된

월류형

여수로에서의

흐름에 대한

수치모의

2004

교각이 설치된 미공병단의 WES의 표준 월류형

여수로에 대한 동수역학적인 흐름거동을

FLOW-3D로 이용하여 해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특히 월류수맥과 압력분포에 대한

특성을 상세히 분석. 여수로 위어마루에서의

부압측정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

김대근, 김용의

3차원 수치모의를

이용한

광정횡월류위어의

2007

광정횡월류위어에서의 흐름특성을 3차원

수치모의를 통해 분석하여 본류 수로의 Froude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류유량비와 횡월류

표 2.77 하상변동 관련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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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특성 해석

유량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횡월류 유량이

증가하면서 월류부 하류 수로의 주흐름구간은

축소되며，횡윌류위어의 대안 측에 형성되는

재순환영역의 크기는 증가하는 양상 확인.

김대근, 황건

L자형

이동상수로에서

댐붕괴파의

수치해석

2012

댐붕괴 직후에 댐 붕괴근역에서의 댐붕괴파 및

댐붕괴파로 인한 하상변동을 RANS를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FLOW-3D를 이용한 3차원

수치모의를 수행. 특히 이동상에서의 하상변동과

그 하상변동으로 인한 홍수파의 변동을

고정상에서의 해석결과와 비교.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고 하상침식은 흐름이 급변하는 댐

직하류 지점에서 가장 크게 발생함을 확인.

서일원, 김대근,

이재형

GSTARS 모형을

이용한

하상변동해석

1995

준 2차원 모형인 GSTARS 모형을 금강 대청댐

하류구간과 한강 팔당댐 하류구간에 적용하여

장단기 하상변동을 해석함. HEC-6 모형에 의한

장기 하상변동의 예측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 CHARISMA 모형의 모의결과보다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GSTARS 모형의 적용성의 우수성을 확인.

김창성, 강준구,

여홍구, 여운광

연직낙차공 하류부

사석보호공 침하량

산정식에 관한

실험연구

2010

낙차공 물받이부(apron)는 낙차공 본체와 일체화된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낙차공

물받이부에서의 세굴현상과 사석보호공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하량에 대한 실험을

수행. 낙차공에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굴심은 증가하지만 낙차공 하류부의 수심이

증가할수록 세굴심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함.

또한 낙차공 물받이부 사석보호공을 포설두께에

따른 침하량을 산정하여 세굴심을 제어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필터가 없는

사석보호공의 무차원 침하량 산정식을 제안함.

실험적 연구를 통한 무차원수의 제안의 연구절차에

대한 순차적인 모델을 제시함.

양원준, 최성욱

LES를 이용한

교각주위

국부세굴의 3차원

수치모의

2002

LES 모형을 이용하여 교각주위 국부세굴의 3차원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RNG k-ɛ 모형과 비교

분석함. 세굴공이 없는 경우, LES에 의해 모의된

전반적인 흐름장은 Melville과 Raudkiv(1977)

그리고 RNG-ε모형과 비교적 잘 일치하였으나

교각 전면부에서 발생하는 역방향 흐름의 경우,

RNG k-ɛ 모형에 의한 모의 결과에서는 LES 및

실험 자료에 비하여 흐름 양상이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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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세굴공의 유무에 따른 모의

결과를 LES 모형의 결과와 RNG k-ɛ  모형의
적용결과를 비교하여 연구를 수행함. 본 연구에서

FLOW-3D 적용을 위한 난류모델의 선정 기준을

참고함.

여창건, 이승오,

윤세의, 송재우

보 형상 변화에

따른 하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

2011

수리 실험을 통한 보 형상 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함. 예연보, 경사형보와

같은 보 형상 변화에 따른 하류부 세굴의 시간적

변화를 수리실험을 통하여 분석함. 보의 형상별

시간 변화에 따른 세굴심 예측식은 유사의

연속방정식을 기본으로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시간변화에 따른 보 하류부 세굴공의 체적

변화량과 보 하류부 세굴심 변화량 자료들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평형세굴시간, 평형세굴심,

월류고, 보 높이를 이용한 세굴심 예측공식을

제안함. 제안된 식은 기존의 보 하류부 평형

세굴심 예측식들이 반영하지 못한

설계홍수지속기간을 반영할 수 있어서 보 하류부

세굴보호공의 설계 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도 세굴의

시간변화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세굴의 평형상태

도달 시간 산정 등에 관한 확장 가능성을 확인.

윤선권, 전시영,

문영일, 김종석

도시하천의 교각

및 횡단 월류형

구조물에 의한

수리영향분석

2008

우이천 시험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의 물리적인 특성

변화에 따른 흐름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3차원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를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모형인

FLOW-3D를 이용하였고, RNG (Renormalized

Group), LES (Large Eddy Simulation) 등의

난류모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 또한 수치 해석을 통한 교량 설치부와

하류 횡단월류형 구조물에서의 난류영향 및

유속분포, 수위, 압력분포, 와류특성 등을 분석함.

기존 3차원 수치모의 결과보다 많은 인자의 계산을

통한 다양한 동역학적 분석을 수행함.

윤태훈, 이재진,

이봉희

원형교각 주위의

돌망태 세굴

보호공

2003

교각주위 세굴보호공 돌망태의 파손양상,

주요변수의 파손에 대한 영향 및 크기 결정과정이

정지상 수로에서 실험적으로 연구됨. 세굴보호공

안전성의 지배인자를 접근수심, 돌망태의 길이 및

두께 비, 부설범위, 배열 및 부설깊이 등으로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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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오, 이진우,

조용식

시간에 따른 교각

주위에서의 세굴심

변화

2007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평형 세굴심과 그 도달시간에

대한 유속비와 상대입경 크기의 영향을 조사함.

수집자료를 이용하여 평형세굴심 도달시간에 대한

수정된 공식을 제안하고 기존 공식과 수정된

공식간의 상대적 정확성을 파악함. 세굴심

도달시간 산정 공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과제에서도 활용도가 높음.

이승오, 김형준,

조용식

국부교각세굴에서

마제형 와의

부정류적 특성에

관한 실험적 해석

2008

교각 국부세굴에 있어서 세굴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마제형 와의 부정류적 특성을 수리실험을

통해 규명. 본 연구에서 kaolin 점토를 이용한

흐름의 가시화를 통하여 마제형와의 부정류적

특성을 관찰하였고, 음파 도플러 유속계(ADY)를

이용하여 유속과 난류 특성을 측정함. 교각 전면부

상류방향 한 지점에 대해서 세굴 발생 전과

평형세굴심 도달 후의 유속 및 난류 성분을

측정하여 비교ㆍ해석. 세굴 발생 전 바닥

전단응력이 평형 세굴심 도달 후의 값보다 4배정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제형와의 부정류적

거동이 세굴공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속도 변동

성분의 이정 분포는 마제형 와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마제형 와의

부정류적 특성은 교각 주위의 흐름 구조와 세굴

현상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주요한 인자임 확인.

최계운, 김현태,

안경수

교각주위 국부세굴

방지를 위한

사석크기 결정

공식

2001

교각주위에서의 국부세굴 방지를 위한 사석 크기

및 접근각도 영향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사석크기 결정 공식과 접근각도

영향계수를 제안. 접근각도 영향계수는 교각의

장폭비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며 교각에서의

접근각도가 증가됨에 따라 영향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90%, 92.86%,

95%의 개도비와 1∼4의 장폭비를 가진 교각과 00,

150, 300, 450 및 600의 접근각도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여 교각주위에서 국부 세굴 방지를 위한

사석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을 제안. 본 논문에서

제안된 사석보호공의 크기 결정공식을 사용하여

사석을 크기를 산정한 결과와 기존의 6개의 사석

보호공 공식을 비교한 결과, 본 공식을 사용한

결과는 Richardson 공시을 이용하여 산정한

사석크기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지운, 여운광, 낙동강하구둑 상류 2010 본 논문에서는 2차원 하상변동 수치모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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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한승원

접근수로에서의

유사량 공식 및

유사 이송형태에

따른 하상변동

수치모의에 관한

연구

CCHE2D 모형을이용하여 유사량 공식과

유사이송형태별 이류-확산 방정식의 선택이

하상변동 수치모의결과 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자료와 비교. 또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낙동강하구둑 상류 접근수로에서의

최적의 유사량 공식과 유사 이송형태별 이류-확산

방정식을 제안함. 낙동강하구둑 상류 접근수로에

대해 Ackers and White와 Engelund and

Hansen의 유사량 공식과 소류사와 부유사 유사

이송형태에 따른 이류-확산 방정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 Engelund and Hansen

공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Ackers and White 공식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평수 및 홍수

조건에서 모두 하상변동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Ackers and White 공식으로

2002년에 발생한 실제 수문사상을 적용하여

하상변동 모의한 결과, 소류사 이송형태의

이류-확산 방정식을 적용한 모의결과가 부유사

이송형태를 적용했을 경우 보다 실제 하상변동에

더 근접한 것으로 분석.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Asgar

Ahadpour

Dodaran

Investigation of

Dimension Changes

in Under Pressure

Hydraulic Sediment

Flushing Cavity of

Storage Dams

Under Effect of

Localized Vibrations

in Sediment Layers

2012

모형사를 설치한 수로 상류부에 (일정하게)

진동기를 설치하여 작동시킬 경우, 진동기의 개수

및 세기에 따라 하류부 플러싱 효과의 변화를

확인

Vibrator를 유사에 삽입하여 미세한 진동이

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Vibrator의 경우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type으로

설치하여 실험

Flushing 이후 유사량 변화는 디지털 point

gauge를 통해 하상고를 측정

초기수위 확보를 위해 유사를 깔고 유량을

공급하여 수위 확보 후 out valve를 열어 실험

실험을 마무리할 때는 수위저하에 따른 배사를

방지하기위해 하류단 배사구를 폐쇄한 후 유량을

0으로 줄여나감

Athanasios N

Sediment Transport

Modeling Review -

Current and Future

2008

1, 2, 3차원 하상변동 모델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석

각 프로그램의 출처 및 검증 모의과정

표 2.78 하상변동 관련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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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Developments 하상변동 모의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한계점 분석

Briére, C.,

Abadie, S.,

Bretel, P., &

Lang, P.

Assessment of

TELEMAC system

performances

2007

Adour 강 하구와 Anglet (프랑스)의 인접 해변을

모의하기 위해 MAC system의 파랑 전파와

동수역학적 모듈이 사용된 수치해석 연구임.

수치해석 결과와 현장 관측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Čedomil Josip

Jugović

Hydraulic Flushing

of Alpine

Reservoirs –

Model Study

2009

국내의 일반적인 하도 전체 준설과는 다르게,

하도의 일부분에 대해 준설을 하는 Initial

channel, width 유무에 따른 배사 양상 확인

실험조건에 따른 배사의 효과를 1차원 수치해석과

실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비교

Initial channel, width 설치에 따른 배사 양상 및

효율 비교 가능

Chanson, H.

and Montes,

J. S.

Overflow

Characteristics of

Circular Weirs:

Effects of Inflow

Conditions

1998

기존의 실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원통형 보 실험을 수행하여 실린더 보의 크기에

따른 유량계수 값과 유속분포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함. 실린더 게이트의 크기에 변화

및 위어 높이비 등의 변화에 따른 유량계수를

산정함. 또한 에너지 소산율과 파상도수,

상류도수로 인한 다양한 수리학적 실험을 수행함.

Esmaeili, T.,

Dehghani, A.

A., Zahiri, A.

R., & Suzuki,

K.

Numerical

simulation of

scouring around

bridge piers (Case

Study: Bridge 524

crosses the Tanana

River)

2009
미국, Tanana강 교각 주변 국부세굴을 모의하기

위해SSIIM 모델이 사용됨.

Gökçen

Bombar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Sediment Transport

in Steady Flows

2010

유량 조건에 따른 유사이송 초기조건 실험

이론바탕의 예측값과 실제 실험을 통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정확성 검증

유사채집을 위한 다수의 basket을 제작하여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개를 번갈아가며 사용

채집된 유사는 완전 건조 후 중량 측정

상류 3m는 콘크리트와 유사를 함께 양생하여

유사 이동을 방지

Jang, C. L.,

& Shimizu,

Y.

Numerical

simulation of

relatively wide,

shallow channels

with erodible banks.

2005

침식이 가능한 제방을 가진 braided river의

실험연구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함. 시뮬레이션은 실험의

관측값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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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양유실 저감/복원 기술 관련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수집

최근 대하천 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친수시설이 증가하였고 제방 및 둔치 내의 하천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요구가 증대되고, 유사이송특성에 따른 침식과 퇴적 현상

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토양유실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및 특허현황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Jennifer G.

Duan

Evaluation of Flow

and Sediment

Models for the

Rillito River

2008

HEC-RAS, HEC-6, IALLUVIAL, SRH-1D를

이용한 하천에서의 하상변동 모의 비교실험

각 모델링 프로그램의 특성 및 결과치 비교를

통한 가중치 선정

Jia Y., T.

Kitamura,

S.S.Y. Wang,

Simulation of scour

process in plunging

pool of loose bed

material.

2001

본 연구는 jet의 plunge pool에서의 세굴과정을

모의하는 것에 초점을 둠. plunge pool 에서의

유동장은 CCHE3D에 의해 비정상류 3차원 k-e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됨.

L.B.S. Souza

Experimental Study

and Numerical

Simulation of

Sediment Transport

in a Shallow

Reservoir

2010

수치모의 (MIKE21C) 프로그램과 수리모형 실험

동시 진행

얕은 저수지 모형수로에서의 흐름 및 유사이송에

관한 수치해석(MIKE21C) 및 실험적 연구(PIV)

수행

수로 내에서 15개의 국부영역에 관한 유속분포를

세부적으로 분석함

유사이동 이후 Cross-section에 대한 elevation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과 수리모형의 연관성 확인

72시간의 장기모의를 실시하여 실험조건의 다양화

유사유입의 경우 실험시작 후 30분 후에 수위가

확보된 후 유사 유입
Lee, H. Y.,

Hsieh, H. M.,

Yang, J. C.,

& Yang, C.

T.

Quasi-two-dimensio

nal simulation of

scour and

deposition in

alluvial channels.

1997

대만의 Keelung 강과 Shiemen 저수지의 부유사

및 소류사의 모의를 위한 2차원 모델에 의해

수행되어짐. 세굴 연구 결과는 해석법과 실험적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음.

저널 제 목 년 도 내 용

(Paddy water

environment)

Assessing the effect

of watershed slopes

on

recharge/baseflow

and soil erosion

2014

급경사 경작지유역에서의 유사량 저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경사지 경작지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였을 때 효과를 분석함

표 2.79 토양유실 관련 논문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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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극한사상에 대한 탁수저감·관리기술개발 방향 정립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탁수로 인한 피해

한국농공학회

STEPL WEB 모형을

이용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저감 대책

모의

2014

임하댐 유역에 웹 기반 모형인 STEPL WEB

을 적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사발생

변화량을 모의한 후, 이에 대한

유사저감대책을 평가함

한국수자원학회

대규모 산지유역

토양침식 평가를

위한 SEMMA 개선

2013

우리나라 산지사면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모의하기 위해 개발한 SEMMA 모형을

대규모 산지유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선한 후, 시험유역에 적용하여 모의 결과와

실측 토사유출량을 비교 검토함

Geoderma

WEPP calibration

for improved

predictions of

interrill erosion in

semi-arid to arid

environments

2013

세류 침식의 특성에 대해 WEPP 모형이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기 위해 플륨을

설치하여 토양침식을 분석하였음

한국토양비료학회지

일강우를 고려한

SATEEC R모듈

개발

2011

하천주변의 토양유실량과 유사량을

산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SATEEC

System의 R모듈을 개선하여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임하댐유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토양유실량과 유사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Rivista Italiana di

Agrometeorologia

EVALUATION OF

THE EUROSEM

MODEL FOR

SIMULATING

EROSION IN

HILLY AREAS OF

CENTRAL ITALY

2005

이탈리아 안코나 지역을 대상으로 3년의

기간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EUROSEM 모형으로 유출량과 유사량을

모의함. 강우 13회 동안 유출과 침식을

평가한 결과 유출과 토양 침식량이 80%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EUROSEM

모형이 기후변화 뿐만아니라 작물과

나지상태도 고려 되는 것으로 분석됨

대한환경공학회

고랭지 밭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폴리머

소재(폴리아크릴아마

이드 및

바이오폴리머)의

현장적용성 평가:

작물재배실험

2010

강원도 고랭지 밭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

강우시 토양유실의 저감대책으로 PAM과

바이오폴리머의 국내 현장적용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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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해지면서 탁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절한 관리・저감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발지역에서 생긴 침식된 토사는 하류로 이송되어 장시간에 걸쳐 하류수역의 탁도를 증

가시켜 음용수 취수 수질문제를 일으키고, 수환경을 악화시켜 생태 서식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탁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널 제목 년도 내용

한국수자원학회지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E-QUAL-W2를

이용한 충주호의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

및 부영양화 영향평가

2014

충주댐을 대상으로 유역모델인 SWAT과

저수지모델인 CE-QUAL-W2를 연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량 및 탁수발생량을

모의하고, 저수지내의 탁수변화 및

부영양화 영향평가를 통한 저수지 수환경

변화를 전망함

충주호는 성층화 및 중층밀도류

현상으로 인해 호소수질이 악화되며,

평수년에 비해 풍수년과 갈수년에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함

한국습지학회지

(Journal of

Korean Wetlands

Society)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급경사지 유역에서의

지하수 함양,

기저유출 및 토양유실

평가

2014

대표적인 급경사지 유역인 양구 해안면

유역에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 기저유출량,

유사량을 전망

경작지 경사도를 5%완만하게 변경시,

경작지유사량을 평균 72%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탁수 및 하천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전원과 자원

(Rural resource)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 탁수거동 예측

기법 제안

2013

기후변화에 따른 저수지 내 미래 탁수

거동을 예측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고에서는 기상-유역-저수지 연계

모델링 및 분석 기법을 제안

대한토목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임하호 선택취수

효과분석을 위한

현장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

2012

성층저수지로 유입된 고탁수층에 대한

선택취수 탁수배제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3차원적인 접근흐름에 대한

현장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

한국수자원학회지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탁수모델링에

사용하는 유량-SS

관계의 불확실성

2011

용담댐 저수지와 소양강댐 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에서 강우시 연속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Q-S 관계의 이격현상을

고찰하고, SS 부하율과 부하량 산정

표 2.80 국내 탁수관련 논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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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향후 저수지내 시공간 분포 모의 해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유입탁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언 및 탁도-SS관계식 필요성

제시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 논문집

RS를 이용한 새만금

지역의 탁수환경

모니터링

2011

탁도의 변화에 따른 분광반사 특성을

휴대용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규명하고,

이를 Landsat 위성영상에 적용하여

새만금 유역을 대상으로 완공 직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탁수환경을

모니터링 함

한국수자원학회지

(Magazine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도암댐 탁수저감과

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011

도암댐의 탁수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을

토대로 도암댐 문제해결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처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제시

한국물환경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탁수조절을 위한

소양호 선택취수설비

설치 효과 분석

2011

북한강 수계의 소양강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2차원 횡방향 수치 모델인

CE-QUAL-W2 모형을 이용하여

선택취수설비 설치에 따라 다른

수문사상에서 탁수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탁수장기화 저감 대책으로 실시간

탁수모니터링과 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탁수점유율이 높은 사상에 대해서

표층취수보다 탁수층의 신속한 배재 제언

한국물환경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용담댐 하류하천의

횡방향 평균 2차원

수리·탁수모델링

2011

용담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수리 및

수질의 동적 변화를 모의 할 수 있는

2차원 횡방향 평균 모델 (W2)를

구축하고, 2005년과 2010년의 서로 다른

수문사상을 대상으로 모델의 예측성능

평가

한국영향평가학회

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발전방류구

위치변화에 따른

저수지내 탁수변화

2011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하여 탁도값을

예측한 후, 댐 배수조작 시나리오에 따라

저수지내에 미치는 탁질의 영향을 모의

배수조작 후 배수조작 전 대비 55%에서

70%까지 탁수가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30 NTU 이상 초과방류일수도

최대 45일까지 저감되는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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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향평가학회

지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건설 예정인 댐에서

유역유출과

취수형태에 따른

탁수의 거동 예측

2010

건설예정인 영주댐을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유역 유출에 의한

탁수발생 정도를 예측하고,

취수형태(방류구위치)에 따른 탁수의 거동

및 배제효과를 비교·제시

영주댐의 경우 고탁수 배재시 표층취수가

중층·저층취수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함

한국지리정보학회

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기후변화에 따른

안동·임하호 유역의

부유사량 분석

2010

GIS 기반의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s) 모형을 이용하여

탁수발생 잠재가능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수계별 탁수 관리방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의 유출량과 부유사량의

변화특성을 분석

기후변화에 따라서 안동호 및 임하호의

유출량과 부유사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J.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Robotic Monitoring for

Turbidity Management

in Multiple Reservoir

Water Supply

2014

미국 뉴욕주의 주요한 상수원인

다목적저수지 비여과 용수공급시스템에서

고탁도의 자동모니터링 기술의 설계와

실행에 대해 기술함.

Water Resources

Management

Monitoring turbid

plume bebavior from

Landsat imagery

2014

아르헨티나 Los Molinos 저수지로 유입하는

탁수거동의 모니터링을 위해 Landsat 영상을

사용하는 간단한 모델을 개발함.

Hydrological

Processes

Modelling potential

effect of climate

change on winter

turbidity loading in the

Ashokane Reservoir,

NY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뉴욕주 상수원인

Ashokane 저수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

발생 부하 변화를 전망하는 것임. 모델은

CE-QUAL-W2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겨울철 하천 평균 유출량은 12〜20%

증가하였으며, 저수지 내 탁도는

2046〜2065년 동안 11%, 2081〜2100년 동안

1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표 2.81 탁수 관련 국외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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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Hydrological

Processes

Effects of different

operational modes on

the flood-induced

turbidity current of a

canyon-shaped

reservoir: case study

on Liuxihe Reservoir,

South China

2013

중국 Liuxihe 저수지에서 홍수전 저수지

운영 수위조건에 따른 탁수의 거동 특성을

수치 모의함. 수치모델은

DYRESM-CAEDYM이 사용되었으며,

모의결과 저수지 운영수위 조절과 선택취수

방법은 저수지 탁수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Satellite remote

sensing of water

turbidity in Alqueva

reservoir and

implications on lake

modelling

2012

포르투칼의 남부에 위치한 Alqueva

저수지의 탁도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원격탐사 기술에 대하여 기술함. 저수지

탁도 산정을 위한 현장 측정자료와

위성자료의 경험적 알고리즘 제시.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Modeling turbidity and

the effects of alum

application for a water

supply reservoir

2012

미국 뉴욕주의 Kensico 저수지는 비여과

용수공급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취수를 위한 탁도기준은 5

NTU이하이다. 연구의 목적은 2차원 수리,

탁도 모델을 이용하여 Alum 응집제 주입에

따른 탁도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Porceesing in

25th Conference

of the Danubian

Countries. 16-17

June 2011.

Budapest,

Hungary

Assessment of the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Bukk

model area; results of

the CC-WaterS project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관련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집중호우 이후 발생하는

정수자 고탁도 문제로 지적함.

IWA Report from

5th World Water

Forum

Climate change and

the water industry

–Practical responses

and actions

2009

기후변화는 상수원수의 탁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수도공급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탁도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독공정 저해,

응집제 사용량 증가 및 수처리 비용 상승,

슬러지 처리량 증가, 공중보건 위협 등이다.



- 350 -

(나)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변화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① 유역단위 극한수문전망 및 생태수문 취약성평가 모델 체인 구축 및 적용

㉮ 생태수문전망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생태수문학적 기후변화 전망이란 유역에서의 식생(Vegetation)변화와 관련된

수문요소(Soil moisture, Precipitation, Temperature, Evapotranspiration) 등의 전망을 말

한다. 일반적으로 식생은 강우, 온도 및 토양수분의 영향을 받으며 증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 요소는 물리적 환경과 에너지 흐름에 의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정한 평

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및 기온의 상승 등 교란이

발생하면 1차적인 생태수문학적 요소의 변화와 2차적인 식생변화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평형

상태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기간에 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강수 및 기온의 전망을 수행할 시 대부분의 기

후변화자료에서는 강수 및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로 모의되고 있다. 이때, 기후변화 자료의 적

용결과를 기반으로 생태수문변화 메커니즘을 가정할 수 있다. 강수 및 기온의 증가에 의해 잠

재 및 실제 증발산량의 현재추세가 새로운 평형상태로 변하고, 이는 또한 새로운 식생대를 형

성하게 되며, 이는 실제증발산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생태수문변화 메커니

즘 모식도이다.

그림 2.289 생태수문변화 메커니즘 모식도

㉯ 생태수문요소 산정을 위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태수문요소 중 증발산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제 및 잠재증발산간의 보완관

계(Complementary relationship)을 활용하였다. Bouchet(1963)의 보완관계 가설은 실제 및

잠재 증발산 사이에는 보완적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보완관계 가설은 경험적인 관측자

료를 기반으로 한다. 주어진 지표-대기 시스템의 일정한 입력조건 하에서, 수분가용성이 제한

적이면 실제증발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잠재증발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완관계 가

설은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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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 ETp = 2ETw (2.79)

여기서, ETa는 실제증발산량, ETp는 잠재증발산량, ETw는 ETa와 ETp가 같아지는 습윤

한 환경에서의 증발산량이다. 지표면 또는 식생이 건조하여 증발이 가능한 수분이 적어지면 실

제증발산은 감소하게 되지만, 잠재증발산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습한 조건에서는 지면 또는

식생 주변 공기층에 증발에 의한 수분이 공급되어 실제증발산은 증가하게 되고 잠재증발산은

감소하게 되며, 계속적인 수분공급으로 공기층이 완전포화되면 실제 및 잠재증발산량은 습윤한

환경에서의 증발산량(ETw)이 된다.

잠재증발산량은 Hargreaves 공식 (Hargreaves, 1975; Hargreaves and Samani, 1982;

Hargreaves and Samani, 1985)을 활용하였다. 이 식은 기준증발산량을 산정하는 공식으로

최소한의 기상자료만을 입력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한된 기상자료 조건 하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상대습도와 대기중의 가용수분량 등과 같은 지역적 기상수문 요소를 고려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의 수식은 Hargreaves 공식이다.

   × ×   × maxmin (2.80)

여기서 는 기준증발산량(mm/day), 는 경험적 계수(0.0023), RA는 대기권 상층부

태양에너지에 상응하는 물의 양(mm/day), 는 일평균 온도(℃), max와min은 각각 일최
고 및 일최저 온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간에 대하여 잠재증발산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Hargreaves 식을 적용하였다.

IHACRES 모형은 유출을 모의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개념적 모형과 계량적 모형의 장점

을 갖도록 만들어진 모형으로 유역의 기온 및 강우를 입력자료로 하여 유출을 모의한다.

극한수문전망을 위해서 전지구 기후모델(Global Climate Model)을 활용하였다. Raw GCM

자료는 관측자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오차보정 기법 중 하나인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각 댐

유역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정상성 분위사상법은 모의자료군의 계통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험적 확률분포 혹은 모수적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모의자료군의 확률분포를 관측자료군의 확

률분포에 사상(mapping)시키는 방법이다(Panofsky and Brier, 1968).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통해 모의자료군의 특정값은, 그 자료의 누적확률값과 동일한 관측자료군의 누적확률값에 대응

하는 자료값으로 변환되며, 결과적으로 변환된 자료군의 확률분포는 관측확률분포와 동일한 확

률분포를 지니게 된다. 이 때 시간에 따라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정상성을 가정한다.

 
 

 (2.81)

여기서, 는 보정전의 모의값, 는 보정후의 모의값, 는 원 모의값의 누적확률분포(모의

값 CDF), 는 사상의 목표가 되는 관측값의 누적확률분포(목표 CDF)이다.

분위사상법은 사상의 대상이 되는 모의자료군과 관측자료군의 통계분포모수가 정상성을 갖

는다는 가정 하에 적용되며, 과거기간에 대한 관측값과 모의값의 누적확률분포를 이용하는 기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은 장기시계열 자료의 연도별 통계분포모

수에 추세를 반영하는 비정상성 분위사상법을 제시하였다. 비정상성 분위사상법의 기준 시나리

오는 실제 관측자료, 미래 시나리오는 원시 GCM자료를 사용하여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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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계분포모수를 산정한다.

생태수문요소의 전망을 수행하기 위하여 Raw GCM자료의 RCP4.5/8.5시나리오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전망기간(2011~2100)에 대하여 원시 GCM의 경향성을 부여하는 비정상성

분위사상법을 적용하였다.

(a) RCP4.5 (b) RCP8.5

그림 2.290 Raw GCM자료 및 NSQM GCM을 통한 주요 다목적댐 유역 6곳에 대한 보완관계

(a) RCP4.5 (b) RCP8.5

그림 2.291 소양강댐 유역 연강수량 및 연실제증발산 시계열

② 하천 유사이동 및 하상변동 예측을 위한 입력인자 선정 및 자료 학습

GSTARS는 Generalized Sediment Transport model for Alluvial River Simulation이

다. 미개척국(U.S Breaue of Reclamation)의 Chih Ted Yang에 의하여 개발된 하상변동 모

형이다. 정류 혹은 준정류의 흐름 모의만 가능하여 유량 및 수위의 시간적 변화가 극심할 때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안정규, 2012).

GSTARS 모형은 1차원적인 흐름을 모의하고, 2차원적인 하상의 변동을 모의한다. 하상변동

만 2차원적으로 모의하기 위하여, 수류튜브(Stream Tube)이론 (Yang and Simốes, 200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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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을 적용하였다. 수류튜브란 하천 단면을 하나 이상의 튜브로 나뉘어 각각의 튜브마다 하

상변동을 따로 계산한다. 이를 통해 동일 단면에서도 하상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곡이 진행되는 하천 혹은 하천내에 모래톱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단면내에서도 퇴적과 침식

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현상을 수류튜브를 이용하면 모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GSTARS4도

퇴적과 침식이 아주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하천구조물 주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GSTARS4의 적용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모형을 활용하여야 한다 (안정규, 2012).

하상 변동의 계산은 아래 식으로 표현된 Exner식을 활용한다.







  (2.82)

여기서, 는 하상면적, 는 유사이송량(부피단위), 는 하상의 유사 부피 비율(1-공극률),

은 유사의 측방 부피단위 유입량이다. 위 식을 차분식으로 근사하면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 

∆
∆∆

∆∆
(2.83)

여기서, 는 유사입경 인덱스, 는 단면번호 인덱스, ∆는 하상변화량, ∆는 계산시간간격,

∆는 단면과 단면 사이의 거리, 는 k번째 유사가 단면 에서 차지하는 유사부피 비율

(1-공극률), 는 단면 에서 k번째 유사의 이송량, 은 유사의 측방 유입량(부피단위), 

는 단면 i의 수면 폭이며,   는 a+b+c=1인 가중치이다. 각 유사입경별 하상변화량을 모두 합

하여 주어진 단면에서의 변동을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 


 ∆ (2.84)

여기서 는 입경분포의 총 갯수이다.

하상변동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사이송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GSTARS 모형은 일반적

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래 표의 14개의 유사이송 공식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GSTARS 의 하상변동 계산은 유사량 공식에 의해 계산된 유사량과 각 단면에 유입된 유사

량을 비교하여, 단면의 침식 또는 퇴적을 결정함. 즉 유입유사량이 유사 운송능 보다 작으면 하

상에서 부족한 유사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이 단면은 침식이 되고, 반대로 크면 퇴적이 된다. 이

차이를 유사의 연속방정식에 입력하여 침식 또는 퇴적량을 결정한다.

유사이송 및 하상변동 해석을 위한 단계로 Uncoupled scheme 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로

수리해석을 통한 유사이송 해석 정지를 수행하며, 두 번째로 이전 단계에서의 수위, 유속 등의

수리 변량을 활용하여 Yang 공식, Einstein 공식 등을 통해 유사이송량을 계산한다. 마지막으

로 질량보전식 및 Exner 공식 등을 이용하여 하도변화량을 계산하며 변화된 하도를 첫 번째

단계에 적용하여 재모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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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2 하상변동 해석 단계

GSTARS 모형은 국외의 경우에서 단/장기간, 장구간에 걸쳐 검증된 모형이며 실측 하상토

자료와 유입·유사량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조도계수 Manning n 등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검증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GSTARS 모의 시 준정류 모형을 사용하

여 시나리오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수리자료와 유사자료로 구성되며, 수리자료는

상․하류 경계조건으로 유량 및 수위자료와 지류의 유입유량, 조도계수로 이루어지며 유사자

료는 상류경계에는 유입되는 유사량 수문곡선, 하상재료에 대한 입경분포가 필요하며 동점성계

수 산정을 위한 수온자료 및 실측 또는 관계식을 활용한 유사침강속도가 필요하다.

상·하류 경계조건으로는 2013년과 2014년의 충주댐 방류량과 강천보 수위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일별자료를 입력하였다. 지형자료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2009)에 수록된 남한강

HEC-RAS 데이터의 No. 272～127 구간을 활용하였으며 하천의 조도계수는 0.030～0.032 까

지 각 단면의 특성에 맞는 값을 입력하였다. 적용구간의 유입․유사량은 한강 하천정비기본계

획보고서(2009)에 기술된 실측된 부유사 농도와 유량에 의해 부유사량을 계산하고, 실측된 유

량과 수정아인슈타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총 유사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여

주수위표 지점에서 2001～2002년에 걸쳐 취득된 실측자료를 통해 도출한 다음 식과 같은 유량

-유사량 곡선식을 사용하였다.

 
 (2.85)

여기서, 는 유사량, 는 유량이다.

하상토 입도분포는 하상재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하상재료 조사는 하상의 특성분석, 특

히 조도계수의 산정, 상류 유역의 침식과 하천의 유사이송 특성, 유사량 공식과 하상변동 모형

의 적용, 하천 서식처와 같은 하천환경의 조사 등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 적절한 방법

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구분하

며 자갈이상, 모래, 실트이하로 나누어 각기 시료채취방법과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한

강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2009).

GSTARS 민감도 분석을 위한 모의 시나리오로 조도계수는 0.030～0.032(한강 하천정비기

본계획보고서, 2009)을 적용하고, 유사량 공식과 유량 조건, 수류튜브 개수에 따른 변수를 설정

하여 시나리오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시나리오 조건 총 48개(=4×4×3)로 다음 표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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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횡단면 하상변동 결과와 최심하상고 비교결과에 대한 모의값과 실측치 비교를 실시하

였다.

Sediment transport Methods

(×4)
Flow Condition (×4)

Number of Stream Tube

(×3)

Engelund and Hansen(1972) Q 60% 1

Ackers and White(1973) Q 80%
3

Yang(1973) + Yang(1984) Q 100%
5

DuBoys(1879) Q 120%

표 2.82 GSTARS 모의 시나리오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2009)의 50, 80, 100, 150 그리고 200년

빈도 홍수위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지점의 빈도별 홍수량과 댐설계기준을 참고로 한

강천보 수위자료를 입력자료로 적용하였다. 분석지점은 달천 합류 전,후와 섬강 합류 전,후 구

간을 모의 후 실측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과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함

수로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²)와 평균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모형의 효율성 검증은 Nash and Sutcliffe (1970)가 제안한 모형효율성계수(NSE)

를 사용하였다.

Definition Reference Comments

  


  



 
 


  



   


Nash and Sutcliffe

(1970)

The optimal statical value

occurs when the value does

reach 1.

 


  



 
 


  



 
  

  



   


Legates and

McCabe(1999)

The optimal statical value

occurs when the value does

reach 1.

  






  



  
 Wood(2002)

The optimal statical value

occurs when the value does

reach 0.

표 2.83 수리학적 평가기법

 = observed value,  = simulated value,  = mean observed value,  = number

of the data.

다음 그림은 실측홍수위와 모의홍수위의 빈도별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며, 달천 전·후,

섬강 전·후의 홍수위의 오차범위가 작고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ash and

Sutcliffe 효율계수와 결정계수의 경우 0.99이상이며, 평균제곱근 오차의 경우도 달천의 경우

0.45～0.50, 섬강이 0.70～0.73으로 0에 근접할수록 정확성이 높지만 거의 근사한 값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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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합류전 달천 합류후

섬강 합류전 섬강 합류후

그림 2.293 홍수위 검증결과

③ 토양유실 예측을 위한 필지/유역단위 지형인자 추출 모듈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 SWAT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량을 모의하기 위해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였다. SWAT 모형은 미국 농무성의 농업연구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유역단위 모형으로, 미국 농무성에서 개

발한 CREAMS 모형, GREAMS 모형 및 EPIC 모형들을 결합하여 개발되었다(Arnold and

Srinivasan, 1994).

SWAT 모형은 물수지 방정식(식 (14))에 근거하여 지표 유출, 측면유출, 침투, 기저 유출,

수로 손실, 증발산 등을 고려하여 수문 순환을 모의한다. 여기서, 는 최종 토양수분량

(mm), 은  일에서의 초기 토양수분량(mm), t는 시간(day), 는 일에서의 강수량

(mm), 는 일에서의 지표유출량(mm), 는 일에서의 증발산량(mm), 는 일에서

의 토양층부터 불포화층(vadose zone)까지 투수되는 물의 양(mm), 는 일 기저유출량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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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SWAT 모형은 또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이용한다. 기존에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었던 USLE와

RUSLE는 원칙적으로 단일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 산정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SWAT 2012는 산정된 토양유실량의 유사 추적(sediment routing)을 위해 SWAT 2005 버

전에서 사용되었던 유수력 방정식(stream power equation)인 Simplified Bagnold

model(Bagnold, 1977)을 비롯하여 새롭게 추가된 3가지의 유수력 방정식(Kodatie model,

Molinas and Wu model, Yang sand and gravel model)이 선택하며, 이를 통해 하천 내 유

사 거동을 모의한다.

그림 2.294 SWAT 모형의 개요도

SWAT 모형 모의를 위해 필요한 기상자료는 일 강수량(mm), 일 평균풍속(m/sec), 일사량

(MJ/m2), 일 최고/최저 온도(℃), 일 평균상대습도(%) 5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면 유역

을 대상으로 유출량 및 토양유실량 산정을 위해 TERRECO(2010)에서 양구군 해안면 유역에

설치한 11개 기상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양도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개략토양도

(1:50,000)를 사용하였다. 해안면 유역의 토양도 분석 결과 해안면 유역의 토양은

Clay-Silt(An), Silt-Sand(Ma), Clay-Silt(Mu), Silt-Sand(Ra), Silt-Sand(Rck),

Silt-Sand(Re)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M 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해주는 수치지도(1:5,000)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DEM을 이용하여 해안면 유역의 고도

를 분석한 결과 해안면 유역의 평균고도 634m이었으며, 최저고도는 331m, 최고고도는 1,328m

로 나타났다. 또한 분지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맞게 유역 중심 지역에서 유역 가장자리로

향할수록 고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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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5 해안면 유역 토양도 그림 2.296 해안면 유역 DEM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시스템(http://egis.me.go.kr)에서 제공하는 대분류/중분류/세분류 토지

피복지도에서는 농업지역을 단순히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제공하

는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구축한 토지이용도를 활용할 경우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

양한 작물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토양유실량 산

정을 위하여 2차년도 테스트베드 지역인 양구군 해안면 유역 내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

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농업지역을 세분화 시킨 토지

이용도를 구축하였다. 농업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분류항목명 분류코드 분류항목명 분류코드 분류항목명 분류코드

농업지역 200

논 210
경지정리가 된 논 211

경지정리가 안 된 논 212

밭 220
경지정리가 된 밭 221

경지정리가 안 된 밭 222

시설재배지 230 시설재배지 231

과수원 240 과수원 241

기타재배지 250
목장ㆍ양식장 251

기타재배지 252

표 2.84 대분류/중분류/세분류 토지이용도의 농업지역 분류

SWAT 모형은 MUSLE를 이용하여 강우량과 지표유출수에 의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한다.

MUSLE는 단일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 산정을 위해 기존의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의 강우에너지 인자를 유효유량과 첨두유량의 함수로 이루어진 유출인자로 대체한

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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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7)

여기서, 는 토양유실량(metric tons), 는 지표유출량(mm), 는 첨두유출량

(m3/s)으로 USLE의 강우에너지 인자를 대체한 인자이다. 는 SWAT 모형의 최소 모

의 단위인 HRU의 면적(ha)이며 는 토양침식성인자(0.013 metric tonㆍm2ㆍ

hr/(m3-metric tonㆍcm))로 토양의 물리적인 속성인 입자 크기, 분포, 유기물 함량, 투수성

등에 민감하다. 는 식생피복인자로 토양유실에 대한 피복상태, 식생의 종류, 식생 상태

등의 영향을 나타내며, 는 경작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작방법인자다. 는 경사장

ㆍ경사도인자로 토양유실에 대한 지형적 요인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형인자이며, 는 토

양입자의 형상계수(Coarse fragment factor)로 첫 번째 토층에서의 암석함량에 의해 결정되

는 인자이다.

SWAT 모형은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 자료를 기반으로 각 HRU

별로 MUSLE 인자들을 산정한다. 하지만 토지이용도, 토양도, 경사도의 중첩으로 생성되는

HRU를 기본 단위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SWAT 모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분류/중분류/세분류 토지이용도를 사용할 경우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작물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MUSLE 인자 산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하

나의 소유역 내에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농경지 일지라도 동일한 토지이용도와 토양

도를 가질 경우 하나의 HRU로 고려되기 때문에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

다. 또한, MUSLE 인자 중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형인자인  추출 과정을 살

펴보면 SWAT 모형은 기준 시험포에서의 개발된 경험적 회귀식을 이용하여 지형인자를 산정

한다.

  


··sinsin (2.88)

·exp,   tan (2.89)

여기서, 는 HRU의 경사장(m), 는 지수 항, 는 경사각(°)이고 은 HRU의 경사

도(m/m)이다. 이 과정에서 SWAT 모형은 HRU의 경사장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사장/경사도

관계곡선을 사용하는데, 이 경사장/경사도 관계곡선은 HRU의 경사도가 커질수록 경사장이 급

격히 작게 산정되는 오류가 있다. 특히, HRU의 경사도가 25% 이상인 경우 경사장이 약

9.15m로 일괄적으로 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RU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필지단위의 HRU 분할 기술과 분할 된 HRU에 대하여 실측 경사장/경사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최적의 토양유실량 산정 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한 4가지의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을 SWAT 모형에 적

용하기 위하여 source code 수정을 통해 4가지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을 적용한 SWAT 모형

실행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한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현재 SWAT 모형에서 토양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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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MUSLE와 4가지의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을 해안면 유역

을 대상으로 모의한 후 각각의 모의 결과를 보정하여 실측 유사량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

의 토양유실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측 유사량 자료는

TERRECO(2010)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안면 유역 최종 유출구 부분에 위치

한 물골교에서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확한 토양유실량 산정을 위하여 SWAT 모

형의 지형인자 추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한 필지단위 HRU 분할 기술을 적용하

였다. 필지단위로 분할 HRU는 실측 경사장/경사도 적용한 것이다. 해안면 유역의 SWAT 모

형 모의 결과 보정 시 모의 결과의 정확도는 실측 자료와의 결정계수(R²)와 유효 지수(NSE)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유출량 보정 결과 및 매개변수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유출량 보정에 사용한 매개변수로는

CN2, SOL_AWC, SURLAG, GW_DELAY, ALPHA_BF 총 5가지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였

으며, 유출량 보정 결과 R2는 0.84, NSE는 0.76으로 만족할만한 보정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297 유출량 보정 결과

유출량을 보정한 다음 4가지의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을 SWAT 모형에 적용한 유사량 모의

결과를 보정하였다. 유사량 보정을 위한 매개변수 선정은 유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사량

에만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만을 선별하여 보정하였다. R²와 NSE 산정결과 현재 SWAT 모

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MUSLE의 R²와 NSE는 각각 0.63, 0.57, APEX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

는 MUSLE의 R²와 NSE는 각각 0.60, 0.35, MUST의 R²와 NSE는 각각 0.70, 0.66, MUSS

의 R²와 NSE는 각각 0.59, 0.59, 마지막으로 MUSI의 R²와 NSE는 각각 0.74, 0.72로 나타났

다. SWAT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MUSLE의 경우 로 APEX에서 사용되고 있는 MUSLE

와 MUSS보다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8 유사량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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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MUSI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보아 연구대상 지역의 지형 및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유출인자 산정 계수를 사용자가 결정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

장 정확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실제 다양한 관측 자료나 기타 기본 자료가 부족한 지

역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의 지형 및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

해서는 본 연구 결과 MUSI 다음으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 MUST 도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기존 SWAT 모형의 토양유실량 산정 방법에 비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첨두유량 산정 기술개발, 토양유실 모의 및 탁수 거동 예측기술 개발

㉮ 탁수 예측 모델 개선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탁수의 거동 해석을 위한 모델로 수위변동 해석. 수온성층해석, 저수

지 내 밀도류 거동 해석, 대규모 수체에 적용 시 계산의 효율성, 소스코드 공개성, 수치해의 안

정성, 그리고 국내·외 적용사례 등 을 고려하여 CE-QUAL-W2 모델을 선정하였다.

W2 모델은 미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 개발한 2차원 횡방향 평균

(Laterally-averaged) 수리 및 수질 모델로써, 횡방향으로 완전혼합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대부분의 인공저수지와 같이 폭이 좁고 길며, 수심이 깊은 저수지 수체에 매우 적합하고,

성층화 현상 및 밀도류 유동해석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정세웅 등, 2005; Cole and Buchak,

1995; Cole and Wells, 2004). W2 모델은 저수지 수위변동, 흐름방향 및 수심방향의 유속분

포, 수온, 그리고 28가지 수질항목의 모의가 가능하며, 지류 유입, 점 및 비점오염원, 하류방류,

취수 등 다양한 유입 및 방류조건 모의 기능, 하천과 저수지의 연계모의 기능, 수리동력학 지배

방정식에 저수지 바닥 경사항 고려, 입력 자료의 선형보간(interpolation) 기능, 사용자 편의 프

로그램(GUI)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W2 모델의 수리해석은 수위, 압력, 수평방향 유속, 수심방향 유속, 물질의 농도, 밀도 등 6가

지 변수를 연속방정식, x 방향 운동량 방정식, 정수압 방정식, 자유수면 방정식, 밀도상태방정

식, 물질 수지방정식 등 6개의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한차분수치해석법(Finite

Different Method : FDM)을 사용하여 푼다. 하천 구간에 대해 적용할 경우 x 방향 운동량 방

정식과 정수압 방정식은 하상경사(channel slope)를 고려해 준다. 운동량과 정수압 및 자유수

면 방정식을 포함하는 수리해석은 음해적 유한차분법(Implicit FDM)을 사용하고 물질 이송항

은 ULIMATE-QUICKEST 법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급격한 수온과 농도변화 모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확산과 수치진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y 방향에 대해 평균화하기 때문

에 x 방향 운동량 방정식은 횡방향에 대한 확산항을 가지게 되며, z 방향 운동량 방정식은 정

수압 방정식으로 가정한다.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난류의 응력항들은 Prandtl의 혼합길이 이론

(mixing length theory)에 의한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항을 사용하여 속도경사와 와점

성 계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수체의 수온은 유입수의 수온과 표층에서 교환되는 열에 의해 계산된다. 표층에서의 열교환

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태양 복사에너지 중 단파에너지(short

wave radiation)와 대기 중에서 복사되는 장파에너지(long wave radiation)는 수체에 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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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공급하고, 수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단파와 장파 에너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증발, 전도

에 의한 열 손실 등에 의해 열 교환이 일어난다.

  (2.90)

여기서, Hn = 수표면을 통한 순수 열 교환량(W/m²), Hs = 입사하는 단파광선의 열량

(W/m2), Ha = 입사하는 장파광선의 열량(W/m²), Hsr = 반사하는 단파광선의 열량(W/m²),

Har = 반사하는 장파광선의 열량(W/m²), Hbr = 수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장파광선의 열량

(W/m2), He = 증발에 의한 손실 열량(W/m²), Hc = 전도에 의한 손실 열량(W/m²)이다.

㉯ 유사모델링 방법

국내 저수지에서 장기 탁수를 유발하는 부유사는 대부분 입자크기가 작은(20µm 미만) 실트

와 점도에 해당한다. 이들 미립 부유사는 유사 수송해석에서 점착성 유사(cohesive

sediments)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체 내에서 응집(flocculation), 침강(settling), 퇴적

(deposition), 침식(erosion), 압밀(consolidation) 등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탁

수 예측모델링에서는 이들 입자의 침강특성을 독립침강으로 가정하여, Stokes 방정식으로 침

강속도를 산정하거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별로 보정된 침강속도상수를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가정은 중소규모 탁수 사상에서 저수지로 유입하는 부유사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합리적이나, 극한 홍수사상에서 부유사 농도가 높고 난류강도가 충분하여 응집침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천과 호소, 하구에서 점착성 유사의 수송이론은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식이 개발되었으

며, 수치모델에 응용 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험식들은 특정한 환경조건에 국한되거나

이론적 한계와 실질적 응용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 탁수 예측 모델 개선

하천의 유입수와 저수지 수체의 밀도는 수온()과 SS의 농도(∆ )의 상태함수로 결정된

다. W2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ISS 모의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

는 변수는 침강속도상수()이다. 이 경우, 침강속도를 상수로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

에서 수온과 SS농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물의 밀도와 점성계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강우로 인해 탁수가 유입하는 동안 하천수의 수온은 저수지 표층보다 5～10℃ 정도

낮아지며, 이로 인한 밀도증가(∆)는 1.2～2.6 kg/m
3 정도 발생하여, SS부하에 기인한 밀도

증가보다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유입수 밀도 증가 효과의 90% 이상은 수온에 의해 결정된다

(정세웅 등, 2005; 정세웅과 오정국, 2006). 따라서 단순 침강속도를 변수로 입력할 경우 상당

한 불확실도를 유발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저수지 하층에서 실측값보다 과대평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기존 모델은 비점착성 유사의 독립침강을 가정하여, 응집침강 해석 및 장기 탁수

예측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극한 탁수사상에 대한 탁수 예측모델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 및 저수지와 하천에서 점착성 유사의 수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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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사용 중인 탁수 예측모델의 수정과 실측자료를 이용한 검정이 필요하다.

그림 2.299 2006년 임하호 탁수모의 사례

수정된 모델을 DeGray 저수지를 대상으로 ISS 모의에 적용하였다. ISS는 입경(SSED) 8

µm, 밀도(SSRHO) 2,650 kg/m³, 초기농도는 저수지 전체 500 mg/L로 설정하였다. 유사의

침강속도 식은 옵션 1인 Stoke’s 식과 옵션 3인 Hwang and Mehta 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정 모델의 Stoke’s 침강속도 식은 수온의 변화에 따라 침강속도가 연동하여 변

하였으며, 수온이 높을수록 물의 점성계수가 낮아져 침강속도가 증가하였다. 유사의 침강속도

는 Stoke’s 식을 사용할 경우, 수온의 영향만 받고 유사농도는 영향을 주지 않아 침강속도는

3.5∼6.5 m/d의 범위를 보였다. 그러나, Hwang and Mehta 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유사의 침

강속도는 유사농도에 따라 급격히 변하였으며, 초기 유사농도 500 mg/L에서는 응집침강에 의

해 15.7 m/d로 빠르게 침강한 반면, 농도가 낮아지면서 침강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였다(그

림 3.4.12(a)). 그 결과로 저수지 내 ISS 농도는 500 mg/L에서 100 mg/L까지는 급격히 줄어

든 반면, 그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a) (b)

그림 2.300 저수지 I=20, 수심=5m지점에서 침강속도(a) 및 ISS농도(b) 시계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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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적용

①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천지형 변화 예측 및 토양유실 저감기술개발

㉮ 유역단위 수문학적 변화 전망

한반도의 경우 여름철(6~9월)에 연강수량의 65%이상의 강수가 발생하며, 특히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음에 따라 홍수기(6~9월) 및 비홍수기(1~5월, 10~12월)로

구분하여 오차보정을 수행하였다. 기상수문요소 중 강수/실제증발산/잠재증발산의 경우, 월단

위 자료에 대해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적용하여 오차보정을 수행하였으며, 기온자료는 관측자료

와의 월별 편차를 회복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기법을 통해 보정하였다. 원시 GCM자료는 한반

도의 홍수기적 특성을 거의 표현하지 못하였으나, 지역오차보정 수행결과 홍수기 및 비홍수기

특성이 반영되어 수치적으로 개선되었다.

실제증발산량(left:소양강댐, right:충주댐)

FAO Penman-Monteith, 잠재증발산량(left:소양강댐, right:충주댐)

Hargreaves, 잠재증발산량(left:소양강댐, right:충주댐)

그림 2.301 기상수문요소의 지역오차보정 결과 그래프(Baseline: 1973~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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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안 모델 평균 가중치 산정 및 증발산 보완관계 검증

증발산 보완관계 계산에서 ETP는 원시 GCM 자료 중 상대습도 및 기온 자료를 잠재증발산

산정식인 FAO P-M식과 Hargreaves식에 적용함으로써 계산하였으며, ETA는 원시 GCM

자료 중 증발산 관련 자료의 합으로 산정하였고, 원시 GCM 자료 중 강수 자료를 가용수분량

으로 하였다. 원시 GCM 자료를 통해 보완관계를 계산한 결과, 관측자료를 통해 산정된 보완

관계 그래프를 전혀 재현하지 못하였으며, 원시 GCM 자료를 이용한 지역적 규모의 기후변화

전망에는 지역오차보정 및 상세화 단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ACCESS1.0 및

MPI-ESM-MR의 보완관계에서는 실제증발산이 가용수분량인 연강수량과 음의 비례관계를

보였으며, CanESM2 자료를 통한 보완관계가 다른 모델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GCM 자료들 중 보완관계를 전혀 모의하지 못한

ACCESS1.0 및 MPI-ESM-MR 자료를 제외하고 5개 GCMs(ACCESS1.3, CanESM2,

CNRM-CM5, GFDL-ESM2G, HadGEM2-AO)의 강수자료를 통해 베이지안 모델 평균 가

중치를 산정하였으며, BMA 강수자료가 5개 SQM GCMs의 단순평균 강수자료에 비해 계절

적 강수패턴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홍수기 기간 중 6월, 8월, 9월의 월평균 값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3가지의 통계적인 평가지수를 통해 BMA 강수자료가 5개 SQM

GCMs 및 단순평균 강수자료보다 우수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BMA 자료를 통해 미래

기후전망을 수행하고자 보완관계 검증을 재수행 하였으며, BMA 자료를 통해 계산된 보완관계

는 관측 보완관계를 충분히 모의함을 확인하였다.

(a)소양강댐 유역 (left: ETPM, right: ETHarg)

(b)충주댐 유역 (left: ETPM, right: ETHarg)

그림 2.302 BMA자료를 이용한 증발산 보완관계 검증결과(Baseline: 1973~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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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별/시나리오별 수문전망

RCP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소양강댐 및 충주댐 유역 모두 기상수문요소(연강수량, 연평균

기온, 연실제증발산량, 연잠재증발산량)의 Baseline 기간 평균 값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특히, RCP4.5 시나리오 적용 결과 보다 RCP8.5 시나리오 적용 결과가 증가율이 더 크게

전망되었다. 미래 유역의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RCP4.5와 RCP8.5

모두 매년 연강수량 대비 연실제증발산량의 비율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홍수기 및 비

홍수기로 분석한 결과, RCP4.5는 홍수기와 비홍수기 모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RCP8.5

는 홍수기에 약간의 감소추세, 비홍수기에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BMA RCP4.5 및

RCP8.5 자료를 통해 전망된 잠재 및 실제 증발산 값이 Baseline 기간에서의 값보다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발산 보완관계 그래프가 상향이동하였다. 이 결과는 평형증발산의 증가를 의미하

며, 미래 기간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는 잠재증발산과 실제증발산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증

발산의 증가로 인한 대기수분의 증가는 대기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대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강수량의 증가뿐아니라 동시에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

다.

(a)RCP4.5 (left: ETPM, right: ETHarg)

(a)RCP8.5 (left: ETPM, right: ETHarg)

그림 2.303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강수 및 기온 전망(Projection:201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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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유출 모델을 통한 유황전망

장기유황 전망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단위로 전망된 강수 및 기온 자료를 Change Factor 기

법을 통해 일단위로의 시간적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RCP 시나리오별로 산정된 일단위 강수 및

기온 자료를 장기유출모형인 IHACRES의 입력자료로 하여 일단위 유출량을 산정하여, 유황

전망을 수행하였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RCP4.5의 경우, 풍·평·저·갈수량 모두 수치상 증가추세

로 나타났으나, 풍수량 및 평수량은 약간의 증가추세이며, 저수량 및 갈수량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정상(steady)추세로 분석되었다. RCP8.5의 경우, 풍·평·저·갈수량 모두 RCP4.5 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나, RCP4.5와 RCP8.5 시나리오 모두 유의할만한 증가추

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충주댐 유역에서 RCP4.5의 경우, 풍·평·저·갈수량 모두 수

치상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풍수량의 증가추세는 평·저·갈수량의 증가추세보다 상대

적으로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다. 갈수량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정상(steady)에 가까운 추세

로 분석되었다. RCP8.5의 경우, 저수량을 제외한 풍·평·갈수량이 RCP4.5보다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나, 풍수량을 제외한 평·저·갈수량 추세가 RCP4.5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

다. 결과적으로 강수량대비 실제증발산의 큰 증가가 유황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a)RCP4.5 (left: 소양강댐 유역, right: 충주댐 유역)

(b)RCP8.5 (left: 소양강댐 유역, right: 충주댐 유역)

그림 2.304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유황 전망(Projection: 201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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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성 평가지수 시범 적용

실제증발산량 및 강수량 자료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지수(EPI; evapotranspir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앞서 산정된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량의 비율 추세와 비슷하게 산정되었다. 소

양강댐 및 충주댐 유역 모두 RCP4.5는 홍수기와 비홍수기 모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RCP8.5는 홍수기에 약간의 감소추세, 비홍수기에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2.305 소양강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 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그림 2.306 충주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 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또한, 유황분석 결과 중, 갈수량 전망 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지수(DWI; drought water

index)를 산정한 결과, 소양강댐 유역에서 RCP4.5 및 RCP8.5 모두 약간의 감소추세 경향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RCP4.5 보다 RCP8.5의 DWI 감소추세가 크게 나타났다. 충주댐 유역에서

RCP4.5 및 RCP8.5 모두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RCP4.5 및 RCP8.5의 추세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2.307 소양강댐 유역의 DWI 취약성 지수 적용 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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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8 충주댐 유역의 DWI 취약성 지수 적용 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 GSTARS 모델 입력자료 개선

GSTARS 모형은 국외의 경우에서 단/장기간, 장구간에 걸쳐 검증된 모형이며 실측 하상토

자료와 유입·유사량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조도계수 Manning n 등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검증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GSTARS 모의 시 준정류 모형을 사용하

여 시나리오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수리자료와 유사자료로 구성되며, 수리자료는

상․하류 경계조건으로 유량 및 수위자료와 지류의 유입유량, 조도계수로 이루어지며 유사자

료는 상류경계에는 유입되는 유사량 수문곡선, 하상재료에 대한 입경분포가 필요하며 동점성계

수 산정을 위한 수온자료 및 실측 또는 관계식을 활용한 유사침강속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후시나리오 모의를 위해 상류 입력자료인 충주댐 방류량의 경우, 강원대에서

SWAT 모의를 통해 산출된 충주댐 유입량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입량을 방

류량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Hec-ResSim 모의를 통해 미래 방류량을 산정하여 GSTARS 에

입력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다. HEC-ResSim 모형은 미공병단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으로 단일댐 및 여러 개의 저수지를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형으로 저수지의 홍수조절, 저

유량 증가, 용수공급계획, 세부 저수지 제약사항 조사 및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여러 개의 저수지와 조절점으로 구성된 저수지 시스템의 특성 및 문제점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구속조건하에서 용수공급, 수력발전, 주운 등의 이수목적과 홍수조절 등의 치수

목적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서 수자원 활용 전반에 걸친 저수지 시스템 운영을 최적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STARS 모의를 통한 하상변동 분석 시, 하도가 과도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식각(Angle of repose)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안식각은 자연상태 흙의 최대 경사각으로 건조된 조립토의 경우는 높이에 관계가 없지만

점성토의 경우, 높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식각은 일정하지 않다. 건조된 모래나 자갈의

경우는 안식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습한 모래의 경우나 일반 점성토에서는 일정 값이 아닌 것

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Ahn and Yang, 2014)을 참고로 하여 안식각을 수면

위 33°, 수면 아래는 17°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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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저수지 퇴적 양상은 저수지의 수리, 댐의 조작, 주위에서 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의 흐름

과 유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류에서 유입하는 사립자 중 얼마 정도가 저수지 바닥에 가라

앉고 나머지는 댐을 통해 하류로 유출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저수지 포착률 개념이 필요하다.

저수지 포착률은 저수지로 유입하는 유사량에 대한 저수지 바닥에 퇴적되는 유사량의 비(%)로

서, 이는 주로 유입 유사의 크기(또는 침강 속도), 저수지의 크기와 형태, 저수지 내 흐름에 관

계한다.

Churchill(1948)은 소형 저수지, 홍수조절 시설 등을 대상으로 Brune(1953)은 주로 대형 저

수지를 중심으로 포착률을 조사하였다. 소양강댐과 같이 저수량과 유입량의 비가 0.1 이상인

대형 저수지의 경우, Brune 곡선은 95% 이상 포착률을 보인다. 충주댐 포착률 산정결과, 초기

저수지 저수량이 2,750 백만m³, 유역 연평균 유입량이 154.5 m³/s를 적용하여 산정식에 적용

하였다. 경험식을 통해 산정된 결과 96% 의 포착률을 보이고 있다. SWAT을 통해 도출된 유

입 유사량에서 96%가 댐저수지에 퇴적되며 4%를 댐저수지 퇴사량으로 계산하여 GSTARS

유사량 입력자료로 적용하였다.

㉴ 수위 산정 및 검증

GSTARS 모의 시 하류단 경계조건인 미래 수위산정을 위하여 강천보의 실측 수위, 방류량

곡선식을 통해 수위를 계산하였다.

그림 2.309 수위-방류량 곡선식 

산정된 유량-수위 관계식을 통해 관측수위와 수문부월류언표고(EL. 35 m)를 이용해 식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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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여기서, ln a 는 1.076, b = 4.749, ho 는 35 이다. 산정된 값을 통해 수위를 계산하였다.

   (2.92)

산정된 수위 검증을 위하여 2015년 실측 수위와 모의 수위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유사량 공

식과 수류튜브 별 하상변동 분석결과, 수류튜브가 1개 일 때 모형의 정확성은 높으나 실직적인

2차원 하상변동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5개를 적용하였을 때는 하상이 과도하게 낮

아져 적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2차년도 연구를 통해, 하천의 실제 하상변화 양상을 적당하게 모

의 할 수 있는 수류튜브 3개를 적용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상관성 분석결과, 유사량 공식별로

하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으며, 상관성 분석결과, Engelund and Hansen 와 Duboys 공식을

활용할 경우 과도한 하상저감이 모의되고 정확성 또한 Ackers and White 와 Yang 공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Engelund & Hansen> <Ackers & White>

<Yang(1973) + Yang(1984)> <DuBoys>

그림 2.310 GSTARS 결과분석(수위 검증) 

㉵ 중단기 하천 지형변화 예측 및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기후시나리오에 의한 중단기 하상변동 분석을 위하여 2020~2040까지 5년 단위로 최심하상

고 및 횡단면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유량의 변화에 따른 하천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민감도 분석을 위해 수류튜브는 3개, 유사량 공식은 Yang(1973) +

Yang(1984) 조건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2040년으로 갈수록 하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 최저하상이 -7.89 m에서 2040년에는 -15.34 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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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하상변동 분석 지점

횡단면 분석결과, 지점별 하상의 변동이 달라지고 있으며 좌안에서 우안으로 하도가 낮아지

거나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래년도인 2040년으로 갈수록 하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양상이 높게 나타났다.

<강천보에서 55.5 km 상류> <강천보에서 28.6 km 상류>

<강천보에서 1.1 km 상류>

그림 2.312 지점별 횡단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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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tream Tube

Distance from

Gangcheon

Weir(km)

Range

(m)
2020 year2025 year2030 year 2035 year 2040 year

ST (3)

55.5 km 상류
Max 1.75 1.67 1.58 1.27 1.13

Min -5.45 -6.02 -6.28 -6.72 -6.96

28.6 km 상류
Max 2.03 2.60 2.72 2.74 2.70

Min -2.24 -3.23 -3.49 -3.29 -3.09

1.1 km 상류
Max 1.81 4.48 5.27 5.58 6.49

Min -3.43 -3.79 -3.56 -3.81 -4.45

표 2.85 지점별 횡단면 분석결과

② 시범유역의 토양유실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 구축 및 시범적용

㉮ SWAT 모형의 하천단면 추출방법 분석

하천의 폭, 깊이, 측면경사 등 하천단면 형상과 관련된 정보는 수문모형에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모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 자료이다. 하지만 실제 자연하천의 단면 형상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문모형은 하천단면을 직사각형, T형 등과 같이 단순화한

형태로 하천단면을 가정하여 유량 및 수질을 모의한다.

본 과업의 진행을 위해 선정한 SWAT 모형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 단면형상을 측면

경사 1:2의 등변사다리꼴로 가정하여 유속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유량과 수질을 모의한다.

SWAT 모형은 하천단면 형상과 관련된 입력 자료(하천의 상부폭, 수심, 홍수터폭 등)를 산정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수위 상태에서의 하천 상부폭(이하 하천폭)과 수심을 산정한다. 만수

위 상태에서의 하천폭과 수심은 유역면적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 산정된다. 이 때 유역면적은

유역 추출 과정(watershed delineation)에서 산정된 유역면적을 적용한다.

그림 2.313 SWAT 모형의 하천단면 형상 

·  (2.93)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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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하천폭(m), 는 유역면적(m2), 는 수심(m)이다.

SWAT 모형에서는 해당 소유역의 유입량과 해당 소유역에서 발생된 물의 양(지표수 + 중

간유출 + 기저유출)이 하천의 최대 용량을 초과할 경우를 홍수 시로 간주하고 이런 경우 홍수

터(floodplain)를 고려하여 하천단면 형상을 아래 그림과 같이 재산정한다. 여기서 홍수터의 바

닥폭(이하 홍수터폭)은 하천폭의 5배이며, 측면경사는 1:4로 고정되어 있다.

그림 2.314 SWAT 모형의 홍수터 단면 형상

  · (2.95)

여기서, 은 홍수터폭(m), 은 하천폭(m)이다.

㉯ 소양강댐/충주댐 유역에 대한 하천폭 및 홍수터폭 산정식 개발

현재 SWAT 모형에서 소유역 내 하천폭과 수심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유역면적

에 대한 관계식과 홍수터폭 산정식은 미국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식이다. 이에 본 과업

에서는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대상으로 소유역별 하천폭과

홍수터폭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SWAT 모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폭과 홍수터폭

산정식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SWAT 모형에서 하천폭이란 일반적으로 만수위 상태(bankfull stage)에서의 하천폭을 의

미한다. 실제 자연하천에서 만수위 상태는 측면경사의 변화(changes in the bank slope), 제

방에서의 식생 변화(changes in vegetation on the bank), 홍수터 등 다양한 지표(bankfull

indicators)로 판단할 수 있다(Bent and Waite, 2013).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해

하천폭과 홍수터폭을 산정하였다.

그림 2.315 항공/위성 영상 별 하천폭(빨간색)과 홍수터폭(주황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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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에서는 SWAT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천폭과 홍수터폭 산정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 테스트베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유역에 대하여 하천폭과 홍수터폭 산정을 위한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회귀식을 산정하기 위해 Excel과 CurveExpert(v.2.6.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

다. CurveExpert 소프트웨어는 Hyams (2011)이 개발한 회귀식 분석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선형/비선형 회귀 모델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Hyams, 2011).

회귀식 도출을 위한 실측 하천폭 및 홍수터폭 자료는 KRF와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구축

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Excel과 CurveExpert에 적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아래

식은 본 과업에서 개발한 하천폭과 홍수터폭 산정식이다.

  ·  · (2.96)

   · 
 ·  (2.97)

   · · (2.98)

  ·
 · (2.99)

여기서,  는 소양강 유역의 하천폭(m),  는 충주댐 유역의 하천폭(m), 는 유역

면적(m2),  는 소양강댐 유역의 홍수터폭(m),  는 충주댐 유역의 홍수터폭(m)이다.

한국형 산정식과 SWAT 모형의 기존 산정식을 통해 계산된 하천폭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

한 결과 소양강댐 유역에서는 각각 평균 29.6%, 56.6%, 충주댐 유역에서는 각각 평균 24.5%,

43.3%의 차이를 나타내어 실제 하천폭보다 크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형 하천폭 산정

식과 SWAT 모형의 하천폭 산정식 중에서는 SWAT 모형의 하천폭 산정식이 하천폭을 더 과

대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형 하천폭 산정식이 기존 SWAT 모형의 하천폭 산

정식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형 홍수터폭 산정식과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의 결과를 비교해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한국형 홍수터폭 산정식은 평균 12.0%,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은 평균 121.7% 차이를 나타냈으며, 충주댐 유역에서는 각각 평균 12.7%,

131.9% 차이가 났다.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은 국내 하천의 실제 홍수터폭을 2배 이

상 과대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형 홍수터 산정식은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 모두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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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하천폭

(m)

하천폭 산정 결과(m) 실측 하천폭과의 차이(%)
한국형 산정식 SWAT 한국형 산정식 SWAT

12.9 16.1 15.0 24.2 16.3
17.7 17.6 25.4 0.8 43.2
9.7 16.1 15.5 66.1 60.1
33.5 19.8 34.9 40.8 4.5
18.6 16.3 17.1 12.2 8.1
13.8 16.1 15.8 17.0 14.2
21.2 18.9 31.3 11.1 47.6
30.2 16.0 14.5 47.0 52.1
34.8 29.2 57.5 15.9 65.3
54.4 45.5 76.3 16.4 40.4
198.8 196.1 121.9 1.4 38.7
45.2 56.4 84.3 24.9 86.6
10.7 16.5 18.5 54.0 73.0
37.2 55.3 83.5 48.7 124.7
52.9 46.2 76.9 12.8 45.2
16.5 18.4 29.5 11.7 78.9
41.2 31.7 61.2 23.1 48.6
25.8 18.1 28.1 29.7 8.9
8.0 16.3 17.1 104.8 115.2
26.5 23.7 46.6 10.5 75.5
15.8 18.0 27.2 13.3 71.7
12.8 16.7 19.7 30.1 54.2
10.6 17.4 24.2 64.1 128.4

표 2.86 하천폭 산정 결과 비교: 소양강댐

실측 홍수터폭

(m)

홍수터폭 산정 결과(m) 실측 홍수터폭과의 차이(%)
한국형 산정식 SWAT 한국형 산정식 SWAT

25.6 37.8 64.7 47.8 152.6
34.2 45.6 88.7 33.3 159.5
27.7 32.6 48.5 17.4 74.9
76.0 70.0 167.3 7.8 120.1
39.3 46.9 92.9 19.4 136.4
41.0 39.2 69.0 4.2 68.5
58.7 51.1 106.0 13.0 80.6
74.2 65.1 151.1 12.3 103.6
62.0 72.0 173.8 16.1 180.3
92.5 100.5 271.8 8.7 194.0
245.6 246.5 994.2 0.4 304.8
84.9 87.4 225.8 2.9 165.9
43.3 34.2 53.6 21.0 23.7
78.3 75.6 185.9 3.5 137.3
94.2 98.5 264.7 4.5 181.0
40.2 43.6 82.6 8.5 105.5
81.1 81.6 206.0 0.6 154.0
54.4 58.3 129.1 7.2 137.4
38.9 29.7 39.8 23.6 2.5
56.7 59.4 132.7 4.9 134.2
42.6 42.5 79.2 0.2 85.9
39.7 37.6 64.0 5.2 61.4
39.2 34.0 53.0 13.2 35.1

표 2.87 홍수터폭 산정 결과 비교: 소양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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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하천폭

(m)

하천폭 산정 결과(m) 실측 하천폭과의 차이(%)
한국형 산정식 SWAT 한국형 산정식 SWAT

25.6 38.4 43.7 49.7 70.3
40.2 41.5 50.8 3.3 26.3
43.1 57.1 79.8 32.6 85.2
37.5 44.0 56.0 17.3 49.3
77.0 71.6 101.9 6.9 32.4
23.4 34.6 33.8 47.6 44.1
77.8 82.5 116.9 6.0 50.2
24.0 34.4 33.3 43.0 38.4
64.0 45.7 59.5 28.6 7.1
59.3 54.7 75.8 7.8 27.8
65.7 80.8 114.7 23.1 74.6
90.2 99.7 138.6 10.5 53.7
127.2 148.7 194.0 16.9 52.5
32.2 42.7 53.4 32.9 66.0
230.1 251.6 300.7 9.4 30.7
87.4 33.0 29.1 62.3 66.7
249.2 206.8 254.3 17.0 2.1
62.5 43.8 55.7 29.9 11.0
195.4 187.1 234.1 4.3 19.8
21.1 34.6 33.9 64.0 60.8
70.1 69.6 99.0 0.7 41.2

표 2.88 하천폭 산정 결과 비교: 충주댐

실측 홍수터폭

(m)

하천폭 산정 결과(m) 실측 홍수터폭과의 차이(%)
한국형 산정식 SWAT 한국형 산정식 SWAT

64.7 75.5 128.2 16.7 98.3
62.7 95.1 201.1 51.6 220.7
90.3 99.3 215.3 10.0 138.5
86.7 91.2 187.6 5.2 116.5
155.4 159.0 384.8 2.3 147.6
65.0 72.8 117.1 12.0 80.1
166.6 160.7 389.1 3.6 133.5
54.7 73.5 120.2 34.6 120.0
132.9 134.3 320.2 1.1 141.0
139.6 125.9 296.7 9.8 112.6
143.0 137.3 328.3 4.0 129.6
166.4 186.0 451.0 11.8 171.1
234.9 264.0 636.1 12.4 170.8
108.5 83.8 160.8 22.7 48.3
437.8 399.3 1150.3 8.8 162.7
171.8 180.2 437.0 4.9 154.4
370.5 409.3 1245.8 10.5 236.2
184.9 131.6 312.7 28.8 69.2
384.7 371.0 976.9 3.6 153.9
69.3 70.1 105.5 1.1 52.2
164.9 145.7 350.7 11.6 112.7

표 2.89 홍수터폭 산정 결과 비교: 충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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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량 및 유사량 분석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에 대한 미래 예측 유량 및 유사량을 모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HadGEM2-AO 전지구 기후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RCP 4.5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음 그림은 소양강댐 유역

과 충주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2010년 ~ 2100년)을

모의한 결과이다.

그림 2.316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량 모의결과 (좌: 소양강댐유역, 우: 충주댐유역)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 모두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소양강댐 유역에서 일유량이 3,000m3/s를 초과한 날은 2010년 ~ 2040

년(2040s) 기간 중 2번 발생하였으며, 2041년 ~ 2070년(2070s) 기간 중 7번, 2071년 ~ 2099년

(2099s) 기간 중 3번 발생하였다. 충주댐 유역에서 일유량이 10,000m3/s 이상 초과한 날은

2040s 기간 중 5번, 2070s 기간 중 10번, 2099s 기간 중 6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후변

화에 따른 극한호우사상의 크기와 발생빈도의 증가로 연 최대 일유량 크기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두 유역 모두에서 2070s 기간에 극한호우사상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은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사량을 모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 유역의 미래 예측 유사량 변화는 앞서 분석한 미래 예측 유량 변

화 추세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두 유역 모두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도 불구하고 유사

량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유사량이 1,500mg/l를

초과하는 유사량은 2040s 기간 동안 2번 발생했으며, 2070s 기간에 2번, 2099s 기간에 3번으

로 큰 변화를 나타나지 않았다. 충주댐 유역에서도 350mg/l를 초과하는 유사량은 2040s 기간

동안 2번, 2070s 기간에 3번, 2099s 기간에 3번으로 소양강댐 유역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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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사량 모의결과 (좌: 소양강댐유역, 우: 충주댐유역)

③ 저수지 탁수관리 운영기술 개발 및 적용

㉮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모델 구축

극한사상에 대한 댐 저수지와 그 하류 하천의 장기 탁수 발생 예측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당 해연도의 Test bed는 북한강 수계의 소양강댐 및 의암-청평-팔당댐 구간을 선정하였다. 기

존의 Test bed인 소양호를 기점으로 하류구간의 탁수영향 평가를 위해 의암-청평-팔당호 까

지 수치모델을 확대 구축하였다.

소양호 유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홍천군, 춘천시에 걸쳐있으며, 유

역 면적은 2,703 km2으로써 저수면적에 대한 유역 면적 비가 약 39에 이른다. 소양호로 유입하

는 주요 하천으로는 북쪽으로는 인북천과 남쪽 방향으로 내린천이 위치해 있으며, 유역 대부분

의 토지는 주로 산림과 농경지로 이용되며 인구밀도가 낮은 전형적인 산간 지방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토양이 유실되기 쉬운 고랭지 농업이 성행함에 따라, 강우 발생시 고농도의 탁수가 소

양호로 유입하여 하천환경을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제도」에 따

라 2007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최재완 등, 2014). 소양강댐은 최근 극한 최대가

능강우(PMP) 사상에서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여수로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에

발생한 대규모 탁수 사상 이후 탁수저감 대책시설로써 선택취수설비를 도입하였다.

Items
2006 2007

plant1 plant2 plant3 plant1 plant2 plant3

Average(NTU) 14.2 13.7 11.9 8.3 8.9 10.2

Maximum(NTU) 237 257 201 98 100 97

Days of exceeding

30 NTU
39 43 37 12 6 13

표 2.90 2006년과 2007년 팔당호 취수 정수장의 원수 탁도 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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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Test bed 

㉯ 극한사상에 대한 저수지 탁수영향 해석

APCC RCP 4.5 HadGEM2_AO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WAT모형을 통해 모의한 2013년

~ 2099년까지의 소양강댐의 일 단위 유입 유량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그림에 나

타내었다. 재현기간동안 평균 일별 유입량은 50.9 CMS, 최대 일별 유입량은 6,668.0 CMS이

며, 미래로 갈수록 유입유량의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기간동안 각 연도별 최대

유입유량을 분석 하였다. 기존 최대 탁수사상이었던 2006년도(일평균 유입유량 4,000 CMS 이

상)를 능가하는 극한사상은 2040년, 2053년, 2054년, 2068년, 2081년도에 총 5회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회의 수문사상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또한 극한사상이 2년 이상 연속 발생하여 잔류 탁수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탁수가

유입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철 수온성층이 파괴되면 저수지 전 층의 물이 혼합되며, 만약 호 내에 탁수가 잔류할 경

우 저수지 전 층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극한 수문사상의 발생과 함께 유입한 탁수

는 가을철 전도현상이 발생하는 10월~11월 이전에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

오 분석결과와 같이 극한사상의 유입 시점이 전도현상 발생시점과 인접한 경우 저수지 탁수관

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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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별 유입유량 (b) 연도별 일최대 유입 유량

그림 2.319 미래 재현 기간 소양호 유입 유량 분석(2013∼2099년)

㉰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강댐 및 하류하천 탁수모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

기에 발생 가능한 2027년, 2040년 수문사상과 분석기간 동안 최대의 유입량을 보였던 2053~55

년도의 수문사상을 탁수모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대상수문년도의 탁수모의를 위해 필요한 입

력 자료인 저수지 운영 자료(방류량, 저수위 등), 수온 및 수질 등의 자료를 일부 가정을 통해

생성하였다. 저수지의 운영 자료는 3-4-3세부에서 생산한 유입유량자료를 바탕으로

HEC-ResSim을 이용해 대상 수문 년도의 저수위 및 유출량 자료를 생성하였다.

HEC-ResSim모델에서 소양강 댐 운영은 하한 수위 EL 150.0 m이상 상한수위 EL 203.0 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수온은 2006, 2007년 수문사상을 대상으로 대기기온,

유입유량과 유입수온의 회귀 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대기 기온은 RCP45

HadGEM2_AO시나리오의 대관령 기상대 최고 및 최저기온의 중위 값을 사용하였다.

∈  ∈    
   (2.100)

여기서, 은 대기기온, ∈은 유입유량, ∈은 유입수온을 나타낸다.

유입 TSS농도는 2006, 2007년도 소양호 탁수예측 모델 구축에 사용했던 기존 유량-SS 관

계식이 고유량 구간에서 과대 산정되는 경향을 보여, 고유량 부분(6000 CMS이상) 1개 구간을

추가로 분리하여 관계식을 재 산정 하였다.

  × ≤     (2.101)

         (2.102)

   × ×        (2.103)

소양호를 제외한 의암-청평-팔당호는 하천 형 저수지로 수위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 모델링의 댐 운영자료 중 저수위는 과거 2006∼2008년 수문사상의 운영 저수위와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각 유입지류의 유량은 최근 10년간 월별 평균유입량을 적용하였으며, 물수

지 분석을 통해 각 저수지의 방류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2027년과 2040년도 수문사상의 일 최대 탁수유입량은 2007년 사상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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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25 mg/L이상의 탁수 연속 방류 일수는 각각 89일, 87일, 최고 방류 TSS농도는 각각

194 mg/L, 185 mg/L, 탁수점유율 31.5%, 53.4%로 2006년 사상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a) 2027 (b) 2040

(c) 2053~2055

그림 2.320 HEC-Ressim 모의 저수지운영수위와 W2모델 모의수위 시계열 비교

각 수문사상별 탁수 유입 시점의 댐 앞지점 TSS프로파일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검은

색 테두리로 표시된 범위(Mark zone)은 TSS 25 mg/L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각 수문사상별

댐 앞 지점 수온 프로파일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검은색 테두리로 표시된

범위는 수온 10℃~20℃구간으로 상하층간 물질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다.

2006년 수문사상은 탁수가 댐앞에 도달한 시점에 EL. 130 m∼ EL. 170 m구간에서 탁수가

유동하였으며, 강한 수온성층이 형성되어있어 탁수가 표층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중층에서 머

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10월 초순부터 수온성층이 약해지면서 표층으로 탁수가 전파되었으며,

저수지 전 구간으로 확장되어 탁수장기방류를 유발하였다.

2027년 수문사상의 경우 8월초 성층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에 탁수가 유입하여 탁수 층의

두께가 얇았으며, 전도현상 발생 이전까지 충분히 탁수가 방류되어 표층까지는 탁수가 전파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수문사상의 경우 9월 말부터 탁수방류가 시작되었으며, 수온

성층이 약해지는 시기에 탁수가 댐 앞에 도달하였다. 탁수 층은 2027년 수문사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두꺼운 양상을 보였으며, 수온성층이 파괴되는 시점에 중층 탁수가 표층까지 전파되었

다. 2054년 수문사상은 탁수방류 초기에 강한 수온성층의 영향으로 탁수가 상부로 전파되지 못

하고 중상층에 머무르지만, 유입 탁수규모가 커 주 방류 구간을 TSS 100 mg/L넘는 탁수가

장기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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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6 (b) 2027

(c) 2040 (d) 2053-2055

그림 2.321 각 수문사상별 TSS 프로파일 시계열변화

(a) 2006 (b) 2027

(c) 2040 (d) 2053-2055

그림 2.322 각 수문사상별 TSS 프로파일 시계열변화

의암-청평-팔당 구간의 수문사상별 탁수 영향(최고점도달시간, 최고 방류 TSS농도, TSS

25 mg/L 이상의 고 탁수 연속방류일수)을 평가하여 다음 표에 나타내었으며, 2006년과 2054

년의 저수지별 탁수 방류 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2027년과 2040년의

수문사상은 2006년 소양호에 발생한 탁수사상보다 규모가 작으며 탁수 연속방류 일수도 크지

않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54년에 발생한 탁수사상의 최고 방류 TSS농도는 소양호

2,250 mg/L, 의암호 548.2 mg/L, 청평호 358.6 mg/L, 팔당호 165.4 mg/L로 2006년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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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최고 방류 TSS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호에서 TSS 25 mg/L이상의

고 탁수 방류도 158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일이었던 2006년 수문사상대비 117일

탁수방류일수가 증가하는 하였다. 팔당호의 탁수 점유율은 2054년 수문사상에서 탁수 유입 후

300일 평균 37.4%로 나타났으며, 기존 2006년 수문사상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

다.

(a) 2006 (b) 2054

그림 2.323 저수지별 탁수방류 농도 시계열변화

(라)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의 확대적용

①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상변동 영향 분석 확대 적용 및 취약성 평가

㉮ 유역단위 수문학적 변화 전망

한반도의 경우 여름철(6~9월)에 연강수량의 65%이상의 강수가 발생하며, 특히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음에 따라 홍수기(6~9월) 및 비홍수기(1~5월, 10~12월)로

구분하여 오차보정을 수행하였다.

증발산 보완관계 계산에서 ETP는 원시 GCM 자료 중 상대습도 ,기온 자료, 풍속자료를 잠

재증발산 산정식인 FAO P-M식에 적용함으로써 계산하였으며, ETA는 원시 GCM 자료 중

증발산 관련 자료의 합으로 산정하였고, 원시 GCM 자료 중 강수 자료를 가용수분량으로 하였

다. 원시 GCM 자료를 통해 보완관계를 계산한 결과, 관측자료를 통해 산정된 보완관계 그래

프를 전혀 재현하지 못하였으며, 원시 GCM 자료를 이용한 지역적 규모의 기후변화 전망에는

지역오차보정 및 상세화 단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GCM 자료들 중

보완관계를 전혀 모의하지 못한 ACCESS1.0 및 MPI-ESM-MR 자료를 제외하고 4개

GCMs(ACCESS1.3, CNRM-CM5, GFDL-ESM2G, HadGEM2-AO)의 강수자료를 통해

베이지안 모델 평균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3가지의 통계적인 평가지수를 통해 BMA 강수자

료가 4개 SQM GCMs 및 단순평균 강수자료보다 우수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위해 낙동강수계의 중권역별 강우 관측값과 BMA강수자료의 Moran’s I,

LISA분석 결과, BMA강수자료의 공간적인 분포가 관측강우를 잘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BMA 자료를 통해 미래 기후전망을 수행하고자 보완관계 검증을 재수행 하였으며, BMA

자료를 통해 계산된 보완관계는 관측 보완관계를 충분히 모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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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left:안동댐, right:임하댐)

실제증발산량(left:안동댐, right:임하댐)

FAO Penman-Monteith, 잠재증발산량(left:안동댐, right:임하댐)

그림 2.324 기상수문요소의 지역오차보정 결과 그래프(Baseline: 1988~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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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eight R2 RMSE NSE

ACCESS1.3 0.237 0.342 92.080 0.173

CNRM-CM5 0.243 0.364 91.683 0.180

GFDL-ESM2G 0.153 0.256 100.931 0.007

HadGEM2-AO 0.367 0.362 89.930 0.211

Simple

Average
- 0.471 73.872 0.468

BMA 1.000 0.485 73.361 0.475

표 2.91 안동댐 유역에 대한 BMA 가중치 및 평가지수 결과(Baseline:1988~2000년)

Model Weight R2 RMSE NSE

ACCESS1.3 0.119 0.286 83.006 0.076

CNRM-CM5 0.281 0.327 79.723 0.147

GFDL-ESM2G 0.207 0.247 86.846 -0.012

HadGEM2-AO 0.393 0.326 79.447 0.153

Simple

Average
- 0.449 65.355 0.427

BMA 1.000 0.464 64.001 0.450

표 2.92 임하댐 유역에 대한 BMA 가중치 및 평가지수 결과(Baseline:1988~2000년)

BMA(left: 안동댐, right: 임하댐)

그림 2.325 BMA자료를 이용한 증발산 보완관계 검증결과 (Baseline: 1988~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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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s I(낙동강수계)

LISA(낙동강수계)

그림 2.326 관측값과 BMA강수자료를 이용한 공간자기상관 분석결과

(Baseline: 1988~2000년)

㉯ 유역별/시나리오별 수문전망

RCP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안동댐 및 임하댐 유역 모두 기상수문요소(연강수량, 연평균 기

온, 연실제증발산량)의 Baseline 기간 평균 값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RCP4.5

시나리오 적용 결과 보다 RCP8.5 시나리오 적용 결과가 증가율이 더 크게 전망되었다.

미래 유역의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RCP4.5와 RCP8.5 모두 매년

연강수량 대비 연실제증발산량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RCP8.5에서

는 RCP4.5보다 강수량의 증가가 심화되어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의 추세가 상대적으로 감소

하였다. 또한, BMA RCP4.5 및 RCP8.5 자료를 통해 전망된 잠재 및 실제 증발산 값이

Baseline 기간에서의 값보다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발산 보완관계 그래프가 상향이동하였다.

이 결과는 평형증발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미래 기간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는 잠재증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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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증발산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증발산의 증가로 인한 대기수분의 증가는 대기의 활동성

을 증가시켜 대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강수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

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a)RCP4.5 (left: 안동댐, right: 임하댐)

(b)RCP8.5 (left: 안동댐, right: 임하댐)

그림 2.327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강수 및 기온 전망(Projection:2011~2100년)

㉰ 강우-유출모델을 통한 유황전망

장기유황 전망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단위로 전망된 강수와 실제증발산 자료를 일단위로 시

간적 상세화를 실시하였다. 강수는 관측값과의 Change Factor기법으로 산정하였다. 실제증발

산은 물수지법으로 일단위 관측값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관계로부터 일단위 실제증발

산을 산정하고 Change Factor 기법을 적용하였다. RCP 시나리오별로 산정된 일단위 강수 및

실제증발산 자료를 장기유출모형인 IHACRES의 입력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조정

하고 일단위 유출량을 산정하여, 시나리오별 모데별 댐유역별 유황 전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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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P4.5 (left: 안동댐 유역, right: 임하댐 유역)

(b)RCP8.5 (left: 안동댐 유역, right: 임하댐 유역)

그림 2.328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유황 전망(Projection: 2011~2100년)

㉱ 수문학적 취약성 평가지수 적용

수문요소 및 갈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취약성 지수를 적용하였다. 실제증발산량 및 강수량

자료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지수(EPI; evapotranspir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안동댐 및 임

하댐 모두 RCP4.5/RCP8.5 시나리오의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의 비율 추세와 비슷하게 산정

되었다. RCP8.5에서 RCP4.5에 비하여 홍수기의 강수량 증가율과 비홍수기의 실제증발산 증가

율의 증가로 홍수기에는 RCP8.5에서의 상대적으로 추세가 감소하며 비홍수기의 추세는 상대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갈수량 전망 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지수(DWI; drought water index)를 산정한 결과,

RCP4.5/RCP8.5 시나리오에서 안동댐, 임하댐유역의 DWI는 강수량과 실제증발산의 증가로

강수량이 갈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적인 추세경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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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안동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Projection:2011~2100년)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330 임하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left: RCP4.5, right: RCP8.5)

(a)안동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b)임하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331 유역별 DW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Projection: 201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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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천 지형변화 예측에 관한 연계모델 적용 및 구간별 다차원 하상변동 예측

3차년도까지 테스트베드인 남한강 유역에 대해 하상변동 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4차년도에

는 낙동강 유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하상변동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역면적은 남한면적의

25.9%인 23,384.21 ㎢, 유로연장은 510.36㎞ 이다. 모의 구간으로 안동댐 하류부터 상주보, 칠

곡보에서 구미보 구간이다. 보 건설로 인한 하상변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보와 구조

물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변화모의와 자료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GSTARS 민감도 분석을 위한 모의 시나리오로 조도계수는 MOLIT (2012)와 같은 값을 적

용하였다. 다음 표의 유사량 공식과 수류튜브 개수에 따른 변수를 설정하여 시나리오 모의를

실시하였다. 중단기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2020 ~ 2040년 기간(F.F.S) 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

였으며, 구간별 최심하상고(Thalweg) 와 횡단면(Cross section) 사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구간은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미보 ~ 칠곡보 구간이다.

2014년의 실측 하상데이터를 이용하면 검증 및 보정이 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명

확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후 하상의 변화에 대한 실측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결과 비교분석 시 초기하상(2012)과 40년간의 모의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도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데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어떤 상태로

하상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을 본 연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류튜브는 3개를 적용하였다. 이는 수류튜브 1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상의 변동 폭이 작

아 실질적으로 2차원 하상변동은 모의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2차원적인 하상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3개의 수류트브 활용이 필요하다는 Ahn and Yen(2015)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하천정비 기본계획(MOLIT, 2012)에서 제시된 빈도별 홍수위와 GSTARS3 모형을 활용한

홍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표는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미천 전·후, 영강 전·후의

홍수위의 오차범위가 작고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SE와 R2의 경우 0.99

이상이며, RMSE 경우 0에 근접할수록 정확하지만 미천의 경우 0.06 ～ 0.16, 영강이 1.77 ～

1.79 로 근사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GSTARS3 모형을 본 연구구간에 대하여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Analysis Section R2 RMSE NSE

Upstream of mouth of Mi Stream 1.00 0.06 1.00

Downstream of mouth of Mi Stream 1.00 0.16 1.00

Upstream of mouth of Yeong River 0.96 1.77 0.98

Downstream of mouth of Yeong River 1.00 1.79 0.99

표 2.93 모형의 상관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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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사상 시나리오 선정 및 물리기반 및 데이터기반 모델의 적용

2개의 기후시나리오 조건에서 2100년까지 분석을 하기에는 장기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1~2040년의 Foreseeable Future Scenario (FFS) 기간을 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시나리오 기간별 댐 유역의 SWAT 유출량 모의결과로부터 연간 댐 유입량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초과확률을 산정하였다.

(a) BMA 4.5 (b) BMA 8.5

그림 2.332 발생초과확률(%) 산정 - 안동댐

산정된 발생초과확률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하상변동 예측을 수행하였다. 각 기간별로

10%(풍수년), 50%(평수년) 및 95%(갈수년)에 해당하는 극한 수문사상을 가지는 년도를 선택

하였다.

※F.F.S (Foreseeable Future Scenario), M.F.S (Mid-term Future Scenario), L.F.S

(Long-term Future Scenario)

Section Period

BMA RCP 4.5 BMA RCP 8.5

2011~2040

(FFS)

2041~2070

(MFS)

2071~2100

(LFS)

2011~2040

(FFS)

2041~2070

(MFS)

2071~2100

(LFS)

Andong

Dam ~

Sangju Weir

10% (Raining year) 2025 2056 2077 2031 2052 2096

50% (Normal year) 2031 2070 2082 2039 2054 2072

90% (Dry year) 2034 2044 2087 2028 2065 2078

Gumi ~

Chilgok

Weir

10% (Raining year) 2039 2062 2072 2038 2059 2082

50% (Normal year) 2035 2050 2086 2025 2060 2088

90% (Dry year) 2034 2061 2098 2021 2057 2092

표 2.94 구간별 극한사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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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극한사상에 따른 F.F.S 기간에 대한 구간별 방류량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Section Period
Discharge(m3/s)

Sum. Max. Min.

Andong Dam ~

Sangju Weir

BMA RCP 4.5

10% 2025 19,863 490.5 14.3

50% 2031 10,967 622.6 14.3

90% 2034 7,131 147.6 14.3

BMA RCP 8.5

10% 2031 15,135 544.0 14.3

50% 2039 10,141 454.0 14.3

90% 2028 6,399 30.3 14.3

Gumi Weir ~ Chilgok

Weir

BMA RCP 4.5

10% 2039 106,623.8 6,328.0 17.7

50% 2035 67,981.8 2,338.0 11.0

90% 2034 47,486.7 2,608.0 8.1

BMA RCP 8.5

10% 2038 94,773.7 7,402.0 25.2

50% 2025 60,664.9 4,448.0 23.0

90% 2021 42,616.1 1,144.0 9.8

표 2.95 구간별 극한사상에 따른 방류량 분석결과

수문모형을 통한 방류량 시나리오를 GSTARS 모형에 적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

다. 모의 구간은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간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였다. 발생초과확률을 산정하

여 풍수년(10%), 평수년(50%), 갈수년(90%)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개의 기후시나리오에

대한 하상변동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의 최심하상고(Thalweg) 분석결과, 풍수년의 경

우에 강우증가에 따라 방류량 증가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여 하상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갈수년으로 갈수록 변동 폭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기후시나리오의 경우 RCP 8.5의 풍

수년에 유속 1.05 m3/s 로 RCP 4.5의 1.02 m3/s 보다 높았다. 하상변동의 경우, 풍수년에

RCP 4.5가 4.14 m, RCP 8.5가 4.29m 로 침식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냈다. RCP 4.5 보

다 RCP 8.5 시나리오가 극한사상을 반영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Scenario Year
Velocity(m3/s) Bed change(m)

Ave. Max. Min. Max. Min.

BMA RCP 4.5 F.F.S

10% 2025 0.62 1.02 0.01 3.11 -4.14

50% 2031 0.65 0.99 0.01 3.26 -4.09

90% 2034 0.68 1.00 0.01 3.05 -4.48

BMA RCP 8.5 F.F.S

10% 2031 0.65 1.05 0.01 3.26 -4.29

50% 2039 0.68 0.99 0.01 3.09 -4.93

90% 2028 0.65 0.99 0.01 2.98 -4.09

표 2.96 최심하상고 분석결과(안동댐 ~ 상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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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MA RCP 4.5

(b) BMA RCP 8.5

그림 2.333 최심하상고 변화 - F.F.S

수리계수 산정을 위해 유속에 따른 단면적, 유사량 및 유사이송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

간별 횡단면 분석을 통한 사행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의 횡단면 분석결과, 좌안에서 우

안으로 갈수록 침식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유량이 많은 풍수년(10%)에 유속이 증가하여 단면

적이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사이송 및 유사량도 많아지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a) BMA RCP 4.5 (b) BMA RCP 8.5

그림 2.334 횡단면 변화(Se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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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모형을 통한 방류량 시나리오를 GSTARS 모형에 적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

다. 모의 구간은 구미보 ~ 칠곡보 구간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였다. 발생초과확률을 산정하여 풍

수년(10%), 평수년(50%), 갈수년(90%)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개의 기후시나리오에 대한

하상변동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의 최심하상고(Thalweg) 분석결과, 풍수년의 경우에

강우증가에 따라 방류량 증가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여 하상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갈수

년으로 갈수록 변동 폭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Scenario Year
Velocity(m3/s) Bed change(m)

Ave. Max. Min. Max. Min.

BMA RCP 4.5 F.F.S

10% 2039 0.01 0.04 0.01 0.87 -1.54

50% 2035 0.01 0.02 0.00 0.50 -1.38

90% 2034 0.01 0.02 0.00 0.50 -1.38

BMA RCP 8.5 F.F.S

10% 2038 0.02 0.04 0.01 0.84 -1.96

50% 2025 0.02 0.04 0.01 0.54 -1.47

90% 2021 0.00 0.01 0.00 0.42 -1.23

표 2.97 최심하상고 분석결과(구미보 ~ 칠곡보)

(a) BMA RCP 4.5

(b) BMA RCP 8.5

그림 2.335 최심하상고 변화 - 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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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수 산정을 위해 유속에 따른 단면적, 유사량 및 유사이송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

간별 횡단면 분석을 통한 사행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이 횡단면 분석결과, 좌안에

서 침식패턴이 나타나고 우안으로 갈수록 퇴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량이 많은 풍수년

(10%)에 유속이 증가하여 단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사이송 및 유사량도 많아지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좌안에서 우안으로의 하상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갈수년에는 유량이 작고 단면적도 작아져, 유사량 또한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극한시나리오인 BMA RCP 8.5에서 변화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BMA RCP 4.5 (b) BMA RCP 8.5

그림 2.336 횡단면 변화 (Section. 2)

Scenario Year

Hydraulic results
Bed change

(m) Sediment

capacity

(ton/day)

Sediment

transport

(ton/day)V(m3/s)

Flow

area

(m2)

H(m) Max Min

BMA

RCP 4.5

F.

F.

S

10

%
2039 0.02 1685.89 7.78 4.33 -2.4 0.00 0.00

50

%
2035 0.01 1592.56 7.48 4.33 -2.4 0.00 0.00

90

%
2034 0.01 1567.68 7.41 4.33 -2.4 0.00 0.00

BMA

RCP 8.5

F.

F.

S

10

%
2038 0.02 1763.07 8.12 4.33 -2.4 0.00 0.00

50

%
2025 0.03 1712.38 7.80 4.33 -2.4 0.00 0.01

90

%
2021 0.01 1475.26 7.06 4.33 -2.4 0.00 0.00

표 2.98 횡단면 변화(Section. 2)



- 397 -

② 시범유역의 토양유실 예측/저감을 위한 맞춤형 최적관리기법 평가 및 탁수관리 및 저감
기술 안정화

㉮ 하천단면 정보 적용을 통한 극한사상의 토양유실 예측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내 위치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정확한 유출 및 토양유실/유사량

산정을 위해서 지난 2차년도에 개발된 SWAT HRU 분할 및 지형인자 추출 기법을 확대 적용

하였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안동/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디지타이징 작업 및 현장조사를 수

행하기에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

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농경지 필지(Polygon)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IS tool을 사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안동/임하댐 유역의

농경지 필지(Polygon)자료의 개별 경사도를 산정하였으며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바탕

으로 각각의 농경지에 해당되는 토지이용을 추출하였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의 경

우 농경지를 단순히 농업지역(대분류)이나 논, 밭, 시절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중분류)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된 농경지 필지(Polygon)의 경사도 범위

에 따라 동일 작물일지라도 작물별로 경사도 범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 필지단

위로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SWAT 모형의 최소분석 단위인 HRU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동/임하댐 유역 내 농경지 필지(Polygon)자료를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raster 파일로

변환시켜 필지단위로 농업지역을 세분화 시킨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다. 농업지역을 제외한 그

외 토지이용 지역(시가화건조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

용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mosaic 기능을 이용하여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도와 본 연구

에서 생성한 농업지역 토지이용도를 중첩시켜 안동/임하댐 유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구

축하였다.

그림 2.337 안동댐 및 임하댐 유역 토지이용도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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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토지이용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일한 작물

에 대해서 경사도 범위에 따른 서로 다른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소유역 내 동일한 토

지이용도, 토양도, 경사도를 가진 여러 개의 필지 단위 농경지가 존재할지라도 경사도 범위에

따라 HRU가 세분화되어 필지 단위 모의가 가능하다. 재구축된 안동/임하댐 토지이용도를 이

용하여 HRU를 생성하였을 때 안동댐의 경우 1,084개 임하댐의 경우 1,514개의 HRU가 추가

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필지 특성의 반영을 위해서는 2차년도 양구 해안면 현장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농경지의 재배작물, 특성, 경사 등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규모 유역이

아닌 큰 대규모 유역에서는 실제 필지 단위 농경지 자료를 구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을 고려하여 HRU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수치표고모형

(DEM) 기반 필지 경사도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제 현장의 필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

지만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는 SWAT모형의 HRU생성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필

지에 해당되는 지형인자 산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토양유실량 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a) 안동댐 (b) 임하댐

그림 2.338 필지 단위 HRU분할 기술 적용 전/후

㉯ 하천단면 정보 확대적용을 통한 극한사상의 토양유실 예측

하천의 폭과 깊이, 측면경사 등 하천단면 형상과 관련된 정보는 정확한 수문 및 수질을 모의

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SWAT 모형은 유역면적에 따른 하천 폭 및 수심에 관한 경험식

을 통해 하천 폭 및 수심을 산정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하천 폭의 5배를 홍수터 폭으로 가정하

여 수문 및 수질을 모의한다. 이러한 경험식은 미국 지형을 바탕으로 개발된 식이기 때문에 산

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한 국내 유역 및 하천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을 수 있으며 모의 결과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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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SWAT 모형에서의 홍수터 폭 산정

따라서 국내 하천 단면 형상을 고려한 수문 및 수질모델링이 필요하지만 국내 하천단면을 실

제 현장에서 측정하여 모델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천단면 형상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국내 4대강 및 기타 수계 내 하천을 대상으로 구축된 한국형 Reach

File(Korean Reach File, KRF)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KRF ver.3

은 상류 유역에 대한 하천단면 정보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기에 연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대상으

로 소유역별 하천 폭과 홍수터 폭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SWAT 모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 폭과 홍수터 폭 산정식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연구방법과 동일하게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안동/임하

댐 상류 소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폭 및 홍수터 폭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하천 폭의 경우 항공/

위성 영상으로는 정확한 만수위 상태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측정된 하천

단면 특성이 아닌 사용자에 의해 항공/위성 영상에서 산정된 값이기에 실제 하천단면 형상과는

다소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촬영 일자가 다른 Daum, Naver,

Google Earth 항공/위성 영상을 비교하여 가장 큰 하천 폭을 만수위 상태에서의 하천 폭으로

가정하고 산정하였다. 이때 각 소유역별로 20여 지점의 하천단면을 측정하였고, 이 자료의 평

균값을 소유역별 하천 폭 및 홍수터 폭으로 회귀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림 2.340 항공/위성 영상 별 하천폭(빨간색)과 홍수터폭(주황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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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소유역별 실측 평균 하천 폭 및 홍수터 폭

자료를 바탕으로 유역면적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

은 Excel 및 CurveExpert(v.2.6.0)이며, CurveExpert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입력한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형/비선형 회귀식을 제공해주는 회귀식 분석 프로그램이다.

회귀식 분석 결과, 안동/임하댐 유역의 경우 유역면적과 하천 폭, 홍수터 폭 관계식은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도출된 모의값과 실측값의 상관관계 분석 시 결정계수(R²)는

0.76~0.92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41 실측 하천 폭 및 홍수터 폭 관계식 도출(left: 안동댐, right:임하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하천 폭 및 홍수터 폭 관계식을 통해 각 유

역 내 전체 소유역을 대상으로 평균 하천 폭 및 홍수터 폭을 산정하였다. 3차년도에는 유역면

적-하천 폭 ,홍수터 폭 관계식을 통해 산정된 하천단면 정보를 SWAT 모형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SWAT 모형의 최신 버전인 rev. 659의 실행파일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

또한 주 하천(main channel)의 측면경사 변수(ch_sl, ch_sr), 홍수터 폭 변수(fd_w), 홍수터의

측면경사 변수(fd_si, fd_sr)을 새로 추가하여 다양한 하천단면 형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고자 실행파일 소스코드에 입력된 하천단면 입력 자료

포맷에 맞게 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안동/임하댐 유역의 하천단

면 입력 자료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안동댐과 임하댐 유역에서의 유량 및 유사량 전망을 위해서 하천

단면 정보를 적용하여 모의된 유량 및 유사량 결과에 대해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총 3년), 검정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총 3년)으로 하였다.

유량 및 유사량 실측 자료는 안동댐 유역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제공하는 도산 유량관측소, 안동댐1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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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자료와 수자원환경기초조사보고서(K-water 2010, 2012)에 제시되어 있는 양삼 관측소의

유량-유사량 관계곡선식을 통해 산정된 유사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하댐 유역의 경우 청송

유량관측소, 영양 유량관측소, 임하댐 유입량 자료와 영양, 청송 관측소에서 개발된 유량-유사

량 관계곡선식을 통해 산정된 유사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   (2.104)

 ·   (2.105)

 ·   (2.106)

그림 2.342 4차년도 테스트베드 (안동/임하댐 유역)

SWAT 모형 모의 결과 검·보정 시 모의 결과의 정확도는 실측 자료와의 결정계수(R²)와 유

효 지수(NS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다음 그림은 안동댐 유역(도산 관측소)과 임하댐 유역

(영양 관측소)의 유량 및 유사량 검·보정 결과이다. 도산 관측소의 2002년~2004년 기간 동안의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 R2는 0.87, 0.93 NSE는 0.70, 0.92로 나타났으며, 2005년~2007년 기간

동안의 검정 결과 R2는 0.56, 0.55, NSE는 0.56, 0.50으로 나타났다. 영양 관측소의 2002

년~2004년 기간 동안의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 R2는 0.79, 0.73, NSE는 0.77, 0.63로 나타났

으며, 2005년~2007년 기간 동안의 검정 결과 R2는 0.75, 0.77, NSE는 0.75, 0.51로 나타났다.

임하댐 유역 내 청송 관측소의 경우, 검정 기간 동안의 일 유량 자료의 결측으로 보정만 수행

하였다.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 R2는 0.78, 0.79, NSE는 0.70, 0.77이었다. 다음 그림은 안동

댐, 임하댐 각 말단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을 검·보정한 결과이며, 안동댐, 임하댐 유입량 보정

결과 R2는 0.73, 0.79 NSE는 0.70, 0.77이며 검정 결과 R2는 0.69, 0.69 NSE는 0.69, 0.6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2가 0.5이상이고 NSE가 0.4이상이면 모형이 자연현상을 잘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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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보정된 결과로 보아 모형의 예측치가 실측치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43 안동댐 유역 유량 및 유사 검·보정 결과(도산 관측소)

그림 2.344 임하댐 유역 유량 및 유사 검·보정 결과(영양 관측소)

그림 2.345 임하댐 유역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청송 관측소)

그림 2.346 유입량 검·보정 결과(left:안동댐, right:임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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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량 및 유사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 유역과 임하댐 유역에 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RCP4.5, RCP8.5)를

적용하여 미래 예측 유량 및 유사량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

오는 안동댐, 임하댐 유역의 관측자료에 대하여 베이지안 모델 평균 기법으로 적용되어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음 그림은 안동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적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유량(2014년 ~ 2100년)을 모의한 결과이다.

안동댐 유역에서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2027년에 889m3/s, 2063년 895m3/s, 2072년

888m3/s, 2096년 939m3/s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사 모의 결과 2027년에 19,640ton,

2063년 19,420ton, 2072년 17,820ton, 2096년 19,110ton이 발생하였다. 3차년도 테스트베드 충

주댐, 소양강댐 유역에서 발생한 극한 사상의 일 최대 유량, 일 최대 유사량과 비교하였을 시

수치상 큰 차이가 있지만 유역 특성 및 강우량 및 누적 강우량의 차이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60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2014

년~ 2100년)을 모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2051년 965m3/s, 2067년 926m3/s, 2085년 1,110m3/s,

2095년 1,299m3/s로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사 모의 결과 2051년 21,720ton, 2067년

19,550ton, 2085년 31,890ton, 2095년 41,000ton으로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보

다 높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호우사상의 크기와 발생빈도가 차

이가 생기면서 일유량 크기가 증가하면서 일 최대 유사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47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안동댐 유역)

그림 2.348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안동댐 유역)

또한 임하댐 유역에도 동일하게 기후변화 시나리오(RCP4.5, RCP8.5)를 적용하여 미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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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사량을 모의하였다. 우선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2028년에 885m3/s, 2061

년 770m3/s, 2081년 710m3/s, 2096년 736m3/s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사 모의 결과

2028년에 10,160ton, 2061년 8,501ton, 2081년 7,321ton, 2096년 6,948ton이 발생하였다.

극한 사상이 발생한 2028년 6월 25일자의 강수량은 77mm이며, 2081년 9월 30일자의 강수

량은 78mm로 비슷한 강우가 내렸지만 일 최대 유사량의 차이는 약 3,000ton을 나타냈다. 이

는 2028년 6월 25일자의 3일 누적 강수량 146mm과 2081년 9월 30일자의 3일 누적 강수량

113mm으로 보아 극한 사상이 발생한 일자에 대한 강수량 영향보다 3일 누적 강수량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2050년에 756m3/s, 2067년 931m3/s, 2081년 835m3/s,

2098년 752m3/s로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일 최대 유사는 2050년 7,149ton, 2067년

11,720ton, 2081년 9,722ton, 2098년 7,478ton이 발생하였다. 2067년 6월 25일, 2081년 8월 16

일에 내린 강수량은 82mm 로 동일하지만 3일 누적 강수량을 보았을 때, 2067년 6월 25일에

145mm로 가장 높은 누적 강수량으로 인해 선정된 극한 사상 중 가장 큰 일 최대 유량 및 유

사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49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임하댐 유역)

그림 2.350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임하댐 유역)

㉱ 낙동강 수계 탁수 예측 기술 확대 적용

안동호는 낙동강 유역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부산을 비롯한 동해 남부지방 및 남해 동부 창

원, 마산, 진해 등 주요 산업도시의 생 공용수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2007a). 총 유역면적 1,584 km2로서 낙동강 유역 전체 면적의 6.6%를 점유하며, 유입하는 주

요 하천으로 황지천, 동계천, 역계천 등이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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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호는 낙동강 제1지류인 반변천 상류(낙동강 합류점으로부터 상류 18 km)에 위치하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수질개선 및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용수수

요 대처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총 유역면적은 1,361 km2로서, 낙동강 유역 전체 면적의 5.7%

를 점유하며, 유입하는 주요 하천은 반변천, 용전천, 대곡천 등이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7a).

㉲ 탁수해석모델 구축

탁수 해석에 사용한 모델은 3차년도 연구에 활용했던 CE-QUAL-W2 모델을 사용하였다.

안동호의 유한차분 격자구성은 실측된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

2007a). 낙동강 본류와 주요 지류하천을 9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500 m 간격

으로 148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수위-저수용량 곡선과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R²값이 0.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ME와 RMSE값도 11.12×106 m3, 11.22×106 m3으로 총 저수용량 대비 약 0.8% 이내의 오

차를 보였다. 임하호의 유한차분 격자구성은 임하댐 퇴사량측정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2007b)

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였다. 반변천 등 주요지류하천을 3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

향 600∼900 m 간격으로 78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

(layer)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수위저수용량곡선과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R2값이 0.999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AME와 RMSE값도 3.51×106 m3, 3.83×106 m3으로 총 저수용량 대비

약 0.6%의 오차를 보였다.

(a) 안동호 (b) 임하호

그림 2.351 안동호 및 임하호 CE-QUAL-W2모델 수치격자 구성

(a) 안동호 (b) 임하호

그림 2.352 안동,임하호 모의 및 실측 수위-저수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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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수리 검정은 안동호 2002, 2006, 2011년도, 임하호 2002, 2006, 2012년도를 대상하였

다. 댐 운영 및 수문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MyWate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별 운영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지류별 유입유량은 유역면적에 의한 비유량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였다. 방류

량은 안동호의 경우 발전방류와 수문방류로 구분하였으며, 임하호는 선택취수(EL. 127∼159

m), 수문방류, 도수터널방류로 구분하였다. 기온(℃), 이슬점온도(℃), 풍향(Radian), 풍속

(m/s), 운량(할)등의 기상자료는 안동기상대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수질검정은 태풍“에위니아”가 발생했던 2006년 수문사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측 수온 및 탁도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안동 :    × (2.107)

임하 :    × (2.108)

㉳ 탁수예측모델 구축 결과

안동호 및 임하호 주요 수문 사상을 대상으로 물수지 재현성을 확인 하였다. 모의결과 안동

호의 저수위 예측 오차의 크기는 AME 0.065～0.191 m, RMSE 0.109～0.311 m, 임하호는

AME 0.043～0.353 m, RMSE 0.091～0.475 m로 안동호와 임하호의 저수위 변화를 적절히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동

(a) (b) (c)

임

하

(d) (e) (f)

그림 2.353 안동 임하호의 물수지 재현성 검정 

기존 최대 탁수사상인 2002년과 2003년의 데이터 부족으로 차순위인 2006년 수문사상을 선

정하여 수온 및 TSS보정을 시행하였다. 각 저수지의 댐앞 지점에서 수심별로 실측한 수온과

TSS값을 모의값과 비교하여 오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안동호의 수온예측 오차는 AME 0.69～

1.11℃ , RMSE 0.99～1.22℃, 임하호는 AME 0.53～1.11℃ , RMSE 0.78～1.88℃을 값을

나타냈다. TSS 예측오차는 안동호에서 AME 2.7～9.5 mg/L, RMSE 3.3～13.9 mg/L 임하

호에서 AME 1.6～23.9 mg/L, RMSE 2.0 ～ 29.7 mg/L로 나타났다. 모델은 수온성층 구조

및 탁수층의 위치와 두께, 최고 탁도값을 적절히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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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 2006

(b) 임하 2006

그림 2.354 안동, 임하호 댐앞지점 수온 프로파일 비교

(a) 안동 2006

(b) 임하 2006

그림 2.355 안동, 임하호 댐 앞지점 TSS 프로파일 비교

㉴ 미래극한사상에 대한 저수지 탁수영향 해석

안동호(1977-2016)와 임하호(1993-2016)를 대상으로 강우 및 저수지 유입량자료를 대상으

로 과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BMA RCP 4.5, 8.5 시나리오를 적용해 미래 재현

기간(2017-2100)동안 예측한 자료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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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후변화 재현기간에 대한 탁수해석 모델 구축을 위해 기상, 수문, 수질 등의 입력 자료

가 필요하다. 필요 기상자료중 강수량(mm), 기온(℃), 풍속(m/s)은 BMA RCP 4.5, 8.5시나리

오(3-4-1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슬점온도(℃)는 안동기상대의 과거자료를

분석하여 회귀식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Tdew = 1.1346 Temp + 0.0864 Prec –8.3225 (2.109)

저수지 유입량 자료는 3-4-3세부에서 SWAT유출모의를 통해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물수지 분석을 통해 저수지의 유출량 및 수위를 산정하였다. 수질 자료는 과거자료 수집자

료(안동 2012년, 임하 2011년)기반으로 유입수온 및 TSS에 대해 유입지류별로 회귀식을 개발

하여 적용하였다.

극한사상으로 선정한 2002-2004과 RCP 4.5 2066 수문사상을 대상으로 탁수거동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수문사상별 탁수발생에 따른 일 최대유입량, 방류수 최고 TSS농도, 고 탁수연속

방류일수 등을 평가하여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임하호의 경우 TSS 25 mg/L 이상 탁수류일

수가 2002년 160일, 2003년 308일, RCP 8.5 2066년 수문사상은 107일간 방류 되는 것으로 모

의되었다.

(마)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권역별 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방안제시

㉮ 갈수전망의 필요성 및 유황 현황 분석

갈수량은 자연하천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류에 흐르게 보장해 주어야

할 유량(한국수문학회, 1995)으로 갈수위(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에

해당하는 유량이다. 즉, 1년을 통해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이다(국토교통부,

2016). 정의에 따라 갈수량은 일반적으로 유황곡선의 355번째에 해당하는 유량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갈수량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유량으로서 결측 등의 관측이상치가 빈번히 나타나며,

갈수량 정의가 비초과확률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 유황곡선의 하위 3%(≒355/365)로 산정할

수 있다.

Percentile을 통해 갈수량은 유황곡선의 하위 3%(≒(365-355)/365)로 산정하고 풍수량, 평

수량, 저수량은 각각 하위 75%(≒(365-90)/365), 50%(≒(365-185)/365), 25%(≒

(365-275)/365)로 산정할 수 있다. 최근까지 주요 다목적 댐 유역의 유황변화를 보면, 한강유

역에 속하는 소양강댐 유역은 풍·평수량은 뚜렷한 감소추세가 나타났으며, 저·갈수량은 정상추

세로 나타났다. 충주댐 유역에서는 풍·평·저·갈수량 모두 뚜렷한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에 속하는 안동댐 및 임하댐 유역은 풍·평·저·갈수량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

다. 금강유역의 용담댐 유역은 풍·평·저·갈 모두 감소하였으며, 대청댐 유역에서 풍수량은 감소

하였으나 평수량 이하의 유황은 정상 또는 약간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섬진강유역의 섬진강댐

유역은 유황의 변화가 약간증가 또는 정상추세로 나타났으며 주암댐 유역의 풍수량은 약간감

소, 평수량 이하의 유황은 정상추세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사상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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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증감의 추세를 갖는 유황을 확인할 수 있다.

(a) Han river basin(left: Soyang dam, right: Chungju dam)

(b) Nakdong river basin(left: Andong dam, right: Imha dam)

(c) Geum river basin(left: Yongdam dam, right: Daecheong dam)

(d) Seomjin river basin(left: Seomjin dam, right: Juam dam)

그림 2.356 주요 다목적 댐 유역에서의 유황 현황

본 연구에서는 한강유역(소양강댐/충주댐) 및 낙동강유역(안동댐/임하댐)을 대상으로

RCP4.5/8.5 시나리오에 따른 갈수전망을 위해 최대 7개의 GCM(ACCESS1.0/ACCESS1.3

/CanESM2/CNRM-CM5/GFDL-ESM2G/HadGEM2-AO/MPI-ESM-MR)을 사용하였다.

갈수전망은 기준기간(Baseline, ~2000년)에 대한 기후변화 자료의 신뢰성 검증, 미래기간

(Projection, 2011~2100년)의 수문기상요소(강우 및 실제증발산)의 변화에 따른 갈수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Baseline에 대한 검증은 Projection의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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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정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실제증발산은 기후변화자료의 보정대상이 되는 대상유역의

관측자료가 부재하여 기상자료 및 증발산 보완관계 가설을 기반으로 간접계산을 통해 가상의

관측값을 생성하였다. 단일 GCM 또는 단순평균모델(Simple Model Averaging; SMA)의 예

측오차를 보다 감소하기 위해 다중모델평균기법(Bayesian Model Averaging; BMA)를 적용

하여 최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Projection은 계통적 오차를 보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갖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비정상성 분위사상법(문수진, 2014)를 적용하였다. 최종

적으로 BMA 강우 및 실제증발산으로부터 IHACRES모형을 통한 유입량을 전망하고,

Percentile에 따른 갈수전망을 수행하였다.

㉯ 증발산 보완관계

증발산 보완관계는 Bouchet(1963)에 의해 지표 및 대기환경에 따라 증발산간의 피드백 관

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보완관계는대칭의 관계를 재현한다는 가설이었지

만, 기존의 보완관계와 달리 비대칭 관계를 재현함을 제시된 바 있다(Kahler and Brutsaert,

2006; Jaksa et al., 2013; Ma et al., 2015; Zuo et al., 2016). 다음 그림은 대칭 및 비대칭 보

완관계의 모식도이다.

(a)Symmetric

Complementary Relationship

(b)Asymmetric

Complementary Relationship

그림 2.357 증발산 보완관계 모식도(Ning Ma et al., 2015)

ETP는 FAO-Penman Monteith공식으로, ETW는 와 같은 Priestley-Taylor공식을 통해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2.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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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잠재증발산(mm/day),  = 표면에서 순수하게 축적되는 순복사에너지(M

J․m-2day-1),  = 토양 열 유속 밀도(soil heat flux density, MJ․m-2day-1),  = 2m

높이에서의 일평균기온(℃),  = 2m 높이에서의 풍속(m/s), es = 평균포화증기압(kPa), ea

= 실제증기압(Kpa), ∆ =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kPa․℃-1),  = 건습계 상수(kPa․℃-1)

이다.

Priestley-Taylor계수는 경험적 계수로 대상유역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Hobbins et al.,

2001b; Kahler et al., 2006; Wang et al., 2012; 김남원과 이정우, 2014; Ma et al., 201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부재로 인한 ETA의 간접계산을 위해 비대칭 보완관계 계수()

와 습윤증발산식의 계수()를 시행오차방법으로 증발산 보완관계를 충분히 재현하는 값을 찾

아 ETP 및 ETW로부터 가상의 관측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ETA를 도출하였다.

ETA의 간접계산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Flux tower자료가 있는 용담댐 유역에 적용함. 용

담댐 유역을 미계측 유역이라 가정하고 2012~2015년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본 방법을 통해

산정된 ETA를 Flux tower에 대해 검증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관계는 무차원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가장 잘 수립될 수 있기에 무

차원화를 위해 y축은 ETP 및 ETA와 ETW의 비율로 무차원화하였다. x축의 습윤지수는

ETA와 ETP의 비율을 통해 최대 발생 가능량에 대한 현재 증발량으로, 현재상태가 잠재조건

에 얼마나 근접해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Kahler, 2006).

 


(2.112)

 


(2.113)

 


(2.114)

다음 그림과 같이 Preistley-Taylor계수를 초기에 제시된  = 1.26과  = 1인 대칭보완관

계를 가정했을 때, ETA가 음수이거나, 보완관계 그래프가 ETW로 수렴하지 않고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담댐 유역에서 가 1.26이 아니며, 보완관계가 대칭이

아닌 비대칭을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행오차방법을 통해 용담댐 유역에서 보완관계

그래프를 충분히 재현하는 계수(, )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계수는 그래프로서 찾아진 값이며 이상적인 보완관계를 나타내므로 관측값과의 검증

을 수행하였다. 용담댐 유역의 증발산 관측자료는 ETA는 Flux tower 관측자료, ETP는 소형

Pan증발량으로, ETW는 변경된 계수를 적용한 Priestley-Taylor공식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

상적인 보완관계 그래프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였다. 간접계산의 ETA 결과는 Flux자료와 비교

하였을 때, 일단위에서 R² = 0.6, 월단위에서 R² = 0.9로 실제증발산의 간접계산이 충분히 신

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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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8 일단위 보완관계 재현성 검증(용담댐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한강유역(소양강댐/충주댐) 및 낙동강유역(안동댐/임하댐)의 ETA 산

정결과, 용담댐 유역과 동일한 계수를 적용하여도 무방함을 알 수 있었다.

원시 GCM의 강우는 오차율 범위가 약 –48% ~ +92%였으나,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통한

지역오차보정 후 약 –12% ~ +6.5%의 오차율 범위만을 보이면서 개선되었다. 또한, 원시

GCM의 ETA는 약 –3% ~ 89%의 범위를 보이지만, 정상성 분위사상법을 통한 지역오차보

정 결과, 홍수기/비홍수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개선되어 오차율 범위가 –0.5% ~ -0.1%의 범

위로 개선되었다. 또한, GCM의 보완관계의 재현성이 개선되었다.

(a) Soyang dam basin (b) Chungju dam basin

(c) Andong dam basin (d) Imha dam basin

그림 2.359 월단위 보완관계 재현성의 개선(좌: 보정전, 우: 보정후)

㉰ 장기유출모형을 통한 미래 댐유입량 전망

지면모형(Land-Surface Model)과 같은 자연유역에서의 수분과 에너지 수지모형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공학적 강우-유출모형에서는 증발산 손실모듈이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갈수전망으로 ETA를 반영할 수 있는 유출모형이 선택되어야 한다.

Jankeman(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된 장기유출모형인 IHACRES (Identification of unit

Hydrographs And Component flows from Rainfall)모형은 개념적 모형과 계량적 모형의

장점을 모두 갖춘 모형이다(정차미, 2014). 지면모형 및 다른 강우-유출모형에 비하여 입력변



- 413 -

수의 수가 적어 계산부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IHACRES모형의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ETA 산정과정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간접계산된 ETA와 GCM의 ETA를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ETA산정

과정의 매개변수는 배수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유효강우 산정과정의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aseline의 정확한 장기유출모형 구축을 통해 모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Projection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관측강우 및 ETA를 입력자료로 활용하

여 관측유량과의 비교를 통해 매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Baseline의 IHACRES모형 매

개변수를 고정하고 Projection의 강우 및 ETA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유입량을 전망하였다.

(a) Soyang dam (b) Chungju dam

(c) Andong dam (d) Imha dam

그림 2.360 미래 시나리오(RCP 4.5) 유입량 전망 결과

(a) Soyang dam (b) Chungju dam

(c) Andong dam (d) Imha dam

그림 2.361 미래 시나리오(RCP 8.5) 유입량 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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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시나리오 유입량 전망

갈수량 전망 결과의 특정 값은 기후변화자료의 불확실성 및 장기유출모형에서 발생되는 불

확실성의 중첩으로 인해 절대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측값을 기준으로 미래구간별

전망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구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전, 후의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에 전망 추세 산정시 앞뒤 10년을 반영하였다. 다음 표는 Baseline의 평균 관측 갈수량을

기준으로 추세 적용 후 증감률을 산정한 결과이다.

(a) Soyang dam (b) Chungju dam

그림 2.362 한강유역(소양강댐/충주댐) 갈수전망 결과

(a) Andong dam (b) Imha dam

그림 2.363 낙동강유역(안동댐/임하댐) 갈수전망 결과

② 하천 침식 및 퇴사 영향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 대하천 지형변화 예측에 관한 연계모델 적용 및 구간별 다차원 하상변동 예측

본 연구에서는 제3단계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수질 설정 모델

인 QUAL-MEV 모형을 이용하여 하상변동을 고려한 하천수질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원

활한 수질 모델 적용을 위해 수질 모델 적용 구간 구분은 수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하천의

수리 또는 지형 특성 등이 일정한 지점을 위주로 reach를 구분하고, 소구간(element)을 1 km

등간격으로 하여 수질 모델을 구성하였다.

수질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한 하천 수질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8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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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한 측정망 수질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모델 수질 입력자료는 총량기반의 오염부하

량을 농도형태로 변환하여 구축하였으며, 오염부하량은 전국오염원조사 2015년도 오염원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유량자료는 총량단위유역 말단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상주보 상류 월평균 수질> <상주보 상류 연평균 수질>

그림 2.364 지점별 수질경향 분석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저수기에 해당하는 환경부 측정망별 2015년 저수기 평균 수질을 적용

하여 모의치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검증에 이용한 지점은 환경부 총량수질 측정망 자료

로 구성하였다. 총량관리제도 기술지침에 따라 예측수질이 실측수질의 ±20% 범위 내에서 실

시하였다. 수질항목별 실측치와 모의치의 검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안동댐 하류부터

함안보 구간에서의 검증결과 오차범위 20% 이내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65 수질 모델 보정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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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수질변화 예측

기후변화와 하천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질변화 예측을 위해 HadGEM3-RA RCP 4.5/8.5 미

래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저수기 수질 영향분석을 위해 미래 기후시나리오에서 90%(갈수년)

의 풍수기(Q95), 평수기(Q185), 저수기(Q275)를 선택하여 일단위 모의를 실시하였다.

저수기 수질 영향분석을 위해 미래 기후시나리오에서 90%(갈수년)의 풍수기(Q95), 평수기

(Q185), 저수기(Q275)를 선택하여 일단위 모의를 실시하였다. QUAL-MEV 모형을 통해 구

축된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간에 대해 F.F.S 기간에 대한 기후시나리오별 수질모의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후시나리오별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 수질개선 효과

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HadGEM3-RA RCP 4.5 보다 8.5 시나리오의 강수가 많고 그로 인

해 유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adGEM3-RA RCP 4.5>

<HadGEM3-RA RCP 8.5>

그림 2.366 안동댐-상주보 하천수질변화 분석 - F.F.S (HadGEM3-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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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에서 칠곡보 구간에 대해 F.F.S 기간에 대한 기후시나리오별 수질모의를 실시한 결과

는 다음 그림과 같다.

분석결과, 풍수기는 수질이 개선되며, 평수기는 관측치와 비슷하고 갈수기에는 유량이 감소

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대부분 수질기준 등급 “좋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

다.

<HadGEM3-RA RCP 4.5>

<HadGEM3-RA RCP 8.5>

그림 2.367 구미보-칠곡보 하천수질변화 분석 - F.F.S (HadGEM3-RA)

다음 표와 같이 기후시나리오별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HadGEM3-RA RCP 4.5 보다 8.5 시나리오의 강수가 많고 그로 인해 유량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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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합천보에서 함안보 구간에 대해 F.F.S 기간에 대한 기후시나리오별 수질모의를 실시한 결과

는 그림과 같다. 분석결과, 풍수기는 수질이 개선되며, 평수기는 관측치와 비슷하고 갈수기에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대부분 수질기준 등급 “좋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HadGEM3-RA RCP 4.5>

<HadGEM3-RA RCP 8.5>

그림 2.368 합천보-함안보 하천수질변화 분석 - F.F.S (HadGEM3-RA)

다음 표와 같이 기후시나리오별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HadGEM3-RA RCP 4.5 보다 8.5 시나리오의 강수가 많고 그로 인해 유량도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차년도에서는 저수기 수질 영향분석을 위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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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확률을 통해 산정된 미래기후시나리오의 갈수년에서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를 선정하여

일단위 모의를 실시하였다. 관측치와의 비교결과, 풍수기에는 수질이 좋아지며, 평수기와 갈수

기로 갈수록 유량의 감소로 수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형변화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지형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수질이 크지는 않지만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

상변동 분석시, 하천의 단면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유속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Chl-a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시나리오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의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극한

시나리오인 8.5에서 강수가 많고, 그에 인해 유량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저수지-하류하천-보 연계 탁수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작성

㉮ 극한사상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필요성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인간 행위로 인한 자연적인 변동을 포함한 세계적 규모의 기

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정의되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IPCC, 2007). 게다가 기후변

화로 인한 토양 침식 및 유실 문제는 농업,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앞으로 기후변화는 10년간 100mm/일 이상 집중호우 빈도가 2.7배, 100년 빈도 홍수량

20% 증가 등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부, 2015).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유실 문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토양유실을 정확하게 예

측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별된 토양유실 우심 유역에 대해 환경 조건에 맞는

맞춤형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토양유실

예측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모형 내 적용 가능한 최적관리기법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또는 최적관리기법 적용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토양유실

에 취약한 유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최적관리기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관리 필요성을 고찰하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토양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 기술 개발과 저감 대책 조

사를 통해 효율적인 토양유실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 하천단면 정보 적용을 위한 S/W 적용 방법 제시

SWAT 모형의 실행파일 소스코드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실측 하천단면 입력 자료(.knu)의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SWAT 모형 모의 시 생성

되는 default 폴더 안에 존재하는 txinout 폴더에 실측 하천단면 입력 자료(.knu)를 포맷에 맞

게 구축하고 저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txinout 폴더 내 존재하는 하천단면 관련 매개변수 파일들은 실측 하천단면 입력자료

(.knu)를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아닌 원본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txinout 폴더 내 매개변수 자

료를 바탕으로 구동되는 SWAT-CUP 검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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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우선적으로 SWAT 모의시 생성되는 기본 Project txinout 경로를 설정해야하며,

인터페이스 하단 화면에 하천단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하천단면 입력 자

료(.knu)가 txinout 폴더 내 자동적으로 포맷에 맞추어 생성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우측 상

단 Make knn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SWAT-CUP 검보정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SWAT.mdb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txinout 폴더 내 하천단면 관련 속성도 자

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역단위 최적관리기법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효율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하며,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유실에 취약한 유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최적관리기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3차년도에 국내·외 연구논문, 기관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구축된 최적관리

기법 DB를 바탕으로 토양유실 발생 및 유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최적관리기법에 대해

최적관리기법 기능 및 SWAT 모형 적용에 필요한 변수 제시 등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기술하

였다.

그림 2.369 최적관리기법 기능 및 모형 내 적용 방법 제시

㉰ 연차별 기술 적용 사례

본 연구진은 2차년도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실측 경사장/경사도 적용을

위한 HRU 분할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총 4가지의 토양유실량 산정식(MUSLE, MUST,

MUSS, MUSI)을 적용하여 토양유실량을 모의하고 실측 유사량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토양유실량 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차년도의 경우 충주댐,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KRF 내 하천단면 정보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하천단면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측 하천단면 정보를 모형 내 적용하기 위한 소스코드를 수정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하천단면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유량, 유사) 모의를 수

행한 바 있다. 4차년도에는 안동댐, 임하댐 유역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 HRU 분할 기술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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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3차년도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하천단면 정보 확대 적용을 위한 하천폭 및 홍수

터폭 회귀식을 개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4차년도에는 필지단위 농경지 특성과 실제 하천단

면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유량, 유사) 모의를 수행하고

3차년도에 구축된 최적관리기법 DB를 참고하여 최적관리기법에 따른 극한 사상에서의 토양유

실 저감 효율을 분석하였다. 5차년도의 경우 본 연구진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별

테스트베드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과 기술 적용 결과 등을 요약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가이드라인에 기술하였다.

㉱ 미래 극한사상에 따른 저수지 탁수 영향 해석

극한 탁수사상 선정을 위해 본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CMIP5 GCM모델들을 RCP4.5/8.5 시

나리오 하에서 통계적으로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생성된 유역규모의 상세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60 개 종합기상관측(ASOS)지점에 대한 일단위 기후시나리오 자료이며, 이중 연구대상지역인

낙동강 수계 안동,임하호 유역 인근에 위치한 영주(272), 영덕(277), 의성(278)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RCP4.5/8.5 시나리오의 총 26개 GCM모델을 대상으로 미래 재현기간동안 연간

강수량의 범위와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과거자료와 미래재현기간 T1(2017-2040),

T2(2041-2070), T3(2071-2100)을 구분하였으며, 미래로 갈수록 강우량의 변동성이 큰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극한 탁수 해석을 위해 선정된 모델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 year, 30 year, 50 year, 100

year, 200 year빈도 강우량에 해당하는 수문년도 중 수온성층이 강하게 형성된 기간(6~8월)과

약화되는 시기(9월 이후)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수문사상을 선정하였다.

구분 GCM 모델 수문년도
연총강우

(mm)

일최대 강우

(mm)
Code

20 year
GFDL-ESM2G 2045년 8월 1458.4 245.8 case1

GFDL-ESM2G 2066년 10월 1466.8 241.9 case2

30 year
GFDL-ESM2G 2027년 8월 2242.9 260.2 case3

NorESM1-M 2038년 9월 2138.1 260 case4

50 year
NorESM1-M 2086년 8월 1727.8 277.6 case5

MRI-CGCM3 2067년 10월 1531.8 281.9 case6

100 year
IPSL-CM5A-MR 2070년 6월 1314.0 307.0 case7

IPSL-CM5A-LR 2044년 9월 1250.2 320.3 case8

200 year
CMCC-CM 2030년 8월 1898.0 337.6 case9

HadGEM2-AO 2054년 9월 1825.0 334.5 case10

표 2.99 극한 탁수 해석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

탁수 해석에 CE-QUAL-W2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4차년도에 기구축된 모델을 활용 하였

다. 낙동강 본류와 주요 지류하천을 9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500 m 간격으로

148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로 구성하였다. 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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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등 주요지류하천을 3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600∼900 m 간격으로 78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로 구성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재현기간에 대한 탁수해석 모델 구축을 위해 기상, 수문, 수질 등의 입력 자료

가 필요하다. 필요 기상자료중 강수량(mm), 기온(℃), 풍속(m/s)은 선정된 각 모델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슬점온도(℃)는 안동기상대의 과거자료를 분석해 회귀식을 개발하여 사용하

였다.

Tdew = 1.1346 Temp + 0.0864 Prec –8.3225 (2.115)

저수지 유입량 자료는 3-4-3세부에서 SWAT유출모의를 통해서 제공한 안동호와 임하호의

유입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안동호는 낙동강, 동계천, 역계천, 구계천 지점, 임하호는 반변천,

용전천, 대곡천 총 7개의 유입 지류를 대상으로 유량 자료를 입력하였다.

물수지 분석을 통해 저수지의 유출량 및 수위를 산정하였다. 물수지 분석에 사용한 안동호와

임하호의 주요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유입 유량은 SWAT 유출 모의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평

시에는 최근 10년 월간 평균 방류량(2006–2015)을 월별로 입력하였다. 계획 홍수위와 저수위

구간에 내의 수위를 유지하며, 강우 이벤트 발생시 최대 사용수량이내의 값을 주어 수위를 조

절하였다. 최대 사용수량 방류에도 저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할 경우 수문방류를 하는 조건

으로 입력하였다.

㉲ 극한 탁수 사상에 대한 탁수 거동 해석

극한 탁수 해석을 위해 선정된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탁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문사상별 일최대유입량(m3/s), 일최대 강우량(mm), 일최대 방류량(m3/s), 방류수 최고

TSS(mg/L) 탁수 연속방류일수(>25 mg/L, >100 mg/L) 등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안동댐의

경우 수온성층이 약화되는 시기에 200년 빈도(case10) 강우가 발생한 경우에 25 mg/L이상의

탁수가 91일간 장기 방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없거나 7일 이내로

탁수가 방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하호의 경우 20년빈도 이상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25

mg/L이상의 탁수가 장기간 방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온성층이 약화되는 시기에

탁수가 유입한 시나리오가 수온성층이 강하게 형성되어있는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수 방

류일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안동호 (b) 임하호

그림 2.370 시나리오별 탁수 방류 초과(>25mg/L, >100mg/L)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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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에서 안정된 수온성층이 형성된 시기에 200year 빈도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case9)

저수지의 탁수 점유율은 최대 44.9 %, 점유율 30% 초과 일수가 3일 나타났다. 반면 수온성층

이 약화되는 시기의 경우(case10)는 최대 탁수 점유율이 79.7%로 나타났으며, 점유율 30% 초

과 일수는 90일로 장기간 탁수가 호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따라서, 수온 성층이 불안정한 시기에 동일 규모의 탁수유입할 경우 더 큰 탁수 피해를 야기

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 - Case9 안동-Case10

<댐앞 Time-depth> <댐앞 Time-depth>

<안동 본류 탁수 점유율> <탁수 점유율>

그림 2.371 안동호 200 year 빈도 강우 이벤트 모의 결과 비교(profile, 탁수 점유율)

(바)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통합전망 및 적응기술개발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망

㉮ 이수안전도의 정의

이수안전도는 수자원 시설이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

로 정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1997)의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조사(한강수계)”에서는 기준 갈

수량 하에서의 계획취수량 확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수안전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수공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급측면(수량확보)에서는 하천 갈수량, 공급 신뢰도, 저수용량 등

을 고려하고 수요측면(수요충족)에서는 보장공급량, 충족일수 신뢰도, 최소부족량 등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K-water, 2012).

일반적으로 이수안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고 있지만, 물 공급의

안정성 정도를 정하는 표준화된 기준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다음 표와 같이 댐별 설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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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안전도는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댐 설계기준(K-water, 2011)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빈도 갈수에도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 규모

의 댐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수안전도 95%를 기준으로 하는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

였다.

댐명
준공

년도

용수공급량
분석년도

설계당시
관련문헌

(백만톤) 이수안전도

소양강댐 1973 1,213 ‘15~’39 갈수량 증가분 36m3/s
소양강댐 공사지

(건설부, 1974)

충주댐 1986 3,380 ‘66~’83 95%보장공급
충주댐 공사지

(건설부, 1986)

안동댐 1977 926 ‘47~’70
‘67~’68 갈수조건 +

예비저류량 25%

타당성조사보고서

(건설부,1971)

임하댐 1993 497 ‘63~’83 21개년간 100% 보장공급
기본계획 보고서

(건설부, 1984)

합천댐 1989 599 ‘69~’94 13개년간 100% 보장공급
기본설계 보고서

(건설부, 1983)

남강댐 1970 282.7 ‘15~’39 16개년간 100% 보장공급
기본설계 보고서

(건설부, 1988)

대청댐 1981 1,649 ‘58~’70 13개년간 100% 보장공급
대청댐 공사지

(건설부, 1981)

용담댐 1999 650.4 ’63~’88
‘67~’68년도,

’82~’83년도 기준갈수

용담댐 타당성조사

(건설부, 1990)

주암댐 1992 270.2 ‘53~’82 - 　

표 2.100 국내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 기준 비교

㉯ HEC-ResSIM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를 고려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 공병단

에서 개발·사용하고 있는 HEC-ResSIM (US Army Corps, 2007) 모형을 활용하였다.

HEC-ResSIM은 하나 이상의 저수지 운영을 모델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저수지의 제원,

초기치, 유입상황, 각종 제약조건 등을 입력하여 수지의 홍수조절용량 및 저류용량의 조절, 저

수지의 홍수조절 계획 및 용수공급 가능량 추정, 수력발전 에너지 산정 등이 가능하다.

HEC-ResSIM은 총 3가지 모듈을 제공한다.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어 작업을 하는

Watershed Setup Module과 저수지의 수위-저수용량, 댐, 수력발전소 등 각종 제원을 설정하

여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Reservoir Network Module, 구축된 저수지를 실행 및 분석

하는 Simulation Module로 구성된다.

㉰ 이수안전도 전망

연구에서는 댐 유입량 전망 결과를 HEC-ResSIM 모형에 적용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

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수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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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를 기준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전망 결과는 근미래

(2011~2040년), 중미래(2041~2070년), 먼미래(2071~2100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유역 Scenario
Baseline

[Mm3/yr]

근미래

(2011~2040yr)

[Mm3/yr]

중미래

(2041~2070yr)

[Mm3/yr]

먼미래

(2071~2100yr)

[Mm3/yr]

소양강댐

RCP 4.5

2,172.8

2,283.2

(5.08%)

2,147.6

(-1.16%)

2,545

(17.13%)

RCP 8.5
2,261.1

(4.06%)

2,368.4

(9%)

2,475.6

(13.93%)

충주댐

RCP 4.5

3,295.5

3,462.7

(59.36%)

2,863.5

(31.79%)

3,197.8

(47.17%)

RCP 8.5
3,043.2

(40.06%)

2,970.7

(36.72%)

3,115.8

(43.4%)

표 2.101 RCP 4.5/8.5 시나리오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전망(소양강댐, 충주댐)

② 보 개방 시나리오 및 댐-보 연계운영 개선에 따른 낙동강 기후변화 영향 평가

㉮ 도시유역 불투수면 관리와 물순환 개선에 따른 낙동강유역 기후변화 영향 평가

6차년도에는 도시유역 불투수면 관리와 물순환 개선에 따른 낙동깅 유역에서의 기후변화 영

향 평가를 연구하였다. 유역모형은 HSPF 모형을 활용하였다.HSPF는 사용자가 토지이용별

불투수면적률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소유역별 토지이용 구성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산정되

도록 모형화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유역의 불투수면 관리와 물순환 개선에 있어 다양

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SPF 모형은 ‘중장기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

구(Ⅰ)(국립환경과학원, 2018)’에서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HadGEM3-RA RCP 4.5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불투수면과 물순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유량 및 수질 보정

및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 측정망 자료를 적용하여 모의치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신뢰성

과 모형 소유역 말단의 지점 부합도를 고려하여 검·보정 지점 선정하여 검·보정을 진행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2018).

시범유역은 금호강 중권역으로 선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은 불투수비율이 높으며 불투수비

율이 25%가 넘는 3개 소권역을 포함하고 있어 시범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불투수비율이 높은

3개 소권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역 물순환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환경공단, 2018)의 낙동강 수계 중권역 및 소권역 불투수면적률을 활용하여 중권역 불투

수면적률을 분석한 결과 중권역 기준 불투수면적률은 금호강 중권역의 불투수면적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권역 기준으로는 45∼50% (신천하류), 40∼45% (금호강하류), 20∼25% (금호

강중류)로 금호강 중권역에 포함된 소권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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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

상수원보호

멸종위기종 서식지

그림 2.372 중권역 및 소권역 불투수율 산정 결과

그림 2.373 금호강유역 불투수면적률

㉯ 물순환 개선에 따른 낙동강유역 기후변화 영향 평가

물순환 개선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해 HadGEM3-RA RCP 4.5 미래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기후시나리오 적용을위해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불투수면적 저감에 따른 초과학률

선정 및 강수량을 비교하였다. 여름철 강우량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10%에 해당하는 2092년의

경우 가을의 강우량이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서 2100년 강우량 중 초과확

률에 따라 상위 90%, 50%, 10%에 해당하는 2092년, 2028년, 2053년도의 강우량을 선택하여

강우량 시나리오로 적용하였다.

생성된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물순환 결과를 분석하였다. 금호강 내의 주요 소권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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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주요 소권역에서의 물순환 개선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물순환율은

HSPF 모형에서 직접유출량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1에서

직접유출율을 제외함으로 산정하였다.

물순환율(%) = (1 – 직접유출) × 100 (2.116)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출량 모의결과로 10%의 모의결과에서 여름(7월)과 가을(10월)

의 유출량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월별 모의결과 강우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2017년 대비) 10%의 경우 가을 및 겨울에도 50%이상 증가량이 나타났다.

소권역
유역면적

(Km2)
항목 2017 90% 50% 10%

금호강중

류
63.34

총 강우량 (mm) 662.9 843.6 1059.2 1383.3

유역강우총량(Mm3) 43.256 55.044 69.112 90.259

직접유출량(Mm3) 7.804 9.483 12.450 22.564

직접유출율(%) 18.04% 17.23% 18.01% 25.00%

물순환율(%) 81.96% 82.77% 81.99% 75.00%

표 2.102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금호강중류 소권역 물순환율 변화

소권역
유역면적

(Km2)
항목 2017 90% 50% 10%

금호강하

류
65.85

총 강우량(mm) 662.9 843.6 1059.2 1383.3

유역강우총량(Mm3) 43.438 55.276 69.403 90.639

직접유출량(Mm3) 13.344 16.222 21.277 34.232

직접유출율(%) 30.72% 29.35% 30.66% 37.77%

물순환율(%) 69.28% 70.65% 69.34% 62.23%

표 2.103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금호강하류 소권역 물순환율 변화

소권역
유역면적

(Km2)
항목 2017 90% 50% 10%

신천

하류
53.64

총 강우량(mm) 662.9 843.6 1059.2 1383.3

유역강우총량(Mm3) 35.767 45.515 57.147 74.633

직접유출량(Mm3) 12.790 15.547 20.387 31.937

직접유출율(%) 35.76% 34.16% 35.67% 42.79%

물순환율(%) 64.24% 65.84% 64.33% 57.21%

표 2.104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신천하류 소권역 물순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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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에서는 도시유역 불투수면 관리 및 물순환 개선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해

‘중장기 물순환 관리목표 설정 연구(Ⅰ)(국립환경과학원, 2017)’에서 구축한 HSPF 모형을 활

용하여 금호강 중권역에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범유역으로는 금호강 중권역

을 선정하였다. RCP 4.5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초과학률 선정 및 강수량을 비교하였으며

금호강의 불투수비율이 25%이상으로 높은 소권역인 금호강중류, 금호강하류, 신천하류 소권역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의 물순환율 산정결과는 50% 초과확률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10% 초과확률의 강우가 발생한 경우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출되는 강수가 많아져 물순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우초과확률이 90%,

50%, 10%로 변화함에 따라 물순환율의 변화가 금호강중류 소권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직접유

출량의 변화도 금호강중류 소권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금호강하류와 신천하류 소권역에서도

직접유출량의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불투수면적률이 가장 높은 신천하류 소권역에서 강수량

변화에 따라 직접유출율은 35.76%에서 42.79%, 물순환율은 64.24%에서 57.21%까지 변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소권역 모두 90%에서 50%로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 물순환율은 1~2%

정도 감소하였고, 50%에서 10%로 증가할 경우 7%내외로 감소햐였다. 연구결과 직접유출이

증가하면 도시지역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유

역의 불투수면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국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극한 사상에서의 토양유실 예측 기술 개발

㉮ SWAT 모형을 이용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모델링

국내·외에서는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PEX(Agriculture Policy/Environmental eXtender) 등과 같

은 유역 및 필지 단위 수문/수질 모형이 유량 및 수질 분석과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저감기법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문 및 수질 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형을 개선하고 새로운 모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의 일환으로 본 6차년도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 인

자 추출 기술 및 하천단면 적용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SWAT 모형 내 토양유실 산정 공식 등

을 개선하여 수질 모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어류 서식지 적합도 자료와 SWAT 모형에

서 계산된 유속과 수심 자료를 통해 하천 어류 서식처 환경을 검토하여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가아천 유역으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에 속하며, 동경 128° 5´ ~ 128° 11´,

북위 38° 6´ ~ 38° 12´ 에 위치해있다(그림 3.4.89). 가아천 유역은 전형적인 고랭지 유역으로

유역면적 및 유역평균경사가 각각 47.8 km2, 42.1%이며, 평균고도가 608 m로 경사도와 해발

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이용현황은 산림 92.4%, 경작지(논/밭) 5.0%로 산림

이 많은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아천 유역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50% 이상의 급경사지에도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토양유실이 심

각하게 발생하고 있다(환경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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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4 가아천 유역

㉯ SWAT 모형을 이용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모델링 분석 및 결과

SWAT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소유역 내에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농경

지 일지라도 동일한 토지이용 및 토양도를 가질 경우 하나의 HRU로 고려하기 때문에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HRU의 경사장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식과 같이

기준 시험포에서의 개발된 경험적 경사장/경사도 관계곡선을 이용하는데, 이 곡선은 HRU의

경사도가 25% 이상인 경우 경사장을 약 9.15 m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오류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지 않고 SWAT 모형을 통해 토양유실량을 산정한다면 토양유실 산

정 결과 값에 큰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차년도에는 테스트베드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을 위해 HRU 분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본 6

차년도 연구에서는 인북천 수계에 위치한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HRU 분할 기술을 확대 적

용하여 SWAT 모형에 필요한 토지이용도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sinsin (2.117)

·exp,   tan (2.118)

여기서, 는 HRU의 경사장(m), 는 지수 항, 는 경사각(°)이고 은 HRU의 경사

도(m/m)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Google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가아천 유역 내 실제 농경지(논/밭) 경계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QGIS는 초기 및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자유-오픈 소스 데스크톱 지리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

램으로 해당 사이트(https://qgis.org/ko/site/forusers/)에서 사용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QGIS

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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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가아천 유역의 농경지 경계 자료는 GIS의 ‘polygon to

raster’ 기능을 활용하여 Raster 파일 형태로 변환한 뒤 동일한 작물에 대해 서로 다른 일련번

호를 부여하여 토지이용도 구축에 이용하였다. 농업지역을 제외한 그 외 토지이용(시가화 건조

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사용하였으며, GIS의

‘Mosaic’ 기능을 이용하여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도와 본 연구에서 생성한 농업지역 토지이

용도를 중첩시켜 가아천 유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토지이용도를 이용해 생성한 HRU와 기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생성한 HRU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토지이용도를 이용했

을 때 생성된 HRU의 수는 총 1,571개로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여 생성한 HRU

수(483개)의 약 3.3배 많은 HRU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HRU

가 필지단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실제 농경지의 경사도·경사장 등 지형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375 SWAT 모형 입력자료 구축(DEM, 토지이용도, 토양도) 

그림 2.376 HRU 분할 기술 적용 결과



- 431 -

실제 우리나라의 지형은 미국 지형과 달리 산지가 많아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하천폭이 좁은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내 하천단면 형상을 고려한 수문모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미국에서 개발된 하천단면 회귀식을 그대로 국내 유역에 적용할 경우 유량 및 수질 모의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3차년도에는 테스트베드인 소양강댐, 충주댐을 대상으로 국

내 하천단면 적용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본 6차년도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 하천단면 형상을 고

려한 가아천 유역에서의 유량 및 수질 모의를 위해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의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 개발을 위해 GIS의 유역 분할 기

능을 활용하여 가아천 유역을 12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면적을 산정

하였다. 또한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자료를 기준으로 소유역별 등간격으로 하천폭과 홍수터폭

을 측정하여 소유역별 평균 하천폭과 홍수터폭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회귀곡선 산정 및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CurveExpert을 통해 가아천 유역의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천폭 및 홍수터폭 형태는 기존 SWAT 모형의 하천단면 회귀식 형

태와 동일하지만 회귀식의 계수 및 지수는 상이하게 산정되었다.

 ×
 (2.119)

  × (2.120)

그림 2.377 가아천 유역의 하천단면 회귀식 개발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내 가아천 유역의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 적용

에 따른 유속과 수심 변화를 분석하였다. 적용 결과, 가아천 유역에서의 평균유속은 0.835

m3/s로 기존 SWAT 모형 내 고정되어 있는 하천단면을 적용하였을 때의 평균 유속 1.041

m3/s 보다 약 21% 감소하였으며, 평균 수심의 경우 0.035 m로 약 0.03%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유속과 수심은 어류 서식처 적합성 곡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수생태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유역 수문 모델링 시 국내 하천단면 형상을 고려한 유량 및

수질 모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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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 내 실제 경작지 및 하천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SWAT 모형을 통해 일단위로 모의된 가아천 유역의 유량에 대해 보정을 실시하

였다. 유량에 대한 보정은 유역 말단에 위치한 솔정교 지점에서 관측된 실측 유량 자료와 자동

적으로 최적 매개변수 보정이 가능한 SWAT-CUP(SWAT Calibration Uncertainty

Programs)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유량 보정에 사용된 매개변수는 기존 여러 연구에서 수행

된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유량 보정결과에 따른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

기 위한 통계값으로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와 Nash and

Sutcliffe(1970)가 제안한 모형 효율성계수(NSE)를 사용하였다. 유량 보정 결과, R2와 NSE는

각각 0.7338과 0.7335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가아천 유역 내 경작지 및 하천단면 특성

을 고려하여 구축된 SWAT 모형이 가아천 유역의 실제 자연현상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WAT 모형에서는 단일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 산정을 위해 MUSLE를 사용하고 있다.

MUSLE는 유역면적이 15 ha ~ 1,500 ha, 경사도 및 경사장이 각각 0.9% ~ 5.9%, 78.6 m ~

173.7 m인 Nebraska와 Texas 지역 내 18개 유역에서 관측된 778개의 단일 강우사상에 대한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토양유실 산정 공식이다(Williams, 1975).

MUSLE는 기존의 USLE의 강우에너지 인자를 유효유량과 첨두유량의 함수로 이루어진 유

출인자로 대체되었으며, 유출인자 이외의 각 인자는 USLE의 인자와 동일하다. SWAT 모형

에서 사용되고 있는 MUSLE는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Y는 토양유실량(ton), 와 는

각각 유출량(m3/ha)과 첨두유출량(m3/sec)으로 USLE의 강우에너지 인자를 대체한 유출인자,

는 해당 HRU의 면적(ha), 는 토양침식인자, 는 식생피복인자, 는 토양

보전대책인자, 는 경사장·경사도인자, 는 토양입자의 형상계수를 의미한다.

   × ×× 
××××× (2.121)

하지만 강수량과 강수패턴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는 각각 11.8과 0.56으로 강우 및 유역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타 영향

인자에 비해 토양유실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원진영과 이종설, 2012). 특히 미국에서

개발된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를 국내 유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별 토양

유실량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유역을 대상으로 미국 농업유역에서의

관측자료를 통해 개발된 MUSL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에 대한 충분한 수정·보완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6차년도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내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토지이용

별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형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으며,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이용

및 강우패턴 등 특성이 반영된 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정된 SWAT 모형을 통해 토지이용별 연평균(2008년 ~ 2017년) 단위면적당 토

양유실량을 산정하고 2014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정된 신원단위(논 46.04 kg/km2/day,

밭 327.7 kg/km2/day, 산림 15.2 kg/km2/day)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MUSLE 유출인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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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정하였다. 단, 가아천 유역의 밭의 경우 대부분 고랭지밭으로 일반밭과 토양유실 발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밭 원단위의 200%인 655.4 kg/km2/day를 기준으로 밭에 대한

MUSLE 유출인자의 계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내 MUSLE를 통한 토양유실량 산정시 토양침식인자

()와 작물관리인자()는 앞서 구축한 지형자료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토양유실 발

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사장·경사도인자()는 Web GIS 기반 환경부 고랭

지밭 지리정보시스템(https://www.alarm.or.kr)에서 제공하는 경작지별 경사도와 Google

Earth Pro를 활용하여 측정한 경사장을 이용하였다. 토양보전대책인자()는 환경부 표토

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토지이용 및 경사도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산

정하였다.

가아천 유역의 토지이용별(논, 밭, 산림) MUSLE 유출인자의 계수를 산정한 결과, 토지이용

별 유출인자의 계수는 각각 논 0.12, 밭 1.11, 산림 0.50으로 기존 미국에서 개발된 MUSLE 유

출인자의 계수 11.8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SWAT 모형에서 산정

된 토지이용별 평균 토양유실량은 각각 논에서 8,186 kg/yr, 밭에서 441,825 kg/yr, 산림에서

470,197 kg/yr로 토지이용별 면적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발생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국내

원단위에 근사한 수치로 실제 가아천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 계수 적용에 따라 유역 말단에서의 유사 모의 정

확도는 기존 MUSLE를 적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78 토양유실 산정 기능 개선에 따른 유사 모의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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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영향 예측의 불확도 평가

㉮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소양호 수온 예측

소양호 댐 앞 지점의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IPCC가 AR5에서 제

시한 대표탄소농도경로(RCP) 시나리오 중 RCP 4.5와 RCP 8.5시나리오에 대한 7개 GCM모

델(HadGEM2-AO, CMCC-CM, CCSM4, MIROC-ESM-CHEM, INM-CM4,

FGOALS-s2, HadGEM-ES)을 소양호 인근의 춘천지점에 대하여 상세화한 자료를 APEC

기후센터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미래 수온 전망기간(2016년 ~ 2070년) 동안의 일일 유입량은 소양강댐 유역에서 3-4-3세부

의 SWAT모델 유출해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미래 전망기간의 저수지 방류량과 수위 변화는

소양강댐 저수지 운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유입량 변화에 따른 물수지 분석으로 산정하였다

(K-water, 2005).

저수지내 수리 및 수온 해석은 2차원 횡방향 평균(x-z) 모델인 CE-QUAL-W2(이하 W2)

를 사용하였다. W2는 소양호와 같이 수심이 깊고 길이가 긴 반면 하폭이 좁은 수체에 매우 적

합하며(Cole and Wells, 2017), 수온, 영양염류, 용존산소, 유기물, 퇴적물과 관계된 수질모델

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Borsuk et al,. 2001; Bowen and Hieronymus, 2003;

Chung et al., 2011; Debele et al., 2008; Kim and Kim, 2004; Yi et al., 2016).

그림 2.379 모델 구성도

댐 유입량 자료는 소양강댐의 유입부인 사구미교 지점의 SWAT 모의 유출 유량을 사용하

였으며, 댐 방류량 자료는 운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유입량 변화에 따른 저수지 물수지분석을

통해 일별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미래 수온을 전망하기 위해 사용한 W2 모델은 200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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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정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보정에 사용된 초기조건, 경계

조건 등은 K-water에서 제공한 수문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수심별 수온 측정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 이슬점온도(℃), 전운량, 풍속(m/s),

풍향(Radian)을 이용하였다. 기온 및 이슬점온도와 유입하천의 수온간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의 수온을자료를 산정하였다(K-water, 2007). 유입 수온은 소양호의 상류지점 사구

미교에 유입되는 유량(300 m3/s)을 기준으로 식계산하였다. 이때 필요한 미래 기간의 일별 기

온과 이슬점온도는 GCM 모델에서 예측한 일 최저온도와 최고온도를 대입하여 산정하였다.

      

(사구미교 지점 유입 유량 ≤ )
(2.122)

    

(사구미교 지점 유입 유량   )
(2.123)

여기서  댐 유입수의 온도(°C),  일 평균 대기온(°C),  이슬점 온도(°C)

이다.

  ×min ×max–
      

(2.124)

  ×min×max–
      

(2.125)

여기서, min  일 최저온도(°C), max  일 최고온도(°C)이다.

기온과 이슬점온도를 제외한 기상자료(풍속, 풍향, 전운량)는 과거 10년간의(2006년 1월 1

일~ 2015년 12월 31일) 기상 자료를 전망기간 동안 반복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저수지의 수온

과 수온성층 구조는 바람 에너지의 영향이 크므로 풍속은 10년간의 일별 평균 풍속과 함께 각

각 50%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연구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전망기간(2016 ~ 2070) 춘천지점의 연평균 대기온의 변화를 과거

(1966 ~ 2015) 실측 연평균 대기온과 비교하였다. 실측 대기온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

기온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측 대기온의 연 상승률은 0.025℃/year,

RCP 4.5는 GCM평균 0.033℃/year, RCP 8.5는 GCM평균 0.058℃/year로 나타나며 과거 실

측, RCP 4.5, RCP 8.5 순서로 연 상승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망 기간(2016 ~ 2070)의 대기온과 소양호의 상층(수표면으로부터 5 m 깊이)수온 및

하층(지표면으로부터 5 m 높이)수온의 연 상승률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대기온도 상승률의

GCM평균(±표준편차)은 RCP 4.5에서 0.033(±0.011)℃/year, RCP8.5에서 0.058(±0.019)℃

/year로 나타났다. 소양호의 상층 수온 상승 속도는 RCP 4.5에서 0.029(±0.012)℃/year,

RCP8.5에서 0.048(±0.014)℃/year로 각각 대기온 상승속도의 88.1%, 85.8% 수준이었으며,

하층 수온은 RCP 4.5에서 0.016(±0.009)℃/year, RCP8.5에서 0.027(±0.010)℃/year로 각각

대기온의 48.6%, 46.3%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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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온을 시나리오별로 미래 55년의 전망기간을 S1(2016년 ~

2030년), S2(2031년 ~ 2045년), S3(2046년 ~ 2060년), S4(2061년 ~ 2070년) 총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모의 및 분석하였다. 전체 시나리오가 전망하는 소양호의 미래 전망기간(2016년 1월

1일 ~ 2070년 12월 31일)의 시나리오별 연평균 수온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각각의 기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전체 시나리오와 상·하층 모두에서 연 평균 수온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준편차 또한 증가하여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냈다.

⑤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장기 연속모의 및 상세자료 활용을 통한 예측기술 고도화

㉮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탁수 해석

전체 전망 기간(2016 ~ 2070) 동안의 탁수해석을 위해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2006년을

대상으로 보정된 탁수예측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미래 전망기간에 대한 유입 TSS농도는 댐 유

입량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소양호 상류지점 사구미교에 유입

되는 유량 2,000 m3/s를 기준으로, TSS를 산정하고, 산정된 TSS를 60%, 30%, 10%의 비율

로 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

(사구미교 지점 유량 ≤ 2,000 m3/s,   )
(2.126)

  ×

(사구미교 지점 유량 > 2,000m3/s,   )

(2.

127

)

전망기간동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탁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GCM 모델별로 가장 큰 다

섯 개의 사상을 비교하여 해당 탁수 유입시의 방류량과 강수량과 함께 도시하였으며, 소양호의

과거 최대 극한 탁수사상인 2006년과 비교하여 2006년 사상을 능가하는 미래 탁수 사상을 분

석하였다.

소양호의 과거 최대 극한 탁수사상인 2006년의 최고 방류 SS농도는 264.1 mg/L이었으며,

댐 고탁수 방류일수(SS > 25 mg/L 이상 방류 일수)는 348일 동안 지속되었다.

탁수 장기 해석 결과의 전망기간동안 과거 2006년 방류 TSS농도를 초과하는 사상이 RCP

4.5 CCSM4모델 2회(2,739.0 mg/L, 382.9 mg/L), RCP 4.5 HadGEM-ES모델 1회(290.6

mg/L), RCP 8.5 CCSM4모델 2회(557.0 mg/L, 295.7 mg/L), RCP 8.5 CMCC-CM모델 1

회(343.4 mg/L)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소양호에서 기존 최대규

모의 사상 보다 큰 극한탁수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사상으로 비교해보면, RCP 4.5 CCSM4 모델의 가장 큰 탁수사상의 경우 일 최대 유입

량이 13,240 m3/s, 최고 방류 TSS농도가 2,739 mg/L로 유입후 수체 전체에 탁수가 점유하였

다. 다음으로 RCP 8.5 CCSM4 모델의 가장 큰 탁수 사상에서 최고 일평균 유입량이 8,744

m3/s로 2006년 4,127 m3/s 대비 약 2.1배 큰 값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방류수 최고 TSS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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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7.0 mg/L로 2006년 272.0 mg/L대비 약 2배 가량 컸으며, 탁수지속기간은 704일로 2006

년 358일에 비해 304일 더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2006년

사상에 비해 최고 방류 농도와 방류 일수 모두 두 배 이상 증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2.380 시나리오별 탁수 방류 최대 농도·지속일 및 해당 탁수 유입시의 

강우량과 유입유량(상위 5개시나리오)

그림 2.381 과거 최대 탁수사상(2006년)-탁수모의 시나리오중 

최장 탁수(2023년~2025년) 비교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호의 미래 수온 예측에 사용된 모델링 단계별,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을

산정결과를 도시하였다. RCP 2개 시나리오, GCM 7개 모델, W2 모델 입력 풍속 3개 시나리

오로 총 42개 시나리오의 조합이 사용되었으며, 2016년부터 2070년까지 모의된 수온의 각 단

계 및 시나리오별 월 평균 수온이 불확실성 정량화에 사용되었다. GCM과 W2 모델의 21개 시

나리오에 대한 RCP 4.5와 8.5 시나리오 상층 수온 모의 결과의 변동성을 보여 주고 있다.

RCP 시나리오와 GCM 모델의 14개 시나리오에 대한 W2 모델 풍속 시나리오별 수온예측 결

과의 변동성을 보여주며, RCP 시나리오와 W2 모델의 6개 시나리오 대한 GCM 모델 7개의

수온예측 결과에 해당한다.

단계별 불확실성에서, RCP 시나리오 단계에 의한 불확실성은 30.8%, GCM 55.8%, W2

12.8%로, 다수의 기후변화 불확실성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GCM모델 단계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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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나타났다(Wilby et al., 2006; Minville et al., 2008; Kay et al., 2009;

Prudhomme et al., 2009; Bastola et al., 2011; Dessai et al., 2011; Chen et al., 2011;

Jackson et al., 2011).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에서 GCM모델 중 불확실성이 큰 모델은

INM-CM4로 29.6%를 차지했으며, MIROC-ESM-CHEM 모델이 12.1%, HadGEM-ES모

델이 8.8%로 뒤를 이었다. 3.3의 계절별 수온 변화 전망에서의 계절별 최저-최고 수온에 해당

되는 모델들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망 수온이 극값인 모델들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판단된다.

stage
Main

uncertainty

Interaction

uncertainty

Stage

uncertainty
Prop(1) %

RCP 0.098 0.005 0.103 0.308 30.8

GCM 0.181 0.006 0.187 0.558 55.8

SWAT 0 0 0 0 0.00

W2 0.041 0.002 0.043 0.128 12.8

Internal(2) 0 0 0.002 0.006 0.6

Total · · 0.335 1 100.00
(1) Ratio of uncertainty in each stage to total uncertainty.

(2) internal variability

표 2.105 단계별 불확실성

Stage Scenario
Main

uncertainty

Interaction

uncertainty

Scenario

uncertainty
Prop(1) %

RCP
4.5 0.049 0.003 0.052 0.154 15.4

8.5 0.049 0.003 0.052 0.154 15.4

GCM

CCSM4 0.009 0 0.009 0.027 2.7
CMCC-CM 0.005 0 0.005 0.014 1.4
FGOALS-s2 0.002 0 0.002 0.005 0.5
HadGEM-ES 0.028 0.001 0.029 0.088 8.8
HadGEM2-AO 0.000 0.002 0.003 0.008 0.8
INM-CM4 0.099 0 0.099 0.296 29.6

MIROC-ESM-CHEM 0.038 0.003 0.04 0.121 12.1
SWAT SWAT 0 0 0 0 0.0

W2
L 0.001 0 0.001 0.003 0.3
S 0.024 0.001 0.025 0.074 7.4
H 0.016 0.001 0.017 0.051 5.1

Internal

(2)
· · 0.002 0.006 0.6

Total · · 0.335 1 100
(1) Ratio of uncertainty in each stage to total uncertainty.

(2) internal variability

표 2.106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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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0 45 225 19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28 53 189 14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71 205 289 10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10 15 150 17 산출지표(양) 추가 성과

기술

특허출원 출원 건수 2 5 250 6 산출지표(양)
특허등록 등록 건수 2 3 150 5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8 19 238 10 산출지표(양)
서적 출판 건수 - 1 - - 산출지표(양)

경제

사업화/시제품/

시스템
제작 건수 3 3 100 4 산출지표(양)

CAT 3.0 모형이

2017년(4차년도)

기 개발됨에 따라

시스템 계획 1건을

산업지원

(기술지도) 실적

및 홍보실적으로

성과 변경
산업지원

(기술지도)
건수 1 13 1,300 5 산출지표(양)

사회

법령반영 건수 - 1 - 산출지표(양) 추가 성과
정책활용 건수 - 2 - - 산출지표(양) 추가 성과
지침 건수 - 1 - - 산출지표(양) 추가 성과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60 - - 결과지표 추가 성과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 1 - - 결과지표 추가 성과
기술기사 게재 건수 8 26 325 10 산출지표(양)
포상 및 수상 수상 건수 - 16 - - 결과지표 추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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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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 건전성

평가기법 정립

테스트 권역

자료수집 및

물순환

해석모델 선정

수집 변수 목록 및

자료기간 확인

보고서

(그림,

표)

수집율 80%

이상

80% 이상

수집 완료
건국대

수자원 취약성

평가기법 정립

수자원 취약성

산정기법

간략보고서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

보고서

(그림,

표)

작성율

100%

100%

작성
건국대

도시유역

물건전성 평가

방향 정립

대상 도시유역

자료수집 및

물순환

해석모델 선정

(수집율 80%

이상)

도시유역 특성인자

수집율

보고서

(그림,

표)

수집율 80%

이상

80% 이상

수집 완료
건국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연구동향 조사

연구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동향 조사 결과의

적절성 검토

설문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외 저널

논문 50편

이상 분석

논문 50편

이상 분석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계량 및 저감

기술 연구동향

조사

연구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동향 조사 결과의

적절성 검토

설문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외 저널

논문 50편

이상 분석

논문 50편

이상 분석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연구동향 조사

연구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동향 조사 결과의

적절성 검토

설문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외 저널

논문 50편

이상 분석

논문 50편

이상 분석

완료

서울대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보고서

작성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보고서

작성율 100%

기술보고서 작성율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

보고서

작성율

비교

작성율

100%

100%

작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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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입력자료 구성

및 모형구축

사례조사

조사된 모형을

이용한

수문-생태모형

구축사례 및 최근

10년 연구동향

분석 여부

보고서

5개 이상의

모형조사 및

입력자료,

알고리즘

정리

5개 이상의

모형조사 및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단국대

기후변화 대응

하천수리해석

모형 구축 및

입력자료 DB

구축 (구축률

80% 달성)

하천수리해석

모형 입력자료

DB 구축

하천수리해석모형

입력자료 DB 목록
보고서

하천

수리해석

모형 입력

유량,

유사량,

유사입경,

과거 하천

지형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및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단국대

토양유실 저감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축

토양유실 저감/

복원 기술

연구동향 분석

토양유실 저감/

복원 기술 관련

국내외

적용사례(5년 내)

조사여부

보고서

국내/외

최근

토양유실

저감/ 복원

기술 동향

조사,

토양유실

관련 모형

조사

동향, 모형

조사 및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연구동향 분석

최신 동향(5년 내)

분석 여부

보고서

및

참고문헌

4개국 이상

동향분석

동향분석 및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단국대

수자원 적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 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 저장

구조 사례 및

시스템 기능

기본 설계

통합 시스템의

기능 구성 요소를

평가

보고서 설계 80%
80% 이상

설계 완료
㈜부린

2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구축

테스트베드

권역 물순환

해석모델 검증

실측자료와 모의값

오차평가

보고서

(그림,

표)

오차율 30%

이하

오차율 30%

이하 달성
건국대

권역단위

통합수자원

취약성 산정

권역단위 통합

수자원 취약성

산정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

보고서

(그림,

표)

작성율

100%
100% 작성 건국대

통합적인

물순환 영향

평가지표 개발

대상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구축율 85%

아상)

기존분석된 자료와

모의값 오차 비교

보고서

(그림,

표)

구축율 85%
85% 이상

구축 완료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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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수자원

분야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적용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적용 사례조사

결과 및 개발

계획의 적절성

검토

설문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외 적용

사례 5건

이상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계획 제시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단계별

불확실성의

저감 기술

개발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의 각

단계별

불확실성 저감

저감 기술적용 후

단계별 불확실성

계량

보고서
유의확률

95%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적용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적용 사례조사

결과 및 적용

계획의 적절성

검토

설문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외 적용

사례 5건

이상 분석

및 그에

따른 적용

계획 제시

달성 완료 서울대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Open GIS

Tool을 이용한

전처리 S/W

개발

S/W 구축율

90% 이상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전처리

S/W 구축율

전처리

S/W

구축율

비교

검토

구축율

90%

90% 이상

구축 완료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모형검증

정확도
관측자료와 비교

논문 및

보고서
40% 40% 단국대

기후변화 대응

하천수리해석

모형 구축 및

입력자료 DB

구축 (구축률

80% 달성)

하천수리해석

모형 결과 모델

오차

실측자료와 모의값

오차 비교

논문 및

보고서
오차율 30% 30% 단국대

토양유실 저감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축

토양유실 저감/

복원 모형검증

정확도

필지/ 유역

토양유실 예측/

저감 평가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여부

55% 55%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탁수예측기술

정확도

(100-오차)

관측자료와 비교
오차

통계
70% 70% 단국대

수자원 적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시나리오

전처리 자동화

모듈 구현

시나리오

전처리 결과

자동화율

전처리 자동화

성공률의 정량적

측정

보고서

전처리

자동화율

90% 이상

90% 이상

달성 완료
㈜부린



- 444 -

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시나리오

편의보정 모듈

구현

편의보정 결과

자동화율

편의보정 자동화

성공률의 정량적

측정

보고서

편의보정

자동화율

90% 이상

90% 이상

달성 완료
㈜부린

적용성 평가를

위한 후처리

자동화 모듈

구현

후처리 결과

자동화율

후처리 자동화

성공률의 정량적

측정

보고서

후처리

자동화율

90% 이상

90% 이상

달성 완료
㈜부린

3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테스트베드

권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유역 건전성

평가

유역 물순환 및

건전성 평가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그림,

표)

유역 물순환

및 건전성

평가

평가 완료 건국대

표준유역단위

통합수자원

취약성 산정

표준유역 단위

통합 수자원

취약성 산정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

보고서

(그림,

표)

작성율

100%
100% 작성 건국대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유역의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물순환 정보

생산 (오차율

30% 미만)

기존분석된 자료와

모의값 오차 비교

보고서

(그림,

표)

오차율 30%

미만

오차율 30%

미만 달성
건국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

적용에 따른

예상 피해액

저감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과

기존 의사결정

기술의 적용에

따른 예상 피해액

비교

보고서
예상 피해액

20% 저감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의

저감 기술

개발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의 통합

불확실성 저감

저감 기술 시범

적용 전과 후의

통합 불확실성

계량 결과 비교

보고서
유의확률

95%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시범 적용

한국형 CIG

구성 / 한국형

SVM 개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종사자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

조사

결과

한국형 CIG

구성 여부

및 한국형

SVM

활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각각

50점 이상

달성 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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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매개변수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S/W 개발

S/W 구축율

90% 이상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최적화 및

불확실성 분석

S/W 구축율

S/W

구축율

비교

검토

구축율

90%

90% 이상

구축 완료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오차율 20%

미만

통합시스템

운영결과와

실측값과의 오차

비교

통합

시스템

운영

결과와

실측값의

오차

비교

오차율

20%

오차율 20%

이하 달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모형검증

정확도
관측자료와 비교

논문 및

보고서
45% 45% 단국대

기후변화 대응

하천수리해석

모형 구축 및

입력자료 DB

구축 (구축률

80% 달성)

하천수리해석

모형 결과 모델

오차

실측자료와 모의값

오차 비교

논문 및

보고서
오차율 20% 20% 단국대

토양유실 저감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축

토양유실 저감/

복원 모형검증

정확도

필지/ 유역

토양유실 예측/

저감 평가

보고서

작성

여부

60% 60%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탁수예측기술

정확도

(100-오차)

관측자료와 비교
오차

통계
80% 80% 단국대

수자원 적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취약성 평가

독립 프로그램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80% 이상

80% 이상

기능 구현
㈜부린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테스트베드)

테스트 베드

기반의 통합

평가시스템

기능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80% 이상

80% 이상

기능 구현
㈜부린

4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유역 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및 평가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전국 적용 및

유역 건전성

평가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전국

구축 권역 수

보고서

(그림,

표)

구축율 80%

이상

80% 이상

구축 완료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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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시스템 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통합취약성

산정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통합취약성

산정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

보고서

(그림,

표)

작성율

100%
100% 작성 건국대

물순환 해석을

위한 대상

도시 유역

확대 및 구축

확대된 도시

유역의 물순환

영향 평가지표

적용 (오차율

30% 미만)

기존분석된 자료와

모의값 오차 비교

보고서

(그림,

표)

오차율 30%

미만

오차율 30%

미만 달성
건국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수정

보완 및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

저감

3차년도에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 및

고도화됨에 따른

예상 피해액 저감

효과 산정

보고서
예상 피해액

10% 저감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의

수정 보완 및

고도화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의 통합

불확실성 저감

3차년도에 개발된

통합 불확실성

저감 기술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 및

고도화됨에 따른

통합 불확실성

저감 효과 산정

보고서
유의확률

95%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한국형 CIG

시범 활동 /

한국형 SVM

시범 적용

기후변화 적응

관련 종사자 및

한국형 SVM

교육생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

조사

결과

한국형 CIG

활동 결과

및 한국형

SVM

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각각

65점 이상

달성 완료 서울대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메뉴얼 제시

통합시스템

메뉴얼 작성율

100% 달성

매뉴얼 작성

통합

시스템의

매뉴얼

작성

작성율

100%
100% 작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수문-생태모형

구축

모형검증

정확도
관측자료와 비교

논문 및

보고서
50% 50%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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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및 복원기술

개발

기후시나리오

의 하천수리

해석모형에의

적용 및

하상변동 결과

DB 구축

(구축률 80%)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 DB 구축

기후시나리오별

하상변동 결과 DB

구축현황

논문 및

보고서
구축율 80% 80% 단국대

토양유실 저감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축

토양유실

저감/ 복원

모형검증

정확도

극한강우사상

시나리오에 따른

토양유실 예측/

저감평가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여부

65% 65%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무대책 대비

탁수 저감 효율

무대책 대비 효율

평가
모델링 20% 20% 단국대

수자원 적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

통합시스템

설계 기능의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90% 이상

90% 이상

기능 구현
㈜부린

5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

건전성 평가툴

개발 및 적용

전국/지자체

유역 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

전국 지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서

(그림,

표)

포함비율

80% 이상

80% 이상

포함 구축
건국대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프로그램

개발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프로그램

전국 지자체 중

포함된

대상지자체의 비율

95%이상

프로그랩
포함비율

95%

95% 이상

포함 구축
건국대

기반기술의

적용성 평가

및 안정화

도시유역

물순환

영향분석인자

적용성 평가

(개선도 15 %

이상)

도시유역 물순환

영향인자 적용성

비교

보고서

(그림,

표)

개선도 15%

이상

개선도 15%

이상 달성
건국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확대

적용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확대

적용 결과 예상

피해액 저감

적용 대상 지역의

기존 기후변화

적응 국가 정책에

의한 예상

피해액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른

예상 피해액

저감효과 산정

보고서
예상 피해액

25% 저감
달성 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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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의

확대 적용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의 통합

불확실성 저감

적용 대상 지역의

기존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통합

불확실성 계량

결과를 기준으로,

저감 기술을

적용에 따른 통합

불확실성 저감

효과 산정

보고서
유의확률

95%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확대

적용

한국형 CIG

운영 확대 및

한국형 SVM

현장 시범 적용

기후변화 적응

관련 종사자 및

한국형 SVM

교육생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

조사

결과

한국형 CIG

활동 결과

및 한국형

SVM

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각각

80점 이상

달성 완료 서울대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성공율 90%

이상

시스템 기술사업화

성공율

통합

시스템의

기술

사업화

성공률

검토

성공률

90%

90% 이상

성공률 달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모형검증

정확도
관측자료와 비교

논문 및

보고서
55% 55% 단국대

시범유역에

평가기법 적용

및 하상변동

결과 DB 및

취약성 지수

GIS DB 통합

(통합율 90%

이상)

하상변동결과

DB 및 취약성

지수 GIS DB

통합

모형의

하상변동결과 및

취약성 지수 GIS

DB 구축현황

논문 및

보고서
통합율 95% 95% 단국대

토양유실 저감

평가용

소프트웨어

구축

토양유실 저감/

복원 모형검증

정확도

극한강우사상

시나리오에 따른

토양유실 예측/

저감평가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여부

70% 70%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무대책 대비

탁수 저감 효율

무대책 대비 효율

평가
모델링 30% 30% 단국대



- 449 -

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수자원 적응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평가

시스템 안정화

구현된 기능의

실행 안정성

테스트

성공수/전체 기능

테스트수

보고서
기능 안정성

95% 이상

95% 이상

기능 안정
㈜부린

지역단위

(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구축

지역단위

(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역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설계

기능의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95% 이상

95% 이상

기능 구현
㈜부린

6차

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취약성

지수의

전국확대

적용과

WAMIS-

CC 개발

전국/지자체

유역 건전성

평가

보고서작성

유역 건전성

평가 포함비율

95% 이상

평가보고서

작성

전국/지자체

포함비율
보고서 95% 이상

95% 이상

포함
건국대

WAMIS-CC

메뉴 구성 및

신규컨텐츠

개발

기능 구현율

95% 이상

전체 기능

테스트수 대비

성공한 기능

테스트수 비율로

산정

(테스트 성공수/

전체 기능

테스트수)

시제품

(WAMIS

-CC)

기능 구현율

95% 이상
95% 건국대

로버스트

통합평가지수

방법론 개발

및 한강유역

적용

해외논문

로버스트 통합평가

지수 산정 방법론

완성 여부

보고서 100% 100% 건국대

낙동강 유역

내 도시 유역

물순환 건전성

분석

해외논문

도시유역 물순환

영향인자 적용성

비교

보고서 15% 15% 건국대

종합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의사결정

기술의

통합도

의사결정 기술

보완 및 개선

및 SVP를

통한 Robust

저수지 운영

국내/해외논문
국내/해외논문

작성개수

출판논문

건수
2건 이상

2건 이상

게재
서울대

확장된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의

보완

불확실성의

단계별

평가에서

사용되는

측도의 일반화

보고서 기술보고서 작성률 보고서

보고서

작성율

100%

100%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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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확산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확산

(교육 홍보,

타지자체 확장

가능성 탐구)

모형의 확대

적용을 위한

현장 실무진 및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워크샵

개최 건수

가이드라인

수정배포

SVP 활용 워크샵

보고서

제도개선

제안

제안내용

1건 이상
2건 게재 서울대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실용화

(산업지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해외 적용성

평가

해외 적용성

평가 관련 논문

게재

논문 게재 여부 논문 1건 1건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국내외 배포

및 홍보

홍보 실적 홍보 횟수 보고서 1건 3건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수자원 관리자

및 설계

기술자 대상

유역 물순환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소프트웨어

국내외

기술지도

기술지도 여부 보고서 1건 6건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

통합전망 및

적응기술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

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망

갈수량

전망기술

고도화 및

이수안전도

평가 기준을

통한 전망

갈수전망 정확도
논문 및

보고서
70% 70% 단국대

보 개방

시나리오 및

댐-보

연계운영

개선에 따른

낙동강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공간적

해상도가

상이한 모델

연계에 따른

통합적 불확도

산정 방안 개발

통합율
논문 및

보고서
100% 100%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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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핵심성과 단위성과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국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극한

사상에서의

토양유실 예측

기술 개발

모형 내

토양유실 산정

기능 개선과

하천단면 특성

고려에 따른

토양유실 예측

및 생태계 어류

적합도 판단

여부

저감평가 정확도
논문 및

보고서
80% 80% 단국대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영향

예측의 불확도

평가

탁수영향 예측

불확도 적합성

여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장기해석

절착의 적합

여부

무대책 대비

탁수저감효율

논문 및

보고서
100% 100% 단국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장기

연속모의 및

상세자료

활용을 통한

예측기술

고도화

탁수영향 예측

불확도 적합성

여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장기해석

절착의 적합

여부

무대책 대비

탁수저감효율

논문 및

보고서
100% 100% 단국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도출

지자체 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이론적 토대 및

보편성

가이드라인

제시여부
공문 1건 1건

기후변화

행동연구

소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제 개선

방안의 구체성
법제 제시 여부 공문 1건 1건

기후변화

행동연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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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분야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3-1과제는 유역 물순환 분석 및 취약성 평가 DB를 전국 850개 표준유역에

대하여 구축하였으며, 유역건전성 평가 및 수자원 취약성 산정 프로그램, 수자원 적응 유역 통

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국가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WAMIS)에

새로운 메뉴인 WAMIS-CC 메뉴로 탑재되었다. 해당 모델링은 표준유역에 대하여 국가 단위

모델링 기술로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기술로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3-2과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 기술을 기반으

로 국내 최초로 충남도청 기후변화 수자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3-3과제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평가 소프트웨어인 CAT(Catchment hydrological

cycle Assessment Tool)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유역 기후변화 적응

물순환 평가 지침서, 해외 수출용 유역 물순환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수자원 관리실무자

대상 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

3-4과제는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생태수문학적 변화 전망 및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토사유출,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기술,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저감 기술을 개발 및 적용

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국내 최초로 K-water 유역관리 현업지원에 적용하였다.

그림 3.1 연구 성과의 관련 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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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3세부 연구의 성과 유형

(1)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본 연구단의 핵심결과(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래 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들을 국가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WAMIS)에서 표현, 자료/정보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해당 기술은 국내 최초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분석결과 제공 시

스템(Raw data 및 메뉴얼 대국민 서비스) 이며, 세계 최초 국가단위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모델링 기술로서 미 환경청(EPA, 2012)의 최신 방법론을 한국형으로 소화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립하고, 남한전체를 대상으로 수량/수질/수생태 그리고 다목적댐/발전댐/4대

강보를 포함하여 모델링한 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적용한 모델

링 기술이다. 미국의 경우 주(State) 내에서도 일부지역만을 적용하였으며 미래예측 결과는 없

다.

과거 수자원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유출량, 미래 물수

지, 미래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의 정보를 One Stop으로 정보 제공하는 수자원

정보 제공 시스템은 없었으며, 특히 과거의 미래기후변화 정보는 시나리오 제공에 국한되었으

나, 본 연구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수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후변화 연구의 기

술력 향상을 향상시켰다. 또한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국가 정보 포털에 탑재함으로써 연구결

과의 현업화 및 실용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자료의 수요처(대국민, 공무원, 연구자)를 다각도로 고려한 컨텐츠가 탑재된 국내 최초

의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다운로드 위주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통계

분석, 대시보드, 지도로 검색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보 활용도

제고함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공무원, 지자체 등 현실적인 기후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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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량적 기초자료 제공과 기후변화에 대한 유역 및 지

자체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더불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확보로

향후 AR6 시나리오의 자동갱신 가능한 형태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3.3 WAMIS-CC 특허증 및 SW 등록증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개발의 경우,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개

발된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 테스트베드(서초구, 충청남도)

에 적용시킨 후, 최종적으로는 수정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한국형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을 진

행했다는 데에 있다.

특히, 국내 기후변화 적응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의 신뢰도와 안정성의 확보하고, 해외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국내에 도입했다는 점에 있어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수자원 개발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협의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NGO 참여 및 거버넌스 형태의 의사결정 프로

세스 개발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특히 부문별 적응 옵션의 결정에 있어 통합적인 연계성을 고

려하도록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마저도 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적용되

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수요에 근거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

으로 적응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충청남도에 실

제 적용하여 운영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운영기술의 활용에 기여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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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별 불확실성 정량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앙상블에서 가중치로 활용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시

나리오를 제거하는 등 단계별 불확실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분해가 되도록 하였으며, 개발한 방법들을

간단히 적용할 수 있도록 R package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림 3.4 기후위기 대응방안 토론회

(3)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

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소프트웨어(CAT)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

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해외 테스트베드에 적용하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발된 소프

트웨어의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4)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태수문학적 요소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극한수

문사상에 대한 유역의 하천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고도화

된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인 대응방안

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인 대응 및 복원 기술을 개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강수 및 기온을 포함한 여러 수문요소 및 유

역 내 토양자원을 고려한 생태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탄력적 대응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역-하천-댐이 연계된 탁수 저감기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현업(K-Water)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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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① 전국 기후변화 유역 건전성 평가를 위한 수량, 수질, 유역환경을

고려한 통합지표 개발, 유역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WAMIS-CC), 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관련 불확실성 계량, 저감 기술 및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술 개발 (지자체 기후변화 협의체 운영), ③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유역단위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화 (CAT

국내 및 해외용), ④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수문학적 전망을 토대로 극한수문사상에 대한 유역

의 취약성 평가, 고도화된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기술 개발하고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

적 대응방안 제시 (K-water 현업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성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자체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적응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표준유역별 유역건전성 대시보드를 WAMIS-CC 탑재, 전국

850개 표준유역 대상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가 자료 다운로드, 환경부 수량-수질 연계 유역관리

정책수립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용 기후변화 의사결정 및 사회 구현전략 협의체를

구성 및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변화 유역 물순환 개선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CAT을 LID, 저

영향 개발 사업 등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대응 K-water 댐유역의 토양유실 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로 활용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10개의 주요 기술은 기술보고서 형식으로 정

리하여 연구 종료 이후에 다른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자와 대학원생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내용, 연구 수행결과 그리고 기술의 테스트베드 적용 예시를 구체적으로 작

성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3세부의 최종 기술보고서 리스트와 세부 연구내용이다.

그림 3.5 3세부 핵심연구 성과(WAMI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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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3세부 기술보고서

(1)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은 한정적이나 생·공·농업 및 환경생태유량 등 미래 수요량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증발산량 및 바다유출량 등의 손실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

활동으로 수질, 수생태는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 한정된 물로 필요로 하는 물을 유역에서 무

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 평가기술은 현재의 유역별 건강성 및 취약성을 평가하

고, 유역별 회복력 기반의 보호·복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존의 유역 건전성 관련 연구는 특정유역 및 특정

문제에 국한되어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역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

명하고, 전국 수자원단위지도 표준유역에 대하여 수량, 수질 및 유역환경을 통합적으로 평가하

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기술개발은 전국단위로 시도된바 없는 연

구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활용성이 매우 높은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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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한강권역(임진강유역 포함) 대상 표준유역별 유역건강성, 수자원취약성, 보호/

복구 우선순위 평가결과

본 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유역 건강성, 수자원 취약성을 고려하여 표준유역별로 보호/보호우

선/복구/복구우선의 4가지 유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미래의

유역관리 정책내용들을 Dash Board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자료는 본 연구단의 6대 핵

심성과 중 5번째 성과인 WAMIS-CC에서 제공하여 국가 정책 및 연구자들이 활용 할 수 있

는 자료로 제공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자료

는 WAMIS 시스템이 개편되는 올해 서비스 될 예정이다. 기본적 탑재자료는 토지피복지수,

수생태 건전성, 생태서식지 건전성, 수량 및 수질 건전성 전국 평가결과로 사용자들은 관심지역

에 대해 각 지수별 평가결과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사회적 요인 평가 결과의 경우 국가 통계 지표 Meta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

을 향상 시켰으며, 유역별로 재정상태, 지역내 총생산, 물관리 공무원 수를 검색 및 조회가 가

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사용자가 유역의 현황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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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역 건전성 평가 및 사회적 요인 평가 웹페이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역단위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손상된 유역의 복구는

오랫동안 수질 개선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공적인 유역의 보호·복구를 위한 노력

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태학적 복구의 성공은 손상된 유역의 복구만큼 중요하

며, 원활한 생태학적 복원을 위해서는 오염 방지 및 복구를 지원 하는 생태적 기반인 건강한

수중 생태계의 보호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유역의 복구는 유역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복구 전략을 수립할 때 보호

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복구전략은 복구 이후 다시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

이 있는 유역에 재원을 투자하기 전에, 복구 후에도 유역의 건전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유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자연의 잠재력은 생태적 환경에 적절한 현장기준의 사용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

준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간접복원은 오폐수 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접근 방식과 반대로 하천

열화의 원인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간혹

경제적인 비용의 간접 복구만으로도 유역의 건전성을 회복 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 할 수도 있

다. 또한 복구전략 수행 시 예기치 않은 영향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

해야한다. 다음의 표는 보호와 복구 전략을 시행중인 정책과 연관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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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전략 복구전략

(1) 상수원보호

-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해수 등을 의미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

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는 수질에 주안

점을 둔 유역 복원 계획으로 고려 할 수 있다.

(1)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

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과학

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

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

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오염

총량 관리제도는 오염원이 손상된 모든 유역

이 필요하며, 수질에 주안점을 둔 유역 복원

계획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오염총량

관리제도는 현재 평가 및 이행을 위해 적용된

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이행을 통해 수질이 좋

아진다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한 유역복구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2) 성장관리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

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과

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

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바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은 점오염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 측정망설치 LID 이

행, 시범시설 모니터링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는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역을 조사하고 배수구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 시 수질의 개선효과 여부

를 검토하여 복구 전략으로 추진 할 수 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제54조부터 제56조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된다.

(3)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유량을 의미하며, 하천수질보전,

하천생태계보호, 하천경관 보전, 염수침입 방

지, 하구 막힘 방지,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 보

호, 지하수위 유지, 기타(환경개선·주운·수력발

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하천유지유량은

수문/수질 보호 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하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에 근거하

며 한강송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

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관할 전국 114개

(3)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은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

립·시행하는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등 상수원

의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질

개선사업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낙동강수

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6

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

한 법률(제2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근거

표 3.1 보호 및 복구 전략 관련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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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MIS-CC는 기존 WAMIS의 자연재해 그리고 지형공간 메뉴에 본 연구단의 핵심결과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2013년 발표, 수문/홍수/가뭄전망, 유역건전성/취약성/복구우선순위

등)들을 탑재하여 기후변화관련 자료 및 정보들을 대국민서비스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며, 향후 AR6(2021년 예정) 등 IPCC의 차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경우를

보호전략 복구전략

지점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기준은 4가지(평균 갈수량, 경

관용수, 수질, 생태)로 구분하고 있

한다.

(4)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한

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위기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4대

정책부문(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

리)으로 나누어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토지

이용, 수문, 수질, 서식지, 생태계 부문 보호전

략 수립 시 활용 가능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

조에 근거한다.

(4) 생태하천복원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가이드북(2015)에 따르

면 하천복원은 훼손되었거나 인위적으로 변형,

오염된 생태계를 본래 고유한 상태로 되돌리

거나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

로 정의되어 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토지

이용, 서식지, 수생태에 주안점을 둔 유역 복

원 계획으로 고려 할 수 있다. 생태하천복원사

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류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자연환경보

전법 제54조」에 근거한다.

(5) 토지이용계획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유역의 건전성을 보호

하는 것은 토지이용,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이

있다. 수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하안림 조성

등을 이용한 복구를 계획 할 수 있지만 이러

한 경우 하류의 침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개발과 관련된 불투수지역의 증가는 유출

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야생

서식지와 자연초지는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며 생태계의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 유역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학적 기반 토지이용

계획이 요구되며, 이러한 생태학적 토지이용규

제 및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차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역환경, 수문/수질, 서식지, 수생태, 불투수지

역 등 포괄적인 유역 보호전략 수립시 활용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한다.

(5) 내륙습지 생태복원

-습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 하

천, 초원 등과 함께 자연환경의 핵심지역 중

하나로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과 생물다양성

을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이다. 내륙습지 복원

은 4단계(분석, 구상, 복원, 관리)의 과정을 거

쳐 진행되며, 내륙습지복원 계획 수립 시 습지

생태계의 건전성과 본래 기능이 상실되어 2차

오염 혹은 생태 교란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된바, 습지복원의 원칙 및 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복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습지생태복원 전략은 서식지/수생태에 중점을

둔 유역 복원 계획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내륙

습지 생태복원은「법률 제12525호」, 습지보전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81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03호」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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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일련의 자료 및 정보들에 대한 자동 전후처리 및 생산을 위한 별도의 Stand-Alone

시스템이 개발되어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3.9 WAMIS-CC 메뉴구조도

그림 3.10 WAMIS-CC 지원 Stand-Alone 시스템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본 세세부의 최종 연구목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응 전략의 분석, 선정,

사회구현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비

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술 개발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실제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방법론

과 불확실성 정량화 및 저감 기술, 그리고 사회구현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비 유역

관리 적응 효과를 재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연구사례로써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하여 신뢰도 및 안정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관철시키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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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공법·기법)은 기존

협의체(NGO,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기관)에 기후변화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이 없으므로, 신규

진입을 위한 기술정립을 통해 K-water, 지자체, NGO 등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기술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높도록 기술

을 개선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상황이나 예제에 맞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후속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4-6차년도에 개발한 Robust-SDP 기술은 6차년도에 진행되었던

Feasibility Robustness 이외에도 Solution Robustness 등과 같이 강건하다는 단어를 어떤

방향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연구 및 적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에 MORDM (Many

Objective Robust Decision Making) Framework를 통해 실현하는 등의 향후 활용이 가능

하다. Robustness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 가능하며, 이를 모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그림 3.11 로버스트 프레임워크 분류 (Herman et al., 2015)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동향을 앞지르는 선도적인 연구이나, 그 자체의 활용성보다는 보다 이

후에 필요로 하게 될 관련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시민사회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한국형 사회구현 전략의 적용을

통한 사례검증을 진행하였다.

(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불확실성의 계량 및 저감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에 개발된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법 간 비

료를 하여 불확실성 계량화에 대한 기틀을 다졌다. 의사 결정자들과 후속 연구자의 이해를 돕

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한계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한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교호작용으로 인한 불확실

성의 분배, 과거 자료의 사용, 비정상성의 고려 등에 대한 부분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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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면 기존 방법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자료에 따라 개발한 방법들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본 연구

진이 개발한 비정상성을 고려한 불확실성 분해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기존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들은 단계별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어떤 단계에서 불확

실성이 많이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으로는 좀 더 능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시나리오가 있다면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앙상블을 이용해 전망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를 불확실성에 반비례하게 부여하는 방

식으로 전망과정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CM 단계의 CSIRO-Mk30의 불

확실성이 크다면 GCM 단계에서 이를 제거한 후 분석하거나 앙상블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낮

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나리오 불확실성을 사용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세부적인 처

리가 가능하다. 또한,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진이 개

발한 시나리오 불확실성 분해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개발한 방법 중 ANOVA 기반 불확실성 분해 방법과 누적 불확실성 기반 불확실성 분해, 균

등 불확실성 분해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R package ‘UncDecomp’를 제작하였다. R

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익히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UncDecomp’ 또한 R

CRAN을 통해 배포 중이므로 무료 설치가 가능하다. 다음은 ‘UncDecomp’의 매뉴얼이다.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UncDecomp/UncDecomp.pdf 에서 받아볼 수 있

다.

그림 3.12 UncDecomp 매뉴얼



- 465 -

매뉴얼에는 사용 예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연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형식의 데이터가 준비되기만 하면 몇 줄의 간단한 코드로

불확실성 분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충주댐 유량 전망 자료에 ANOVA기반 시나리오

별 불확실성 분해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맨 오륵쪽 열의 prop을 통해 각 시나리오가 전체 불

확실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 UncDecomp 패키지 사용 결과

또한, R에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가 있어 ‘UncDecomp’로 얻은 불확실성 분해 결과에 적용하

여 불확실성 분해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위의 불확

실성 분해 결과에 ggplot 패키지를 사용하여 원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그림 3.14 불확실성 분해 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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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사용성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불확실성 분해 방법은 배출시나리오, GCM, 상세화 기법, 수문 모형으로 이루어진 유

량 전망 과정을 고려하여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적용하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이다. 따라서 위의 4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등 단계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이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량이 아닌 강수량, 수온 등 다른 전

망 과정이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 요인의 조합에 따라 한 값이 결정되는, 기후변화 이외의, 일

반적인 상황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과제의 타 연구진에서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불확실성 분해 방법을 기반으로 수온 전망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발한 방법은 유량 전망 과정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안하고 있는 적응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은 향후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운영기술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프레임워크를 수립함으로써 민관 협력

에 기반한 적응 의사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기에서는 적응 거버넌스

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 및 운영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조례 사

항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 동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저

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

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별도

의 조례를 갖추고 관련 시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하기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가능하도록 적응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운영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서, 먼저 리더십

의 영향을 고려한 최고 의사결정자(위원장) 및 위원, 주무 기관과 사무국의 지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지역의 적응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위원의 구

성은 기후변화 적응이 차지하는 정치적·행정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위원

장의 경우 적응정책의 연계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시장(또는 행정부지사)급 단독 또는

위원 중 호선을 통한 공동위원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이 직

무를 대신하도록 명시한다. 위원의 경우 적응의 각 분야 해당 부서의 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

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민간 기업과 지

역사회 대표자 등을 임명·위촉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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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여성과 소외계층은 특별히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양한 정책 분야 간 조정의 권한을 가진 부

서를 주무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가칭 ‘조정위원회’를 따로 두어 이해관계의 조정 및 충돌을 예

방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적응 거버넌스

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12조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2조

① 위원회(가칭)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기후환경국

(가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

다. 단 위촉직 위원은 양

성평등과 취약계층 배려

를 우선하여 구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기

후환경, 안전방재, 농

림수산, 보건, 물관리,

도시계획, 교통건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계된 부서장

2. 기후변화 대응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

계, 기업,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기타

관련 민간 전문가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

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

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

무부시장 또는 정무부

지사가 행정부시장 또

는 행정부지사의 저탄

소 녹색성장에 관한 업

무를 분담하여 수행하

는 경우에는 정무부시

장 또는 정무부지사(같

은 조 제5항에 따라 정

무부시장 또는 정무부

지사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를 포함

한다)

2. 제3항 제2호의 위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기후환경본부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

적으로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후환경본부장, 푸

른도시국장, 도시교통실

장, 도시계획국장, 주택

건축본부장, 물순환안전

국장

2. 기후변화 대응에 대

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30 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원은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

호, 제4호 위원 중에서 호

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

천한 시의원

2. 시 기후변화대응·적응

관계 공무원

3.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

계·시민단체 및 관련 전

문가(기업체 포함)

4.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에 따

른 녹색식생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5.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

표 3.2 지역 적응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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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정

부, 사업자(기업), 시민들이 기후변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협력과 참여의 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협력을 전제하는 위원회 활동에 있어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합

의를 지향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무하다. 따라서 국내외 적응 거버넌스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나

타났듯 상충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 협력 촉진, 합의지향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거버넌

스의 기능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을 위한 법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

하고 있어 지역 내 적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공표한 상태이다. 이에 근거하여 각 거버넌스

기구는 ‘비전-목표-전략’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해관

계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적응행위를 촉진하는 교육, 홍보,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적응 거버넌스

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12조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2조

3. 지역주민 대표자 및

지방의회 의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참석이 요구

되는 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자 중 위원

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의 동의를 얻은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

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

무의 추진을 위해 사무국

을 둔다. 사무국은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

화대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

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조정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

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

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

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

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

람

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을 위해 일반 시민 포함

(주부, 대학생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

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과장이 된

다.

⑦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전문가·시민 등을 협의

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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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적응 거버넌스

규정(안)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12조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1조

제○○조(목적)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의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

고 집행하는 데 있어 포

괄적인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통해 정책의 비전

을 공유하고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

율적인 수립과 집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조(기능) 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중단기 목

표를 수립, 적응 시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

의한다.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적응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3. 적응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홍보, 시

민참여 방안

4. 기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1조(목적) 기후변화에 따

른 충청남도 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

(수자원 분야)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비전

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

하여 제안함으로써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율

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하

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충청남

도 물관리 주관부서에서 수

립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

다.

1.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

제해결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중단기 목표

2. 목표 달성을 위한 이수·

치수 대안 및 정책

3. 수립된 물관리 정책의

단계별 실천계획 및 기대

효과

4. 기타 위원장이 협의·조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

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고,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

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효율적추진을위한기반구축

에관한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및그시행에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

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

응범시민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

경

2. 제8조 연차별 시행계

획의 수립 및 변경

3.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

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3.3 지역 적응 거버넌스 목표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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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적응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정례화, 위원회 심의 및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수당, 여비,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기 또는 임시회의의 개최사항, 회의 소집과 안건의 결정,

심의 및 의사결정 절차, 위원의 수당과 여비,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등을 지자체 예산의 집

행 사항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역 적응 거버넌스

규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협의회

제○○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 할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

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

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

유가 없거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

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

의·의결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

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

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협의회의운영) ①협

의회회의는반기별로개최하

는것을원칙으로하되, 위원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

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

다.

②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려

는때에는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③협의회의회의는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다음각호의경

우에는서면으로심의·의결할

수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

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

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사유로위원의출석에

의한의사정족수를채우기어

려운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지역별 또는 이슈별

물관리 정책의 협의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에 해당하는 위원들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

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

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표 3.4 지역 적응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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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적응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물순환계는 치수, 각종 용수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등, 안전하고 쾌적하며

풍요로운 인간생활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강우량

및 증발산량 등과 같은 물순환계 구성요소가 변화하면 유역에서의 물순환계가 영향을 받게 된

다. 이렇게 변화된 유역의 물순환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 및 토

지이용변화가 진행 중에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강우-유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회복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물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적응 전략을 체계적으

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정립 및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유역 물순

환 개선 기술은 일부 시가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전지구적, 유역 규모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

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물순환계의 변화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화 기법 역시 해외에서 개발

된 기술을 여과 없이 도입하여 국내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한 물순환 개

선 평가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

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

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필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

기후 및 유역특성에 적합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문모형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저감

시킬 수 있는 기법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사

지역 적응 거버넌스

규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정책협의회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조(수당) 위원회 활

동에 드는 비용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활동

비·수당·여비 등의 형

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⑤그밖에협의회의운영에

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

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34조(수당등) 회의에출석

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

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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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를 완료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 지구적인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성과물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는 물순환 개선 기술 관련 외국 기술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시스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물순환 개

선 소프트웨어(CAT) 활용 및 기후변화 적응 최적화 프로세스 개발[BAT(Best Adaptation

Tech.) through CAT(Catchment Assessment Tool)]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계회

사, 지자체 등에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5 CAT 3.1 Version 배포

(4)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유역이 제

공하는 수자원 함양능력, 청정지하수 제공능력, 하천생태적 유지능력, 식생피복을 통한 토사유

출 방지능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나타나게 될 수자원·수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은 국가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대비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며, 정확한 분석

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유역의 건전성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

른 유역관리 적응을 위하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역관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는 기

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 전망을 토대로 극한수문사상에 대한 유역의 하천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고도화된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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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수문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댐 유역별 관측자료 및 RCP 시나리오별

기후변화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측자료는 일강우, 일평균온도, 일최고 및 일최저 온도, 팬증발량,

상대습도, 풍속 등의 기상관측자료와 댐 유입량의 수문관측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후변화자료

로는 6개 GCM(ACCESS1.0, ACCESS1.3, CNRM-CM5, GFDL-ESM2G,

HadGEM2-AO, MPI-ESM-MR)의 Historical과 RCP 4.5/8.5시나리오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후변화 자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가 아직 부재한 실정으로, 국내 수문환경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활용이 필수적이다. GCM 자료에 대한 최적의 새로운 모델을 조합하는 방

법으로 Bayesian 모델 평균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의 범위를 줄고 기후변화

모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한수문사상 분석을 위하여

시계열 배수매칭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월단위의 강우 및 기온자료를 일

단위로 분해하는 시간적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일단위 강우 및 기온, 증발산 자료는 장기유출

모형인 IHACRES에 대입하여 국내 한강수계(소양강댐, 충주댐) 및 낙동강수계(안동댐, 임하

댐)의 유황을 전망하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갈수량의 경우,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하고 용수공급의 안전정도인 이수안전도를 평가하

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천법 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2018년 기준)을 보면,

하천유지유량의 기준에 평균갈수량, 경관, 수질, 생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수안

전도 평가방법은 크게 댐 모의운영을 통한 신뢰도평가방법, 갈수기준년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갈수기준년을 통한 이수안전도 평가는 일정기간동안 최대 갈수년을 선정

하고 빈도의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 및 이수안전도의 기준은

과거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홍수·가뭄의

피해를 주며 과거사상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사상으로부터 기준을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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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리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과거사상이 아닌 미래사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정하기 위해

갈수전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갈수량의 정의가 비초과확률의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착

안하여 확률분포의 Percentile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수안전

도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연구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연구의 목적과 기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충분히 통계적으로

견고하고 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검증결과를 거쳤기에 미래전망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

는 예측결과로 기대된다. 현재와 같이 과거사상에 기준을 맞춘 평가는 추후 수자원 계획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유황전망 결과는 현재의 하천유지유량 및

이수안전도 평가방법을 미래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림 3.17 유역의 생태수문학적 변화 추적을 통한 중장기 탄력적 대응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는 하천 내 수리적 요소를 변화시킨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최적의 하천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수환경 변화의 정량적 분석과 취

약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자

주 발생하고, 탁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탁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절한 관리, 저

감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내 수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침식

으로 인한 제방파괴 및 시설물 파괴나 퇴사에 따른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하천 하상변동 예측 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역이나 하천의 변화에 따른 하상의 상승이나 하강은 하천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하천의 흐름 특성과 더불어 하상 변동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일은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

하다. 수계 본류에 비해 지류는 상대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유역

상류나 하천 중간에 위치하는 수공구조물이 계획될 때 하류 하천의 하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하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 자연하천은 웅덩이와 여울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직선인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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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인 부분이 섞여있고 우리나라의 국토가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인해 상·사류

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 국내 하천의 특성상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 상태의 하천형상은 대부분 호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며, 대부

분 사행하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사행하천에서의 흐름의 기하학적 특성은 성장이나 사멸, 또

는 두 가지 모두의 형태를 보인다. 사행하천에서의 흐름 및 유속 분포는 하천제방 보호, 주운,

취수, 그리고 유사 이동 및 퇴적 패턴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하천수

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리고 사행하천은 특히 만곡부가 교호적으로 나타나는 곳

에서의 흐름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사행의 내측과 외측의 속도 분포에 따라 유사의 침식과 퇴

적 현상이 일어나며 이러한 하천의 형상과 유속 분포는 하상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다.

극한사상에 따른 하천 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 영향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에

서 야기되는 토사와 하천의 지형과 수공구조물을 고려하여 유사이송과 침식과 퇴적에 의한 하

상변동을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여 취약성 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따

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하천 내 수리적 요소가 변화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하상변동의 예측이

필요하다.

최적의 하천관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환경 변화의 정량적 분석과 취약성 평가가 필수적이

다. 아울러 준설 및 다기능보 설치로 하도가 변화하였다. 만일 유역의 특성이 유지된다면 하천

의 동적평형상태인 정비 이전의 하천으로 돌아가려할 것이다. 하천이 준설로 넓어지고 깊어진

상태로 이전의 동적인 평형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도가 좁아지고 얕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유역에서의 유량 및 유사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상

변동모델과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하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

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량과 유사량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국내 하천에

서의 변화 양상 모의를 통해 하상변동 예측기술을 정립하였다.

그림 3.18 극한사상에 따른 하천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 영향평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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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침식 및 유실 문제는 농업,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는 10년간 100mm/일 이상 집중호우 빈도가 2.7배, 100년 빈도

홍수량 20% 증가 등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환경부, 2015). 우리나라는 매년 여

름철 집중강우에 의해 유실된 토양은 하천으로 유입되어 탁수 및 부영양화와 같은 수질 악화

문제와 하상 상승, 하도 불안정 등 하상변동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유실 문제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극한 사상에 의한 토양유실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토양유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

한 기술과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토양유실 관리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유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을 위한

기술과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유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

양유실 관리 대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기술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

을 위해 지형인자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의 토양유실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은 충주댐,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하천단면 특성을 고려한 수문 모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여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낙동강 유역 내 안동댐 및 임하댐 유

역에 적용하였으며, 극한 사상에 의한 토양유실 예측과 최적관리기법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저

감 효과 분석을 통해 연차별 개발된 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앞서 연차별 개발된 기

술에 대한 적용 방법과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종류 및 수문 모형 내 적용 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유역

및 하천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과 최적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토양유실 우심유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19 극한사상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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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후변화 전망에 의하면, 강수패턴 변화가 유역의 탁수 장기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 비점오염 부하량 증가에 따른 수질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의 강우는 지역별, 계절별로 편중되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조절, 용수 공급, 전력 생산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댐들을 건설

하여 운영 중이지만, 댐은 대규모 홍수 발생시 수체의 흐름을 단절시켜 상류 유역으로부터 유

입된 탁수를 호 내에서 장기간 체류시키고, 하류하천에는 탁수를 장기간 방류하는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유역 내 하천과 저수지에서 탁수의 장기화는 수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질

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and Jung, 2007; Chung,

2004; Chung et. al., 2008).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댐 하류 하천 구간 내 다기능 보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어 댐 저수지로부터 방류된 탁수는 하천구간에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탁수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용수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

는 상수원인 저수지와 하천을 연계한 탁수 관리 및 저감기술이 필요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

후변화로 인한 유역의 탁수발생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자원공급시설의 취약성을 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는 탁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절한 관리와 저감 기술이 필요하다(K-water, 2007; 정세웅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CMIP5 GCM모델들을 RCP 4.5/8.5시나리오 하에서 통계적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생성된 유역규모의 상세 자료로 활용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모델링 수행시 일

단위 최대∙최소 기온 및 강수량 자료는 유역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역모델로는

SWAT을 선정하였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대∙최소 기온, 강우량,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입력자료로 하여 유량 및 유사에 대한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지형자료

는 DEM, 토양도, 토지이용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며, 모델에서 토지이용 분류는 침엽

수림, 낙엽수림, 혼성림, 논, 밭, 시가화 건조지역, 초지, 나지, 수역 총 9개로 구분하였다. 모델

의 보정은 유역 말단의 출력결과를 유량 실측자료 및 유량-SS 상관관계식과의 비교를 수행하

였고, 보정된 모델에 기후모델의 일주기 최대∙최소 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입력하여 모의 대

상 저수지 유역에 유입 유량 및 유사량을 전망하였다. 저수지 탁수 예측 모델로는

CE-QUAL-W2를 선정하였으며, 기조건은 저수위, 수심별 수온 및 그룹별 SS농도 등이며, 초

기저수위는 댐 수문자료, 수온 및 SS농도는 환경부 월간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탁수 해석

모델 구축은 지형자료 → 홍수사례 분석 및 수문사상 선정 → 초기 및 경계자료 입력 → 물수

지 재현성 검정 → 수온 검정 → 탁도(SS) 모의 결과 검정 순으로 진행한다. 모델의 지형자료

는 K-water에서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댐저수지 퇴사량 측정 자료를 주로 활용하며, GIS 및

CAD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적정한 단위로 지형을 분할하여 모델입력 형식에 맞춰 구성한

다. 실측 및 모델 지형자료의 수위-저수량관계 곡선을 비교하여 검정을 수행함. 또한 유입량과

유출량 경계조건에 따라 저수위 변화를 재현하여 물수지 재현성 검정을 수행하여 구축된 지형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초기 저수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탁수규모에 따라 탁수 장기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탁수유입시 초기 저수위가 낮을수록 탁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며, 탁수 점유

율이 큼에 따라 선택배재운영을 통해 탁수를 빠르게 하류로 배출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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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이는 탁수 유입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야 시설물 운영을 통한 탁수대응에 유리할

것임을 의미한다. 수온 성층구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결과, 수온성층이 강하게 형성된 시기

에 유입한 탁수는 동일 밀도층을 따라 댐앞까지 유동하며, 성층이 약화되는 시기에 유입한 탁

수는 밀도층을 따라 유동하다 수온전도시기에 수체 전층으로 확산되어 탁수 장기화를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물 운영을 통한 탁수 대응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입부 및

저수지 내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탁수예측 모델 입력자료를 구

성 후 모델링을 통해 탁수거동해석을 통해 탁수의 유동 경로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탁수 유

입에 따른 점유율 기준 탁수 조절운영 시행, 선택 취수설비 운영과 정수처리장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20 기후변화에 따른 댐 저수지 극한 탁수사상 전망 및 대응기술

그림 3.21 시설물 운영절차도 예시(소양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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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고탁수 유입 대응 절차도

이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강수 및 기온을 포함한 수문요소 변화 전망은 수문환경변화

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하천 사

업으로 인해 건설된 보와 준설로 인한 하천환경변화를 고려한 선진화된 이수/치수 관리에 하천

관리 적용이 가능하며, 토양유실 저감 및 예측을 위한 DB는 막대한 양의 자료수집이 필요함과

더불어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처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개발이

기초자료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관리기술

을 통해 유역의 사전방재기능을 향상시켜 하천유출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

써 유역의 탄력적인 대응과 복원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단위 수문변화 전망, 하천지형 변화 예측, 하천단면

정보 적용 기술 개발,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 구축, 탁수관리 운영기술 개발이

며, 이 결과들은 추후 확장연구의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대

응/적응기술의 통합연계를 통해 K-water,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등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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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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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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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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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and
Francis
Ltd.

michael.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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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a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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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exec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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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
US

GESELLS
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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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2017.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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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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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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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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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안소라 16(3) 독일
SPRINGER
HEIDELBE
RG

SCI 2018.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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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수(RDI) 추정

한국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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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김용원 51(10)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8.10 2018

17

Evaluation of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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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watershed

hydroecology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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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nvironmen
t

신형진 SI 싱가포르
SPRINGER
HEIDELBE
RG

SCI 2019.01 2019

18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Future
Goundwater-Level

Behavior Using SWAT
Groundwater-Consumptio
n Function in Geum
River Basin of South

Korea

Water 이지완 11(5) 스위스 MDPI SCI 2019.05 2019

19

Evaluation of Watershed
Scale Aquatic Ecosystem
Health by SWAT

Modeling and Random
Forest Technique

Sustainabilit
y 우소영 11(12) 스위스 ELSEVIER

SCI LTD SCI 2019.06 2019

20

SPI 및 SDI 기반의
Seasonal ARIMA 모형을
활용한 가뭄예측 -
충주댐,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

한국농공학
회논문집 윤영선 61(1) 대한민국 한국농공학회 비SCI 2019.01 2019

21

SWAT을 이용한
낙동강유역의 보 개방에
따른 하천유량 및 수질

거동 분석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이지완 52(5)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9.05 2019

22

저수지 가뭄지수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우리나라 미래
농업가뭄 평가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김진욱 52(6)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9.06 2019

23

하천유지유량 추가
댐방류에 따른 한강유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평가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우소영

52
(S-2) 대한민국

한국수자원
학회 비SCI 2019.10 2019

24
금강유역 2014~2016년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가뭄간의 상관성 평가
한국습지학
회 논문집 이지완 21

(S-1) 대한민국
한국습지학

회 비SCI 2019.11 2019

25

Terra/Aqua MODIS
LST를 이용한 폭염 및
한파기간 동안 습지의
지면온도 완화효과 분석

한국습지학
회 논문집 정지훈 21

(S-1) 대한민국
한국습지학

회 비SCI 2019.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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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rioritizing alternatives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using
VIKOR method with
random sampling for

data gap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김연주 42(22) 미국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
s

SCI 2015.12 2015

27
우리나라의 지역 가뭄
평가를 위한 MODIS DSI

활용
대한토목학
회 논문집 박혜선 35(6) 대한민국 대한토목학회 비SCI 2015.12 2015

28

Multi-criteria assessment
of spatial robust water
resource vulnerability
using the TOPSIS
method coupled with
objective and subjective
weights in the Han river

basin

Sustainabilit
y 정은성 9(1) 스위스

Open
Access
Journal

SCI 2017.12 2017

29

주관적, 객관적 가중치를
활용한 TOPSIS 기반

단위유역별 물이용 취약성
평가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박혜선 49(8)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6.08 2016

30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Design and

Planning of Low-Impact
Development Practices:
The Case of Seoul

Water 송재열 10(2) 스위스 MDPI SCI 2018.01 2018

31
아시아 Fluxnet 자료를
활용한 보완관계 기반
증발산량 추정

대한토목학
회 논문집 서호철 37(2) 대한민국 대한토목학회 비SCI 2017.04 2017

32
Development of

Climate-Based Index for
Hydrologic Hazard
Susceptibility

Sustainabilit
y

Nashw
an,

Moham
ed

Salem;

10(7) 스위스 MDPI SCI 2018.06 2018

33

Water Management
Analysis Module 모형을
이용한 투수성 포장시설의
설계 및 계획 매개변수

도출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송재열 51(6)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8.03 2018

34
CLM 및 CLM-VIC를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가뭄 분석
응용생태공
학회 논문집 엄명진 5(3) 대한민국 응용생태공학회 비SCI 2018.09 2018

35
최적 편이보정 기법의
선택을 통한 대표
전지구모형의 선정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송영훈 52(5)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9.05 2019

36

Evaluation of Empirical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Models Using
Compromise

Programming: A Case
Study of Peninsular

Malaysia

Sustainabilit
y

Mohd
Khairul
Idlan
Muham
mad

11(16) 스위스 MDPI SCI 2019.08 2019

37
2019년 강원도 산불로
인한 증발산 변화
원격탐사기반 추산

한국수자원
학회 논문집 김지현 52(11) 대한민국

한국수자원
학회 비SCI 2019.11 2019

38

Reliability analysis for
evaluation of factors
affecting pollutant load
reduction in urban
stormwater BMP

systems

Environmen
tal

Modelling &
Software

박대룡 74 영국 ScienceDire
ct SCI 2015.12 2015

39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a
water transfer tunnel in
the Nakdong River,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

t

박재충 31 영국

internation
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SCI 2015.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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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Robust Priority for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with

Incomplete Information
Using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nalysis

Sustainabilit
y 박대룡 7(8) 스위스 MDPI SCI 2015.07 2015

41

Assessing the Habitat
Suitability of Dam
Reservoirs: A

Quantitative Model and
Case Study of the
Hantan River Dam,
South Korea

Sustainabilit
y 강형식 8(11) 스위스 MDPI SCI 2016.11 2016

42

Modeling of Turbidity
Variation in Two

Reservoirs Connected by
a Water Transfer Tunnel

in South Korea

Sustainabilit
y 박재충 9(6) 스위스 MDPI SCI 2017.06 2017

43

Drought assessment with
the community land
model for 1951–2010 in

East Asia

Sustainabilit
y 엄명진 10(6) 스위스 MDPI SCI 2018.06 2018

44

Quantifying the role of
large floods in riverine
nutrient loadings using
linear regression and
analysis of covariance

Sustainabilit
y

Verma,
Siddhar
tha

10(8) 스위스 MDPI SCI 2018.08 2018

45

A new approach for
river network

classification based on
the beta distribution of
tributary junction angles

Journal of
Hydrology 정기철 572 네덜란드 ScienceDirect SCI 2019.05 2019

46

Assessment of an
MnCe-GAC Treatment

Process for
Tetramethylammonium-C
ontaminatedWastewater
from Optoelectronic

Industries

Applied
Sciences

Da
Tian
Chang

9(21) 스위스 MDPI SCI 2019.10 2019

47

A New Way for
Incorporating GCM
Information into Water
Shortage Projections

WATER
Seung
Beom
Seo

7 스위스 MPDI SCI 2015/05/1
1 2015

48
A new uncertainty
analysis in the climate
change impact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Jae-Ky
oung
Lee

37 체코 RMetS SCI 2016/12/0
7 2016

49

Scaled ridge estimator
and its application to
multimodel ensemble
approaches for climate

prediction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Yongda
i Kim 45 대한민국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SCI 2016/06/0
1 2016

50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정책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물관리정책
효과 인식의 계층요인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
회보 윤지웅 제26

권4호 대한민국
한국정책학

회 비SCI 2017/12/2
8 2017

51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모형의 탐색적 적용: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적응행동 전달

평가

사회과학연
구 윤지웅 43 대한민국 경희대 비SCI 2017/12/1

2 2017

52

Selection of
representative GCM
scenarios preserving
uncertainties

Journal of
Water and
Climate
Change

Jaekyo
ung
Lee

8 영국 IWA
Publishing SCI 2017/07/3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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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pplication of real option
analysis for planning
under climate change
uncertainty: a case study
for evaluation of flood
mitigation plans in Korea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Young
Ryu 23 네덜란드

Springer
Netherland

s
SCI 2017/08/1

6 2017

54 수자원 전망의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분해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이지수 29(6) 대한민국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비SCI 2018/11/0
5 2018

55
교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수자원 전망의 불확실성

분해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온일상 51,
S-1 대한민국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비SCI 2018/11/1
3 2018

56
기후변화의 비정상성 대비
댐 운영 개선을 위한
Robust-SDP의 개발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
Association

윤혜나 51,
S-1 대한민국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비SCI 2018/11/0
1 2018

57
기후변화 완화의
수단으로서 발전원의
유용성 인식 분석

한국기후변
화학회지(Jo
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윤영석 10(4) 대한민국 한국기후변화학회 비SCI 2019/12/3
1 2019

58
Bayesian uncertainty
decomposition for

hydrological proj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온일상 대한민국 Elsevier SCI 2019/12/3
1 2019

59

Uncertainty
decomposition in

climate-change impact
assessments: A Bayesian

perspectives

Communicat
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온일상 대한민국 한국통계학회 비SCI 2019/12/3
1 2019

60

Generalizing uncertainty
decomposition theory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Journal of
Hydrology

X

Yongda
i Kim 3 네덜란드 Elsevier 비SCI 2019/04/0

1 2019

61

Valuation of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Planning from Climate
Change Adaptation
Perspective using Real
Option Analysi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Sun
Hoo
Ihm

23(6) 대한민국 KSCE SCI 2019/03/2
7 2019

62
협의체 기반 가뭄 대응

대안 도출과
비전공유모형의 역할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김기주 52(6) 대한민국 한국수자원학회 비SCI 2019/06/3

0 2019

63

Time-Varying Discrete
Hedging Rules for

Drought Contigency Plan
Considering Long-Range

Dependency in
Streamflow

Water
Resources
Managemen

t

Seung
Beom
Seo

33-8 네덜란드 Springer SCI 2019/06/0
4 2019

64

ASSESSMENT OF
HYDROLOGICAL

CHANGES IN A RIVER
BASIN AS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WATER
MANAGEMENT

PRACTICES, BY USING
THE CAT MODEL

Irrigation
and

Drainage

Cheol
Hee
Jang

65(52) 미국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CI 2016.08 2016　

65
CAT-PEST 연계 모형의
침투 해석 방법에 따른
단기 유출 특성 분석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

집
최신우 17(11) 대한민국 한국산학기술학회 비SCI 2016.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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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Does the Complexity of
Evapotranspiration and
Hydrological Models
Enhance Robustness?

Sustainabilit
y

Birhan
u,

Dereje
10(8) 스위스 MPDI SCI 2018.08 2018

67

CAT 모형의
침투해석방법별

전역최적화기법을 이용한
보령댐 유역의 유출 특성

변화 분석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

지
박상현 20(2) 대한민국 한국산학기술학회 비SCI 2019.02 2019

68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crop

coefficient and leaf area
index to enhance
evapotranspiration

simulations in hydrologic
models

Hydrological
Processes

Birhan
u

Dereje
33(16) 미국 WILEY SCI 2019.11 2019

69
USLE LS 인자 구축시
DEM 해상도가 미치는

영향
한국물환경
학회논문집 구자영 32(1) 한국 한국물환경

학회 비SCI 2016.01 2016

70

낙동강 수계에서의
하천유량 변동성과

기저유출 기여도의 관계
분석

한국농공학
회논문집 한정호 58(1) 한국 한국농공학

회 비SCI 2016.01 2016

71
GSTARS 모형을 이용한
남한강에서의 유량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안정규 49 한국 한국수자원

학회 비SCI 2016.06 2016

72

지형학적특성에 따라 군집

화된 중소규모유역의 합성

단위도법 제시

대한토목학
회논문집 김진겸 36 한국 대한토목학

회 비SCI 2016.06 2016

73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극한호우사상이 소양강댐
유역의 유량 및 유사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환경
학회 논문집 한정호 33 한국 한국물환경

학회 비SCI 2017.03 2017

74

다양한 기저유출 분리
방법을 이용한

시단위(연/계절/월)에 따른
기저유출 기여도 분석

한국농공학
회 논문집 이승찬 59 한국 한국농공학

회 비SCI 2017.03 2017

75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탁수사상 발생시

소양강-팔당호 구간 탁수
영향 분석

한국물환경
학회지 박형석 33 한국 한국물환경

학회 비SCI 2017.05 2017

76 다목적댐유역에서의
증발산 보완관계가설 검증

대한토목학
회 논문집 김지훈 Vol.

37 한국 대한토목학
회 비SCI 2017.06 2017

77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유황별 LOADEST 모형의
적정 회귀식 선정 연구: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국농공학
회 논문집 김종건 59(4) 한국 한국농공학

회 비SCI 2017.07 2017

78

유량자료의 시간적 연속성
변화가

오염부하지속곡선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한국물환경
학회 논문집 권필주 33(4) 한국 한국물환경

학회 비SCI 2017.07 2017

79
소유역별 기저유출

감수상수를 적용한 유량
및 기저유출 모의

한국농공학
회 논문집 한정호 59 한국 한국농공학

회 비SCI 2017.10 2017

80
북한강 수계 대규모

탁수사상 발생에 의한 댐
저수지의 탁수 영향 분석

한국물환경
학회지 박형석 33(3) 한국 한국물환경

학회 비SCI 2017.05 2017

81

Classification of drainage
network types in the arid
and semi-arid regions of
Arizona and California

Journal of
Arid

Environmen
ts

정기철 Vol.
144 영국 ELSEVIER SCI 2017. 05 2017

82
Impact of river network
type on the time of
concentration

Arabian
Journal of
Geosciences

Ki
Chul
Jung

572 사우디아라비아 Springer SCI 2017.12 2017

83

Variability of pCO2 in
surface waters and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

t

Sewoo
ng
Chung

622 네덜란드 Elsevier SCI 2018.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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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pCO2 Dynamics of
Stratified Reservoir in
Temperate Zone and CO2

Pulse Emissions
During Turnover Events

Water
Hyung
seok
Park

10 스위스 MDPI SCI 2018.09 2018

85
Effects of Slope

Magnitude and Length
on SWAT Baseflow

Estimation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and

climatology

Dong
Jun
Lee

145 미국
American
Metrorologi
cal Society

SCI 2019.01 2019

86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persistent

turbidity issue of a large
dam reservoir in the
temperate monsoon

region

Climatic
Change

Hyung
seok
Park

151 독일 Springer SCI 2018.12 2018

87
고빈도 DO 및 수온 센서
자료를 이용한 대청호
생태계 신진대사 산정

한국물환경
학회지 김성진 34 대한민국 한국물환경학회 비SCI 2018.11 2018

88

국내 미계측 유역의
유사유출량 예측을 위한
군집별 유사전달율 산정식

도출 및 평가

한국물환경
학회지 이서로 34 대한민국 한국물환경학회 비SCI 2018.09 2018

89
Effects of Slope

Magnitude and Length
on SWAT Baseflow

Estimation

journal of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Dongju
n Lee 145 미국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SCI 2019.01 2019

90

Estimation of Low-Flow
in South Korean River
Basins Using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nd Neural
Network (CCA-NN)
Based Regional

Frequency Analysis

Atmosphere 정기철 10 스위스 MDPI SCI 2019-11 2019

91
유량 조절과 인 부하
변동에 따른 강정고령보
조류저감 효과 수치 모의

환경영향평
가 박대연 28 대한민국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비SCI 2019-12 2019

92

국내 하천 형상을 반영한
SWAT 모형 내 하천폭
및 홍수터폭 산정 회귀식

도출

한국농공학
회 논문집 이현구 61 대한민국 한국농공학회 비SCI 2019-07 2019

93

Comparative study on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fixed-area and

storm-centered ARFs

Journal of
hydrologic
engineering

강부식 24 미국 ASCE SCI 2019-10 2019

94

Evaluation of the Effect
of Channel Geometry on
Streamflow and Water
Quality Modeling and
Modification of Channel
Geometry Module in

SWAT: A Case Study of
the Andong Dam
Watershed

Water 한정호 11 스위스 MDPI SCI 2019-04 2019

95

Effect of Climate Change
on Long-term Riverbed
Change using GSTARS
Model in Nakdong River,

Korea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안정규 23 대한민국 대한토목학회 비SCI 2019-04 2019

96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남조류 우점 환경요인

분석
한국물환경
학회지 김성진 35 대한민국 한국물환경학회 비SCI 2019-05 2019

97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호
수온 및 성층강도 변화

예측
한국물환경
학회지 윤여정 35 대한민국 한국물환경학회 비SCI 2019-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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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98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Cyanobacterial

Dominance after River
Weir Installation

Water 김성진 11 스위스 MDPI SCI 2019-06 2019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1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안소라 2015.05 강원도 고성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2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용관 2015.05 강원도 고성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3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장선숙 2015.05 강원도 고성

대명리조트 대한민국

4 2015 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안소라 2015.06 대전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5 2015 AOGS 안소라 2015.08
Suntec
Singapore
Convention

싱가폴

6 2015 AOGS 안소라 2015.08
Suntec
Singapore
Convention

싱가폴

7 2015 PAWEES 이지완 2015.08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8 2015 SWAT
conference 안소라 2015.10 Purdue

University 미국

9 2015 SWAT
conference 이지완 2015.10 Purdue

University 미국

10 2015 SWAT
conference 장선숙 2015.10 Purdue

University 미국

11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안소라 2016.05 대전 대한민국

12 2016 iEMSs 안소라 2016.07 Toulouse 프랑스

13 2016 SWAT
conference 안소라 2016.07 eijing Normal

University 중국

14 2016 HIC 안소라 2016.08 인천 대한민국

15 2016 PAWEES 김다래 2016.10 대전 대한민국

16 2016 PAWEES 안소라 2016.10 대전 대한민국

17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지완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8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다래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9 2017 AWRA 김성준 2017.06
Sheraton

Tysons Hotel,
Tysons

미국

20 2017 SWAT
conference 이지완 2017.06 Centrum Wodne

SGGW, warsaw 폴란드

21 2017 SWAT
conference 김다래 2017.06 Centrum Wodne

SGGW, warsaw 폴란드

22 2017 PAWEES 이지완 2017.11 타이중 대만

23 2017 PAWEES 김다래 2017.11 타이중 대만

24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지완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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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용원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26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진욱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27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우소영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28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이지완 2018.11 리솜덕산스파캐

슬 대한민국

29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우소영 2018.11 리솜덕산스파캐

슬 대한민국

30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김용원 2018.11 리솜덕산스파캐

슬 대한민국

31 2018 AOGS 이지완 2018.06
Hawaii
Convention
Centre

미국

32 2018 ICEO & SI
conference 이지완 2018.07

Ming-Hs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만

33 2018 SWAT
conference 우소영 2018.09

Vrije
Universiteit
Brussel

벨기에

34 2018 PAWEES 이지완 2018.11
Nara Kasugano
International
Forum

일본

35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지완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36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우소영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37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진욱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38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용원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39 2019 SWAT
conference 김진욱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0 2019 SWAT
conference 김용원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1 2019 SWAT
conference 이지완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2 2019 SWAT
conference 이용관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3 2019 SWAT
conference 우소영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4 2019 SWAT
conference 장원진 2019.07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
Life Sciences
(BOKU)

오스트리아

45 2019 IWA Dipcon 우소영 2019.10 한라컨벤션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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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46 2015 EWRA 김연주 2015.06
Grand Cevahir
Hotel &
Convention
Center.

이스탄불

47 2015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발표회 원광재 2015.11 광주 대한민국

48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혜선 2016.05 대전 대한민국

49 2016 HIC 박혜선 2015.11 광주 대한민국

50 2016 HIC 김연주 2015.11 광주 대한민국

51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혜선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52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서호철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53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수현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54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발표회 박혜선 2017.06 서울 대한민국

55 2017 AOGS 박혜선 2017.08
Suntec
Singapore
Convention

싱가폴

56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조경우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57
2018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조경우 2018.11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58 2018 AGU fall meeting 조경우 2018.12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미국

59 2018 AGU fall meeting 서호철 2018.12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미국

60 2018 AGU fall meeting 이재형 2018.12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미국

61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조경우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62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혜진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63 2019 AGU Fall
meeting 조경우 2019.12 Moscone Center 미국

64 2019 AGU Fall
meeting 김혜진 2019.05 Moscone Center 미국

65 2015 한국청정기술학회
학술발표회 박대룡 2015.03. 부여 대한민국

66 2015 AGU Fall
meeting 박대룡 2015.12 샌프란시스코 미국

67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대룡 2016.05 대전 대한민국

68 2016 HIC 박대룡 2016.08 인천 대한민국

69 2016 HIC 박대룡 2016.08 인천 대한민국

70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대룡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71 2017 EWRA 박대룡 2017.08 그리스 그리스

72 2018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회 박대룡 2018.04.27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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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대룡 2018.05.2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74 2018 iEMSs 박대룡 2018.06.25 Fort Collins 미국

75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정기철 2019.05.31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76
2019 AEESP

Distinguished Lecture
& 25th annual EES
Symposium

박대룡 2019.04.19
I hotel and
Conference
Cente

미국

77
2019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

김시연 2019.10.01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78
2019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

전설 2019.10.01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79
2019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

정기철 2019.10.01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80
2019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학술대회

정기철 2019.10.01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81 2019 EWRA
conference 박대룡 2019.06.27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스페인

82 2019 IUGG conference 정기철 2019.07.10
PALAIS DES
CONGRS DE
MONTRAL

캐나다

83
2015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김영오 2015.11 광주 대한민국

84
2015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윤지웅 2015.08 서울 대한민국

85 2015 한국통계학회
추계학술대회 김용대 2015.11 서울 대한민국

86
2016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김영오 2016.12
　

제주국제컨벤션
센터(ICC JEJU)

대한민국

87
2016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윤지웅 2016.12
　　

제주국제컨벤션
센터(ICC JEJU)

대한민국

88 CMStatistics 2016 김용대 2016.12 University of
Seville 스페인

89
2016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김용대 2016.12
　　　

제주국제컨벤션
센터(ICC JEJU)

대한민국

90 2016 HIC 김영오 2016.08 　인천 대한민국

91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최서형 2017.11 　울산 대한민국

92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윤해나 2017.11 　울산 대한민국

93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최서형 2017.10 　부산 벡스코 대한민국

94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윤해나 2017.10 　　부산 벡스코 대한민국

95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임선후 2017.10 　　부산 벡스코 대한민국

96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and Society
김영오 2017.06 Sevilla 스페인

97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김용대 2017.06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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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윤지웅 2017.06 　서울 대한민국

99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김영오 2017.06 　서울 대한민국

100 EWRI 2017 윤해나 2017.05 미국

101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박훈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02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윤지웅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03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온일상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04 2018 ISDC 김기주 2018.08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105 2018 HIC 김영오 2018.07 팔레르모대학교 이탈리아

106 2018 AOGS 서승범 2018.06
Hawaii
Convention
Centre

미국

107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윤해나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08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김기주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09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승범 2018.06 제주국제컨벤션 대한민국

110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서승범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1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윤해나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12 2019 IAHR 김기주 2019.09
파나마시티(HOT

EL RIU
PLAZA)

파나마시티

113 2019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윤영석 2019.06 서울(세종대학교

) 대한민국

114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영오 2019.05 여수(여수컨벤션

) 대한민국

115 2019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김기주 2019.06 서울(세종대학교

) 대한민국

116 2019 EWRI 김기주 2019.05 피츠버그(Wyndh
am Grand) 미국

117 AOGS 2015 장철희 2015.08
Suntec
Singapore
Convention

싱가폴

118 IAH 2015 Dereje 2015.11 로마 이탈리아

119 2015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Dereje 2015.10 GSCO 전시장 대한민국

120 HIC 2016 Dereje 2016.08 인천 대한민국

121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Dereje 2016.05 대전 대한민국

122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최신우 2016.05 대전 대한민국

123 2016 Climate Change
Conference 장철희 2016.11 Marrakech 모로코

124
2016

한국방재학회학술발표
회

장철희 2016.02 서울 대한민국

125
2017

한국수자원학회학술발
표회

김현준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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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7

한국수자원학회학술발
표회

Dereje,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27 2017 AOGS 장철희 2017
Suntec
Singapore
Convention

싱가폴

128
2017

한국수자원학회학술발
표회

장철희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29 2017 기후변화적응
국제심포지움 김현준 2017.04 완도 대한민국

130 2017 ASCE India
Conference Dereje 2017.12 뉴델리 인도

131 2017
대한민국국제물주간 김현준 2017.11 경주 대한민국

132 IAHR-APD2018 Dereje Birhanu 2018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33 AOGS2018 장철희 2018 하와이 (하와이) 미국

134 IAHR-APD2018 박상현 2018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35 EGU2018 김현준 2018 비엔나 (비엔나) 오스트리아

136 EGU2018 Dereje Birhanu 2018 비엔나 (비엔나) 오스트리아

137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상현 2018.05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대한민국

138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Dereje Birhanu 2018.05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대한민국

139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장철희 2018.05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대한민국

140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덕환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시)

대한민국

141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장철희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시)

대한민국

142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MITIKUDEREJEBIR
HANU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시)

대한민국

143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상현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시)

대한민국

144 2014 Water
Symposium 강부식 2014.11

Marlborough
Convention
Centre

뉴질랜드

145 2014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문수진 2014.10 대구 엑스코 대한민국

146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회 문수진 2014.02 인하대학교 대한민국

147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정민 2015.05 강원도 고성 대한민국

148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한정호 2015.05 강원도 고성 대한민국

149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형석 2015.05 강원도 고성 대한민국

150 2015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윤성완 2015.05 강원도 고성 대한민국

151 2015 IAHR 문수진 2015.07 Delft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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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015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
물환경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김정민 2015.08 고양시 KINTEX 대한민국

153
2015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
물환경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한정호 2015.08 고양시 KINTEX 대한민국

154

2015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
물환경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성윤수 2015.08 고양시 KINTEX 대한민국

155 2015 EWRI conference 강부식 2015.05 플로리다 미국

156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김지훈 2016.05 대전 대한민국

157 2016 AOGS conference 강부식 2016.08 베이징 중국

158 2016 HIC conference 강부식 2016.08 인천 대한민국

159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종문 2016.05 대전 대한민국

160 2016 HIC conference 이종문 2016.08 인천 대한민국

161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한정호 2016.05 대전 대한민국

162 2016 HIC conference 한정호 2016.08 인천 대한민국

163 2016 HIC conference 금동혁 2016.08 인천 대한민국

164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성윤수 2016.10 대전 대한민국

165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이서로 2016.10 대전 대한민국

166 2016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박형석 2016.05 대전 대한민국

167 2016 HIC conference 정세웅 2016.08 인천 대한민국

168 2017 AWRA
Conference 김은지 2017.11 Portland 미국

169 2017 AWRA
Conference 정기철 2017.11 Portland 미국

170 2017 SWAT
conference 이동준 2017.07 Warsaw 폴란드

171 2017 SWAT
conference 한정호 2017.07 Warsaw 폴란드

172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손호영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73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종문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74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한정호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75 2017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서로 2017.05 창원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76 2017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회: 한정호 2017.08 부산가톨릭대학

교 대한민국

177 2017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회: 이서로 2017.08 부산가톨릭대학

교 대한민국

178

2017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

물환경학회
공동학술발표회

박형석 2017.03 광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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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8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발표회

박형석 2018.03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

180
2018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박형석 2018.04 국립산림과학원 대한민국

181 2018 AWRA Spring
specialty conference 손호영 2018.04 Orlando, FL 미국

182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손호영 2018.05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83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정우석 2018.05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84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양동석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85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최유진 2018.05 경주화백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186 2018 AOGS 손호영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187 2018 AOGS 김은지 2018.06 Honolulu,
Hawaii 미국

188 2018 ASABE
Conference 양동석 2018.07 Cobo Center

(Detroit) 미국

189 2018 ASABE
Conference 최유진 2018.07 Cobo Center

(Detroit) 미국

190 2018 ASABE
Conference 이서로 2018.07 Cobo Center

(Detroit) 미국

191 The 12th Asia Impact
assessment Conference 박형석 2018.08 University of

Shizuoka 일본

192 The 12th Asia Impact
assessment Conference 윤여정 2018.08 University of

Shizuoka 일본

193 2019 ASABE
Conference 양동석 2019.07 보스턴 메리어트

(Boston) 미국

194 2019 ASABE
Conference 최유진 2019.07 보스턴 메리어트

(Boston) 미국

195 2019 ASABE
Conference 이관재 2019.07 보스턴 메리어트

(Boston) 미국

196 2019 ASABE
Conference 이서로 2019.07 보스턴 메리어트

(Boston) 미국

197 2019 IAHR World
Congress 김은지 2019.09 리우플라자호텔

(파나마) 파나마

198 2019 IAHR World
Congress 김은지 2019.09 리우플라자호텔

(파나마) 파나마

199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이서로 2019.10 비발디파크

(홍천) 대한민국

200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최유진 2019.10 비발디파크

(홍천) 대한민국

201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박건우 2019.10 비발디파크

(홍천) 대한민국

202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이은주 2019.0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203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윤여정 2019.0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204
2019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윤여정 2019.03 대구EXCO 대한민국

205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탁용훈 2019.05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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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2015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2015.02

2015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분석 보고서 2015.02

2018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2019.12.

201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이론 및 적용 2019.12.

2018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불확실성 정량화 :
수자원을 중심으로 2019.12.

2018 기후변화적응 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2019.12.

2018 수자원 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비교와 평가 2019.12.

2015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2015.02

2017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S/W
매뉴얼 2017.08

2018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CAT 3.1) 사용자
매뉴얼 2019.12.

2015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2015.02

2018 기후변화 대비 하천환경 및 이수안전도 분석을
위한 미래 갈수량 전망 2019.12.

2018 극한사상에 따른 하천 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 영향평가 개발 2019.12.

2018 극한사상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2019.12.

2018 기후변화에 따른 댐 저수지 극한 탁수사상 전망
및 대응기술 2019.12.

(마)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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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성과

(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 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여

부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수자원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대
한
민
국

건국대
학교
산학협
력단

2017 10-2017-0
054303

2
수자원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대
한
민
국

건국대
학교
산학협
력단

2017 10-2017-0
054303

건국대
학교
산학협
력단

2018.06 10-1872640-0000 100% 활용

3
다중 가중치 산정 및
TOPSIS를 이용한
단위유역별 수자원
취약성 평가방법

대
한
민
국

건국대
학교
산학협
력단

2017 10-2017-0
049560

4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나무 구축

방법

대
한
민
국

김영오,
임선후

2018/01
/11

10-2018-0
003935

5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나무 구축

방법

대
한
민
국

김영오,
임선후

2018/01
/11

10-2018-0
003935

김영오,
임선후

2018/12
/05

10-192789
8-0000 - -

6
로버스트 최적화를
이용한 이수기 저수지

운영룰 산정

대
한
민
국

김영오,
윤해나

2018/
01/11

10-2018-0
003802

7
유역 일유출량 예측을
위한 통합시스템 및 그

관리 방법

대
한
민
국

한국건
설기술
연구원

2017.08 10-2017-0101234

8
유역 일유출량 예측을
위한 통합시스템 및 그

관리방법

대
한
민
국

한국건
설기술
연구원

2017.08 10-2017-0101234
한국건
설기술
연구원

2018.11 10-1918857-0000 100% 미활용

(나)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비고

1

기후변화 대응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를 위한
SWAT 입력자료

전처리 자동화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5.11 C-2016-0
02331

주식회사
부린 100 S/W

2

기후변화 대응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를 위한
SWAT 입력자료

후처리 자동화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5.11 C-2016-0
02332

주식회사
부린 100 S/W

3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표출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5.11 C-2016-0

05812
주식회사
부린 100 S/W

4 기후변화 대응
유역건전성 평가 자동화 주식회사 부린 2017.01 C-2017-0

01726
주식회사
부린 100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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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기술 지정

해당 없음.

(라) 기술 및 제품 인증

해당 없음.

5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7.01 C-2017-0

01727
주식회사
부린 100 S/W

6

기후변화 적용
유역건전성, 취약성
평가 조회 및 분석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7.12 C-2017-0

31691
주식회사
부린 100 S/W

7 수문분석 데이터 분할
및 분석 프로그램 주식회사 부린 2017.12 C-2017-0

31690
주식회사
부린 100 S/W

8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유역건전성 산정
프로그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1.05 C-2018-0

30303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S/W

9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문모형의
자동검보정 프로그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1.06 C-2018-0

3030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S/W

10

Sustainable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Kolokytha,
Elpida, Oishi,
Satoru,

Teegavarapu,
Ramesh S.V.

2017/01/31
978-981-
10-2051-
3

Springer 서적

11 UncDecomp 온일상,김성현 2018/11 S/W

12 R용 CAT 모형(RCAT)
패키지 ver. 0.1.4

김현준, 장철희,
박희성 2015.12 C-2015-0

30661

김현준,
장철희,
박희성

100 S/W

13

SYMHYD 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CAT3-SYMHY
D)

김현준, 장철희 2017.03 C-2017-0
06341

김현준,
장철희 100 S/W

14
TANK4 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CAT3-TANK4)

김현준, 장철희 2017.03 C-2017-0
06342

김현준,
장철희 100 S/W

15 TPHM 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CAT3-TPHM) 김현준, 장철희 2017.03 C-2017-0

06343
김현준,
장철희 100 S/W

16 GR4J 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CAT3-GR4J) 김현준, 장철희 2017.03 C-2017-0

06513
김현준,
장철희 100 S/W

17
GSM(빙하-융설)
장기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
김현준, 장철희 2017.11 C-2017-0

31728
김현준,
장철희 100 S/W

18
TANKSM(토양수분저류
) 장기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
김현준, 장철희 2017.11 C-2017-0

31730
김현준,
장철희 100 S/W

19

HBV(융설 고려한
물순환 해석)

장기일유출모형 연계
시스템

김현준, 장철희 2017.11 C-2017-0
31729

김현준,
장철희 100 S/W

20
전역최적화

기법(SCE-UA)과
연계된 장기일유출모형

시스템

김현준, 장철희 2018.11 C-2018-0
33406

김현준,
장철희 100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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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준화

해당 없음.

(3) 경제적 성과

(가)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1 WAMIS-CC 2018-11-30 (주)부린
건국대학교
공학관 D동
237호

본 연구단의 핵심결과를
WAMIS에서 표현,

자료/정보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연구자, 지자체
공무원용 컨텐츠 포함

제공)

2018/01/15 ~
2018/12/31

2 WAMIS-CC 2019-12-27 (주)부린
http://116.42.
51.207:7081/
wkc/wkc_sce
nario_lst.do

기존 WAMIS 웹
시스템의 대메뉴에
기후변화 파트를

추가하여, 본 연구단의
핵심결과들을 취합하여
제공함 연구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2019/01/01 ~
2019/12/31

3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개발
2018-12-19 ㈜한국토코

넷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신관5층
502호

본 시제품제작을 통해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은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한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로써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018/07/25 ~
2018/11/30

(나) 기술 거래(이전) 등

해당 없음.

(다) 사업화 투자실적

해당 없음.

(라) 사업화 현황(누적)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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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출실적

해당 없음.

(바) 고용창출

해당 없음.

(사) 비용 절감(누적)

해당 없음.

(아) 경제적 파급 효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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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업지원(기술지도)

번호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업체명 기술명

1 (주)도화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10/24 ~
2018/10/24

(주)도화
수자원부

지하1층
회의실 25

2 (주)유신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10/17 ~
2018/10/17

(주)유신
수자원부 4층 회의실 25

3 (재)한국수자원조사기
술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09/14 ~
2018/09/14 전직원 12층 회의실 15

4 동부엔지니어링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07/27 ~
2018/07/27

동부엔지니어링
수자원부 11층 회의실 25

5 (주)이산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07/20 ~
2018/07/20

(주)이산
수자원부 15층 회의실 20

6 (주)삼안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07/12 ~
2018/07/12

(주)삼안
수자원부 5층 회의실 20

7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지도

2018/05/30 ~
2018/05/30

4대강
홍수통제소
직원

금강홍수통제
소 2층
상황실

9

8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CAT3.1)

2019/11/26 ~
2019/11/26 업체(연구원)

한국수계환경
연구소
중회의실

10

9 전남대학교 나주호 유입량 산정을
위한 CAT 모델 교육

2019/10/24 ~
2019/10/25 정민혁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

10 평화엔지니어링,
건화엔지니어링 등

CAT3.1 Workshop
-교육 및 실습-

2019/10/23 ~
2019/10/23

업체 및
대학원생

두산벤처다임
1층 세미나실 19

11 중부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CAT3.1 Workshop
-교육 및 실습-

2019/10/16 ~
2019/10/16

업체 및
대학원생 건설회관 20

12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CAT3.1 Workshop
-교육 및 실습-

2019/09/18 ~
2019/09/18

업체 및
대학원생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2

13 국립공주대학교

중소하천 물부족
위험도 평가 기법
세미나(CAT3.0)
세미나 개최

2019/06/12 ~
2019/06/12 대학원생

국립공주대학
교

천안캠퍼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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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성과

(가) 법령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1 법 개정

지자체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가이드라인
법제
개선방안
도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8조 외
3개 조항

2019-12
-17

국회입법
조사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법적 성격을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감소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 저탄토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위의 법령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함

(나)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1 채택
저탄소 푸른
서초 환경
마스터플랜

서초구
푸른환경과 2015

주민참여기반 서초구 기후변화적응조

례 제정 계획 수립

▷저탄소녹색생활문화정착및확산분위

기조성을위한실천활동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환경도시서초

를조성하기위한지식정보교환

▷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공동노력

▷에너지절약을위한구체적실천활동공

동추진

이번협약을통해6개단체는주민들의녹

색생활과소비가습관화되도록다양한교

육,홍보,실천활동을펼치게되며서초구는

6개단체에서진행하는활동을행정적으

로지원하게된다.

협약이후서초구는환경보전에대응하기

위한전문가,기업,공공기관,학교,NGO등

의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도지원하며지

역특성에맞는환경비전과마스터플랜을

수립해나갈계획이다.또동별로환경활동

가를기반으로한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구성하는등환경에대한다양한활동기반

도구축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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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

서/지침/안내서)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1

설계기준/설명서

/지침/가이드라

인에 반영

개선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이드

라인 개선안

2019-12-11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개

발 연구(CCAW)’의 일환으로 '지자

체 기후변화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 개선방안 도출'

과제를 수행 및

연구 성과로 도출한 '지자체 기후

변화적응대책 가이드라인 개선안'

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 제안하

였음.

(라) 전문연구 인력양성

번호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3-1 2019 3 11 15 20 9
2 3-2 2019 2 5 5 2 7
3 3-3 2019 1 1 1
4 3-4 2019 4 19 15 8

(마)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해당 없음.

2 제안

충청남도 기후

변화 적응 물관

리정책(수자원

분야) 협의회

발족

충청남도 도청 물

관리정책과
2016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수자워분야) 협의회 규정은 기후변화

에 따른 충청남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정책(수자원분야)을 수립

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통해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

제안함으로써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정

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협의회는「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수자원분야) 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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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

교류

구분 성명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Cornell
University
단기연수

김기주 2019.09.09-
2019.12.24 미국

MORDM (Multi-Objective
Robust Decision Making)
Framework, Borg MOEA
Wrapper 실습 및 교육 수강

국제

협력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체결

일자

대상

국

대상기

관

체결자

료

(건)

대상

국

과제접

수

(건)

과제도

출

(건)

조사기

간

대상

국

협약연구

개발비

(원)

체결

건수

체결일

자
수행기간

(사) 기술무역

해당 없음.

(아) 홍보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언론매체 한국농공학회지 SWAT 수문/수질 모델링을 통한 유역건전성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 2016.05

2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WAMIS-CC) 개발 2017.04

3 언론매체 한국농공학회지 SWAT 기반의 5대강 유역 건전성 평가 2018.11

4 언론매체 대한토목학회지 유역관리분야 기후변화 유역건전성 취약성 및
영향평가 전략 2019.08

5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2018 PAWEES 학회 참관기 2019.04

6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사회-수문학(Socio-hydrology) 혹은

수문사회학(Hydro-sociology): 인간과 물
순환과의 상호진화 연구

2015.06

7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Human footprint를 고려하는 글로벌 수문 및
수자원 모형 2018.06

8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기술 개발 2017.04

9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 전망에서의 단계별 불확실성 평가 기술 2018.11

10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2018.11

11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기후변화 적응 협의체를 위한 비전공유계획 적용
사례 2018.11

12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중심으로 2019.12

13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 전망 불확실성 분해 R Package
‘UncDecomp’ 2019.12

14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유역 물순환 해석 및 개선시설 평가 소프트웨어
(CAT, 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공개용 버전 개발
2016.03

15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기술개발 2017.04

16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CAT 3.0)
개발 2018.11

17 전시회 한국수자원학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전시 2018.05

18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비가 와야 살아나는 토왕성 폭포… 볼 수 있는
날을 과학으로 계산하다 2018.05

19 전시회 한국수자원학회 CAT 3.0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모델시연 및
포스터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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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포상 및 수상 실적

20 전시회 한국수자원학회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CAT
3.0) 2018.05

21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개발 연구
소개 2015.02

22 언론매체 대한토목학회지 기후변화에 따른 하상변동예측 기법 개발 2016.10

23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
기술 소개 2017.04

24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지 극한사상에 대한 탁수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소개 2017.06

25 언론매체 한국농공학회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리수문통합 전망기술
개발 2018.12

26 언론매체 한국수자원학회
물과미래 장기유출 모의와 연계한 하상변동 예측 2018.12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 표창장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자원 관리 및 연구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

김성준 2015.03.25 국토교통부

2 논문상 우수논문상

"분포형 광역 수문모델
개발 및 한강유역 미래
기후변화 수문영향평가"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수상

김성준 2015.04.16 한국지리정보학회

3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도시성장 시나리오와
CLUE-s모형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연구"에 관한 발표가
우수발표로 선정되어

학회상 수상

이용관 2015.05.29 한국수자원학회

4 학술상 해담학술상
공간정보분야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해담학술상 수상

안소라 2015.11.05 한국지리정보학회

5 공로상 KU Research
Pioneer

뛰어난 연구실적으로
교내의 연구 역량 향상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
김성준 2016.12.05 건국대학교

6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SWAT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금강유역의 지하수위 거동
평가"에 관한 발표가
우수발표로 선정되어

학회상 수상

이지완 2017.05.26 한국수자원학회

7 논문상 우수발표
논문상

"미래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수문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발표가
우수발표로 선정되어

학회상 수상

김다래 2017.05.26 한국수자원학회

8 논문상 우수발표상

"The possibility of decision
making for irrigation

water release by coupling
daily agricultural reservoir
operation model with

weather forecasted data"에
관한 발표가 우수발표로
선정되어 학회상 수상

이지완 2017.11.10

International
Society of Paddy
and Water
Environment
Engineering
(PAWEES)

9 포상 근정포장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
김성준 2018.03.22 대통령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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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로상 연구공로상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연구공로상 수상 김성준 2018.05.15 건국대학교

11 논문상 우수논문발표상 우수논문발표에 따른 수상 김용원 2018.11.02 한국농공학회

12 논문상 우수논문발표상 우수논문발표에 따른 수상 우소영 2018.05.25 한국수자원학회

13 논문상 우수논문상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수상 정충길 2019.01.18 한국수자원학회

14 논문상 우수논문발표상 우수논문발표에 따른 수상 김진욱 2019.05.31 한국수자원학회

15 논문상 우수논문발표상 우수논문발표에 따른 수상 우소영 2019.05.31 한국수자원학회

16 포상 국무총리표창

연구과제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수자원보전관리를
실현하고자 하였음.
과제의 5차년도에서는
이전까지 개발한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을
기후변화 취약중심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로버스트 최적화를
통한 댐 운영 기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와 협의체를 통한
비전공유모형 지속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음.

김영오 2018-03-22 환경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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