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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구온난화는 기

후변화를 야기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

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자원, 생태계, 보건, 농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관측 또는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강수패턴의 시공간 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가 꼽힌다(IPCC, 2007).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지라도 기후의 탄성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근원적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적응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IPCC, 2007).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

자원 적응 기술개발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 수자원 안

보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따른 수

자원 분야별 영향평가 중심의 연구로 추진됨으로써 현실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체

계적이고 현실적인 적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수자원관

리 기술 및 시스템의 적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적

응 가능한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자원 산업 기반 구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괄과제와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적응기술,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기후변화 수자원 산업 적응기

술이라는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목표 :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자원 산업 기반 구축

연구 내용

  •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 기술

연구개발성과

  •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PMP 모형과 Bayesian Copula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극한강우 D/B를 구축하였음. PMP 개념 기반의 과거 극한강우 사상을 전이하는 강우 

전이 모형을 개발하여 극한강우 사상을 생성하였음.

  - 한강유역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강우량 및 확률홍수량의 변동성을 평가하였음.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취약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미래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고령화로 인한 복합적인 댐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댐 

재개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시범유역에 대한 댐 재개발 평가를 수행하였으



- v -

며, 연구사례를 기반으로 댐 재개발 관련 지침을 제시함.

  - 시간단위 강우-유출모형을 개발하여 거대강우 기반의 거대홍수를 모의하였으며, 홍수

저감능력평가를 수행하였음. 홍수위험지수 산정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최

적대피소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홍수피해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추가적으로 강우-유출 모형과 범람해석 모형을 결합한 거대홍수 해석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댐 붕괴 시나리오를 모의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하여 가능한 대부분의 홍

수위협을 모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평가 및 선정 기법과 통계적 상세화 기법 SD-QDM을 개발

하여 국내 기상관측소에 대해 상세화 자료를 생산함. SD-QDM 기반 상세화 시나리오

는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을 획득함.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

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상세화 교육을 수행함. 상세화 자료 기반 중권역 규모의 일단

위 수문시나리오를 PRMS, SWAT, HSPF 모형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유역별 유출량 전

망, 유황곡선 분석 등을 수행함.

  - 유역 수문순환 평가 및 용수수요 추정 모듈을 탑재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모형

을 개발함.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취약지역 선정을 수행함. 구축된 모형 및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안내서 및 지침서를 작성함.

  - 비상용수에 대한 산정 및 사용기준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기준 표준

화를 수행하였으며, 댐 운영 실적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음. 또한 가뭄단계별 해제

기준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입하였으며, 댐 연계운영의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

로 나타남. 기준 저수량에 따른 댐 운영 Action Plan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미래 기

후변화에 따른 물 공급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율 개념을 도입함. 저수지 운영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음.

  - 극한 가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극한 가뭄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극한 가뭄을 고려한 취약지역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가뭄 

대응 Emergency Plan을 제시함.

 •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 유역 건전성, 취약성, 우선순위, 물순환 건전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및 통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전국 단위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전

국/지자체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및 적응전략을 제시함.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취약성 지수의 전국 적용 결과와 타 세부의 기후변화 영

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성과물인 WAMIS-CC 웹시스템을 개발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형 SVP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불확실성을 평가 및 정량화함.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법령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평가를 위해 최적화, 불확실성 분석 모듈을 포함한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물순

환 변동성을 평가함.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홍보를 위해 현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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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술지도를 수행함.

  -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유역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을 수행함. 하상변동, 토양유실 취약성 평가를 통해 탁수 관리 및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 기술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글로벌 기상, 수문, 지형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기반으로 지표수문해석 모형을 구축하여 대륙규모의 수문해석 자료를 구축하였

음.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

음.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수자원 산업 기초자료(기상, 수문, 유역, 일

반현황, 북한), 미래 기상 및 수문 전망 자료(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국가

별 수자원 분석 자료(물산업지수, 가치평가, W-E-F, 가상수), 해외 물 관련 정보(해

외사업자료, 이상기후 및 피해, 물재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로써 글

로벌 수자원 산업 진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북한의 수자원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수자원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신규댐 

개발가능지점에 대하여 연간발생가능전력량을 제시하고, 댐 개발 가능지점의 위치정

보, 저수량, 횡단면도 등의 정보를 대장화한 자료를 제공하였음. 또한 댐 개발의 도

별, 도내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향후 북한 수력댐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남북공유하천유역의 미래 극한강수량 변화를 전망하여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남북공유하천유역에 적용하였음. 미래 극한

강수량의 변화량을 지역분포하여 공간적 변동특성을 확인하였음. 또한 참조기간 100

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미래 재현기간 변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주요국의 가상수 분석을 수행하여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며, 가상수의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을 선별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중심의 가상수 분석을 통해 가상수의 유출입을 

파악하였음. 수자원 산업을 유역종합개발, 상하수도, 대체수자원으로 구분하고 산업

별 세부지표 기반의 물산업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함. 가상수와 물산업지수 분석결과

를 기반으로 해외 지역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전문가조사를 통해 수자원 가치에 대한 속성과 영향요인을 도출함. 용수 분야별 가치

모형을 개발하고 시공간적 변동에 대한 모형을 적용함. 극한 상황에 대한 기후시나

리오를 통해 변동성 연구를 수행함.

  - 수자원관리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을 통해 신제도주의에 입각한 수자원 관리제도

를 분석하고 인문사회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도출함. 또한 수자원 관련 환경 정책

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함.

  - 대상지역의 자원공급 가능량과 직간접 수요량 산정할 수 있는 연계해석 모듈 

바탕으로 자원공급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공함. 개발모형에서는 다수 지역(혹은 

국가)대상 연계해석 수행 및 최적 자원 이용방안을 제공하여 지역 간 부족자원 

수입 및 초과 자원 수출을 통해 자원의 공급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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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 기후변화를 고려한 IDF, PMP, 거대강우 등의 자료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과의 실용화 전략 공유를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음. D/B 표출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설계 회사 등에서 실무자들이 손쉽게 사용 가능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홍수량 산정 결과는 현업에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미래 전망기간별 홍수량 결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취약댐을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자본의 효율적이고 집중

적인 투자를 위해 댐 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성능평가 구조안전성(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거대홍수 시스템 및 댐 붕괴 해석 시스템 개발을 통해 도출된 범람모의 S/W 제공 및 

홍수통제소 대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홍수방어대안 선정 기밥 개발을 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대안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홍수 위험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치수안전

대책 정보를 제공함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반도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국가인증(기상청)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아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신뢰성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해당 성과는 향후 AR6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함.

  - 국가 및 지역수자원계획 수립 및 해외사업 진출 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전망 자료

생산 및 평가 등에 활용,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4-3차 수정계획)에 기 반영됨.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비 비구조적 차원의 다목적댐 운영계획에 활용(신기후

체제 대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목적댐 운영 실

무 활용을 위한 사용자 편의환경시스템, 운영기준, 프로그램 등은 현업부서의 실시

간 물관리시스템 등에 탑재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극한가뭄시 댐 비상용량 

활용을 예비율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극한 물부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중앙 정부의 지자체 기후변화/가뭄 대책 수립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

로써 지자체가 가뭄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극한 물부족 대비 실행프레임워크 개발로 지역적 극한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가뭄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음.

 

•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 댐, 보 등의 시설물을 고려한 수문,수질 모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외 수문해석기술

을 선진화하였으며 전국 및 지자체 단위 평가를 통한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국토

연구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유역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수자원 평가 웹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능력 향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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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의 접근성 확보 및 직관적인 방향성을 

제시함. 기후변화적응협의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응 능

력 향상이 가능함.

  - 산업체의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설계에 활용 가능함. 개발

된 기술의 산업지원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 제공 가

능함. 자원 관리계획 및 대응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며, 하천환경 및 이

수안전도 평가의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국내 유역 및 하천 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과 최적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탁수 발생에 대응하고 양질의 수자

원 공급을 위해 극한사상에 대한 탁수영향 저감 및 관리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 기술

  -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글로벌 수

문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임.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자원 사

업 진출시 기초자료 제공, 기술 차별화,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수

자원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진강 및 북한강 공유하천에 대한 재해영향 평가 결

과를 기반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법의 공유하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재

해 예방에 활용될 것임. 북한 수자원 개발전략은 향후 대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자원 개발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가능하며, 개발 기초조사, 방향

수립 등의 개발 초기 사회적 비용의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간 가상수 분셕결과는 국내의 물의 효율적인 분배, 물 이용량 분석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적 수

준의 교역 조치, 물 안보 등을 분석하여 대외 전략 수립에 활용가능함. 물 산업 지

수는 국가별 물 산업별 취약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용성 부족으로 지역간 국가간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분쟁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을 조절하

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써 사회경제학적인 수자원 가치평가 결과 및 W-E-F Nexus 분

석결과가 활용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 관리기관인 K-water에 물 이

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거버넌스를 법령개선안으로 제안하였으며, 향후 국내

의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체계에 기여하였음.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 대상지역의 

수자원 관리체계, 법령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국가별 수자원 거버넌스 분석 자

료를 제공하여 수자원 산업 분야에도 기여하는 바가 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기후변화 극한 홍수

안정적 

용수수급
유역관리 글로벌 물산업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limate Change Extreme flood

Sustainable water 

supply

Watershed

management

Global Wat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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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필요성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

기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은 수자원, 생태계, 보건, 농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 또는 전망되고 있으며,

그 중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강수패턴의 시공간 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가 꼽힌

다(IPCC, 2007).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지라도 기후의 탄성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

였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근원적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적응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IPCC, 2007). 수세기 이

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 적응 기술개발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

축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 수자원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

련하여 이미 자국들의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적응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개선하고 있

다. 또한 2013년 배포된 RCP 기반의 기후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적응정책 평가 및 수정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수자원측면의 기후변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

으며, 주요 연구로는「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2001∼2011)」, 「이상기후대비 시

설기준연구(2005∼2010)」, 「기후변화 대비 국가 물안보 확보방안(2007∼2011)」, 「기후변

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 연구(2009∼2012)」,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 연구(2008

∼2013)」 등이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분야별 영향평가

중심의 연구로 추진됨으로써 현실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적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수자원관리 기술 및 시스템의 적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 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자원 산업

기반 구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괄과제와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적응기술,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기후변화 수자원 산업 적응기술이라

는 4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제 1세부과제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대응기술은 극한 강우와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극한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 하천설계기준을 재검토후 궁극적

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또한 극한 홍수 시나리오 상황에서 국내 주요 댐의 안전도를 재평가하고, 적응전략을 개발하여

유역홍수저감시설물의 기후변화 적응 실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제 2세부과제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

하기 위해 AR5 기반 기후·수문 시나리오 표준생산기술 개발 및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이를 기

반으로 현 수자원공급 시설물의 물공급 안전도를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물공급 예비율

산정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공급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발생가능

한 극한 물부족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정

립하고자 한다.

제 3세부과제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건전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유역건전성 통합평가기술, 기후변화 적응 유역관리 실행기술, 극한사상에 대한 유

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상황에서 유역별 취약성의 종합적 평

가 및 효율적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 4세부과제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기술은 2015년 1,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는 국제 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자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수자

원 변동성 평가기술, 기후변화 적응 한반도 수자원 안보전략 개발 기술,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

나라 가상수 분석기술,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단 최종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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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산출물

세부
과제

세세부
과제

최종목표 최종목표 성격

1세부

1-1
◦AR5 RCP 기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극치 강우
사상 전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홍수량 산정기술 개
발

공법·기법
소프트웨어

1-2
◦기후변화에 대비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정책·제도
공법·기법

1-3 ◦기후변화 적응 댐안전도 평가시스템 개발
시스템
공법·기법

1-4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적 최적홍수저감계획 및 Emergency
Plan 수립

공법·기법
정책·제도

2세부

2-1
◦AR5 기반 중장기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발

공법·기법
시스템

2-2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개발

소프트웨어
정책·제도

2-3
◦물 공급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용수공급기술 개발

공법·기법
소프트웨어

2-4 ◦극한가뭄 대비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공법·기법
가이드라인

3세부

3-1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공법·기법
시스템

3-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공법·기법

3-3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 개발 공법·기법

4세부

3-4 ◦토양유실 대책 및 탁수저감 기술 제도적 지침서 작성 소프트웨어

4-1
◦전지구 수문모형 구축 및 대기/지표/수문/지하 D/B 제공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개발

시스템

공법·기법
소프트웨어

4-2 ◦한반도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 및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도출 기술보고서

4-3
◦국제 물거래 대비 국가 가상수 D/B 구축 및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전략 도출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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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범위 및 추진전략

(1) 연구개발 추진전략

(가) 기존 연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차별화

연구개발의 조기달성을 위해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동안 개발되

지 못한 기술은 본 연구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차별화를 통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장기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분석기술, 극한 홍수량 전망기술, 물부족/가

뭄 전망 기술, 미래 물수급 전망 기술 등을 개발한 연구자를 본 연구진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

반으로 최근 발표된 IPCC AR5 기준시나리오를 적용 및 평가하여 기후변화 한반도 수자원 영

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응 대책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별화 방안으로 영향평가-취약성평가-적응기술 개발로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연구추진체계

를 수립한 것이며, AR5 기반의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 홍수 및 가뭄이

외에도 다양한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결과를 활용한

적응기술 개발, 불확실성 저감 및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기존 연구와의 연계방안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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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범유역 운영 및 실증실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물의 타당성 및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지역에

시험유역을 선정하고 운용하였다. 국내 유역으로는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국외 유역으로는 아시아 지역 18개 시험유역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대비 극한홍수 적응기술은 한강홍수통제소에 거대홍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연구개발목표 중 하나이므로, 한강유역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별 홍수시나리오를 생산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운영 시스템 적용성 및 홍수시 댐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후변

화 대비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은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취약

성 평가 및 극한가뭄 극복 사전운영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

응기술은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개선기술과 유역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수자원

산업 적응기술은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해 아시아 18개 시험유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글로벌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 및 제

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3 국내·외 시험유역

(다) 단계별 연구운영

본 연구는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6년간의 연구를 1단계: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개

발(3년), 2단계: 기후변화 적응 실용화 및 현업화(3년)로 나누어 연구개발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각각의 연구개발목표에 맞추어 6년간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단계는 1차년도∼3차

년도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는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각 기술별 State-of-Art 보고서

를 작성하며, 2차년도는 각 기술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3차년도는 시험 유역에 적용하여 활용

성을 평가하였다. 2단계는 4차년도∼6차년도로 구성되어 있다. 4차년도는 현업에 적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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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시스템)을 실제 활용처에 설치하여 적용성을 고도화하고 전국에 확장·적용하여 평가 결

과를 객관화하였다. 5차년도는 각 기술별 지침서 및 기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및 정책반영

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운영하였다. 6차년도에는 달성한 성과에 대해 관,산,학,연 등의 수

요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를 보완하였으며, 성과의 현업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수행하

였다.

2 단계 (3년)

적응기술

실용화

및

현업화

1 단계 (3년)

적응기술

개발

•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사전자료 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공급 기술동향 조사

• 유역건전성 및 취약지표 개발방향 정립

• 기후변화 수자원 산업 적응 기술의 정립 및 관련자료 수집

최신기술동향
보고서

• 홍수방어능력 평가기술 개발 및 적용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개발

•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 수자원 산업의 기반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개발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시설 평가기술 시범 적용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의 시범유역 적용

• 유역건전성, 취약성 평가지표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산업 기반기술 시범적용 및 분석

시범유역 적용 및
평가

• 기후변화에 안전한 홍수방어기준 설정 및 수공구조물 관리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의 모의 운영

• 유역건전성, 취약성 평가지표 모델 운영 및 평가

• 수자원 산업 적응기술의 평가 및 해외사업 지원체계 구축

기술의 고도화 및
현업화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방어 기술의 고도화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의 개선 및 현업화

•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의 전국확대 적용

• 국내 물산업 지원기술의 실용화 및 전략 가이드라인 개발

실용화 및
사업화

• 기후변화 고려 홍수방어 기술의 현업운영 적용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의 현업지원

•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지표 모델 현업운영 및 개선

• 국내 물산업 지원시스템(GWB) 보완 및 수자원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보완
및 활용

그림 1.4 단계별 연구운영 계획

(라) 연구개발사업 기업 참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업화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현업 실무자의 이해 및 공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반영 및 개선, 연구성과 활용방안 논의 등의 실무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다

만 연구개발성과의 경우 기술개발과 실무적용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개발사

업 이후 실무적용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기술이 실무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과 실무적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에 기업을 참여시켜 과제

를 구성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중 기업 대상 기술 교육, 공청회, 포럼 등을 다수 수행하여 기업

의 실무적용을 지원하였다.

기업 대표자 분야

한국토코넷 이준석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water 이학수
생활용수 공급, 종합건설,

부동산 임대 등

표 1.1 연구개발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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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 수행

본 연구는 글로벌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해서 국내 기술수준은 선

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글로벌 대상 수자원 정보 제공 기관, 플랫

폼 등이 구축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달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분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외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외 여러 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기획,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과제와 유사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국외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세미나,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기술

교류를 수행하고자 한다.

• 연구과제 : Assessing the added
value of dynamical downscaling
in the context of hydrological
implications

• 연구기간 : 2017.03.15~2019.12.31

• 연구책임자 : Eunsoon Im

• 연구과제 : Toward Flood 
resilience cities in a changing 
climate

• 연구기간 : 2019.01.01~2019.12.31

• 연구책임자 : Heejun Chang

• 연구과제 : A comparative study 
of global and local model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Asia region

• 연구기간 : 2018.01.15~2018.12.31

• 연구책임자 : Sangam Shrestha

• 연구과제 : Development of 
System-Wide Water Management 
Model to Mitigate Social 
Hydrological Issues in a Changing 
Climate

• 연구기간 : 2019.01.01~2019.12.31

• 연구책임자 : Prof. Jaehyun Ryu

Continental scaleContinental scaleContinental scaleContinental scale

Local scaleLocal scaleLocal scaleLocal scale

DomainDomain Hydrologic modelHydrologic model Spatial Spatial 
resolutionresolutionDomainDomain Hydrologic modelHydrologic model Spatial Spatial 
resolutionresolution

Global Climate Model
(HadGEM2-AO)

Regional Climate Model
(RegCM4, WRF3.4) 

Statistical Bias Correction 
(Quantile Mapping)

Spatial Disaggregation
(Bi-linear interpolation)

Hydrological Model
(SWAT model)

Hydrological Implication

Unit: mm
0~5
6~10
11~20
21~30
31~50
51~70
71~100
101~150
151~300

2085-09-09

2085-09-10

2085-09-11

(a) HAD_QM (b) REG_QM (c) WRF_QM

그림 1.5 국제공동연구 수행

기업 대표자 분야

에스이랩 오승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노아에스엔씨 양동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린 임성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래자원연구원 유시생 연구개발서비스업

방재안전기술원 정대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헥코리아 이경도 토목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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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대상기관 연구진 연구분야

Kyoto University Eiichi Nakakita Integrated Hazard Prediction

Portland States University Hee Jun Chang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to assessing the vulnerability

of urban floods to climate

change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un Soon Im

Assessing the added value of

dynamical downscaling in the

context of hydrologic

implications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Sangam Shrestha

A comparison study of global

and local model for climate

chang impact assessment in

Asia Region

National Hydraulic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Mohammad Zaki Mat Amin

Engineering practices

development – future design

rainstorm under the changing

climate

표 1.2 국제협력 대상 기관 및 연구진

(바) 성과관리체계

본 연구단은 최종연구성과의 달성을 위해 연구진별 성과달성도, 연구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연구비를 배정하였다. 그림 1.6은 본 연구단의 연구비 배분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 기

반의 계획 연구비를 기초 배분하고 각 기초 배분액에 성과우수 인센티브를 배정하였다. 또한 연

구단 총괄 단위로 수행하는 국가보고서, 핵심성과 등의 연구에 참여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

공하였으며, 이외에 세부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세부 총괄에 추가 연구비를 배분하였다.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진에게 추가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구에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최대의 연구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였다.

단위 과제별
예산배분 절차

연구개발
계획금액

연구내용
고려 예산
기본배정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차기로드맵
참여 연구진
추가 배정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진
추가 배정

세부과제
관리 및 지원

예산 배정

연구책임자
○차년도

기준액
기본배정액 성과우수자

차기로드맵

작업

국가보고서

작성

6대핵심성과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소계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핵심성과
참여 연구진
추가배정

그림 1.6 연구비 배분기준

연구단의 성과 확인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 자체 성과점검 연간 일정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성과 관리를 수행하였다. 연구단 내부 성과관리 체계로는 kick-off 미팅, 월

별 세부 단위과제, 세부책임자 회의, 6대 핵심성과 발표회의가 있다. kick-off 미팅은 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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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책임자, 단위과제 책임자 간의 미팅을 통해 연간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조

정을 수행한다. 월별 세부 단위과제, 세부책임자 회의는 각 세부책임자 별로 세부 단위과제 책

임자 회의를 통해 월별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세부책임자 회의에서 연구단장과 논의를 거쳐 매

월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로 연구진 개개별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한다. 6대

핵심성과 발표회의는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각 핵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회의

로 1년에 한번 핵심성과 관련 성과를 점검하고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연구단 외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수행하는 성과점검회의는 중간진도점검회의, 자체연차평가,

연차평가가 있다. 중간진도점검회의와 자체연차평가는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연구단 자체 성과

를 점검하는 회의이며, 연차평가는 전문연구기관에게 연구성과를 평가받는 회의로 각 연구내용

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연구성과 개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연구단 내부의 연구방향 및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분기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논의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연구단 연구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날짜 관련내용 참석대상

01.15∼31 연구단장과 단위과제 책임자 간 1:1 kick-off 미팅 연구진 전체

01.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2.15∼28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3.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3.01∼03.31 1분기 기후변화 포럼 연구진 전체

04.15∼30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5.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5.01∼05.31 2분기 기후변화 포럼 연구진 전체

06.15∼30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6.01∼06.30 3분기 기후변화 포럼 연구진 전체

07.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7.31 중간진도점검회의 연구진 전체

08.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8.15∼31 6대 핵심성과 발표회의 연구진 전체

09.15∼30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09.01∼09.30 4분기 기후변화 포럼 세부 연구진, 책임자

10.15∼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10.31 자체연차평가 연구진 전체

11.15∼30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11.15 연차평가 연구진 전체

12.15∼12.31 세부별 단위과제 책임자 회의, 세부책임자회의 세부 연구진, 책임자

표 1.3 연구단 연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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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범위 및 일정

(가)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 기술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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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국외 극한강우시나리오 산정 연구현황 분석 보
고서 작성

•RCP 기반 기상청 RCM 자료 수집

◦하천시설물/설계기준에 대한 기
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천시설물 현황 및 설계기준 현황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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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설계빈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분석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조사

◦댐 안전도 평가기술 조사 및 분
석

•국내외 댐치수안전도 분석 방법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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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댐 설계 시와 현 시점의 설계기법 및 기준 비교·분석

•국내외 댐 재개발 현황, 기술 사례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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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기술의 국내ㆍ외 연구 동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 사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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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외 홍수저감시설의 평가기법 조사

•국내외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방법의 조사 및 분석

2차년도
◦기상청 RCP-RCM 대상 극한강
우 시나리오 산출

•유역상관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한 다중시간규모 상세화
기법 개발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Daily,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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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상청 RCP-RCM 대상 극치강수사상 재현성 평가

•기상청 RCP-RCM 대상 PMP 산출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시설물
취약성 및 설계기준 분석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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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댐 치수안전도 재평가 및 댐 안
전도 평가 시스템개발

•기후변화 적응 댐안전도 평가를 위한 표준 D/B 설계 및
구축

•댐안전도 평가모듈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시범유역에 대한 댐 치수안전도 재평가

•댐 치수안전도 관련 취약요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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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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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 치수 시설물의 홍수대응능력 분석

•유역 치수 시설물의 취약지역 도출 및 분석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 위험도 분석

•국내 유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별 홍수위험도 평가 기술
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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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피해 분석

3차년도
◦비정상성빈도해석 모형 및 홍수
시나리오 모듈 베타버전 구축

•연구단 RCP-RCM 대상 PMP 산출

•극치강수사상 변동 요인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수문기상
인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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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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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시나리오 모듈 초기버전 구축

◦극한홍수 방어기준 및 하천시설
물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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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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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PMF변화 분석 및 불확실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댐 치수안전도 평가시스템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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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에 따른 다기준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정

•댐 재개발에 따른 효율적 댐관리를 위한 댐운영률 분석
및 제안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 대
안 수립

•시험유역 선정을 통해 홍수저감 시설분류별 거대홍수대
응 능력 평가

•홍수저감 시설물별 치수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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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역특성별 치수안전도 개선 방안 도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략 수립

4차년도
◦극치 시나리오 생산 및 홍수시나
리오에 따른 대응체계 모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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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나리오 기반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극치강수시
나리오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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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RCP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불확실성 정
량화

•홍수시나리오 모듈 업데이트 및 대응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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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설정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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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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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시범유역 PMF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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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댐 치수안전도 평가 및 취약댐 도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유
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
수립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최적 홍수대응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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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강우유출분석을 통한 최적 홍수저감계획 수립을 통한 유
역홍수저감시설의 실행프레임워크 구축

•시험유역에 대한 홍수위험도 평가

•홍수대응능력평가 기술 및 위험관리전략의 시험유역의
적용

5차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알
고리즘 개발 및 홍수시나리오 대
응방안 모듈 구축

•기술별 PMP 산정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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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정상성 빈도해석의 활용방안 검토

•홍수시나리오 모듈 업데이트 및 대응체계 작성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홍수 방
어 기준의 검증 및 보완

•재설정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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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이드라인의 검증 및 보완

◦기후변화 적응 댐 치수안전도 및
댐 재개발 실행 프레임워크 마련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신규댐 건설 및 댐 재개발 계획 수
립

•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운영 시스템 평가 및 가이드라인
제공

•공청회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통한 정책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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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 적응 댐 치수안전도 평가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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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적 최적홍수저감계획 수립

•최적홍수저감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적 Emergency Plan
수립

•시험유역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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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역특성에 적합한 현업화 방안 제시

6차년도
◦AR5 기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
산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방법 개발

•설계홍수량 산정

•물리 기반 최대강우사상 추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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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호우-전이 기법 적용 Tool 개발 및 표출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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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취약성 지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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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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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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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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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AR5 기후전망 D/B 구축 및

상세시나리오 작성 기술 동향

분석

•AR5 RCP별 기후전망 자료 수집

•국가표준시나리오 및 CORDEX 상세 자료 수집

•Reanalysis 자료 수집

•상세시나리오 작성기술 현황 조사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

립을 위한 기존기술 조사

•용수공급 능력 및 취약성 평가 기술 조사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기술 조사

◦예비율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 대응 댐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문헌 및 유역조사를 통해 예비율 개념 도입과 국내외 연구

동향분석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 방안의 문헌연구 및 선정

◦기후변화 가뭄평가 기법 조사

및 가뭄 관리현황/ 전략 조사

•국내외 가뭄평가 기법 조사 분석

•가뭄관측 및 가뭄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수자원정밀 조사 및 DB 구축

•국내외 가뭄 관리 현황 조사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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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차년도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

리오 생산기술 개발 및 분석

•AR5 RCP별 자료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유역규모 상세화 기술 개발

•유역 수문순환해석 기술 개발

•한반도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불확실성 평가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모

듈 및 용수수요 변화 추정기

술 개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개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 추정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물수급 네트워크 구축

◦수자원 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법론 개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 구축

•예비율 적용 시 수질 고려 가능성 검토

•수자원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안 및 모형 개발

•두개 댐의 가뭄 및 평상시 저수지군 운영모형 구성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

발

•AR5 기반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불확실성 평가

•고기후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불확실성 평가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및 권역별 극한가뭄 취약지

역 평가

•수자원확보 취약지역 조사 및 선정

•수자원 확보 취약지역의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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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차년도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및 적용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D/B 구축

•AR5 Decadal 전망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AR5 Decadal 전망의 유역규모 상세화

•AR5 Decadal 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기술의 시범유역 적용

•현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취약시설 및 지역 도출

◦댐 예비율 적용모형 및 운영

기준의 시범유역 적용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개발

•댐 예비율의 시범유역 적용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모형 구성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 및 실

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치수문자료에 대한 선형/비선형 모형을 통한 가뭄전망 및

평가

•대규모 기상정보를 통한 비정상성 가뭄 빈도해석기법 개발

•극한가뭄 우심지역 매핑 (중권역별, 행정구역별)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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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차년도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

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

발

•시스템 기능 및 요구사항 정의, D/B 설계

•시나리오 생산 모듈 시스템 연계기술 개발

•가시화/분석 프로그램 개발

•자료제공 프로그램 개발

◦용수공급 시설물 최적연계운

영체계 및 신규수원 개발 우

선투자결정지원 기술 개발

•용수공급시설물 최적 연계 운영체계 개발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부족 시나리오 전망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지원 기술 개발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최적

적용 방안 및 모의운영을 통

한 평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술 방안 수립

•댐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기후변화와 과거 시나리오별 가뭄 및 평상시 대권역 저수지

군의 운영모형 적용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

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

석 및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장기유출 모의를 통한 미래 수자원 취약지역의 분류(중권역

별, 행정구역별)

•극한가뭄 우심지역과 수자원 취약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분석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별 목표 안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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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차년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

템 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시범운영 및 성능 검증

•시스템 추가 요구사항 반영 및 편의성 개선

•서비스 오픈 및 시스템 안정화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

략 수립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물 부족 대응을 위한 적응체계 도출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댐 예비율 및 저수지운영 표

준화 기준의 정립 및 가이드

라인 제시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댐 예비율 기준 정립

•기후변화 적응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대상 지표분류 및 선정

•유역별/권역별 세부지표 자료수집 및 구축

•세부지표 표준화 및 가중치 결정

•민감도 분석을 통한 통합가뭄평가지수 개발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가뭄상황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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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차년도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

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

육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유지보수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및 적용성 평가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

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

화 적응전략 개발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

물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 구축

⦁댐 군 연계 및 유역상황을 고려한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회복수위를 적용한 단일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보완 개발

◦기후변화를 고려한 Multi

GCM 기반의 가뭄 위해성 및

미래 용수부족량, 사회경제적

인자기반의 가뭄취약성을 반

영한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

도 평가 및 가뭄대응종합계획

세부수립지침 개발

⦁가뭄 지수를 활용한 GCM에 따른 미래 가뭄 위해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미래 용수 부족량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반영한 가뭄 취약

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가뭄 위해성 지수와 가뭄 취약성 지수기반인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시·군의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행정구역 내의 기초조사, 가뭄위험지역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등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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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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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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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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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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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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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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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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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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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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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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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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차년도

◦글로벌 수자원 평가의 요소기술
검토 및 기초자료 수집

•글로벌 수자원 평가/분석기술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I)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용수별
수자원 가치평가 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및 수자원 가치평가 기법 관련 국내·외 연구

수집 및 검토

•용수별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의 적합성 검토

•수자원 가치 평가를 위한 최적 모형 추출

◦W-E-F Nexus 개념정립 및 문
헌연구

•W-E-F (정성적, 정량적) 상호연관성 파악 및 개념 정립

•국내외 W-E-F Nexus 관련 동향 분석

◦수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역
사적 고찰

•기후변화와 수자원의 상호관계 고찰

•수자원의 인문사회적 성격 규명

•4대문명의 태동과 수자원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분석

•한반도에서의 문명과 수자원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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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자원 안보전략의 기초자료 조
사

•북한 수자원 관련 기초자료 현황 조사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관련 기술 조사

◦국내·외 가상수 연구동향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가상수와 물발자국 연구동향 분석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2차년도

◦글로벌 지표수문해석모형 구축
및 수문정보 분석

•글로벌 수문정보 생산 및 현황 분석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II)

◦용수분야별 가치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

•Delphi와 AHP를 이용한 수자원 가치의 속성과 수준 개

발 및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

•용수분야별 선정 모형 적용 및 평가

•가치추정을 위한 국내 용수 공급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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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W-E-F Nexus 해석을 위한
D/B 구축 및 모형 설게

•용수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사용량 자료

조사 및 D/B구축

•전력생산 공정별(화력, 원자력, 수력 등) 용수 사용량 자

료조사 및 D/B구축

•국내 유역에 적합한 모형 설계 및 관련데이터 수집

◦수자원에 관한 학제간 인식론적
차원 접근에 관한 비교분석

•경제학적 접근, 공학적 접근, 환경론적 접근, 정치군사적

접근 등

◦한반도 수자원 가용 DB 구축
•북한 수자원 관련 정책, 기술 등의 현황 분석

•북한 수문현황 및 수자원 시설 DB 구축

◦가상수와 물의 이용특성 분석 및
물 지수 설계

○물소비량 추정 및 시공간적 변화 분석
○물이용 특성 분석 및 물 지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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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차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기후/수
문시나리오 변화 분석

•글로벌 기후/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글로벌 지표수문 변화 평가

•글로벌 미래 수자원 변동의 영향분석

◦국내 총수자원 가치산정 및 시공
간적 변동성 분석

•국내 총 수자원 가치 산정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기법 검토, 적합모형 적용 평가

•계절별 및 유역별 수자원 가치 검토

◦W-E-F Nexus 평가모형 개발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최적화 모형 개

발

•W-E-F 연계를 통한 경제적 가치 정량화

•최적 수자원 및 에너지 분배 계획 평가

•기후변화와 거대도시(Mega-city)에 따른 수자원, 에너지,

식량사용처의 편중화 문제 평가

•국내 시범유역 적용 및 평가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
업적 차원의 비교 분석

•1차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등), 2차산업(세부 제조업 구

분), 3차산업(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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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 및 통일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조사

•통일 후 북한의 수자원 변동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분석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및 물지수
개발

•국내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기후변화 대비 물 건전성 평가를 위한 물지수 개발

4차년도

◦해외 물시장 진출의 요소기술 개
발 및 평가

•글로벌 물산업 지원의 기반기술 개발

•El Nino/La Nina를 고려한 글로벌 지표수문 변화 평가

•위성기반 강수 및 토양수분 정보 D/B 구축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델의 활용성 기

반 구축

◦수자원 가치평가에 대한 기후변
화의 조절효과 분석

•선진 외국의 수자원 관리 방안을 파악

•용수분야별 가치 재평가: 2차년도 결과와 비교 분석

•극한 사상 발생 시 수자원의 가치 변동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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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W-E-F Nexus 평가모형 확장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W-E-F

연계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강수량 및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수문해

석모형을 연계한 모형의 확장 및 적용성 확대

◦수자원의 관리 및 활용체계에 관
한 경제발전양상에 따른 국제적
비교 분석

•선진국(미국 등), 중견국(한국 등), 개발도상국(인도네시

아 등), 저개발국(아프리카 국가 등)

◦한반도 수자원 변동으로 인한 종
합적인 영향 분석

•수자원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 평가

◦가상수 영향 분석 및 물 건전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상수 영향분석

•물 지수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비 글로벌 물 건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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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차년도

◦요소기술의 보완 및 글로벌 대기
/지표/수문/ 지하수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요소기술의 검증 및 보완

•북극진동(AO)을 고려한 북반구 지표수문변화 평가

•위성 기반 강수 및 토양수분 D/B 구축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델의 활용

성 평가

•대륙-지역규모 수문모델의 비교평가 및 전지구 수문해석

모델의 활용성 제시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치평가 기
반 수자원 관리 기법 개발

•거버넌스 구축방안 도출

•기후변화 적응 개선방안 도출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
및 활용

•국외 시범유역 적용 및 활용성 평가

•효율적인 물-에너지-식량 관리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

료 제공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제안

◦수자원의 활용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정부, 민간, 기업, 시민 등의 총체

적 거버넌스의 분석과 대안 도출

•수자원 활용의 공급자와 수요자 인식 비교·분석

•수자원 활용의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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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전략 도출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시나리오 작성

•통일 후 수자원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산업 전략
구축, 물이용 대응전략 도출

•가상수 반영 수자원산업 전략 구축

•글로벌 물건전성 평가를 통한 수자원 취약지역 및 해외

물산업 진출전략 도출

6차년도

◦GWB 시스템 보완 및 검증

•GWB 시스템 타지역 확대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위험도 평가

•북극진동, 엘리뇨/라니냐와 지표수문 변화 평가

•위성자료 기반 GWB D/B 확대 지원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델의 활용성 평

가 및 CMIP6 기반 수문 변화 전망

•시범유역에 대한 글로벌 분포형 모델과 로컬 준분포형

모델 활용성 비교 검토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공유하천
재해 위험도 평가

•기후변화로 남북 공유하천의 재해 위험도 평가 기법 제

시

•M-RAT 모형 고도화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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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상수 반영 국가 물관리 전략
구축

•가상수 고려 국가 물관리 전략 제시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
자의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관
계 규명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자의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규명

◦W-E-F Nexus 평가모형의 중남
미 및 아프리카 적용 확장

•중남미 및 아프리카 W-E-F Nexus 모의결과 GWB 제

공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
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발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

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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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주요 연구성과

(1) 주요 연구성과

(가) 6대 핵심연구성과

본연구단은기후변화수자원적응기술개발과제연계및성과의질적달성도향상을위해 핵심연

구성과를선정하고총괄과제에서각핵심연구성과의진행현황을관리하였다. 핵심연구성과는성과의우

수성, 실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선정하였으며, 각 핵심연구성과 및 기대효과는 표 2.1과 같다.

구분 기대효과

홍수기 기후변화 슈퍼태풍, 거대홍수

대응체계 구축

한강홍수통제소에 설치하여 극한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홍수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하천설계 기준

개선(안)

하천설계기준 등 국가 수공구조물 관련기준의

기후변화 영향 고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사전운영 체계 구축

K-water 다목적댐의 물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극한 가뭄 발생 시 물부족 피해

최소화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반영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수분야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시 활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WAMIS-CC) 개발

WAMIS에 기후변화가 고려된 수자원

정보제공을 통한 국가사업 수행 시 의사결정

지원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수자원 해외시장 진출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예비타당성 분석, 수자원 설계 및 컨설팅 지원

가능

표 2.1 6대 핵심연구성과

홍수기 기후변화 슈퍼태풍, 거대홍수 대응체계 구축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극한 강우사

상을 대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홍수 대응체계는 거대강우 시나리오

생성, 거대홍수 유출해석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강우는 T-Storm과

M-Storm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된다. T-Storm은 과거 발생한 대형 강우사상을 원하는 지

점으로 전이하는 기법이며, M-Storm은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을 최대화 하고 원하는 지

점으로 전이하는 기법이다. 거대홍수 해석은 강우-유출 해석 모형 ConSEB을 활용하여 강우량

을 유출량으로 변환하며, HEC-RAS 기반의 범람해석을 통해 홍수 취약지역 및 최적 대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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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해당 홍수 대응 시스템은 한강홍수통제소에 현업 시스템으로 탑재되어 극한홍수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PMP 생산미래 IDF 곡선 생산

거대홍수 대응체계(최적 대피소)

미래 극한강우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2.1 홍수기 기후변화 슈퍼태풍, 거대홍수 대응체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하천설계 기준 개선안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공구조물 설계기준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강 유역을 시험유역으

로 선정하여 과거 대비 미래 확률강우량 및 확률홍수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확률강우량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확률홍수량은 확률강우량을 HEC 모형에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미래 확률홍수량의 변화를 기반으로 현 하천설계 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

였다. 하천설계 개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하천설계 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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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사전운영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위협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후변화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 기후변화 및 가뭄 사

전 대응 실무 편의환경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가뭄대응을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기준, 물 공급

예비율, 다목적댐 연계를 통한 용수 감량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및 가뭄 대응 실무 편의환

경 개발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가뭄대응을 목적으로 각 댐 저수지 수문자료 가시화, 기준저수

량 산정, 연계모의 운영, 실시간 유출량 예측 정보를 제시한다. 본 성과는 K-water의 댐 운영

현업 시스템으로 탑재되어 향후 가뭄 대응 및 댐 운영에 활용될 것이다.

그림 2.3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사전운영 체계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반영은 국가차원의 물 관리

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모형 개

발 및 분석과 수자원종합계획 기후변화 영향 반영을 수행하였다.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는 수자원 시스템 평가를 위해 K-WEAP 모형을 활용하였으나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WEAP 모형을 개선하여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G-K-WEAPccia에는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량 산정, 수문순환 변동 평가, 다양한 수원 평가,

국외 수문자료 활용 모듈이 추가되어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국외지역에 대한 수자

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목차를 제안하여 반영하였다.

다만 연구수행 중 물 관리 일원화의 영향으로 인해 물 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 및 방안 전반적으

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향후 물 관리 일원화 체제 안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추

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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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반영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WAMIS-CC)는 기존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WAMIS을 개선하여 기후변화가 고려된 수자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기존 WAMIS 10개의 대메뉴에 기후변화 대메뉴를 추가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웹시스템

을 통해 제공하였다. WAMIS의 기후변화 메뉴는 기후시나리오, 미래 장기유출량, 미래 물수지,

미래 강수량 및 홍수량,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연

구결과는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의 결과를 활용한다. 지도 검색을 통해 유역 별 정보 또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구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기후변

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 국가 사업 수행시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2.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WAMI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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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Global Water Bank, GWB)은 활성화 되고 있는 해외 수자

원 산업 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수자원 산업 기초자료(기상, 수

문, 유역, 일반현황, 북한), 미래 기상 및 수문 전망 자료(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국가별

수자원 분석 자료(물산업지수, 가치평가, W-E-F, 가상수), 해외 물 관련 정보(해외사업자료,

이상기후 및 피해, 물재해)등 7개 분야 30여개 종의 자료를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다. GWB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총 128개국, 3,319개 유역에 대해 약 70만 MB, 약 130억 칼럼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으며, GIS 자료는 10만건에 달한다. GWB 자료는 향후 글로벌 수자원 빅데이터

허브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시 데이터 확보 및 기술 차별화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림 2.6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나)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선진화

연구단 기획시 국내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기술은 선진국의 50∼55%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단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80%∼88% 수준으로 좁히기 위해 기술 선진화를 목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선진화를 위해 양적으로는 표 2.2와 같이 SCI 논문

, 비SCI 논문, 특허 출원, 등록, SW 등록, 기술기사를 계획대비 137%∼367% 달성하였으며,

국내 타 연구개발사업과 10억당 논문편수 비교 결과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인 기술선진화를 위해 국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단의 성과를 핵심

기술보고서로 정리하여,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핵심 기술을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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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실적(건)
계획 대비

달성률(%)

국가 R&D 평균

10억당 실적

본 연구과제

실적
SCI 155 150 1.90 7.91
비SCI 239 137 1.29 12.39
특허출원 14 350 - -
특허등록 5 125 - -
SW 52 200 - -

기술기사 72 185 - -

표 2.2 양적성과표

해외 선진국과의 국제교류를 위해 연구단에서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내외 연구진 기술 교

류를 위한 워크숍, 해외 선진국 기술 습득을 위한 단기연수를 추진하였다. 학회 및 워크숍으로

는 국내외 4개국 전문가 160명이 참석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CAW 2017’을 개

최하였으며, 구두 및 포스터 47개 관련 연구발표 및 강연을 하여 기술 교류를 하였다. 이외에도

USACE, 교토대학, Texas A&M 등 유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외 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

해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연수로는 연구원을 해외 대학교에 파견하여 기후변화 상세화, 의

사결정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세미나는 국외 수문, 기상, 기후변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

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자세한 국제 기술 교류는 표 2.3과 같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례가 많지 않은 연구분야의 경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상세화, 최적화 기법, 사회수문학 관련 연구를 국외 대학교와 수행하

였으며, 연구 수행 내용은 표 2.4와 같다.

일시 행사명 유형

19.09.09∼19.12.24 Cornell University 단기연수 단기연수

19.09∼19.11 HKUST 단기연수 단기연수

15.06.24 국외 전문가 초청(장희준) 세미나

15.10.30 국외 전문가 초청(Mohammad Zaki Amin) 세미나

16.12.19 국외 전문가 초청(임은순) 세미나

16.02.25 제1회 High-Level Meeting 학회 및 워크숍

16.03.21∼25 미공병단(USACE) 저수지운영 전문가 초청 학회 및 워크숍

16.04.05 미공병단(USACE)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학회 및 워크숍

16.07.21 USACE 전문가 지원 Technical Workshop 학회 및 워크숍

16.09.8∼9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 워크숍 학회 및 워크숍

17.10.24∼27 한일 기술교류회의 학회 및 워크숍

17.11.15-16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SWAT and Remote Sensing 학회 및 워크숍

18.09.21 글로벌 스마트 물관리 기술교류 워크숍 학회 및 워크숍

19.03.21 K-water-교토대 기술교류회의 학회 및 워크숍

표 2.3 국제 기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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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내용 기관

19.09.09∼19.09.25 최신 최적화 기법과 관련된 협동연구 진행
University of

Washington

19.01.01∼19.12.31
System-Wide Water Management Model to
Mitigate Social Hydrological Issues in a

Changing Climate

University of
Idaho

18.01.15∼18.12.31
A comparative study of global and local

model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Asia region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17.03.15∼19.12.31
Assessing the added value of dynamical
downscaling in the context of hydrological

implications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 2.4 국제공동연구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며, 비교

적 최근에 수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전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를 수

행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의 선진화와 후속 연구를 위해 표 2.5

와 같이 36권의 핵심 기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각 보고서에는 연구배경, 이론, 적용사례, 예제

등을 수록하여, 수자원 전공 대학원생이 관련 분야의 연구를 시작할 때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핵심 기술보고서는 향후 국내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의 보급 및 선진화

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미래의 연구진들이 기후변화 연구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야 번호 제목

강우·

불확실성

1
AR5 대표 GCM 선정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 상세화 자료 생산

2
RCM을 이용한 한국형 Downscaling 기술 개발 및

미래 IDF 곡선 산정 기술

3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불확실성 정량화:

수자원을 중심으로

4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

EOF와 CSEOF분석을 중심으로

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

6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방법

7 기후변화 적응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8
위성기반 글로벌 강수와 토양수분 정보 소개

및 처리 안내서

표 2.5 핵심 기술보고서



- 60 -

분야 번호 제목

홍수·유출

9
HSPF 모형을 이용한 AR5 기후변화 상세화 자료 기반

수문 시나리오 생산

10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CAT 3.1) 사용자 매뉴얼

11
거대홍수 해석을 위한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 모형 개발 및 적용

12
전구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 및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기술

13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 수재해 평가 및 분석

14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수자원취약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15
기후변화 대비 하천환경 및 이수안전도 분석을 위한 미래

갈수량 전망

16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G-K-WEAPccia) 사용자

지침서 및 안내서

17 AR5 기반 전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결과

시설물·

리스크

18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19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20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

21
기후변화 대비 댐 연계운영을 이용한

다목적댐 예비율 산정 기술

22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모형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

23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대응전략 기술

24 제방의 구성 인자를 활용한 취약성 분석기술

25 포장수력 및 수자원 개발 가능량 평가 가이드라인

26
극한사상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27
극한사상에 따른 하천 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

영향평가 개발

28
기후변화에 따른 댐 및 저수지 극한 탁수사상 전망 및

대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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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표준화

기후변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자연현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며, 수자원은 중요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은 공공활용 성격이 강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회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

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또

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 기후변화 수자원 포럼

개최, 국내외 학술발표회의 세션 개최, 기술 표준 인증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표준화 및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매년 기후변화 적응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시 구체화되어 반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보고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고서가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정책 수립시 연구개발성과가 가이드라인 및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보고서

는 국외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후변화 분야에 보편타당한 항목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각 항목별

주요사항(key message)를 제안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목차는 표 2.6과 같으며,

미래 기후전망, 치수, 이수, 유역관리, 적응전략 순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국가보

고서를 시작으로 향후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국가보고서의 기틀을 잡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야 번호 제목

사회수문

2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이론 및 적용

3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31
수자원 부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비교와 평가

32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 기반 구축

33 수자원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물산업지수 평가 가이드라인

34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

35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의 가치평가 체계구축 기술

36
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 평가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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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술은 기후변화 대비 극한 홍수적응 기술,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유역 관리적응 기술, 수자원 산업 적응기술로 수자원 분야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연구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최종

적인 성과를 개별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여러 단위과제의 연계를 통해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연구 수행시 연구개발방향 설정, 분야별 연구내용 조정, 개선방안 수립시 각 과제별 역할, 활

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공공활용의 목적이므로 수요처 및 활용처의 의

견 또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시로 관련 전문가 및 수요처, 활용처의 객

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편타당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련 전문가 및 수요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포럼을 개

최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발표회에 세션을 운영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표 2.7∼

표 2.8과 같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활용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의 표준 시나리

오 인증을 추진하여 그림 2.7과 같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번호 목차 내용

1 연구개요 연구목적, 시공간적 범위, 주요사항

2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미래

기후 전망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요,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기후변화 전망

3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강수량

(홍수량) 및 설계기준 재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 강수량, 홍수량, PMP

전망, 하천설계기준 재평가

4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물수급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유역유출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수자원 재평가 및

물수급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수급

전략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관리 기준

및 대응전략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 유역관리 및 수자원 취약성 대응 전략

6 기후변화 적응 전략 기후변화 적응 전략

표 2.6 국가보고서 목차

일시 내용

15.5.28∼29 한국수자원학회 특별세션 운영

15.10.22∼23 대한토목학회 특별세션 운영

15.5.28∼29 한국수자원학회 특별세션 운영

15.8.2∼7 AOGS 공동세션 운영(WHAP 연구단)

16.11.04 대한토목학회 특별세션 운영

17.09.20∼23 아시아 물 주간 세션운영

17.10.18∼20 대한토목학회 특별세션 운영

표 2.7 국내외 학술발표회 세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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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15.03.27 국내 통계적 Downscaling 전문가 포럼
15.05.29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 강수산정기술 포럼
15.06.2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방안 포럼

15.08.10∼11 국내 통계적 Downscaling 전문가 포럼
15.11.24 수자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포럼
15.12.11 기후변화 적응 유역관리 모델링
16.01.08 기후변화 대비 하천·댐 설계기준 기본방향
16.05.12 국내 통계적 Downscaling 전문가 포럼

16.05.26∼27 기후변화 WAMIS 시스템
16.07.06 시 단위 극치강우 시나리오 생산

16.09.08∼09 CCAW, K-water, and USACE Climate Change Workshop
17.05.24 기후변화와 수자원 정보화
17.06.16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및 PMF 산정기술
17.07.28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수문모형 선정
17.10.20 기후변화를 고려한 슈퍼태풍, PMP 산정 및 거대홍수 해석기술
18.05.16 기후변화 대비 이수안전도 확보 방안
18.05.26 신기후체제 수자원정보제공을 위한 WAMIS-CC 개발현황
18.06.19 기후변화와 극한가뭄 비상대응계획

표 2.8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포럼

그림 2.7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일시 내용

18.06.03∼08 AOGS 공동세션 운영(TOUGOU 연구단)

19.05.31 한국수자원학회 특별세션 운영

19.06.27∼28 한국기후변화 학회 기획세션 운영

19.09.06 기후변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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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기술 현업화

연구개발성과의 현업화를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현업 실무자의 이해 및 공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반영 및 개선, 연구성과 활용방안 논의 등의 실무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다

만 연구개발성과의 경우 기술개발과 실무적용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개발사

업 이후 실무적용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기술이 실무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개발성과를 현업활용을 최종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연구개발단계에서부

터 수요처를 특정하여 기획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진행 중에 예상 수요처 및 활용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연구진 내에 활용기업을 포함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개발성과가 수요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수자

원 산업과 관련된 기업 대상 기술과 WAMIS-CC, GWB와 같은 정보제공 시스템의 경우 홍보

가 성과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성과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진행 노력으로는 학술발표회의 부스 홍보, 기술기사 게제, 유관기

관 이메일링 서비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년 여간 다양한 매체에 72건의 기술기사를 게제

하였으며, 성과 활용대상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를 위주로 성과 이메일 홍보를 수행하였다.

표 2.9는 연구단에서 학술발표회의에 참석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한 내용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주요 관련 학회에 대부분 참석하였다.

일시 행사명
15.04.11-17 대구세계물포럼
15.11.12.-13 한국기후변화학회
15.5.28∼29 한국수자원학회
15.6.18 기후변화학회

16.05.25-27 국토교통기술대전
16.05.26-27 한국수자원학회
16.08.25.∼08.26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16.10.19-21 대한토목학회
17.08.24.∼08.25 한국습지학회
18.04.12∼13 2018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워크숍

18.05.30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전시
18.08.22.∼08.23 한국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19.05.23 2019국제가뭄포럼

19.08.19.∼08.20 한국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19.09.04∼06 국제물주간
19.09.25-27 기상기후산업박람회

19.10.27.∼10.31
19th IW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ffuse Pollution Eutrophication

표 2.9 학술발표회의 홍보부스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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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 기술

기후변화대비극한홍수적응기술개발을위한세부과제로는 AR5 기반의극한강우시나리오생

산기술개발, 극한 홍수방어기준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댐수문학적안전성평가및재개발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형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수행하였다.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

우 시나리오 산정 기술 및 PMP 산정기술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구 현황 조사 분석과 자료 수

집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ayesian Copula 모형

을 개발하고 기상청 RCP-R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극한강우 시나리오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자료를 이용한 PMP 생산 및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PMP 결과를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Conditional Copula 개발을 통해 미래 극한강우 시나리오를 생산하였으며, 해당

시나리오를 활용한 지속시간 별 IDF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단일 RCM이 아닌 다중 RCM

자료를 이용하여 PMP를 생산하고 앙상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중 RCM 자료를 이용한 지속

시간 별 극한강우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D/B를 구축하였으며, PMP 산출방법을 기초로 한

Trans-Storm and Mega-Storm Softwatr(TMSS) 개발을 수행하였다.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과거의 극한강우 사상을 재현하였으며 해당 강우사상에 대한 최대화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극

한강우사상의 실제 사용을 위한 검증 및 보완을 수행하였으며 현업화를 위한 Wamis-CC 탑재

를 수행하였다.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재현 및 최대화된 강우사상에 대한 한강지역으로의 전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정할 수 있는 층적 Bayesian 해

석 모형 개발을 통한 지역기후모델을 산정하고 시계열 상세화를 수행할 수 있는 NSRPM 기반

의 S/W 개발을 통해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을 수행할 수

있는 S/W 개발 및 물리적 기반 최대강수사상 표출 S/W 개발을 수행하였다.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과 설계홍수량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하천시설물 및 취약성 분석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를 조사하였고,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시범유역(한강유역)에 대하여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을 비교함과 동시에 경년 홍수량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하천제방의

설계 및 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제방 붕괴 사례 및 피해 양상을 조사하였다. 한강유역에 대하여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분석하였고, 편의보정 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제방의 형태에 따른 SEEP/W 안전율 및 침투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방어 기준과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

료(CORDEX) 기반의 확률강우량 및 미래 홍수량을 산정하였고, 하천제방에 대하여 취약성 분

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모델을 평가하여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였고, 우리나라 실무 여건을 고려하여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을 비교·검

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을 위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LFVI)를

시범유역(한강유역)에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능동적

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홍수량을 산정하였고, 극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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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방어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및 취약성 분석

기법을 도출하였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제방 취약성 분석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ㆍ외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조사와 댐 설계기준 및 절차, 댐 재개발 평가 현황 및

대상유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DB형태로 구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댐 시설물의 고령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댐안전성 문제 등에 대비하기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댐재개발 평가모듈을 설

계하였으며, Google Earth와 GIS를 이용하여 국내 댐 재개발 평가를 위한 표준DB를 구축였다.

구축한 DB를 이용하여 댐 재개발 평가기준 신뢰도 향상을 위한 AHP-Delphi기법 및 최적척도 적

용하였으며, 한강유역 1종 댐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항목에 따른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형DB, 속성DB, 평가DB 자료를 기반으로 댐 현황 및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범유역확장을 통해 댐 재개발기술검증 및 고도화를 수행하였으

며,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뒤 유역적용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수문학적 안전성 및 재개발평가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정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민 설문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변

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성능평가)’ 제 개정 시 댐의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시 기후변화를고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유역홍수저감 기술 및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 분석 방법 등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

한 유역홍수저감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동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

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기존 유역홍수저감 시설물에 대하여 홍수범람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기존 홍수저감 시설물에 대한 홍수대응능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홍수위험지수를 이

용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이용하여 유역홍수저감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치수대책 변화 분석을 통한 치

수안전도 개선 및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략 제시 등 홍수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거대

홍수를 모의하기 위하여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시간단위 강우-유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후변

화 및 거대홍수를 고려한 홍수저감능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MLR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피

해 유형별 적합한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거대홍수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 대피소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거대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피해 유형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거대홍수 해석을 위한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 해석 기능과 이에 따른 범람해석 기능을 탑재한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

가적으로 댐 붕괴해석까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MCDM 방법별 위험관리 대

응전략 등을 통해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기후변

화를 고려한 IDF, PMP, 거대강우 등의 자료 생산을 통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의

실용화 전략 공유를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며, 개발된 D/B 표출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지자

체 및 관련 설계 회사 등에서 실무자들이 손쉽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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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홍수량 산

정 결과는 현업에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 전

망기간별 홍수량 결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및 하천시설물(제방) 취약성 분석은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

해 국내 수문해석 기술의 선진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연구결과는 기후변

화 및 노후화에 따른 취약 댐을 진단하고, 한정된 자원/자본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하기 위해

댐 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성능평가

구조안전성(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통

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거대홍수 및 댐 붕괴해석 S/W 제공을 통해 홍수통제소의 홍수대비능력

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홍수방어대안 선정 기밥 개발을 함으로써 유역종

합치수계획 수립시 대안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유형별 홍수 위험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치수안전대책 정보를 제공함으로 중앙정

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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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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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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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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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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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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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기후모형에서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지역기후모형이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해당

분야에 적합하게 시공간적으로 상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기후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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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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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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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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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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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추세 왜곡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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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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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부터 시나리오 생성까지 스트림라인화 및 모듈화 형태로 구현되었고, 각 모듈 간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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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을 높이고 SDQDM 통계적 상세화에 병렬화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계산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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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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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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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나리오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되어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수자원계획

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공급 취약성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과 모형이 개

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방법

론과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모든 상황을 시나

리오 경로로 구성하고 각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지

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 수자원시설의 최적 연계운영 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술 개발과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국가 및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 대체수원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수자원평가시스템인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기존의 수

자원평가 계획 모형에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용량 산정 모듈,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다양한 수원 평가 모듈과 국내외 유역 자료 및 수문자료 활용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ODA 사업 등 해외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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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초

개발한 가뭄대응 단계별 용수공급 및 운영기준을 4가지 핵심요소기술로 구분하여 각 요소 기술

의 고도화를 수행하고, 이를 26개 GCMs RCP4.5/8.5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최적 저수지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가지 핵심요소기술은 1) 추계학적 유입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

저수량 산정 기술, 2)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세분화, 3)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수립

및 평가 기술, 4) 가뭄대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술로 나누어진다. 핵심요소기술 개

발을 위한 세부기술 내용으로는 추계학적 500년 모의유입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전

국 다목적댐의 일단위 기준저수량 개선, 기후변화 기반 기준저수량 평가, 급격한 용수공급 감량

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및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준 개발, 가뭄 대

응 단계별 해제기준 제시, 유입량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전망 및 운영 방법 모의, 그리

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개발된 핵심요소기술 들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장기(2년 연속 등)가뭄 대

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및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내

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통합 댐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안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다목적댐의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화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 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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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반도 곳곳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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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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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점 부각되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을 추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갈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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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 시설물

의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수 활용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댐 예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댐의 잠재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가뭄이 심각할 때에도 국민들이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예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댐들의 비상용량만으로 극심한 가뭄

대비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 갈수기 댐 운영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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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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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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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최적화 기법 적용 기술을 축적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서 혼합정수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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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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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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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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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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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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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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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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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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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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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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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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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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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여 가뭄 규모를 반영한 이수안전도 평가기준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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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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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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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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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극한가뭄을 정량적

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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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효율적이지 못한 가뭄 대응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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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반의 사전가뭄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극한가뭄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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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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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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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기후변화 대비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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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 유역 물순환 분석 및 전국 수자원 취약성 평가 DB를 구축하였고,

전국 유역건전성 평가 및 유역수자원 취약성 산정 프로그램과 수자원적응 유역 통합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기존 WAMIS 10개의 대메뉴에 기후변화 대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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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검색을 통해 유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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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개선 국내/국외용 소프트웨어 개발하였으며,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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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저수지-하류하천 연계 탁수저감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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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기후변화 유역건전성 전국평가이며, 수문-수질연계 유역건전성 평가모델링 기술이다.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은 사회단체를 통한 공학적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점에

있어 선도적인 성과이며, 현재 국내 기후변화 적응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중요 사례연구이다. 또

한, 기술의 수준으로나, 적용 대상을고려했을때, 통계기법으로서새로운도전적연구동향이될것

이다. 기후변화적응유역물순환개선기술은개선기술의해외시장진출을토대로해외수자원산업

기술의경쟁력이강화될것이다. 극한사상에대한유역의탄력적대응및복원기술은침식과퇴사영

향에 따른 하천지형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하도유지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극한사상에 따

른 토양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하천변화에 대비한 방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SCI급 논문을 44편 게재하였으며, 일반학술지 논문은 55편

게재하였다. 관련 특허는 4건을 출원하였고 그 중 2건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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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해당 심포지움에는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및 SWAT 유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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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일반 언론매체 등에 24건의 기술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 외의 4건의 추가적 관련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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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홍보를 수행하였고, 19건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등록하였다. 수자원 설계 기술자

를 위한 CAT 3.0 ver. 3.1 기술설명회 교육지원을 통해 12건의 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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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명을 수록한 19건 이상의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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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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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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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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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였다. 3건의 법령을 제안 및 반영하였으며, 1건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5)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 기술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위한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수자원 변

동성 평가기술, 기후변화 적응 한반도 수자원 안보전략 개발 기술,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성과

를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에 탑재 및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급부상하고 있는 전세계 물시장에 발맞추어 해외 수자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글

로벌 수자원 변동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글로벌 기상,

수문, 지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표수문해석 모형을 구축하여 대륙규모의 수문해석 자

료를구축하였다. 구축결과를기반으로글로벌기후변화수자원영향평가및신뢰도분석을수행하

였다. 또한위성기반강수량및토양수분량추정기술을확보하여글로벌자료의다양성을추구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글로벌 수자원 변동성 및 신뢰도 평가, 위성 기반 수문자료 확보 기

술을 개발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기상, 수문, 지형자료 D/B를 구축하였다.

북한지역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내 기업의 수자원 사업 진출이 어렵지만, 남북 경제 협력 또는

통일이 실현될 경우 문화적인 동질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수자원 기초정보 수집, 수자원 사업 추진 전략 등

을 사전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기초자료로 정책, 법령, 제도, 시설물, 기

상, 수문, 지형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미계측 유역으로 분류되는 북한지역의 수문해석을 위해

M-RAT 모형을 개발하여 구축하였다. 북한 지역은 전력의 부족으로 수력발전댐 건설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 전역에 대한 수력발전댐 개발 대상지역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수록한 전략을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 및 공유하천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를 통해 공유하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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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홍수통제소, 강원도청에 각각 법령 및 정책의 형태로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분쟁 및 경제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가상수 분석은 수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및 국가 간 교역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국가의 교역 구조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상수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우

리나라와 타 국가 간 가상수 교역 분석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국가간 물산업 취약성을 분

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통해 국내 기

업의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 수자원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이 깊은 주제로써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정책,

경제, 사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 및 수자원과 사회과학과의 학

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후변화 수

자원 거버넌스 분석, W-E-F Nexus 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는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수자원 거버넌스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분석, 제안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후변화 대응 법령을 제시하였다. W-E-F Nexus는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 물, 식량, 에너지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체계로 국내 수자원 관리 기관은 K-water에 정

책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성과는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성과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책, 지침 등의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국내 기후변화, 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정책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성과인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Global Water Bank, GWB)에 탑

재되어 수자원 산업 기초자료(기상, 수문, 유역, 일반현황, 북한), 미래 기상 및 수문 전망 자료(기후

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국가별 수자원 분석 자료(물산업지수, 가치평가, W-E-F, 가상수), 해외

물 관련 정보(해외사업자료, 이상기후 및 피해, 물재해)등 7개 분야 30여개 종의 자료를 대국민 서

비스 하고 있다. GWB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총 128개국, 3,319개 유역에 대해 약 70만 MB,

약 130억 칼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GIS 자료는 10만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GWB의 회원은

300여명, 누적접속자수는총 12,000여명으로집계되었으며, 2018년초기시스템개발후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GWB는 수자원 연구진 및 학생에게 글로벌 수문해석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측 기상 및수문정보 등을제공함으로써 국내수자원 기술연구의 활성화 및발전을기

대할 수 있다. 공무원, 공기업 수자원 실무자에게 국내에는 자료 제공처가 전무하던 글로벌 수자원

분석자료를 서비스함으로써 향후 국가 정책 결정 및 공기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

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한계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글로벌 자료 확보의 한계, 기술 수

준의공백을극복할수있도록광범위한글로벌자료를제공하고기후변화, 사회수문학등의차별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은 다국적 물기업에 비해 떨어진 기술수준을 보완할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물 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의 실용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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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1)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가)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시나리오 산정기술 조사분석 및 자료수집

㉮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 평가 최신 동향 조사 및 최적방안 조사

기존에 활용되었던 기술적 분석 방법은 극치강수량 또는 홍수량의 확률밀도 함수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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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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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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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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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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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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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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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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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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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국가/지역 자료/변량 방법 결과 참고문헌

Bulgaria

Nationwi

de study

90 stations

Daily

precipitation

(1961-2005)

Mann-Kendall

tes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Bocheva

et al.

(2009)

Cypress

Nicosia

Extreme

precipitation

with

durations

between 5

min and 2

hours

Analysis of

estimated IDF

curves based

on data from

1931-1970 and

1971-2007

Increase in extreme rainfall

intensities observed.

Pashiardis

(2009)

Czech

Republic

175 stations

Daily

Mann-Kendall

test

Significant increase in

extreme precipitation in winter

Kyselý

(2009)

표 2.10 국외 극치강수량 및 홍수량의 경향성 분석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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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자료/변량 방법 결과 참고문헌

Nationwi

de study

precipitation

(1961-2005)

Different

extreme

precipitation

indices

in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20 - 30%).

Denmark

Nationwi

de study

66 stations

Extreme

precipitation

with

durations

between 1

min and 48

hours

Analysis of

estimated IDF

curves based

on data from

1979-1997 and

1979-2006

Mann-Kendall

test Regression

analysis

Update of the regional IDF

curves showed an increase

of about 10% for durations

between 30 min and 3

hours and return periods of

about 10 years. This trend

was also confirmed by a

regional Mann-Kendall test.

Regression analysis shows an

increase of about 2% in the

number of extreme events

per year for rainfall durations

between 1 min and 24 hours.

Arnbjerg-

Nielsen

(2006)

Madsen et

al. (2009)

Sadri et

al. (2009)

Gregersen

et al.

(2010)

Finland

Nationwi

de study

25 stations

Daily

discharge

Mann-Kendall

test

Earlier timing of spring

peak flow observed 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sites.

However, no trend observed

in the magnitudes of spring

peak flow.

Korhonen

and

Kuusisto

(2010)

France

Nationwi

de study

195 stations

Daily

discharge

Field

significance

test

Semi-parametri

c regional

consistency

procedure

No general change was found

at the national scale.

Increased flood peaks were

observed in Northeast,

consistent with the trend in

observed rainfall.

A decreasing trend in high

flow was observed in the

Pyrenees. In the Alps, earlier

snowmelt- related floods

and increasing runoff due to

glacier melting were

observed.

Renar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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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스케일 상세화 기법 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사상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이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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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매개변수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지식과 지배방정식의 수치해석상의 부정확성,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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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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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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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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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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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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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M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수문모형과의 시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동역학적 상세화(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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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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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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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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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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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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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였다.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은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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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자료의 시간규모에 따른 분류가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항목 기존 방법론
자료 시간 규모

입력 출력

일단위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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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위Weather Generator (WG) 방법 계절,월,일

Weather Typing (WT) 방법 계절,월,일

시간단위 상세화 Poisson Cluster 방법 계절,월,일 시간단위

표 2.11 시간 규모에 따른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 구분

국가/지역 자료/변량 방법 결과 참고문헌

France

Mediterra

nean

region

92 stations

Daily

precipitation

(1945–2004)

Peak-over-thre

shold extreme

value model

with non-

stationary

parameter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of the occurrence and

the intensity of extreme

rainfall in three out of seven

regions were detected.

Pujo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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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세화 기법 분석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은 다음 아래 표와 같으며,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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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 적용기간 적용기법 입력자료 출력형태 결 론

Brazilian
,

Amazon

2070∼20
99

CGCM3.
CSIRO,
GFDL

daily
precipitation
of CGCM3,
CSIRO,
GFDL and
Observation
data

precipitat
io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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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냄
The

northern
New
Mexico
The
central
Texas

2004

ASOADeK
Regressions
Optimizing
rain-cluster
structures
Random
cascade

coarse-pixel
precipitation
map,

topographic
map

time
series
analysis
on

precipitat
io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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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stations
in

Central
Europe

1961∼19
90 WGEN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maximu
m and
minimum
temperat
ure
(daily)

모델의 물리적 특성이나
매개변수들의 불확실성의

차이로 관측값과
모델과의 적절한 대응이

결정됨.

Alps
2070∼21
00
(모의)

SDM
RCM

sea-level
pressure,
geopotential
height,

temperature
etc

Precipitat
ion for
OBS,
ERA40,
HadRM3
H etc
(daily)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정보
및 예측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Gilgel
Abay
catchme
nt

2011∼20
99

HadCM3
GCM
HBV

daily
rainfall

temperature
estimates of
potential
evapotraspir
ation

catchment
characteristi
cs of the
area

time
series
analysis
on

temperat
ure,

precipitat
ion,

evaporati
on and
runoff
(daily)

회귀모형으로부터 강수의
증, 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2080년대 유출량은
10.1∼1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온도가
2℃ 증가하고, 강수가
20%감소, 연간유출량은
최대 33% 감소 할
것임을 예측함.

Greece 2070∼21
00 HadAM3P

geopotential
height,

precipitation
data,
Specific
Humidity

precipitat
ion data
(daily)

그리스 지역에 대한
연평균 강우와

강수일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된 값과

관측값을 비교 한 결과
계절별 강우와

강우일수의 감소가
전지역에서 예상됨.

Illinois 1890∼19
99 GDP

precipitation
,

geopotential
height,
specific
humidity

precipitat
ion
patter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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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

표 2.12 국외 상세화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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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적용기간 적용기법 입력자료 출력형태 결 론

서울 1961∼
2006

Markov
Chain

daily
precipitatio

n

transitio
n
probabili
ty wet
d a y s
maximu
m
consecut
ive no
r a i n
days
(daily)

천이확률, 습윤일, 건조일
등 일강수량 계열의 통계특
성치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Markov Chain 모델의 매개
변수와 연결함.

소양강댐
유역

1987∼
2008

Markov
Chain

daily
precipitatio

n

seasonal
precipita
tion
(daily)

적용 결과 유역에서 지점간
의 공간상관성을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인
자를 이용하여 동적거동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비
정상성모형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줌.

한반도 1980∼
2000

Hierarchic
al

Bayesian

daily
precipitatio

n

t i m e
s e r i e s
precipita
tion
(daily)

모형을 통한 예측결과 실측
강수사상과 유사한 특성을
재현할 수 있었으며 수문모
형에서 홍수 및 가뭄을 예
측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동아시아
몬순영역

1954∼
2000

SVDA,
CCA

daily
average,
max, min
temperatur
e daily
precipitatio

n

s e a
l e v e l
pressure
temperat
u r e
precipita
tion
(daily)

통계적 규모축소의 예측 성
능이 지역에 따라 매우 차
이를 보이는 원인과 관련하
여 관측소 고유의 국지성
효과의 원인과 보정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고 다
양한 예측인자의 개발이 요
구됨.

한반도 1973∼
2007 CSEOF

daily
temperatur

e

temperat
ure
(daily)

한반도의 지형과 계절 변화
에 따른 기온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세화 이정의 광역
규모 기온 자료의 기후적
특성이 함께 상세화됨.

표 2.13 국내 상세화 연구 동향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일단위 강우 상세화 기법의 경우 Markov Chain을 이용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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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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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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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성 빈도해석 동향 분석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때는 보통 특정지역의 현재까지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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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 등과 같은 통계 특성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않고 일정하다는 정상성(stationary)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강우계열은 항상 정상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평균, 분산 등의 시간에 따

른 변화, 경향성 등이 강우자료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비정상성(Non-stationary)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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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강우량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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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조정 요인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Country Region Variable Guideline Reference

벨기에 플랜더스 설계 홍수 30% 증가

Boukhris and

Willems

(2008)

벨기에 국가 전체 설계 강우 30% 증가
Willems

(2011)

덴마크 국가 전체 설계 강우

2, 10 및 100년

재현기간에 20%,

30% 및 40%

증가

Arnbjerg-

Nielsen (2008)

독일 바이에른주

100년

재현기간 및

설계홍수

15% 증가
Hennegriff et

al. (2006)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설계 홍수

위치 및

재연기간에 따라

0∼75%사이에서

증가

Hennegriff et

al. (2006)

노르웨이 국가 전체 설계 홍수

홍수 시즌과

유역의 크기에

우세하여 지역에

따라 0%, 20%

및 40% 증가

Lawrence and

Hisdal

(2011)

스웨덴 국가 전체 설계 강우
지역에 따라

5∼30% 증가

SWWA

(2011)

영국 국가 전체 설계 홍수
2085년에 20%

증가
Defra (2006)

영국 국가 전체 설계 강우

2055, 2085 및

2115년에 10%,

20% 및 30%

증가

Defra (2006)

표 2.14 설계 강우 및 설계 홍수의 기후변화 조정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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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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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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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방안 최신 연구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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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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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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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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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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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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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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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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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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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과 표면 이슬점 온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Ch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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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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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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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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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PMP 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PMP와 같은 극한강우사상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수문기상학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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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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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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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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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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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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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행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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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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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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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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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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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 중 대표적인 연구를 정리하면 총 6가지로 아래 표와 같다.

저자 연도 대상국가 사용모델 비고

Ohara et al. 2011 미국 MM5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강수량을 산정

표 2.15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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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반의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 강우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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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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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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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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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RCP기반 RCM 자료 수집 및 초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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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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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1km 해상도 분석결과, 12.5km해상도 관측기간 모의자료 보다 관측

자료를 더 잘 재현하고 있다. 관측기간 모의자료와 전망자료 간의 비교는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km 해상도 자료

가 12km 해상도 자료보다 관측기간 모의자료 및 미래자료를 더 잘 모의하고 있으나, 산출되어

있는 변수가 한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계학적 방법을 통한 미래 PMP 산정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통계적인 방법의 경우 지속시간별(본 연구의 경우 1일) 연 최대

저자 연도 대상국가 사용모델 비고

Kunkel et al. 2013 미국 CMIP5

관측자료 기반의 PMP와

모델결과 기반의 PMP에 대한

비교분석

Ishida et al. 2014 미국 MM5

모델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강수량을 산정

Stratz and
Hossain 2014 미국 RAMS

댐 설계에 사용되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PMP와 모델을 통한 PMP를

비교하여 현재 수문설계의

위험성을 지적함.

Rousseau et
al. 2014 캐나다 CRCM

모델의 미래예측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성을 고려한

빈도해석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PMP와 비교를 실시함.

Lagos-Tuniga
and Vargas 2014 칠레 ECHAM5

물리기반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과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사용함.



- 81 -

강우자료 시계열로부터 PMP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WMO(1986)에서는 Hershfield(1965)에
의한 일반적인 빈도방정식에 기초를 두어 다음 식을 이용하여 PMP가 계산된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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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연 최대 1일 강우량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식 (2.1)의 빈도방정식 매개변수 중 특히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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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PMP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보유기간에 따라 이동평균 1일

PMP(SMP)와 누가평균 1일 PMP(CMP), 2개의 PMP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30년 단위를

기준으로 1년씩 이동하여 PMP를 산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관측년도를 기준으로 30년, 31년, 32

년과 같이 1년식 누가하여 PMP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강우 관측소의 강우보유기간이 1960

년∼2013년이면 “1960∼1989년, 1961∼1990년, …, 1984∼2013년”과 같이 30년 단위를 기준

으로 1년씩 이동하여 구분한 후 PMP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이동평균 1일 PMP(Simple

Moving Average PMP; 이하 SMP)로 정의하였다. 또한 SMP와 달리 “1960∼1989년, 1960

∼1990년, …, 1960∼2013년”과 같이 1년씩 누가한 후 PMP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본 연구에

서는 누가평균 1일 PMP (Cumulative Average PMP; 이하 CMP)로 정의하였다.

② 기상청 RCP-RCM 대상 극한강우 시나리오 산출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빈도해석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 강우량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시간단위 강우량 상세화를 위해 Copula

함수를 기반으로 지속시간별 강우자료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측값의 관계를 미래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적용하여 극치시간단위 강우량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24시간 관측된 강우시나리오의 관계를 Copula 함수를 통해 도출하면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 있

는 극치 미래 시간강우량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의

경우 24시간 자료이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단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환산계수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

오 생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RCP 8.5 시나리오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문학적 정상년, 즉 30

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측기간은 1979 ∼ 2005년, 2025년대(2011 ∼

2040년) 2055년대(2041 ∼ 2070년), 2085년대(2071 ∼ 2100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관

측기간인 1979 ∼ 2005년대를 기준으로 빈도해석을 수행하고, 연대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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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세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빈도해석 수행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 강

원도 및 남해안 지방에서 연대별로 강우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대별로 불

확실성 구간을 정량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8 2011∼204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9 2041∼207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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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period
Reference 5% 50% 95%

50

100

그림 2.10 2071∼210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산정된 빈도해석 결과를 불확실성 구간을 포함하여 그림으로

도시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에 도시하였으며, 산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수자원 설계 및 계

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11 기상청 지점 별 빈도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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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 산정

기후변화 중 미래 이슬점의 변동에 따른 PMPs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래 이슬점변동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과거 1981 ∼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면적

별로 PMPs를 산출하게 된다. 앞서 산출한 과거 PMPs 값과는 달리 수분최대화비의 상한계를

2.0으로 둔다. 이렇게 구해진 PMPs는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라 변하는 PMPs의 기준점이 된

다. 다음으로는 RCP 8.5 미래 일 평균기온 자료 및 상대습도자료를 이용하여 이슬점 자료를 생

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슬점 자료는 부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편

의보정을 실시한다. 편의보정을 통해 년별 25년간 일 이슬점 자료가 생성된다. 이렇게 편의보정

된 미래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100년 빈도 이슬점을 재산출 후 수분최대화비 및 호우전이비

를 재산정 한다. 이때 DAD 및 산악전이비는 현재와 같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PMPs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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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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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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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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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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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45년 이슬점 자료를 이용한 PMPs 산정결과는 아래 표와같다. 지속시간 12시간 이후

의 대부분의 면적에서 현재에 비해 약 3 ∼ 5 % 정도로 PMPs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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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Ps에 따른 지역적인 편차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속시간 8시간 이

하의 경우 현재보다 PMPs가 거의 같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시간 4 ∼ 8시간의

경우 표준편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보다 지역적인 편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

으로 보인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6.4 98.5 100.6 101.9 102.9 104.3 106.8 106.3 105.0 104.0

100 95.1 97.3 99.5 100.9 101.8 103.3 106.1 105.8 105.0 104.4

225 94.4 96.6 98.9 100.2 101.2 102.8 105.8 105.5 105.0 104.6

400 93.9 96.1 98.4 99.8 100.8 102.4 105.5 105.3 105.0 104.7

900 93.2 95.5 97.8 99.2 100.3 101.8 105.1 105.0 105.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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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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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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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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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6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평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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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94.4 104.6 115.7 121.4 124.9 128.9 130.3 129.9 128.2 127.8

100 90.2 100.1 111.7 118.0 121.9 126.3 126.5 125.6 122.9 121.5

225 88.0 97.6 109.3 116.0 120.2 124.9 124.2 123.1 119.9 118.2

400 86.7 95.8 107.7 114.6 118.9 123.8 122.5 121.3 117.9 116.0

900 84.9 93.5 105.3 112.5 117.1 122.4 120.1 118.8 115.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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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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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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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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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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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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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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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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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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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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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uration

(hr)

area ()

1 2 4 6 8 12 18 24 48 72

25 104.9 106.2 107.5 108.3 108.9 109.7 113.8 113.7 113.4 113.3

100 103.5 105.1 106.7 107.7 108.3 109.3 113.3 113.3 113.3 113.3

225 102.8 104.5 106.3 107.3 108.0 109.1 113.1 113.0 113.2 113.3

400 102.3 104.1 105.9 107.0 107.8 108.9 112.9 112.9 113.1 113.3

900 101.5 103.5 105.4 106.6 107.4 108.7 112.6 112.6 1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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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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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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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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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8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45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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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tio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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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05.5 114.4 123.7 128.4 131.1 133.9 139.8 139.0 138.1 137.8

100 102.8 111.4 121.1 126.2 129.2 132.2 135.8 134.7 132.9 132.0

225 101.5 109.8 119.6 124.9 128.0 131.2 133.3 132.1 129.8 128.6

400 100.7 108.7 118.5 123.9 127.1 130.5 131.6 130.3 127.7 126.3

900 99.8 107.3 117.0 122.5 125.9 129.4 129.0 127.7 124.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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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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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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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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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이슬점변동에 따른 PMPs의 2070년 현재대비 표준편차 변화율

③ 태풍을 고려한 비정상성빈도해석 모형 및 홍수시나리오 모듈 베타버전 구축

㉮ Bayesian Beta 모형을 활용한 통계학적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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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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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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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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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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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시간별 연 극치 강우량과 24시간 극치강우량 사이의 상관성의 영향이다. 아래 그림은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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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Downscal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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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Four parameter beta 함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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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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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esian을 통한 불확실성을 고려할시 일부 극치 관측값을 제외한 모든 값을 허용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아래 그림에 대표적으로 속초, 서울, 대관령, 인천 지점에 대한 23시간 지속시간 모의 결과

를 도시하였으며 관측값의 대부분이 불확실성 25%와 75%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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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연 극치 강우량과 24시간 극치강우량의 영향에 따라 상관계수의 수치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모의된 결과에서 기존 관측 값이 가지는 신뢰성에 준하는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13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Downscaling 결과

그림 2.14 분포형에 따른 (-)대수로그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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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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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모의가 효과적으로 혼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률강우량

과 불확실성 구간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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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극치 강우량에 적절한 분포형으로 GEV 분포를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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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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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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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되었으며 거의 동일한 NLLH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5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빈도해석 결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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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Year
Return Period

2 5 10 20 25 30 50 100 200

1

2025 51.6 67.6 78.2 88.4 91.6 94.2 101.5 111.4 121.2

2055 52.5 65.8 74.6 83 85.7 87.8 93.9 102.1 110.2

2085 58.1 76.2 88.2 99.7 103.4 106.4 114.7 125.8 137

2

2025 35 45.7 52.9 59.7 61.8 63.6 68.5 75.1 81.7

2055 35.6 44.5 50.4 56 57.8 59.3 63.4 68.8 74.3

2085 39.3 51.5 59.5 67.3 69.7 71.7 77.3 84.8 92.3

3

2025 28 36.5 42.1 47.5 49.3 50.7 54.6 59.8 65.1

2055 28.4 35.5 40.2 44.7 46.1 47.3 50.5 54.8 59.2

2085 31.4 41.1 47.5 53.6 55.6 57.2 61.6 67.5 73.5

6

2025 16.2 21.1 24.3 27.4 28.4 29.2 31.4 34.4 37.4

2055 16.5 20.5 23.2 25.8 26.6 27.3 29.1 31.6 34.1

2085 18.2 23.7 27.4 30.9 32 32.9 35.4 38.8 42.2

9

2025 11.5 15.1 17.5 19.8 20.5 21.1 22.8 25 27.3

2055 11.7 14.7 16.7 18.6 19.2 19.7 21.1 22.9 24.8

2085 13 17.1 19.8 22.4 23.2 23.9 25.8 28.3 30.8

12

2025 9 11.9 13.9 15.8 16.4 16.9 18.2 20 21.8

2055 9.1 11.6 13.2 14.8 15.3 15.7 16.8 18.3 19.8

2085 10.2 13.5 15.7 17.9 18.5 19.1 20.6 22.7 24.7

15
2025 7.3 9.7 11.3 12.8 13.3 13.7 14.8 16.3 17.7
2055 7.5 9.5 10.8 12 12.4 12.7 13.7 14.9 16.1
2085 8.3 11 12.8 14.5 15.1 15.5 16.8 18.4 20.1

18
2025 6.4 8.6 10 11.4 11.8 12.1 13.1 14.5 15.8
2055 6.5 8.3 9.5 10.6 11 11.3 12.1 13.2 14.3
2085 7.3 9.7 11.3 12.9 13.4 13.8 14.9 16.4 17.9

21
2025 5.8 7.7 9 10.2 10.6 10.9 11.8 13 14.2
2055 5.9 7.5 8.5 9.6 9.9 10.2 10.9 11.9 12.9
2085 6.5 8.7 10.2 11.6 12 12.4 13.4 14.8 16.1

표 2.20 Bayesian Beta 모형에 따른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 RCP8.5 (서울 지점)

최종적으로 Bayesia Beta 모형을 통하여 산정된 지속시간별 극치강우량에 따른 확률강우량

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IDF 곡선을 산정하였다.

㉯ T-Storm & M-Storm Software(TMS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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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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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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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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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다(JTBC, 2017).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도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사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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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호우사상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사례로 남아 있으며, 2016년 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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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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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은 기후모델에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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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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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같은 RCM이라도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같은 RCM의

RCP 시나리오의 강우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분석 방식에 따라 확률강우량의 변화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 연구단별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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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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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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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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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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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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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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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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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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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강수사상에 대해 특정 지역으로의 전이를 통해 강수사상을 최대화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수사상의 전이 및 유출모델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출량 산출 및 나아가 침수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침수예상도 작성 및 취약지역 선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후모델의 결과만을 이용하여 방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적으로 방재 계획을 세움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당해년도에서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유역으로 강우사상을 전이하는 접근방식으로 거대강우사상을 발생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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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해외 주요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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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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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S/W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되었던 대형 강우사상들을

목표 지점에 전이 및 최대화시킴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사상을 모의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강우자료를 기반으로 최대화되어진 강우사상

을 모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단위 자료까지 획득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유출 모의에 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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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적방법 절차와 유사하다. TMSS를 구현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8 시나리오 구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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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및 최대강수 시나리오 생산

㉮ 다중 RCPs-RCMs 대상 미래 PMP 산출 및 물리기반 강우사상 최대화 연구

다중 RCPs-RCMs 대상 미래 PMP 산출 및 물리기반 강우사상 최대화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전 차년도에 이어 기존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기반으

로 한 CORDEX에서 제공하는 다중 RCMs를 이용한 PMPs 산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

른 PMPs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PMPs는 수문기상학적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지며, 산출 방법

은 이전 차년도에서 수행되어진 기상청 RCM을 이용한 PMPs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산출된 모델들에 대한 현재 대비 미래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미래 RCPs-RCMs 대

상 PMPs 산출 결과 D/B 구축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과거 발생된 대형 강우사상들을

기반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강우사상을 전이 및 최대화 시킬 수 있는 Tool인 T-Storm &

M-Storm Software(TMSS)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Tool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에 발생되었던 대형 강우사상들을 원하는 유역에 전이 및 최대화시킴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사상을 모의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문기상학적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PMPs를 산정하기 위

한 연구로써 물리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극한강수사상을 모의하고 모듈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극한강수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의 재현을

실시하고 강수사상의 최대화를 수행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12.5 km HadGEM3-RA 모형, 50 km 해상도

HadGEM3-RA 모형, RegCM-v4 모형, YSU-RSM 모형의 모든 RCP 시나리오 결과들을 이

용하여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12시간, 영향면적 900 km2 에 대한 PMP의 현재대비 변화율(%)

을 미래 시기에 따라 도시하였다.

본 그림을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RCP 시나리오별 모델별 현재 대비 변화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70년 이후로 현재 대비 변화율이 모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100년에서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현재대비 증감율의 차이가 약 40%까지 차이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모델별 시기별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PMPs 변화율을 정리한 표이다. 2050년을 기

준으로 현재 대비 11-21 %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델별, 시나리

오별로 도출되는 결과들이 같은 기간이라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며, 단일한 모

델 및 단일한 시나리오 결과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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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모든 RCPs-RCMs 모델에 대한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12시간 

영향면적 900 km2 의 현재대비 미래 PMPs 변화율 (%)

Model name
RCP

Scenario

Year
2030 2040 2050 2070 2100

HadGEM3-RA

(12.5km)

RCP 2.6 9.7 11.6 13.2 15 13.3
RCP 4.5 10.4 16 17.1 22.5 24.4
RCP 6.0 6.1 8.9 11 15.8 24.2
RCP 8.5 8.8 13.8 18.2 27.9 43.8

HadGEM3-RA

(50 km)

RCP 4.5 12.4 15.6 18.5 23 26.2
RCP 8.5 13.4 18.1 22.8 32.6 40.9

Regcm4

(50 km)

RCP 4.5 12.4 14.4 15 X X
RCP 8.5 13.8 17.6 21.1 X X

YSU-RSM

(50 km)

RCP 4.5 11.1 13 13.6 X X
RCP 8.5 12.4 16.1 19.6 X X

표 2.21 모델별 시기별 전국 PMPs 평균 변화율 (%)

㉯ 물리기반 모델을 이용한 강우사상 최대화 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연구를 통해 과거 호우사상 중 하나인 태풍 루사(RUSA)를 대상으로

재현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물리기반 모델

을 이용한 강우사상 최대화 방법 개발을 위해 수문기상학적 방법의 PMP를 추정하는데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수분 최대화비()를 살펴보았다. 수분 최대화비는 최대 12시간 지

속 1000hPa 이슬점에 의한 가강수량()과 대표 12시간 지속 1000 hPa 이슬점에 의한 가

강수량()의 비로 산정되며, 이는 기존의 PMP는 이슬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을 의미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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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가 100%라면, 이슬점 온도는 현재 기온과 동일하다

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온(Air Temperature, T),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 상대습도(RH) 변화에 따른 최대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 1) ΔT+ΔSST

- 기도와 해수면 온도 상승

시나리오 2) RH100%+ΔT+ΔSST

- 상대습도 100%를 기반으로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

이때, 기온 및 해수면 온도는 모든 도메인의 격자에 대해 증가시켰으나, 상대습도는 수분 유

입방향인 도메인3(d03)의 하단 경계에 한해 변화를 주었다. 이는 호우발생지역과 도메인1(d01)

과 도메인2(d02)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기온변화(ΔT)는 수분 최대화비를 참고하여 해당 호우사상의 기간 중 강릉 관측소에서 관측된

최대 이슬점온도와 100년 빈도 이슬점을 산정하여그 차이만큼증가시켰다. 태풍루사기간동안의

최대 이슬점온도는 20 ℃였으며, 강릉관측소의 100년 빈도 이슬점온도는 26 ℃였다. 따라서 ΔT

는 6 ℃로 설정하였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도 동반하여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기온

의 상승에 따른 해수면 온도의 상승을 고려하기 위해서 남해안에 위치한 해양기상부이(buoy) 및

등표기상관측소의 기온 및 해수면 온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300회 이상의 관측이 실시된 남해안의 관측소를 식별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해수서와 지귀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온이 6 ℃

상승할 경우 해수면 온도는 3.84 ℃ 상승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따라서 ΔSST는 3.84 ℃로 설

정하고 모의를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은 최대화 시나리오 따른 총 누가 강수량을 나타낸다. 기대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2(RH100%+ΔT+ΔSST)가 가장 높은 강수량을 모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수량이 상대습도, 기온 그리고 해수면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a) 재현결과 (b) ΔT + ΔSST (c) RH 100% + ΔT+ ΔSST

그림 2.20 최대화 시나리오에 따른 총 누가 강수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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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된 강수량의 공간적인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4개 권역(호남, 영남, 경기/충청권, 강원

권)의 공간평균 강수량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sim’은 재현결과를 나타내며, ‘dt’는 온도

와 해수면 온도만을 상승시켰을 경우, ‘dtRH'는 경계조건의 상대습도 100%로 설정하고 온도와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의 모의 결과를 나타낸다. 최대화 결과에 따라 호남과 경기/충청

권은 1.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강원과 영남권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a) 호남권

(b) 영남권

(c) 경기/충청권

(d) 강원권

그림 2.21 최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계열 모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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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에 따른 PMP 산정 알고리즘 개발

㉮ 통계학적 PMP 산정 및 재현기간 추정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산정방법은현재세계적으로통계학적인방법으로 PMP를추정하는

표준방법으로제시되어있다. 세계각지의 PMP 추정에매우유용하고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으며,

이는 2,645개 지점 자료를 수집하여 총 95,000개의 지점-년 자료의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PM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PMP는 물리적인 강우량 상 한계로 현재의 관측자료 수준으로는 완벽하

게 산정될 수 없으며 그 발생 확률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Koutsoyiannis(1999)에서

적용된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추정방법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방법을 우

리나라의 관측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PMPs의 재현기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상청 ASOS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 관측 년 수가 10년 이상인 강우관측소 80개 지점에 대

한 시간강우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아래 표에 지점별 자료기간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등급 자료기간 (년) 지점 수
의 최솟값

(간격)

의 최댓값

(간격)

1 10-29 12 1.6-1.8 2.8-3.0

2 30-45 38 1.8-2.0 5.4-5.6

3 >46 30 2.2-2.4 5.8-6.0

합계 80 1.6-1.8 5.8-6.0

표 2.22 지점별 자료기간에 따른 등급 구분

총 3,405개의 지점-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PMP는 각 관측 지점의 연 최대 강우량 시계열의

평균의 선형함수로 주어지는 형상 매개변수를 가지는 GEV 분포(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을 적

용)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속시간 6시간 및 24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Hershfield의

  에 해당하는 PMP는 약 20,000,000년의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강수량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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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Hershfield의 경험곡선(실선)과 제안된 공식에 의해 구한 곡선(점선) 비교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측지점 중 가장 오래된 15개 지점 자료

(1961-2017; 57년)를 이용하여 지속시간 24시간 및 6시간에 해당하는 PMP의 재현기간과 그에

따른 확률강우량을 각각 추정하였다. 전통적인 Hershfield의 통계학적 PMP 산정방법에 의해

추정된 PMP와 Lee et al.(2018)에서 작성된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에 의한 PMP를 제안된 방법

에 의해 산정된 PMP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으로 추정한 재현기간에 해당되

는 확률강우량이 통계학적 PMP와 수문기상학적 PMP에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a) 강릉 (b) 서울 (c)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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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기반의 최대강수사상 최대화 및 한강유역 전이적용

호우전이란 실제로 발생한 호우사상을 연구대상으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WRF를 기반

으로 태풍을 전이하기 위해 모델의 초기조건의 대기 관련 변수를 이동(Shift)시키는 기법을 사

용하였으며, 전이된 호우사상의 최대화를 위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뿐만아니라 태풍의 빠른

이동을 위한 경계조건의 생략(skip)과 태풍의 강화를 위한 반복(repeat)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로 강릉의 최대호우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한강상류로 전이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변화된 경계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4 전이를 위한 경계조건의 변화

전이기법을 통해 태풍 루사를 성공적으로 한강상류지역으로 전이하였으나, 경계조건의 상대

습도에 따른 과도한 강우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d) 울릉 (e) 추풍령 (f) 포항

그림 2.23 지점별 확률강우량과 수문기상학적 및 통계학적 PMP 비교 (지속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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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경계조건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전이지역 강수량 변화 

전이 및 최대화된 태풍 루사의 강수량과 수문기상학적 방법론으로 산정된 한강상류지역의

PMP를 비교한 결과 경계조건의 상대습도가 85% 수준일 경우에 PMP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기존 PMP 산정방법의 과소추정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판

단되나,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호우전이를 이용한 software 개발

TMSS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의 편의를 적용하기 위해 GUI 개발을 실시하였다. 발생되어진

대형강우사상을 기반으로 최대 강수사상을 얻고자 하는 유역 정보 및 강우 지속시간을 입력하

면 전이 유역에서의 최대 강수량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 본 GUI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6 우량주상도 및 지속시간 별 강우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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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TMSS GUI 화면

아래 그림은 TMSS를 이용하여, 부산(티센계수 0.7) 및 대구(티센계수 0.3) 지점으로 강우를

전이하였을 시 최대 강우사상 결과 예시이다.

그림 2.28 부산 및 대구지점으로의 호우 전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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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및 연구성과 기반 Software 개발2차년도 연구목표

㉮ 통계학적 상세화 결과를 통한 최적 시나리오 선정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적용특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생산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의 다양성은 실제 실무에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및 대응

하기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건부 Copula 모형을 통하여 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리

기상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이를 통한 최적 설계강수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Hierarchical Bayesian 다중앙상블 모형을 통한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최근에 RCM Multimodel의 평가를 위해서 편의와 수렴도 등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REA(reliability ensemble average)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REA 방법은 지역기후변화 양상

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개별 RCM의 최적 조합을 제시함으로서 모형의 신뢰성을 개선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REA 방법의 가중치는 현재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모형의 편의와 수렴양상을 판

단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모형의 Ensemble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가지고 평가된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가지는 모형은 작은 편의를 가지며 다른 GCM 모형과 유

사한 거동을 나타나게 된다.

국제 사회의 수문기상학분야의 주된 관심사는 확률론적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확률분포형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해

주고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Bayesian 방법은 단순히 통계학

적으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론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기후변화 전망 관

점에서 자료를 확충하면서 실제 분포형을 찾아내는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Hierarchical Bayesian Model(HBM)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이 여러 모형으로 구성된 자료 계열의 경우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확률

분포(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적용함과 동시에 각각 PDF들이 상위단계의 대표

PDF에 의해 조정을 받는 형식으로 자연적으로 최적의 MME(multi model ensemble) 구성이

가능하며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형태로 추정되어 확률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림 2.29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최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추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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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관측강수량을 의미하며,  는 기준 시나리오(base scenario)를,  는

편의보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각 단계별 확률분포형의 적용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2.3)

  ∼    
 (2.4)

   ∼∆  ∆  ∆   


  (2.5)

  ∼∆ ∆   


 (2.6)

∼   , ∼   

 ∼   ,  ∼   

∼   ,  ∼   

∼ ,  ∼   

 ∼   ,  ∼   

아래의 그림은 기후변화 기준 시나리오부터 미래 시나리오까지 실제 HBM 모형이 적용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모식도로서 계층적으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최종적으로 편의와

는 구별되는 평균의 변동성 및 분산의 변동성을 확률밀도함수의 형태로 정량화가 가능하다.

그림 2.30 계층적 Bayesian 모형의 최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추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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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에서 관측 자료는 정규분포로 가정되며 는 평균을 는 경향성분의 기울기, 는 분

산을 나타낸다. 는 자료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며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되는 절편이 자연적으로

평균의 의미를 갖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편의가 발생하며 이를 관측기간과 동일하게 모의된 기후변

화 Base 시나리오와 비교함으로서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식 (2.4)에서는 기후변화

Base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및 분산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즉 Bi는 각 GCMs 모형이 가지는 평균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량이며 는 분산에 나타나는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변량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관측 자료와 기후변화 Base 시나리오간의 평균 및 분산의 변동성의 차이를 정량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 (2.5)에서는 미래구간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의 이동을 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산을 
로 표

현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조건을 모의하는데 있어서 각 모형이 나타낼 수 있는 평균의 편의를

Bi와 구별해서 Bi로 나타내고 동일하게 분산에 대해서 와 구별되게 가 도입된다.

식 (2.5)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미래의 기상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측

치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식 (2.3)과 식 (2.4)에서는 평균의 이동, 편의 등은 정량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였지만 식 (2.5)에서 , Bi , 
 , 는 개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Bi의 값을 추정할 수 있지만 와 Bi를 구별해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기
후변화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실제로 평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모형의 편의 때문인지를 구

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기후변화 분석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존 RCM과 같은 동역학적 Downscaling 방법에서는 원천적으로 해석이 곤란하다. 그러나 통

계학적 Downscaling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미래의

Bi가 앞서 추정한 Bi보다 매우 작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변동성 보정계수 를 가중치로 활용

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Bayesian 모형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평가 및 최적의 MME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가정한 식 (2.3)∼(2.6)를 통합하여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Likelihood로 표현하

면 식 (2.7)과 같다. 식 (2.7)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편의가 제거된 각 모형별 최적 시나

리오가 결정되면 이를 통합한 최적 MME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식 (2.8)와

같은 가중함수를 통해서 최적의 MME를 산출하였다. 식 (2.8)에서 보면 Base 시나리오와 미래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각각 GCM이 전체 GCMs들의 평균적으로 거리가 가까울 때 가중치를 크

게 주는 방식으로 가중함수를 구축하였다. 일종의 역거리 방법으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전체

평균과 유사할 때 참값에 가깝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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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8)

그림 2.3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생산된 월 평균온도와 실측 월 평균온도 

비교

그림 2.32 RCM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정량화

위의 그림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통계학적으로 정량화 한 사례를 나타내며 그림

에서처럼 현재대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평균의 이동은 매우 작은 반면 실제 강수량에 비해

서 100mm 이상 평균적으로 작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모형에 계층적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여 편의

제거 및 불확실성 정량화를 수행하고 모형별 가중함수를 구하여 혼합된 최적 MME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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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HBM 모형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 PDF 산정 결과 

그림 2.34 HBM 모형을 통한 시계열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최종적으로 CORDEX 기후변화 시나리오 특성을 고려한 MME를 도출함으로써 일관된 하나의

통합시나리오 생산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분석에 있어서 일관성이 확



- 106 -

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무에 활용하여 수공구조물 및 미래 기상에 대한 대응 및 대비를

위한 정책 결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소프트웨어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나, 실제 일반 실무진들이 미래 설계강우

및 PMP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

양한 연구진들이 개발한 미래 설계강우 산정 결과와 기후변화 연구단(CCAW)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중 RCM 미래 PMP 결과를 표출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일

반 실무진들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자 한다.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소프트웨어(Future Design Rainfall and PMP Display

Software, FDDS)는 총 2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미래 설계강우 표출, 두 번

째는 미래 지역별 PMP 표출이다. 미래 설계강우의 경우 개발 연구단에 따라, GCM-RCM 조

합을 선택할 경우, 미래 시기별 지점별 미래 설계강우량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래 지역

별 PMP의 경우 GCM-RCM에 따라 지속시간별-영향면적별 현재 대비 미래 PMP의 변화율

(%)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본 소프트웨어는 미래 설계강우 표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네 기관(PKNU1, PKNU2,

JBNU, GSNU)의 설계강우를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GCM 별 RCM 별 현재 및 미래 설계강우

산정 결과를 내장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2개의 파트로 분할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프로그램

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35 미래 설계강우 및 PMP 표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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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태풍 강우량 표출 소프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수치기상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태풍을 이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슈퍼태풍 강우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생산된 격자강우자료를 표출 및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기상모형 중 하나인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을 이용하여 과거 발생한 태풍을 기반으로 태풍 강우가 재현된 기상조건에서 기후변화

를 고려하여 기상변수를 변경함으로써 슈퍼태풍 강우량 자료를 생산 하였다. 또한, 과거 집중호

우 사상에 대하여 태풍 사상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격자 강우자료를 생산하였다. 최종적

으로, 생산된 슈퍼태풍 강우량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슈퍼태풍 강우량 표출 소프트웨어(Super Typhoon Rainfall Display Software, STRDS)는

WRF 모형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시나리오의 격자강우자료(30 ㎞ × 30 ㎞)를 시공간적으로 표

출하고, 해당 격자자료를 손쉽게 저장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강우자료는 격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지역

의 특정면적에 대한 공간평균 시간강우량을 생성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유출 모형 등의 시간-단

위 입력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36 슈퍼태풍 강우량 표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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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한홍수 방어 기준 개발

① 하천시설물/설계기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국내 하천시설물/설계기준 현황 조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물관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가 수자원 분야에 끼치는 영

향 평가, 기존 구조물의 취약성 평가 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홍수위험도의 증가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통

해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시설물의 치수 안전도 저하에 따른 설계기준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수정된「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순환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이·치수적 측면의 수자원 계획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천시설물의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서 설계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되는데 기

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37 설계홍수량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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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대상
우리나라 수자원

전반

한강(임진강 유역 제외), 임진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강, 태화강 및 형산강 유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특징

수자원의 이·치수,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유역단위 치수계획을 수립하며

설계홍수량, 설계홍수위 산정등은

하천기본계획과 동일

하천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설계홍수량

산정
-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강우량 산정 후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홍수량 산정

좌동

설계홍수위

산정
-

설계홍수량과 하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좌동

기후변화

반영 여부
유 무 무

표 2.23 하천시설물에 대한 계획별 비교

적용 하천범위 설 계 빈 도 관 리 자 비 고(과거의 구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200년빈도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직할하천의 주요 구간

(주요도시 관류)

국가하천 100∼200년빈도 국토해양부장관
직할하천의 기타 구간

(주요 지류)

지방하천 50∼200년빈도 광역자치단체장
지방1급 및 2급하천

(준용하천), 도시하천

표 2.24 적용 하천범위에 따른 설계빈도

㉯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과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 또는 차별성을 분

석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측면에서의 영향평가 연구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영상처리

기술개발 Ⅰ,Ⅱ,Ⅲ」(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 1994a, 1994b),「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

도 수문환경의 변화 연구」(윤용남 등, 1998),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계획의 영향평가」(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00),「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평가 체계구축」(과학기술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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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평가모형의 개발; 물관리부문 중심으로」(환경부, 2007년)등의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후 프론티어사업단의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 분석 및 평가 체계 적용」

(2007∼2011년)에서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Multi- Model

Ensemble 기법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로 3개 시나리오(A2, A1B, B1), 13개 GCM, 8개 유출모

형을 이용하여 국내 109개 유역에 39개 미래 기후 시나리오, 312개 미래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

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를 중심의 연

구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빈도해석 또는 미래

수문량 전망을 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상 홍수 평가 기술 개발」(국토해양부,

2005∼2010)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빈도해석/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기후변화와 이상강우에 대한 빈도해석 지침서 및 개선된 가능최대홍

수량 산정 기법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

석과 전망」(국토해양부, 2009∼2012) 에서는 4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A2, B1, A1B)

를 바탕으로 GCM(CNRM의 CM3, CSIRO의 MK3, CONS의 ECHOG, UKMO의 HADCM)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5대강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의 극한 수문량을 전망하

였다.

㉰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대책

유럽연합(EU)에서는 범유럽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발표한 「Flood directive」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

여 홍수위험(flood risk)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의 기후변화 대비 대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 영국

영국은 장기적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발효 기후변화 영향·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과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적응관련 프로그램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ACCP)과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를 실제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me,UKCIP)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국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의 수립을 지원을 하는 역할등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에 대한 정책과 대책의 기초를 제시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템즈강 하구에 대한 2100 프로젝

트(Thames Estuary 2100 Project)를 통하여 2002년부터 향후 100년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

후변화에 따른 런던과 템즈강 하구에 대한 홍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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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위험에 대한 계획적 관리문제를 다루기 위해 PPS25(개발과 홍수위험)

실무지침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Statement: PPS)을 마련하여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의 홍수위험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기후변화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적응분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계획의 위계에 따라 홍수위험평가(Flood

Risk Appraisal/Assessment)가 명확한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에 따른 순차검증

(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개발입지 및 토지이용 계

획에 반영하였고,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첨두강우강도 등에 대한 가중치와 해수면 상

승에 대한 여유치(contingency allowance)도 제시하였다.

◯ 미국

2009년 10월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 13514』을 발효 ‘관계부처 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위원회(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를 결성하였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및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를 중심으로 미국 기후변

화 영향 및 취약성 연구,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위원회에서 적응

방안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통해 100

년 이상 빈도의 홍수위험에 대비하여 홍수위험지도(flood-hazard maps)와 이에 따른 홍수보험

요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의 제작유도 하고, 재산인수 프로그램(Property

Acquisitions Program)을 통해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을 지역공동체가 구매하여,

위험지구 거주민들의 이주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한 재산인수자금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75% 지원하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25%

지원하고 있다.

◯ 호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정부

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되는 위험과 적응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후변

화의 적응 정책을 적절한 전략적 계획 속에 통합하는 것으로, 호주 환경문화부를 중심으로 다양

한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 2005년 4월 미래 물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여러 다양한 사

업들을 포함한 수자원개발계획 2005-2050(Integrated Water Supply Scheme Source

Development Plan 2005-2050)을 수립하였고, 호주 북동해안 Redland Shire 의회에서는

전략계획조항에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명시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개발을 제한, 구조물 건설 시 100년 빈도 이상의 기준으로 개발하

도록 하였다.

서부오스트레일리아 계획위원회(Western Australia Planning Commission)에서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및 해안지역 초과거리를 고려하여 토지사용계획과 개발계획을 운용하도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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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였고, Planning and Development Act 2005에서 작성된 법적지침인 Statement of

Planning Policy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맞추어 후퇴거리(Setback-line)를 설정하

였다.

◯ 일본

일본에서는 기존의 정책분야와 관련된 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

하여 기존의 대책에 추가적인 적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특성 및 재해현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변저류지, 지하조절지, 슈퍼제방 등을 지속적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예시는 아래와 같다.

- 츠루미강 다목적 유수지: 지역적 특색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하천 직강화로 홍수도달시

간 단축(10시간->1∼2시간)되어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터로 테니스장, 축구장 등 스포

츠 및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고, 홍수시에는 저류기능을 수행하여 홍수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켰다. 2003년 6월부터 운영, 150년 홍수빈도에 대비하여 저류능력 확보하도록 설계

하였다.

- 슈퍼제방: 1986년부터 기후변화 등에 의해 계획수위를 넘어가는 초과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인구와 재산, 중추기능이 집중된 도쿄, 오사카 등 도시지역의

극한홍수에 대한 제방 붕괴를 방지하고 있다.

-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홍수조절지와 시가지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변공간과 공생하는 건강하고 양질의 신시가지 조성하였다.

㉱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에 관

한 논문과 함께 유출해석에 관한 논문도 함께 조사/분석 하였다.

◯ 국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 평가 방법 : 지표 산정 방법

취약성 탄력성 지수  

민감도지수 기후노출지수  적응능력지수

- 평가 요인 : 민감도지수, 적응능력지수, 기후노출지수

- 평가 단위 : 시도

- 시범적용 지역 : 16개 시도

- 목적 : 취약성의 정의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수행,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취약성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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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세부요소 대리변수

민감도

인간정주/기

반시설

상수도 인구(%)

하수도 보급률(%)

국토이용면적 중 제방면적률(‰)

상수도(1일1인급수량(L)

저수율

1월∼12월 저수율 평균(단위%)

3월∼10월 저수율 평균(단위%)

4월∼6월 저수율 평균(단위%)

생태계

관리되는 토지율(%)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국토면적당 산림축적()

보건/복지

출산율(birth/woman)

기대여명

인구당 건강보험적용인구

독거노인비율(%)

적응능력

경제적 능력 GDP(백만원)
인력자원,

교육
의무교육적령아동취학률(%)

환경역량 단위면적당 배출량(ton)

산업구조 (1+2차 산업)/(1+2+3차 산업)*100(%)

기후노출

홍수
호우변

수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 평균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최곳값

1일 동안의 최대강수량(mm)

혹서
열파변

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최곳값)

일최저기온이 25℃이상인 날의 횟수(평균)

일최저기온이 25℃이상인 날의 횟수(최곳값)

표 2.25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 국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미국

미국에서는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제도(NFIP)를 도입하여 FEMA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홍수범람지 관리 법규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수보험프로그

램은 홍수보험요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 FIRM)와 지역의 저감능력에 해당하는 지

역평가시스템(Community Rating System, CRS)으로 구성된다.

홍수보험요율지도 : 과거 침수피해와 피해지역, 100년 빈도의 위험지역, 100년 빈도를 초과하

는 500년 빈도 위험지역이 표시되도록 홍수 위해성을 분석한다.

CRS : 미국의 홍수보험프로그램의 보험요율 산정시 홍수보험가입의 최소요구사항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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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공정보사업, 계획 및 규제,

홍수 피해감소, 홍수대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CRS에서는 공공정보사업, 계

획 및 규제, 홍수피해감소와 홍수대비책으로 구분하여 총 19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

가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CRS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 EU (OPW, 2012)

개요 : 예비홍수 위험도 평가(PFRA)는 홍수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가능하고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적으로 선별하는 작업

이다.

홍수 위험(Flood Risk) : 홍수 위험은 홍수의 발생확률, 홍수의 등급(hazard) 및 홍수로 인한

damage(the'consequences')의 조합이다. 홍수 위험성(Hazard)은 홍수의 근원(sources)의 범

위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홍수의 자연적인 근원(하천, 바다, 지하수, 강우, 쓰나미)・홍수의
구조적 근원(도시홍수, 저수지, 물공급시스템, EBS 구조(수력발전댐 및 제방), 수로아일랜드 인

프라) 홍수의 결과(Consequences)에는 인간의 건강, 환경, 문화유산과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적

인 불리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홍수는 사람, 기업, 인프라, 기타 인간 활동 및 이익(문화유산,

환경 등) 등에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이익 및 자산으로서 홍수로 인한

파괴의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한 영향 및 중요성도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피파괴자의 민

감성 및 피해결과의 심한 정도를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표현한다.

- 일본

공공적인 홍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홍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부의 치수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개발하였다. FVI는 기상과 관련된 자료는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자료를 이용

하여 유역단위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와 취약성을 지수화하여 각

유역별 홍수 취약 정도를 제시한다. 이 지수는 NOAA 기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취약성지수 : 주요하게 4가지 요소 즉, 기후적 요소(Climate), 수문-지형적 요소

(Hydro-geological), 사회-경제적 요소(Socio-Economic), 대책이나 보호조치 요소

(Countermeasure)로 구성. 여기서 대책이나 보호조치 요소만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고 나머지 3가지 요소는 모두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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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FVI 구성 요소 및 인자

㉲ 국내외 연구동향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이상 홍수 평가 기술 개발」(국토해양부, 2005∼2010)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의 하나인

A2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이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빈도해석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과 전망」(국토해양부, 2009∼2012)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래 수문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미래 수문량은 기존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SRES A2, B1, A1B)를 바탕으로 추정된 것이며 또한 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

하여 미래 수문량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최근 IPCC에서 배포하고 있는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의 새로운 도입에 따른 미래수문량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또한 기존의 정상성 빈도해석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 극한 홍수 방어

기준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또는 홍수량 자료의 비정상성(nonstationary)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배포하는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기반

으로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의해 추정된 미래 수문량을 바탕으로 하천의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국내의 극한 강우량 및 홍수 관련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중심의 연구로 추진되거나 기후변화를 반영하더라도 새

롭게 배포되는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상성 빈도해석을

적용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비정상성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화 또는 지침화 되지 못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실무적용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극한 강우량 및 홍수 관련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와 유

출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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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강수량뿐만 아니라 홍수량의 증가를 예측함과 동

시에 이에 따른 홍수위험도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 적용 가능한 기

준 도출에 대해서는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합리적인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도출이 필요한 상

황이다.

◯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시설물(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 기

술 동향, 정책 동향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동향, 기술 동향, 정책 동향의 조사를 통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현재 국내외

취약성 분석 기술 상황을 파악이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그 후 대상유역을 선정할시, 하

천시설물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전국 규모보다는 작은 유역의 시험유역을 설정하여 개발된 기

술들을 적용하여 과제의 실효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성 분석에 있어서는 정확한

설계 홍수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기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방법, 범위, 내용 등에 관한 정리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하천시설물을 제

시하여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가 고려된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천시설물의 기준의 적용을 위한

경제성, 실용성 및 활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술을 보다 많은 시범 유역을 통하여 문제

점 및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시범유역의 하천시설물

(제방)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물은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기술의 실효성을 보

여줄 필요가 있다.

②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시설물 취약성 및 설계기준 분석

㉮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범유역(한강유역)의 홍수량 분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

포한 보고서에서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공구조물을 설

계하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기준은 아직까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고자 아래 그림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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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연구 진행 절차 

기후변화 시나라오는 기존 CCAPH-K 연구단에서 제공되었던 일자료를 바탕으로 scale

invariance 기법을 이용하여 시단위 자료를 추정하였다. 아래 그림은 서울지점에서 scale

invariance 기법을 적용하여 시단위 강우자료 추정한 결과이다. Scale invariance 기법은 관측

되지 않은 지속기간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 지속시간별로 구축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확률강우량이 가지는 스케일 성질 (Scaling property)을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40 Scale Invariance 개념 그림 2.41 서울지점 시 단위 강우량 산정

아래 그림은 RCP4.5 시나리오에서 생산한 지속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대한 서울지점

(108)의 시계열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RCP 시나리

오는 현재기간(S0)과 미래기간(S1)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RCP 시나리

오는 기상청지점에 대하여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지점에서는 지역빈도해석을 통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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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scenarios and GCMs Present (S0) Future (S1)

IPCC AR4 B1, A2 (HadCM3) 1971 ∼ 2009 2010 ∼ 2099

IPCC AR5 RCP4.5, RCP8.5 (HadGEM-RA) 1956 ∼ 2009 2010 ∼ 2099

그림 2.42 서울 지점 미래 강우 분위(RCP4.5)

한강유역에서 RCP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기상청 관할 9개 지점 강우자료와 평균값과 분산값

에 대한 경향성 여부를 Mann-Kendall 분석 방법을 통하여 판별하였으며, 각 지점에서 경향성

이 존재하는 경우 비정상성 모형을 적용한 지역빈도해석을 통하여 미계측 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HAN1 Rain Avg. Var. HAN2 Rain Avg. Var. HAN3 Rain Avg. Var.

108

24 - T T

101

24 - T T

114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T T T 72 T T T 72 - T T

202

24 - T T

212

24 - T T

221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T T T 72 - T T 72 - T T

203

24 - T T

211

24 - T T

127

24 T T -

48 - T T 48 - T - 48 T T T

72 - T T 72 - T - 72 - T T

표 2.26 Mann-Kendall Test 결과 (RC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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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1 Rain Avg. Var. HAN2 Rain Avg. Var. HAN3 Rain Avg. Var.

108

24 - T T

101

24 - T T

114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202

24 - T T

212

24 - T T

221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203

24 - T T

211

24 - T T

127

24 - T T

48 - T T 48 - T T 48 - T T

72 - T T 72 - T T 72 - T T

표 2.27 Mann-Kendall Test 결과 (RCP 8.5)

그림과 같이 서울지점(108)과 인천지점(203)의 연최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Gumbel 분포의

확률분포함수(PDF)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구분한 기간에 따

라 PDF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점(108)의 경우 위치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와 규모매개변수(scale parameter) 둘 다 변화하였고, 인천지점(203)의 경우 규모

매개변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3 서울 및 인천 Gumbel PDFs (S0 & S1)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이를 자료기간에 따른 변화

율(S1/S0)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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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강우 분위 증가

다음은 앞서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 결과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이용한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AR5 시나리오가 AR4 시나리오 보다 크게 산정되었고, 미

계측 지점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정상성/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통하여 산정할 경우 정상

성 지역빈도해석보다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이 약 4%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홍수량 산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방법이 약 6%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sites

AR4 AR5

B1 A2
RCP 4.5 RCP 8.5

Stationary Nonstationary Stationary Nonstationary
Rainfalls

change

ratio

(Avg.)

2.5∼68.6%

(23.7%)

5.8∼71.4%

(23.8%)

13.6∼76.4%

(35.1%)

17.7∼81.7%

(39.4%)

17.9∼142.2%

(83.5%)

14.3∼140.9%

(82.3%)

Floods

change

ratio

(Avg.)

-7.3∼112.5

%

(23.4%)

-5.1∼115.5

%

(24.2%)

-4.9∼59.9%

(19.7%)

0.0∼92.2%

(27.5%)

0.0∼86.4%

(43.5%)

0.0∼83.8%

(42.5)

표 2.28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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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

◯ 비정상 침투해석

침투해석에는 외력조건에 따라 정상해석방법과 비정상해석방법이 있으며, 토질조건에 따라

포화해석과 포화-불포화해석방법이 있다. 현재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 기준의 경

우 비정상 포화 침투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물리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 포

화-불포화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침투해석에는 비정

상 포화-불포화해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비정상 포화-불포화해석을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실제

물리현상을 최대한 유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정상 포화-불포화해석방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지배방정식을 해석하는 수치모형들은 적용이론, 수치해석기법, 전개과정, 입력요소, 사용자 편

이성을 위한 부가기능, 그리고 처리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프로그램 명
적용

기법
적용 범위 한 계

SEEP2D FEM

· 정상상태 해석

· 정상상태 해석시 입력 용이

및 계산속도 빠름

· 비정상 조건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UNSAT2 FDM

· 식물뿌리에 의한 삼투, 자연

증발 등 고려

· 비정상 조건 고려

· 비정상 조건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

(반복계산)

TRUST IFDM

· 격자 표현 자유로움

· 비균질토의 접촉면 해석 가능

· 양해법과 음해법 혼용 해석

· 기하하적 입력자료 필요

(입력자료 구축 어려움)

· 사용자 편의성 미확보

SEEP/W FEM

· 정상 및 비정상 해석 가능

· 비등방성, 비균질성 토질 해석

· 사용자 편의성 확보

· 원시코드 미공개

·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변형 불가능

Z_SOIL FEM

· 토양, 암반, 지중 구조물,

흙-구조물 상호작용,

지하수 흐름 해석

· 원시코드 미공개

· 적용 사례 미비(유럽에서

주로 적용)

표 2.29 침투해석 프로그램 비교

침투 안정성 해석은 대상 제방을 적절히 모델링하고 외력 및 토질조건을 최대한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실시한다. 침투해석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이 존재하

며,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투해석을 시행하기 이

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검증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의

적용성과 검증은 "하천 제방설계기술 -침투-"(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 2005)를 참고하도

록 한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비정상 포화-불포화 침투해석은 외력 및 초기조건 이외에 요소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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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간 간격 등 입력조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하천 제방 설계기술 -침투-"(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 2005)를 참고하도록 한다.

③ 극한홍수 방어기준 및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 RCP4.5 시나리오에 따른 시범유역(한강)의 확률강우량 변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포하는 기후변화 제5차 보고서

(AR5)에 따르면 극한 강수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

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한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 Regional

Climate Model (RCM)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CP4.5 시나리오에 따른 시범유역(한강)의 확률강우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에서는 시범유역의 기상청 산하 9개 강우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RCP4.5 시나리오 기

반의 강수자료를 각 지점에서 측정한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편의보정 하였고,

현재/미래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적 편의보정의 기본적인 개

념은 L. Gudmundsson et al. (2012)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Quantile-quantile plot Empirical CDF

그림 2.45 Quantile-quantile 그래프과 경험적 누가확률밀도함수

HadGEM3-RA RCM 자료는 기상청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일 강수량 자료로 12.5k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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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on Obs. period Present(S0) Future (S1)

01 Seoul 1961-2015

1973-2015

(43 yr)

2016-2058

(43 yr)

02 Chuncheon 1966-2015

03 Wonju 1973-2015

04 Hongcheon 1973-2015

05 Yangpyeong 1973-2015

06 Icheon 1973-2015

07 Inje 1973-2015

08 Jecheon 1973-2015

09 Chungju 1973-2015

표 2.30 대상지점의 관측자료 기간 및 RCP시나리오 전망기간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적 편의보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별 관측값

(Qobs)과 시나리오 자료(Qrcp)의 Q-Q plot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parametric transformations (PTF)

- distribution derived transformations (DIST)

- robust empirical quantiles (RQUANT)

- empirical quantiles (QUANT)

- smoothing spline (SSPLIN)

그림 2.46 서울 지점의 Q-Q plot 그림 2.47 춘천 지점의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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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원주 지점의 Q-Q plot 그림 2.49 홍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50 양평 지점의 Q-Q plot 그림 2.51 이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52 인제 지점의 Q-Q plot 그림 2.53 제천 지점의 Q-Q plot

그림 2.54 청주 지점의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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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와 RCP 시나리오 자료의 연 평균 강수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RCP

시나리오는 (S0, S1) 관측 강수량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전망되며, RCP 시나리오에서 현재

(S0) 대비 미래(S1)의 변화는 약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O Obs.
S0 S1 Change ratio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01 1358.4 1507.4 1377.3 1704.5 1340.5 13.1 -2.7

02 1281.4 1308.0 1282.5 1399.9 1288.2 7.0 0.4

03 1322.6 1329.8 1322.1 1449.9 1318.0 9.0 -0.3

04 1304.1 1373.7 1291.0 1528.0 1297.2 11.2 0.5

05 1339.0 1353.0 1241.3 1536.3 1360.4 13.5 9.6

06 1300.4 1339.7 1296.6 1460.8 1304.7 9.0 0.6

07 1141.2 1149.8 1138.9 1211.5 1147.2 5.4 0.7

08 1315.8 1345.7 1310.8 1440.9 1313.3 7.1 0.2

09 1172.8 1226.6 1168.3 1285.0 1174.0 4.8 0.5

Avg. 1281.7 1326.0 1269.9 1446.3 1282.6 8.9 1.1

표 2.31 연 평균 강수량 자료의 비교 결과

관측자료와 RCP 시나리오 자료의 연 평균 강수일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

타나며, RCP 시나리오는 (S0, S1) 관측 강수일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전망하였고 통계적 편

의보정을 통해 관측 강우일수에 준하는 정도로 감소하였다.

NO Obs.
S0 S1

Before After Before After

01 100.6 107.3 100.7 107.7 100.6

02 97.6 103.8 97.8 103.7 97.7

03 108.6 111.4 108.7 112.6 108.7

04 93.8 98.1 93.8 98.2 93.9

05 94.0 98.5 94.0 98.4 94.1

06 92.8 99.0 92.8 99.5 92.9

07 96.0 100.7 96.2 102.0 96.1

08 98.0 104.6 98.0 104.4 98.1

09 98.2 106.5 98.3 106.1 98.4

Avg. 97.7 103.3 97.8 103.6 97.8

표 2.32 연 평균 강수일수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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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강수량 산정 방법은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 를 참고하여

Gumbel 분포형을 적용하였고,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robability Weighted

Moments, PWM)을 이용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였다.

총 14개의 재현기간(T= 2, 3, 5, 10, 20, 30, 50, 70, 80, 100, 150, 200, 300, 500yrs)에 대하

여 미래 확률강우량 변화를 비교하였고, 서울(1)과 원주(3)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모두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 편의보정 후) 약 7%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49.033 14.717 14.733 58.256 51.617 30.631 7.491 43.605 6.399 30.720
After -4.267 12.223 -2.787 4.977 18.744 3.784 18.501 3.842 0.610 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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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1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58.884 17.464 17.216 70.498 61.593 36.617 6.960 54.945 8.865 37.005
After -5.622 14.924 -2.784 5.903 20.804 5.032 20.354 5.513 2.722 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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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5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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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Avg.
Before 61.710 18.274 17.931 74.207 64.419 38.346 6.808 58.286 9.534 38.835
After -6.012 15.711 -2.817 6.181 21.396 5.369 20.901 5.967 3.378 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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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10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64.006 18.925 18.531 77.249 66.729 39.784 6.716 60.966 10.127 40.337
After -6.334 16.364 -2.817 6.380 21.856 5.617 21.318 6.378 3.888 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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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200yr)

1 2 3 4 5 6 7 8 9 Avg.
Before 54.332 16.227 16.131 65.275 56.870 33.853 7.1943 49.882 7.7741 34.171
After -4.962 13.693 -2.791 5.504 19.800 4.409 19.4725 4.746 1.7832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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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미래 확률강수량 변화 전망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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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AR5 RCP4.5 시나리오 기반의 강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평균 강수량과 연

평균 강수일수를 비교하였고, 관측값과 비교하여 과대 전망하는 미래의 결과를 통계적 편의보정

후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CP 4.5 기반의 미래 확률강수량(S1)은 현재 확률강수량

과(S0) 비교하여 약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가하천의 설계기준인 100년, 200년 빈도

의 확률강수량은 7.8%(100년빈도), 8.1%(200년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제방의 안전율 분석

제방의 설계에 있어 설계 단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여 안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제방 파괴는 월류, 세굴, 침식, 누수 비탈면 활동, 침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제

방 설계 시 국내에서는 반드시 누수, 비탈면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하천설계기준 개정안, 2009).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하천제방의 특성 상 침루

효과를 고려하여 외력과 저항력의 균형, 한계상태 파괴조건 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하천제방 구조물의 안정해석에서는 수위변화에 따른 침투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침투수 흐

름이 발생하게 되면 포화상태와 침투수압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방의 비탈면에서 활동파

괴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제방에서 누수에 대한 안정검토는 외수위가 상승하여 제체 또는 기초지반을

통해 제내지측으로 침투수가 흘러 나가면서 흙 입자를 유출(流出)시켜 공동을 형성하는 내부침

식을 포함하는 파괴현상에 대한 안정검토를 말하며, 누수는 제체누수와 기초지반누수(파이핑)로

구분된다.

제체누수는 제체에서 발달한 침투단면을 통해 침투수가 제내지 비탈면에 도달, 유출될 때 흙

의 저항능력 이상으로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침식에 의해 제체가 유실되는 파괴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심각할 경우 제방붕괴를 야기 시키므로, 침윤선은 제체누수 방지를 위하여 제내지측이

앞 비탈기슭보다 낮도록 하거나 침투유속이 허용기준치 보다 작게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체누수는 제방단면이 너무 작은 경우, 제방이 사질토 또는 조립토를 다량으로 포함한 토사

로 축조되어 있는 경우, 제체를 충분히 다지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기초지반 누수는 파

이핑현상으로 불리며, 치수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등을 검토하여 충분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용성 분석 및 하천 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CC에서 배포하는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

에서 강우를 포함한 수문 시스템의 변화로 극한 호우사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과 호우일수는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공구조물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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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기준은 아직까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고자 CCAW 연

구단 1-1세부과제에서 생산한 CORDEX 자료 기반의 극한강우량과 기 구축된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한강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제공된 CORDEX 자료는 아래 표와과 같이 현재기

간(HIST)과 미래기간(RCP4.5, RCP8.5)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홍수

량 변화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CORDEX 강우 자료의 기간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RCMs HIST RCP4.5 RCP8.5

RCP

1979 ∼ 2005 2006 ∼ 2050 2006 ∼ 2050
RegCM

SNU

YSU

표 2.33 CORDEX 강우 자료의 기간 구분

한강유역에서 RCP 시나리오가 제공되는 지점은 기상청 관할 10개 지점이며, CORDEX 자료

를 기반으로 생산한 지속시간(48시간, 72시간)에 대한 빈도별(100년, 200년, 500년) 확률강우량

은 아래 표와 같다.

D= 48hr

T=100yr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559.6 715.8 610.7 559.7 909.6 707.6 554.1 463.4 391.8 561.2 463.5 494.3

춘천 519.8 439.7 487.4 518.2 691.7 748.0 518.7 442.5 522.3 520.3 441.3 449.4

원주 438.7 369.1 473.0 436.7 812.3 783.2 438.9 408.6 429.9 437.5 452.7 459.2

홍천 516.9 401.6 566.8 516.7 713.9 717.8 516.9 435.5 520.2 517.1 507.3 484.4

양평 610.6 790.9 804.2 611.4 1070.5 970.1 608.7 508.0 431.5 611.0 514.1 523.9

이천 497.8 440.1 551.2 499.2 846.1 711.3 496.2 413.9 351.6 501.4 553.5 545.0

인제 517.8 416.3 500.7 520.0 664.8 632.9 519.2 432.6 521.5 520.0 423.8 409.7

제천 577.2 450.0 607.5 576.5 1181.5 1136.7 580.7 745.0 583.5 578.4 600.6 610.2

충주 478.4 384.8 562.7 478.4 945.5 909.8 479.1 585.6 501.4 478.6 495.6 504.2

대관령 919.2 706.4 1324.4 918.1 1455.1 1667.9 918.7 835.8 929.3 920.4 760.9 806.2

표 2.34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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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8hr

T=200yr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611.9 799.4 675.2 612.0 1000.4 771.7 605.5 500.9 418.5 613.6 504.3 537.2

춘천 568.7 482.6 533.6 567.0 760.1 827.5 567.5 475.7 569.8 569.4 479.3 484.4

원주 476.5 398.3 514.0 474.2 894.4 856.4 476.7 438.1 463.4 475.1 491.7 498.3

홍천 566.5 439.6 623.7 566.4 785.6 787.5 566.6 468.5 568.4 566.8 554.9 526.3

양평 672.6 886.8 894.3 673.4 1185.4 1073.2 670.5 554.2 466.3 673.0 562.5 568.9

이천 544.7 481.3 605.6 546.3 933.8 778.0 542.9 447.4 375.6 548.9 610.4 597.8

인제 568.7 456.4 550.3 571.2 733.6 698.6 570.3 465.9 570.9 571.3 464.6 442.6

제천 635.2 489.5 664.9 634.4 1312.0 1253.4 639.2 821.3 640.0 636.6 660.8 670.5

충주 524.8 417.4 617.6 524.7 1047.5 1000.9 525.5 646.6 550.8 525.0 543.4 552.4

대관령 1017.7 780.6 1482.1 1016.4 1618.7 1857.8 1017.1 921.6 1027.6 1019.1 835.9 885.2

표 2.3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200yr)

D= 48hr

T=500yr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680.9 909.8 760.5 681.1 1120.4 856.4 673.5 550.2 453.6 682.9 558.2 593.9

춘천 633.3 539.4 594.7 631.4 850.6 932.4 631.9 519.4 632.4 634.1 529.4 530.8

원주 526.4 436.8 568.2 523.7 1002.7 953.0 526.6 476.9 507.7 524.7 543.3 549.9

홍천 632.2 489.9 698.8 632.0 880.5 879.6 632.3 512.1 632.2 632.5 617.8 581.6

양평 754.4 1013.6 1013.3 755.5 1337.0 1209.4 752.2 615.3 512.2 755.0 626.6 628.3

이천 606.7 535.7 677.6 608.7 1049.8 866.1 604.7 491.8 407.4 611.7 685.8 667.6

인제 636.0 509.5 616.0 639.0 824.6 785.4 637.9 509.8 636.2 639.1 518.7 486.2

제천 711.9 541.6 740.8 711.0 1484.3 1407.4 716.5 922.2 714.7 713.6 740.5 750.2

충주 586.0 460.3 690.1 585.9 1182.2 1121.3 586.8 727.2 616.1 586.2 606.6 616.0

대관령 1147.8 878.7 1690.4 1146.3 1834.6 2108.2 1147.1 1034.9 1157.5 1149.4 934.9 989.6

표 2.36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48hr, T=5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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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2hr

T=100y

r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666.1 866.6 731.1 666.3 1110.8 852.2 659.5 545.3 455.5 668.1 546.0 584.4

춘천 634.4 533.1 593.3 632.1 855.2 928.5 633.0 534.8 637.4 635.2 534.2 544.0

원주 522.9 436.6 564.9 520.2 991.1 953.1 523.0 484.3 510.9 520.9 540.1 548.0

홍천 633.2 485.4 698.0 632.8 889.4 894.6 633.1 527.1 636.9 633.3 620.4 590.5

양평 752.5 985.2 1002.5 753.5 1350.7 1219.1 751.2 620.6 522.6 752.7 628.4 640.8

이천 602.1 527.8 672.2 604.1 1065.6 884.0 600.2 493.3 412.7 607.1 675.5 664.0

인제 645.0 510.2 622.4 648.5 844.3 801.0 647.3 530.2 649.8 648.2 520.1 500.3

제천 715.5 548.8 755.1 714.6 1526.2 1464.3 720.2 937.7 723.3 717.1 746.4 758.7

충주 581.1 462.2 687.9 581.0 1182.6 1134.9 581.3 716.9 609.9 581.0 602.2 613.4

대관령 1215.1 920.1 1788.9 1213.4 1967.8 2270.8 1213.9 1098.6 1228.5 1215.9 994.4 1056.5

표 2.37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100yr)

D= 72hr

T=200yr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729.5 970.0 810.0 729.7 1223.9 930.8 721.8 589.8 486.5 731.7 594.8 635.9

춘천 695.1 586.1 650.6 692.6 941.4 1028.9 693.6 575.2 696.3 696.1 580.8 586.9

원주 568.5 471.4 614.5 565.4 1092.6 1043.3 568.6 519.4 551.1 566.2 587.2 595.2

홍천 695.6 532.6 769.8 695.2 981.0 983.6 695.5 567.7 697.5 695.8 680.1 642.8

양평 831.0 1107.5 1117.5 832.0 1498.9 1351.5 829.6 678.6 565.8 831.1 689.2 697.3

이천 660.6 578.7 740.8 662.9 1179.8 969.5 658.5 534.2 441.2 666.4 747.4 730.4

인제 710.6 561.0 686.2 714.5 934.8 887.1 713.2 571.7 713.3 714.2 571.9 541.4

제천 789.9 598.4 828.8 788.9 1699.6 1618.8 795.2 1036.8 795.7 791.7 823.8 836.1

충주 638.6 502.1 756.4 638.5 1312.6 1250.8 638.7 793.2 671.3 638.4 661.6 673.2

대관령
1349.

4
1020.2 2008.2

1347.

5
2194.8 2535.5

1348.

1
1214.9 1362.5 1350.3 1095.4 1163.2

표 2.38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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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2hrs

T=500yrs

RCP RegCM SNU YSU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HI

ST

RCP

4.5

RCP

8.5

서울 813.2 1106.8 914.3 813.4 1373.2 1034.5 804.2 648.6 527.4 815.7 659.3 703.9

춘천 775.4 656.2 726.3 772.5 1055.2 1161.6 773.6 628.6 774.1 776.5 642.4 643.6

원주 628.7 517.4 680.1 625.1 1226.8 1162.4 628.9 565.7 604.2 626.1 649.5 657.6

홍천 778.2 595.1 864.9 777.7 1102.2 1101.2 778.1 621.4 777.5 778.5 759.0 711.8

양평 934.6 1269.2 1269.6 935.9 1694.5 1526.5 933.3 755.3 622.8 934.8 769.7 771.9

이천 738.1 646.2 831.7 740.9 1331.1 1082.6 735.8 588.3 478.9 745.1 842.8 818.4

인제 797.4 628.3 770.7 801.9 1054.5 1001.0 800.4 626.5 797.4 801.6 640.5 595.7

제천 888.4 664.1 926.2 887.2 1928.7 1822.8 894.5 1168.0 891.4 890.5 926.2 938.6

충주 714.6 554.7 846.9 714.5 1484.4 1403.8 714.6 893.9 752.4 714.3 740.1 752.2

대관령 1527.0 1152.5 2297.8 1524.8 2494.4 2885.0
1525.

4
1368.7 1539.5

1527.

9
1229.0 1304.3

표 2.39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KMA 강우 관측 지점의 확률강우량 (D=72hr, T=500yr)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량 산정

앞서 CORDEX 자료로부터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바탕으로 HEC-1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고, 한강유역의 홍수량 산정지점 128개소를 선정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그 중 20개

지점의 홍수량 산정결과를 정리하여 아래 표에 나타냈으며, HEC-1 모형을 이용한 강우-유출 모

형 구축시 주요 매개변수는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8, 국토해양부) 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T=1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37509.58 30174.76 40180.26 37502.44 68778.75 65362.73 37609.04 38245.38
HA4 37866.43 29967.62 40317.36 37846.11 68377.63 65116.27 37974.68 38120.80
HA8 38132.48 29644.20 40554.79 38112.73 67898.76 64830.36 38238.34 38080.15
HA13 38337.43 29314.52 40616.52 38317.93 67258.37 65009.41 38445.47 38236.07
HA15 38453.54 29392.02 40630.39 38434.00 66916.02 65146.80 38562.01 38325.10
HA20 26645.75 19544.88 29262.55 26623.16 53995.30 51248.39 26709.22 30437.38
HA22 26271.53 19359.82 28773.90 26248.30 53395.74 50809.29 26333.24 30220.76
HA24 25862.94 19121.01 28196.02 25837.32 52724.96 50272.44 25921.97 29978.44
HA27 24516.19 18379.40 26503.38 24489.84 50695.69 48642.79 24571.44 29178.37
HA29 21371.80 16593.53 22871.69 21360.36 46100.59 44159.75 21417.45 27049.02
HA30 20861.95 16435.93 22416.74 20850.98 45469.77 43560.45 20905.00 26681.59
HA32 20673.75 15422.38 22204.75 20641.14 46121.52 44192.82 20804.11 27052.77
HA34 18846.78 14111.65 20122.27 18818.16 41725.31 39987.09 18968.39 24556.01
BB7 20498.44 16486.04 19832.44 20518.24 27224.84 27771.11 20513.05 16800.14
BB10 18166.17 14601.96 17229.91 18186.83 23049.46 23769.26 18181.49 14942.86
BB14 16256.94 13022.51 15455.22 16285.52 20225.96 20695.01 16276.99 13357.84
BB19 10546.64 8752.61 10047.96 10550.19 13603.96 13979.94 10550.02 8907.96
BB24 7020.91 5899.36 6784.74 7037.19 8655.19 8555.07 7031.78 6035.34
BB27 5727.63 5030.15 5577.73 5737.36 6535.35 6500.92 5734.14 5115.94
SY2 5500.00 4136.89 5285.6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4329.80

표 2.40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1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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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41149.67 33005.84 43563.08 41135.76 75350.41 71171.28 41227.21 41374.38
HA4 41567.14 32685.40 43482.98 41555.51 74929.15 70910.46 41632.21 41247.33
HA8 41809.89 32294.76 43669.27 41802.27 74423.09 70659.41 41868.28 41169.12
HA13 41959.46 32346.70 43672.10 41950.33 73719.36 70865.05 42017.44 41353.82
HA15 42042.88 32404.70 43643.61 42037.27 73317.95 71020.88 42095.68 41464.79
HA20 28678.21 21842.58 31457.37 28653.67 59420.17 55985.71 28744.58 33266.77
HA22 28208.32 21620.31 30860.12 28182.75 58774.07 55516.51 28268.37 33047.34
HA24 27674.05 21323.04 30167.53 27650.00 58047.47 54944.59 27726.21 32795.30
HA27 26067.15 20453.17 28317.38 26037.92 55846.11 53196.55 26123.69 31948.51
HA29 22831.70 18402.14 24941.09 22800.45 50864.98 48364.11 22953.49 29696.66
HA30 22510.64 18203.14 24515.56 22479.17 50173.42 47713.42 22633.74 29298.54
HA32 22754.88 16816.02 24290.36 22718.16 50946.01 48458.88 22900.61 29753.22
HA34 20762.57 15397.16 22029.28 20730.68 46119.59 43875.34 20898.63 27006.36
BB7 22341.20 18020.07 21657.36 22362.81 29515.13 30306.28 22356.78 17949.19
BB10 19794.19 15941.65 18795.23 19817.06 24546.68 25459.94 19810.85 15951.59
BB14 17698.61 14216.32 16858.26 17709.91 21446.19 22067.46 17710.06 14261.52
BB19 11365.29 9470.57 10846.31 11368.34 14774.94 15248.80 11368.27 9453.26
BB24 7496.27 6319.71 7254.72 7514.44 9250.67 9153.55 7508.45 6364.06
BB27 5998.67 5306.40 5857.91 6008.39 6817.92 6785.24 6005.21 5333.30
SY2 5500.00 4628.12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4719.93

표 2.41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200yrs)

T=100
RCP4.5 RCP8.5

RCP RegCM SNU YSU RCP RegCM SNU YSU

HA1 45448.91 37120.58 48393.91 45450.68 84277.87 79062.67 45527.88 45672.52

HA4 45516.97 36291.81 48153.82 45512.02 83825.43 78793.34 45568.65 45532.22

HA8 45750.16 36496.33 47907.46 45745.92 83273.25 78592.38 45799.91 45461.79

HA13 45882.83 36574.72 47945.99 45877.51 82475.70 78845.07 45937.96 45685.26

HA15 45955.63 36624.75 47945.80 45949.80 82020.32 79013.34 46013.11 45811.56

HA20 31321.83 24832.74 34414.75 31296.41 66760.92 62423.75 31383.23 37113.80

HA22 30765.33 24533.79 33817.41 30735.81 66049.92 61909.23 30841.86 36882.00

HA24 30203.72 24150.81 33181.03 30164.27 65243.72 61287.87 30318.02 36611.89

HA27 28827.49 22963.97 31512.17 28779.59 62801.39 59371.19 28953.76 35701.67

HA29 25613.45 20258.36 27819.23 25577.35 57289.85 54052.51 25750.38 33297.90

HA30 25261.75 19896.38 27344.35 25225.70 56515.70 53328.02 25398.71 32859.41

HA32 25566.98 18718.13 27113.71 25523.78 57428.14 54204.66 25732.71 33396.38

HA34 23351.73 17148.03 24612.07 23314.86 52015.64 49104.30 23508.07 30323.98

BB7 24507.33 20094.09 24039.07 24499.76 32375.66 33440.36 24503.21 19524.76

BB10 21347.22 17759.84 20547.65 21335.64 26643.25 27794.00 21340.90 17346.03

BB14 18881.59 15840.34 18251.48 18879.45 23145.85 23925.17 18881.09 15515.05

BB19 12455.95 10429.85 11885.96 12457.99 16308.96 16908.17 12455.11 10188.17

BB24 8117.58 6865.51 7865.71 8137.41 10017.89 9920.22 8130.93 6791.99

BB27 6301.84 5639.89 6197.24 6309.51 7211.04 7181.29 6307.00 5591.49

SY2 5500.00 5295.88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251.53

표 2.42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산정 결과 (T=5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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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현기간(100년, 200년, 500년)별로 산정한 홍수량을 CORDEX 자료별 변화율의 중앙값

기준으로 각 자료별로 살펴보면, 100년 빈도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1.54% (RCP),

+74.69% (RegCM), -0.53% (SNU), -4.89% (YSU) 등으로 변화하였고, RCP 8.5 시나리오는

+6.37% (RCP), +69.64% (RegCM), +0.44% (SNU), -4.94% (YSU) 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1.66% (RCP), +74.97% (RegCM),

-1.68% (SNU), -5.23% (YSU) 등으로 나타났고,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5.22% (RCP),

+68.94% (RegCM), +0.10% (SNU), -7.09% (YSU) 등으로 변화하며 앞서 분석한 확률강우

량 변화 양상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a) RCP 4.5 (b) RCP 8.5

그림 2.60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100yrs)

(a) RCP 4.5 (b) RCP 8.5

그림 2.61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200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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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그림 2.62 RCM 모델별 미래 홍수량 변화율 (T=500yrs)

㉰ 하천제방에 대한 취약성 분석 개발

하천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일본

국토 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의 형

식을 차용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로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여유고(0.6m∼2.0m),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둑마루폭(3m∼7m), 제체의 폭(B)과 제방고(H)의 비율을 나타내는

제방단면의 비율(H/B), 침윤 활동에 대한 안전율, 턱(소단)의 길이, 제체 끝 지점부터 침윤선단

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침윤선 변화정도를 도출하여 산정식을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인

자들의 가중치는 필리핀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인자들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적용하고자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여 아래 식과

같은 하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  ×


 

  여유고
  둑마루폭
  제방 단면의 비율
  안전율
  턱 소단 
  침윤선변화정도
  한계유속

(2.9)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은 아래 그림과 같이 1∼7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등급으로 갈수록 취약성 정도가 낮아지고 7등급으로 갈수록 홍수

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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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제방의 홍수취약성지수의 분류(LFVI)

⑤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검증 및 보완

㉮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최적분포형 및 기후모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 산정에 적합한 분포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적

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 GOF test)은 각 관측지점의 강우 자료에 대하여 확률분포형

별 유의수준   (5%)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빈도해석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

이다. 기후모델에서의 강수(precipitation) 자료는 대부분 일(daily) 단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상청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1961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 자료(daily

rainfall data)를 이용하여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이를 -검정(CS),

Kolmogorov-Smirnov검정(K-S), Cramer von Mises검정(CVM), PPCC검정(PPCC),

modified Anderson-darling검정(MAD) 등을 적용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선정하였다.

기후모델(GCM 또는 RCM)의 전망 결과와 관측값 사이에 존재하는 편의를 보정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모델에서 생산되는 일자료(daily)로부터 Annual

Maximum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SDQDM (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진행하였다. SDQDM 방법은 BCSD

(Bias-Correction/Spatial Disaggregation) 방법과 기후시나리오 내 장기추세를 반영하기 위

한 QDM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결합한 SDQDM 방법으로 CCAW 연구단에서

수차례 포럼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통계적 편의보정 방법으로 선정한 바 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강우량 산정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배포하는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극한 현상은 더욱 빈

번하게발생할것이며, 변화의속도는예상보다빠르게나타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미래 기

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기후변화영향에적응하기위하여시나리오기반의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미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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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상을 전망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강수 자료는 GCM 및 RCM 자료와 관측값 사이

에 존재하는 편의(Bias)를 보정 하는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이 개정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이 지점빈도해석

(GUM-PWM)에서 지역빈도해석(GEV-Lmom)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강우-유출 모형의 input

자료로 사용되는확률강우량의 산정지점이 615개 강우관측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미래 확률강우량 산정 시 최근 변경된 설계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안)의 확률강우량 산정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우리나

라 법정하천(국가,지방)의 경우 일부지역(L-moment 계산 불가지역, 백령도, 울릉도 등)을 제외하

고 지역빈도해석 적용함 ②전국 강우관측소 중 불일치·동질성·적합도 검정 등을 통하여 채택된 강

우관측소(615개)를 26개의 군집으로 구분함③ 지역빈도해석의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GEV 분포형

사용함(매개변수 추정방법으로 L-모멘트법 사용) ④ 지역빈도해석 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점빈도해석(Gumbel-PWM)을 통해 확률강우량 산정함 등으로 변경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ORDEX-EA의 RCM

모형 중 하나인 HadGEM3-RA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615개 지점의 일 자료를 생산하였다. 또

한, 각 지점에서 생산된 일 자료로부터 AM 자료를 추출하였고 SDQD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

을 수행하였다. 지점빈도해석과 지역빈도해석을 미래 전망 기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행하였고, S0 기

간에서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Monte-Carlo 모의를 1000회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RRMSE

값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역빈도해석을

위한 지역의 구분은 ARCROM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26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615개 지점을 대상으로 Monte-Carlo 모의를 통한 RRMSE 값을 계산하였고, 각

지점에서 계산된 RRMSE 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비율을 26개 군집 별로 나타내었다. x축은 26

개 지역을 나타내며, y축은 각 지점에서 계산된 RRMSE 값이 작은 방법의 비율을 나타낸다(지

점빈도해석:빨강, 지역빈도해석:파랑). 또한, 2.55는 재현기간 100년의 Historical(S0) 기간의 결

과로 615개 지점 중 559개 지점(약 90.41%)에서 지역빈도해석의 RRMSE 값이 지점빈도해석

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지점빈도해석은 615개 지점중 56개 지점).

그림 2.64 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방법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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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점별 지역빈도해석의 RRMSE 값이 작은 비율을 미래 전망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재현기간 100년 기준), 88.29%(RCP 4.5-S1), 86.99%(RCP 4.5-S2), 88.94%(RCP

4.5-S3), 92.52%(RCP 8.5-S1), 92.68%(RCP 8.5-S2), 86.5%(RCP 8.5-S3) 등으로 나타났다.

T=1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T=2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T=500 yrs

S0 S1 S2 S3

RCP 4.5

Historical RCP 8.5

표 2.43 미래 전망 기간별 확률강우량 산정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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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수취약성지수의 형식을 차용하여

하천제방에 대한 홍수취약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방의 안전성

을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필요한 인자로 다음과 같은 7개의 인자를 채택하였다. ⅰ)하

천설계기준의 제방 설계에 제시된 계획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여유고(0.6m∼2.0m), ⅱ)계획

홍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둑마루폭(3m∼7m), ⅲ)제체의 폭(B)과 제방고(H)의 비를 나타내는

제방단면의 비(H/B), ⅳ)침윤 활동에 대한 안전율, ⅴ)턱(소단)의 길이, ⅵ)제체 끝 지점부터

침윤선단까지의 거리와 제체의 폭에 대한 비를 나타내는 침윤선 길이 비, ⅶ)한계유속. 이상의

7가지 인자를 사용하여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인자들은 필

리핀에 적용된 식의 형태를 참조하여 안전성에 긍정적인 인자들을 분자에, 안전성에 부정적인

인자를 분모에 놓아 지수화하여 취약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자들의 가중치에 대

하여는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을 등급화 하

기 쉽도록 그 범위를 비슷한 값들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인자들의 중요도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유고(a)의 가중치는 1, 둑마루폭(b)의 가중치를 0.1, 제방단면의 비

(H/B)(c)는 2, 안전율(d)은 3, 턱(소단)의 길이(e)는 0.1, 침윤선 길이 비(f)는 1, 한계유속(g)은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제방의 취약성분석 기술에 적용하고자 필요한 인자를 도출

하여 하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산정식을 개발하였

다.

 

 





  


 

여기서       가중치
  여유고 

  둑마루폭 

  제방 단면의 비 

  활동 안전율
  턱 소단 의 길이 

  침윤선 길이 비
  한계유속 

(2.10)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방홍수취약성지수 값은 아래 표와 같이 1∼7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1등급으로 갈수록 취약성 정도가 낮아지고 7등급으로 갈수록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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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LFVI Decision
1 < 3.5 very vulnerable
2 3.5∼4.0 vulnerable
3 4.0∼4.5 Moderately vulnerable
4 4.5∼5.0 Medium
5 5.0∼5.5 Moderately stable
6 5.5∼6.0 Stable
7 6.0 < Very stable

표 2.44 개발된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

대상유역으로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강 제방의 제원에 대한 전수조

사를 통하여 하폭을 기준으로 하여 총 20개 단면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대표 단면을 상류

부, 중류부, 하류부로 나누어 3개의 구간을 정하였다.

그림 2.65 대표 제방 단면의 위치 및 단면 모식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방홍수취약성지수(Levee Flood Vulnerability Index, LFVI)

값을 이용한 제방의 취약성 등급을 살펴보면, 좌안제방의 상류부 등급은 2∼1등급으로 추정되

었고 중류부 등급은 4∼1등급으로 추정되었으며 하류부에서는 5∼1등급으로 추정되었다. 우안

제방의 상류부와 중류부에서 등급은 6∼1등급, 그리고 하류부의 등급은 4∼1등급으로 추정되어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제방홍수취약성지수의 등급이 낮아져서 제방의 안전성이 악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상유역인 한강 본류 서울시 구간의 대표 제방 중류부 구간이 상류부와 하류부보

다 제방홍수취약성지수 등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LFVI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포락선①에서 부터 포

락선 ②로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정도에 따른 활동 안전율이 산

정되면 그 때의 LFVI를 추정할 수 있고 제방의 취약성(안전성)등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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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보완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홍수량 산정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에 따라 강

우-유출 관계가 선형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설계홍수량을 산정한다. 확률강우량은 대상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확률강우량 산정결과는

강우-유출모형의 입력(input) 자료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홍수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확률강우량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확률강우

량은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적

용되는 방법론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실무자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기후모델을 개

발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보다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기후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모델로

부터 생산된 많은 변수 중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기후변화 자료를 사

용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기후모델의 선정(climate model selection)

- 자료기간의 구분(period division)

- 편의보정 방법(bias correction method)

앞선 5차년도의 연구에서는 IPCC AR5에 포함된 13개의 GCM 모델과 CORDEX-EA에서

제공하는 5개의 RCM 모델, 기상청 국가표준시나리오인 HadGEM3-RA 모델의 강우자료를 이

용하여 연최대 자료의 수문통계량(평균, 분산, 왜곡도, 첨예도)을 검토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

오 기반 극한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우리나라 관측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적절히 모의하는

HadGEM3-RA 모델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일정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되며, 현재기간(reference

period, S0) 대비 미래기간(projection period, S1/S2/S3)의 변화를 통해 미래 전망결과를 도

출한다. 많은 연구에서 미래 기간을 30년(통계적 분석에 충분한 표본 수)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있으나, 미래 기간을 구분하는 명확한 절차나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즉 연구자의 연

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누적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Reference period S0 (control run) 1976∼2005 (30년) 현재모의기간

Projection period

S1 (near future) 2011∼2040 (30년) 21세기 초기

S2 (midcentury future) 2041∼2070 (30년) 21세기 중기

S3 (distance future) 2071∼2100 (30년) 21세기 후기

표 2.4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기간의 구분(CCAW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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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모델에서 현재모의기간(reference period)은 온실가스 시나리오가 고려되지 않는 기간으

로 본 기술보고서에서 이용한 HadGEM3-RA 자료의 경우 S0 기간은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의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미래기간의 자료는 2006년부터 2100년까지의 자료가 제공되나 전망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실제 관측값과 비교하여 편의(bias)가 발생하며, 편의를 보정

하는 절차는 기후변화 관련 응용연구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편의보정(bias correction)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전망될 수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편의보정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

다. CCAW 연구단에서는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여러 전문가들을 초정하여 편의보정에 관한

포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SDQDM(Spatial Disaggregation

with Qunatile Delta Mapping) 방법(Eum and Cannon, 2017)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김성

훈 등(2019)은 편의보정시 일(daily)자료를 이용한 편의보정과 연최대자료(Annual Maximum,

AM)를 이용한 편의보정 결과를 비교하였고, 극치 수문자료의 경우 일자료를 이용한 편의보정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AM 자료와 SDQDM 방

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기후모델의 선정, 자료기간의 구분, 편의보정 방법 등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에 따라 HadGEM3-RA 모델을 선

정하였고, 기후모델로부터 생산된 자료는 SDQD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 수행 후 확률강

우량을 산정에 이용하였다. 추후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생산되거나, 기후변화 관련

응용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후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66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 절차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RQDM) 방법은 AM 자료를 기존 QDM 방법에 적용하

여 편의보정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AM 자료의 경우 극

치 사상 계열의 자료로 QDM 방법에 적용할 경우, ①관측자료의 기간이 짧거나, ②결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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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data), ③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편향되어 보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2.67 Regional Quantile Delta Mapping 수행 절차

QDM 방법에서는 각 해당 지점의 미래 전망기간의 자료(S1, S2, S3)와 S0에 편의보정한 자

료()를 이용하여 CDF의 비초과확률(q) 편차비를 계산하여 (delta) 값을 산정한

다. RQDM 방법은 지역빈도해석과 유사한 절차로 수행된다. 동질지역으로 구분된 각 지점의

연최대강우자료를 평균으로 나누어 자료를 표준화시킨 지점 자료들은 모두 동일한 모분포

(GEV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표준화된 지점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역별 QDM을 수

행한다. 지역별로 보정된 자료는 각 지점의 평균을 곱해줌으로써 편의보정된 값을 산정할 수 있

다. 기존의 QDM 방법에서 수행하는 지점(관측값)-지점(모의값) 자료의 보정을 지역별 자료

(pooling data)로 수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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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관측자료 및 편의보정 전후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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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adGEM3-RA 기후모델 RCP 8.5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4번 지역에 대한 확률강

우량을 산정해보았다. 사용자는 다른 유역에 대해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615개 지점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

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기반의 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계획

홍수량 산정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 구분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3.8 -11.2 -5.6 -14.8 -19.2 -12.1

평균값

(Average)
-13.1 8.7 9.4 3.7 -2.1 8.2

중앙값

(Median)
-16.2 7.5 8.4 4.7 -4.0 5.2

최대값

(Maximum)
5.7 35.7 24.8 32.2 22.7 34.6

낙동강

최소값

(Minimum)
-7.3 2.0 12.8 -2.2 -7.1 5.3

평균값

(Average)
7.3 21.1 23.4 22.4 15.1 31.5

중앙값

(Median)
6.2 19.3 22.3 20.5 14.5 27.9

최대값

(Maximum)
30.8 38.6 42.7 59.5 44.0 86.8

금강

최소값

(Minimum)
-14.4 -4.8 6.1 7.7 -3.8 -0.1

평균값

(Average)
0.4 24.8 24.9 17.1 11.4 25.8

중앙값

(Median)
1.4 26.0 24.8 15.5 12.3 25.6

최대값

(Maximum)
10.7 40.5 42.2 29.7 28.9 38.0

섬진강

최소값

(Minimum)
-2.7 24.3 21.7 10.8 2.3 17.6

평균값

(Average)
13.4 32.8 29.1 32.9 19.4 40.0

중앙값

(Median)
15.2 32.5 28.1 34.5 18.9 35.7

최대값

(Maximum)
29.4 40.6 44.1 58.3 38.2 80.6

영산강

최소값

(Minimum)
8.7 29.3 19.9 16.8 12.1 19.7

평균값

(Average)
22.1 38.3 35.6 40.0 29.2 48.9

중앙값

(Median)
24.1 39.3 36.0 42.5 31.5 52.6

최대값

(Maximum)
27.1 41.2 41.5 47.2 34.8 59.8

표 2.46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100년 빈도) (단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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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구분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3.8 -14.2 -6.3 -14.7 -20.1 -10.9

평균값

(Average)
-13.3 7.6 8.3 3.6 -2.8 8.2

중앙값

(Median)
-16.8 6.1 7.3 4.0 -4.7 4.5

최대값

(Maximum)
6.2 33.4 24.5 32.4 23.0 34.5

낙동강

최소값

(Minimum)
-7.2 1.8 11.8 -2.1 -9.5 5.1

평균값

(Average)
8.0 21.3 23.3 23.9 15.3 33.5

중앙값

(Median)
6.5 19.1 22.0 22.0 14.7 28.1

최대값

(Maximum)
32.5 40.4 44.7 63.6 46.4 96.0

금강

최소값

(Minimum)
-15.0 -6.4 3.7 8.1 -4.1 -0.2

평균값

(Average)
0.6 25.2 25.1 18.0 11.2 26.5

중앙값

(Median)
1.5 26.5 24.8 16.4 12.0 26.0

최대값

(Maximum)
12.5 40.7 44.1 30.3 29.1 41.2

섬진강

최소값

(Minimum)
-2.7 24.2 22.1 11.9 1.6 17.6

평균값

(Average)
13.4 33.1 29.8 34.3 19.2 41.3

중앙값

(Median)
14.8 32.5 28.5 35.5 18.2 35.6

최대값

(Maximum)
31.0 42.4 46.0 62.3 40.0 89.5

영산강

최소값

(Minimum)
6.4 29.1 19.2 14.1 8.5 16.9

평균값

(Average)
23.2 39.7 34.9 41.5 30.6 49.5

중앙값

(Median)
25.8 41.1 35.2 44.6 33.6 53.7

최대값

(Maximum)
28.9 43.0 40.8 49.3 37.0 61.0

표 2.47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200년 빈도) (단위 비율%)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홍수량으 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객

관적이며 표준적인 기준인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우-유출 모형은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및 지침 개

정(안)』과제 수행시 구축한 모형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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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구분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9.4 -2.6 0.0 -13.3 -21.9 -3.2

평균값

(Average)
-13.6 5.5 9.3 5.9 -3.4 9.8

중앙값

(Median)
-14.9 5.3 6.9 1.9 -6.2 5.0

최대값

(Maximum)
2.8 33.9 27.5 35.9 20.0 40.3

최종출구점 -16.1 6.1 7.2 1.1 -7.0 5.1

낙동강

최소값

(Minimum)
-3.4 1.1 1.2 1.5 -4.2 1.3

평균값

(Average)
5.6 19.6 23.1 20.9 14.6 28.1

중앙값

(Median)
5.0 17.9 23.1 21.4 15.0 26.2

최대값

(Maximum)
15.0 40.1 38.9 37.4 29.6 51.0

최종출구점 8.9 25.3 26.3 23.1 12.5 37.7

금강

최소값

(Minimum)
-12.0 12.8 15.3 11.3 0.2 4.2

평균값

(Average)
1.1 27.5 30.4 18.0 12.6 26.8

중앙값

(Median)
2.0 26.1 26.3 16.3 14.2 29.2

최대값

(Maximum)
8.7 43.9 54.3 33.0 29.1 50.3

최종출구점 -0.4 23.9 23.3 17.0 8.7 23.2

섬진강

최소값

(Minimum)
-48.2 28.2 28.8 -40.8 12.5 26.9

평균값

(Average)
-3.6 40.4 42.3 15.0 22.0 44.0

중앙값

(Median)
-1.0 39.3 38.9 15.1 21.8 43.8

최대값

(Maximum)
18.2 54.6 65.1 40.9 29.1 61.2

최종출구점 2.2 43.1 34.9 21.8 27.7 57.1

영산강

최소값

(Minimum)
15.4 32.1 22.7 37.3 15.8 39.0

평균값

(Average)
24.9 41.8 39.4 46.4 31.9 56.8

중앙값

(Median)
24.4 41.3 39.5 45.1 31.5 55.8

최대값

(Maximum)
30.9 50.0 50.1 57.6 41.6 72.6

최종출구점 24.5 40.9 38.5 44.2 32.0 56.3

표 2.48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홍수량 산정 결과 (1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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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구분　
RCP 4.5 RCP 8.5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최소값

(Minimum)
-28.8 -3.9 0.2 -13.5 -22.6 -1.6

평균값

(Average)
-13.9 4.7 8.4 5.9 -4.1 10.2

중앙값

(Median)
-15.0 4.2 5.4 1.2 -7.1 4.7

최대값

(Maximum)
4.7 31.0 25.2 34.4 18.0 38.6

최종출구점 -16.1 5.0 5.7 0.5 -7.7 4.8

낙동강

최소값

(Minimum)
-4.0 1.1 1.2 1.5 -6.6 1.5

평균값

(Average)
6.5 19.6 22.8 22.4 14.7 29.7

중앙값

(Median)
6.1 17.6 22.7 23.2 15.1 27.6

최대값

(Maximum)
19.4 40.3 38.8 37.6 41.6 54.1

최종출구점 9.3 25.4 25.8 24.2 12.1 39.1

금강

최소값

(Minimum)
-12.3 11.6 13.9 12.5 -0.1 4.7

평균값

(Average)
1.7 27.8 30.9 19.4 12.5 27.9

중앙값

(Median)
2.4 25.9 26.9 17.6 14.7 29.3

최대값

(Maximum)
11.3 53.4 63.9 35.4 31.2 61.5

최종출구점 -0.3 24.0 23.0 17.9 8.2 23.7

섬진강

최소값

(Minimum)
-49.9 28.3 29.1 -37.6 12.5 27.2

평균값

(Average)
-3.8 40.5 42.7 15.7 22.1 43.9

중앙값

(Median)
-0.9 40.0 39.7 16.3 22.2 44.2

최대값

(Maximum)
18.9 52.3 66.4 42.2 28.5 59.1

최종출구점 1.0 43.1 34.5 21.3 27.8 58.1

영산강

최소값

(Minimum)
14.8 31.7 21.7 38.6 15.0 38.6

평균값

(Average)
26.3 43.0 38.2 47.9 33.7 57.0

중앙값

(Median)
25.9 42.6 38.5 46.8 33.4 56.5

최대값

(Maximum)
32.1 50.7 47.7 57.0 43.1 72.0

최종출구점 25.9 42.4 37.5 46.0 33.9 57.0

표 2.49 우리나라 유역별 확률홍수량 산정 결과 (200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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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제시

본 과제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HadGEM3-RA) 기반의 확률홍수량 산

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기반의 홍수량 산정시 홍수량 산정 지점별 편차가 있으며, 평균값

(Average)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미래 홍수량 전망 결과는 유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유역별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RCP 8.5의 경우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미래 전망 결과의 변화 폭도 가장 크

게 나타나기 때문에 RCP 4.5 사용을 권장한다.

유역 구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S1/S0 S2/S0 S3/S0 S1/S0 S2/S0 S3/S0

한강

평균값

(Average)
-13.6 5.5 9.3 -13.9 4.7 8.4

최종출구점 -16.1 6.1 7.2 -16.1 5.0 5.7

낙동강

평균값

(Average)
5.6 19.6 23.1 6.5 19.6 22.8

최종출구점 8.9 25.3 26.3 9.3 25.4 25.8

금강

평균값

(Average)
1.1 27.5 30.4 1.7 27.8 30.9

최종출구점 -0.4 23.9 23.3 -0.3 24.0 23.0

섬진강

평균값

(Average)
-3.6 40.4 42.3 -3.8 40.5 42.7

최종출구점 2.2 43.1 34.9 1.0 43.1 34.5

영산강

평균값

(Average)
24.9 41.8 39.4 26.3 43.0 38.2

최종출구점 24.5 40.9 38.5 25.9 42.4 37.5

표 2.50 RCP4.5 시나리오 확률홍수량 전망기간별 평균 변화 비율(%)

* 전망기간 구분 (S0 : 1979∼2005 / S1:2011∼2040 / S2 : 2041∼2070 / S3 : 2071∼2100)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은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업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유역 단위로 홍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안)도 유역별 전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현재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생산 및 배포중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 산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R6와 관련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 산정』 기술보고서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의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 기술기사를 토대로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49 -

(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① 댐 안전도 평가기술 조사 및 분석

㉮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기기술 조사 및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국외 논문의 양적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LANDSCOPE(정보분석시스템)를 이용하였다.

그림 2.69 연도별 논문 빈도 수 그림 2.70 국가별 논문 빈도 수

국가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United States 0 1 0 0 1 4 3 0 3 1 0 13
United

Kingdom
0 0 0 1 3 0 1 0 2 0 0 7

Australia 0 0 2 0 0 1 0 1 0 0 0 4
Canada 1 0 0 0 1 1 0 0 1 0 0 4
Germany 0 0 1 1 0 1 0 0 1 0 0 4
Japan 0 0 0 0 0 2 0 2 0 0 0 4
Korea 0 0 0 1 0 0 1 0 2 0 0 4

Burkina Faso 0 0 0 0 0 0 0 0 0 2 0 2
China 0 0 0 0 0 0 0 1 1 0 0 2
France 0 0 0 0 0 0 1 0 1 0 0 2
기타 0 0 0 0 1 1 2 2 3 2 3 14

표 2.51 연도별 국가별 논문 저자 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적응(Adaptation)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IPCC 3차 보고서가 발간

된 2001년 이후 논문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8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순으로 논문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13건, 영국이 7건

으로 조사. 그 외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이 4건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한국은 공동 3위

를 기록하였지만 미국, 영국에 비해 논문수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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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이 독일, 중국, 프랑스 등과 가장 활발한 공동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공동연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관련분야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미국, 영국 등과의 공동연구체

계 구축 필요하다.

그림 2.71 국가별 공동연구 및 연관성

댐 수문학적 안정성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을 위해 KIPRIS 활용, 등록된 특허에 국

한하여 검색 실시하였다.

그림 2.72 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 그림 2.73 국가별 연도별 특허등록 건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특허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기

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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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특허명 등록년도

1 지아이에스 기반의 홍수방어 시스템 및 그 방법 2013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난 발생 경보시스템 및 경보방법 2012

3 다기준 홍수위험도 평가방법 2013

4 가중값 산정 기법을 이용한 미래 물부족 예측 방법 2012

5 홍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퍼지 탑시스 접근방법 2013

6 공간통계학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수 취약성 분석 시스템 및 방법 2013

7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로버스트 의사결정 방법 2014

8 자동 수위관측을 통한 재난 경보 장치 2013

9 강우 및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 2013

표 2.52 국내 특허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부처에 의해 다양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6건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기간

교육과학기술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수자원 영향

분석 및 평가체계 적용

2004-2011

(7년)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기준 강화
2005-2010

(5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경남지역

자연재해요인 관측 및 위기관리시스템

개발

2009-2014

(5년)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2012-2014

(2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미래 기후변화가 댐 저수지 유입량,

하천 및 호소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기법 개발

2009-2012

(2년10개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확률강우량 산정법 개발

2009-2011

(2년)

표 2.53 국가연구개발사업(R&D) 현황

㉯ 댐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제도 및 기준 등 조사·분석

기존에는 100년 빈도 또는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콘크리트 댐),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에

20%를 가산한 값(필댐) 등 빈도 개념의 홍수량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빈발하고 있

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 야기되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과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PMF)으로 설계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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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댐, 저수지 등의 수리구조물 설계 시 댐설계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농업용저수지 설계기준,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 댐시설 유지관리 기준, 하천설계기준 등

이 있다. 댐의 설계 및 기존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는 설계홍수량 기준이 강화되

고 있으며, 동일 빈도의 수문량 자체도 증가되고 있다.

기준명 수립일시 작성기관

댐설계기준 2011 한국수자원학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006 산업자원부

농업용저수지 설계기준 2002 농림부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 2003 농림부

댐시설 유지관리 기준 199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설계기준 2002 건설교통부

표 2.54 국내 댐 수문학적 안전성 관련 제도 및 기준

㉰ 국외 관련 제도 및 기준 조사·분석

미국의 경우 댐의 설계홍수량을 PMF로 하여 저수지 및 여수로의 조작에 따라 여수로의 방류

능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저수지가 대부분 소규모이고 또한, 홍수도달시간이 단시간이며 강우강도가 큰

자연적인 조건으로, 콘크리트댐은 설계홍수위에서 200년 빈도 첨두홍수량을, 그리고 필댐에서는

200년 빈도 첨두홍수량의 1.2배를 여수로 설계홍수량으로 취하고 있다.

그림 2.74 국외 관련 제도 및 기준



- 153 -

유럽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달리 설계홍수량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확률론에 근거를

둔 방법이고, 오직 영국만이 PMF의 추정을 근거로 한다.

설계홍수량은 조사된 13개국 중에서 6개국에서 1,000년빈도, 1개국에서 5,000년 빈도, 5개국

에서 10,000년 빈도 그리고 1개국에서 PMF 적용하였다.

국 명 설계홍수빈도(년) 비 고 국 명 설계홍수빈도(년) 비 고

오스트리아 5,000 포르투칼 5,000∼10,000

핀 란 드 10,000 스 페 인 1,000
안전검토

5,000∼10,000년

프 랑 스 1,000 필댐 5,000년 스 웨 덴 10,000

독 일 1,000 안전검토 PMF 스 위 스 1,000
안전검토

1,000년×1.5

아일랜드 10,000 영 국 PMF

이 태 리 1,000 유 고 10,000

노르웨이 1,000 안전검토 PMF

표 2.55 국외 설계홍수 빈도

* 출처 :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김경덕 외, 대한토목학회, 2004. 10)

국가·기관에서 위험도·불확실성·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또는

Toolkit, Protocol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댐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경우 대부분 선언적 의

미의 제도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설계기준 등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

그림 2.75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 시설물 취약성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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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댐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 사례 조사·분석

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특법에 의해 기존 댐의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현상태에서 가용한 수문자료들과 최신 수리·수문학적 해석기법 및

기준 등을 적용하여 대상 댐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내 주요 댐의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는 댐의 홍수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또는 시

행하였다.

사업명 시행부처명 과업수행년도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계획수립
한국수자원공사 2004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기준 개선(안) 한국시설안전공단 2007

상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환경부 2008

기존댐 계획수문량 재검토 사업 농업기반공사 2004〜2007

표 2.56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

②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를 위한 표준 D/B구축 및 평가모듈 설게

㉮ 기후변화에 따른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모듈 설계

본 연구에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

목 선정, 평가항목 중요도 결정,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로 분류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과학기술부, 국토부에

서 수행한 신규수자원 개발사업 및 댐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국외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공기업, 용역사 등에

서 종사하는 댐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Delphi-AHP기법을 적용한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회 방문을 통

한 오프라인 조사와 E-mail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총 2차에 걸쳐 수행하였다(1차:150명 중 86

명, 2차: 86명 중 43명).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댐을 선정을 하였으며, 각 댐

에 대해 경제성, 정책ㆍ사회성, 환경성, 수문학적 안전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평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발 되어야할 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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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연구방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 다양한 평가항목들

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다. 그러나 기법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수치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많은 척도(Scale)는 오히려 일

관성을 낮추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평가기준의 중요도 결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

법을 적용한 17점-척도(17-Scale) 설문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댐 우선순위 평가기

준의 개선을 위해 척도변환을 실시하여 일관성(Consistency Ratio)과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Weighting Factor)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크게 경제성,

환경성, 정책ㆍ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기후변화영향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77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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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변환에 따른 일관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CR(Consistency Ratio) 50%에 해당하는 값

을 도시한 결과이다. 17점 척도는 설문조사 당시 양방향이 8점 척도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9점

척도와 5점 척도는 기존의 17점 척도를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척도별 일관성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CR(Consistency Ratio) 50%에 해당하는 값을 분석한 결과, 17점 척도에서 대항목은

0.11, 환경성은 0.07, 정책ㆍ사회성은 0.08, 수문학적 안전성은 0.06,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나타났고, 9점 척도에서 0.04, 환경성은 0.03, 정책ㆍ사회성은 0.04, 수문학적 안전성은 0.02,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 5점 척도에서 대항목은 0.03, 환경성은 0.02, 정책ㆍ사회성은

0.03, 수문학적 안전성은 0.03,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은 0.00으로 나타났다. 대항목에서 17점

척도에서 9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CR(Consistency Ratio)은 약 59% 감소하였으며, 9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CR(Consistency Ratio)은 약 26%로 나타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는 17점 척도에서 다소 높은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가 9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을

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5점 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관성 비율의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환경성, 정책ㆍ사회성, 수문학적 안전성,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척도변환에 따른 일관성 비율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대항목 간의 CR(Consistency

Ratio)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척도에 따른 일관성 분석결과를 1차 설문조사와 2

차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Boxplot(Quartile 1∼4분위)로 도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2

차 설문조사는 기존에 수행했던 설문조사자를 대상으로 요약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및

제시하여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대해 수렴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78 척도에 따른 평가기준 Consistency Ratio(CR)

최적척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와 2차 설문조사에 따른 척도별 일관

성 분석결과 중 CR(Consistency Ratio)>0.2인 값이 설문조사자 전체의 95% 이상인 결과를

도시한 결과, 2차 설문조사 결과의 9점 척도와 5점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항목별

중요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존 설문조사결과인 17점 척도에서는 수문학적 안전성 항목이

0.50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5점 척도에서는 0.36으로 약 0.14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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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는 설문조사자의 주관이 다소 사라지도록 하는 결과를 나타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2차례에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경우, 18점 척도보다는 9점 척도로 분석하는 것이 평가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유역에 농업용 저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재개발 평가 시 척도

변환을 통해 개선된 평가항목 중요도를 기반으로 재개발 우선순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79 CR<0.2 분포도 그림 2.80 척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요도(대항목)

그림 2.81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세부항목)

㉯ 기후변화 고려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시스템은 Geometry Database, Attribute Database, Evaluation

Database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댐 재개발의 의사결정 지원하도록 하며, 본 시스템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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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요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역경계, 댐 ,저수지, 도로 등의 지형데이터베이스와 수자원

이용율, 유역면적, 수질, 문화재수 등의 댐 재개발 평가항목들의 속성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댐 구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검색은 권역별

또는 댐/저수지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림 2.82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③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평가항목 적절성 및 중요
도 조사

전문가 2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항목 서면 조사 실시하였

다. 또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CR<0.2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산

정).

그림 2.83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한 평가항목 적절성 및 중요도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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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취약댐 평가 위한 평가항목 가중치 

조사 설문지

그림 2.85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 중요도 선정 결과



- 160 -

㉮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적용한 기후변화 적응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분석 모듈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월최대강수량, 연강우강도, 최소기온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댐 별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등급

- 댐 별 기후변화 적응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분석 모듈에 활용

그림 2.86 다기준의사결정 Payoff Matrix

구분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PMF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

하류부

위험도

월최대강수량

변화율(RCP4.

5 2040)

연강우강도

변화율(RCP

4.5 2040)

최소기온

(RCP4.5

2040)

가중치 33 30 19 8 7 3

Min o

Max
Min Min Min Max Max Min

A댐 E(1) B(4) E(1) 20.8 13.4 -17.3

B댐 E(1) A(5) E(1) 22.9 14.7 -19.1

C댐 A(5) A(5) A(5) 28.5 19.2 -19.8

표 2.57 RCP 4.5시나리오 2040년 기준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Payoff Matrix

④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치수안전도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

㉮ 시범유역 적용을 통한 기술검증 및 고도화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위해 실시한 ‘기존 저수지 수문조사 지원사업 조사 보고서(농림부, 2004∼

2005)’에서는 총 25개소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25개소 농업용 저수지 중 1종 댐 시설물 6개소인 한강유역의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금강유역의

동부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 영산강유역의 광주저수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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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농업용저수지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수문조사및분석을실시하여수문학적안전성에대해

파악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중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유역

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저수지는 저수용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 하류하천 2급 이

상인 저수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저수용량 100만㎥ 이상인 저수지는 월류 및

붕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림 2.87 대상유역 선정-1종댐 농업용저수지

㉯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등급,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PMF에 따른 월류 시 구조적 안전성, 월류부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였다.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등급을 위해 제시된 시설물 안전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

일수록 시설물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댐 정밀안전진단 토목시설의 상태평가 등

급 평가는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안전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 내 농업용저수지 1종 댐 시설물의 댐 안전진단 상태평가

등급을 조사한 결과, 광주저수지 댐 시설물은 A등급, 고삼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는 B

등급, 금광저수지, 동부저수지는 C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본연구에서는한반도농업용저수지 6개소를대상으로기후변화영향을고려한수문학적안전성평

가를 위해서 강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수 유출모형 및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구축하여 강우시나리

오 (Design Rainfall,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농업용저수지댐최고수위를분석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저수지수위법에서 제시한 홍수등급을 고려하였다. 홍수등급은

총 5단계로 정상유지, 홍수예비, 호우주의보, 홍수 경보, EAP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의

홍수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계산된 최고수위 (highest water level)가 홍수기제한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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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ed water level) 이하일 때 `정상유지`단계이며, 계산된 최고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고 설계홍수위의 50% 도달한 경우에는 `홍수예비`단계, 계산된 최고수위가 홍수기제한

수위를 초과하고 설계홍수위의 70% 도달한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단계로 구분한다. 계산된 최

고수위가 설계홍수위에 도달했을 경우 `홍수경보`단계, 설계홍수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EAP’단

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시나리오 (RCP4.5, RCP8.5) 및 목표기간 (전반기

(2011-2040년), 중반기 (2041-2070년), 후반기 (2071-2100년))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를 위해 제방고 (levee level)를 넘어서는 최고수위를 ‘Failure’ 단계로 새로 정의하였다.

RCP8.5, 전반기 (2011-2040년)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고삼저수지, 청천저

수지는 ‘Failureail광주저수지, 금광저수지, 동부저수지, 미호저수지는 ‘EAP’로 분석되었다. 중반기

(2041-2070년)에는 전반기와 동일하나 금광저수지만 ‘EAP’에서 ‘Failure’로 홍수등급이 변경되었으

며, 후반기 (2071-2100년)에는 고삼저수지, 광주저수지, 금광저수지, 청천저수지는 ‘Failure100동부

저수지, 미호저수지는 ‘EAP’로 모든 저수지에서 수문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학적 안전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후반기: 2071-2100년), RCP8.5(후반기: 2071-2100년))에 대한 payoff matrix를 나타

냈다.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

는 유역은 기후변화 미고려 시 고삼저수지이며, RCP4.5에서 동부저수지, RCP8.5에서 광주 저

수지와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고려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은

동부저수지와 광주저수지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며, 수문학적 안전성에 매우 취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8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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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기후변화

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미래 강우강도, 미래 강우량, 미래 결빙일수에 대한 항목

을 고려한 대상유역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RCP8.5시나리오에 대한 미래강우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

는 16.9mm/day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6%, 중반기 18%, 후반기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광주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5.1mm/day이며, 전반기 4%, 중반기 17%, 후반

기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6.9mm/day이며, 전

반기 6%, 중반기 18%, 후반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4.9mm/day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7%, 중반기

21%, 후반기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호저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4.7mm/day이며, 전반기 7%, 중반기 18%, 후반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

수지는 현재기간 강우강도는 14.9mm/day이며, 전반기 12%, 중반기 26%, 후반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체기간에서 강우강도 증가율이 가장 큰 유역은 청천저수지 (22%)로 분석

되어 미래기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RCP8.5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지 유역별 미래 강우량을 산정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2001-2010년) 연평균강우량은 1,354mm 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2011-2040년) 20%, 중

반기 (2041-2070년) 36%, 후반기 (2071-2100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광주저수

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429mm이며, 전반기 16%, 중반기 32%, 후반기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441mm이며, 전반기 15%, 중반

기 30%, 후반기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214mm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30%, 중반기 49%, 후반기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

으며, 미호 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273mm이며, 전반기 18%, 중반기 33%, 후반

기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수지는 현재기간 연평균강우량은 1,337mm이며,

전반기 24%, 중반기 40%, 후반기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전체기간에서 연평균강우

량 증가율이 가장 큰 유역은 동부저수지 (43%)로 분석되어 미래기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받

을 것으로 나타났다.

RCP8.5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지 유역별 미래결빙일수를 산정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현재기간

(2001-2010년) 결빙일수는 18일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2011-2040년) -3일, 중반기

(2041-2070년) -12일, 후반기 (2071-2100년)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광주저수지

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5일이며, 전반기 -1일, 중반기 -4일, 후반기 –5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금광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8일이며, 전반기 -4일, 중반기 -12일, 후반기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부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8일이며, 현재기간 대비

전반기 -1일, 중반기 –6일, 후반기 -8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호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7일이며, 전반기 -5일, 중반기 -12일, 후반기 -16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청천저수지는 현재기간 결빙일수는 17일이며, 전반기 -1일, 중반기 -10일, 후반기 -15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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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후반기에서 결빙일수 감소일이 가장 많은 유역은 고삼저수지, 금광저수

지, 미호저수지 (-12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RCP4.5 (후반기: 2071-2100년),

RCP8.5 (후반기: 2071-2100년))에 대한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따

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RCP4.5에서 광주저수

지,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그림 2.89 기후변화영향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1종댐 시설물에 대해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비용 편익비 (B/C ratio)와 댐 규모 및 효용성 (수

자원이용률)이 있다. 비용 편익비 (B/C ratio)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적정규모에 따른 재개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가장 경제성을 갖는 댐을 평가하는 것이 목

적이다. 댐 규모 및 효용성은 규모 및 수자원의 고도 활용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댐 규

모에 비해 수자원이용률이 큰 댐을 경제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수자원이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용수 공급량과 댐 유입량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1종 댐 시설물 6개소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소 농업용저수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 미

래 연평균 유입량을 산정하기 장기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지점에 대한

RCP4.5 및 8.5시나리오에 대해 BCSD(bias-correction/spatial disaggregation)와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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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QDM(quantile delta mapping)기법을 적용한 통

계적 상세화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기후변화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Seo et al. (2018)이 제시한 연구결과에서는 7가지

ETCCDI (expert team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를 KKZ

(katsavounidis-kuo-zhang) 알고리즘에 의해 산정된 GCM (global climate model) 1순위인

BCC-CSM1-1을 본 연구의 기후변화 고려 유입량 산정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저수지 유역

의 연평균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tank모형을 이용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입량 산정을 위해 미래 연평균 강우량을 시기별(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상유역의 미래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유출모형인 Tank모형

을 이용 매개변수 추정을 실시하였다. 장기유출모형의 매개변수추정을 위해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 관측자료는 과거 20년기간 (1991-2010년)의 일 단위 면적평균강우

량과 장기유출자료를 이용하였다.

과거관측유출량자료(1991-2010년)와 기후변화시나리오자료(2011-2099년, RCP4.5, RCP8.5)

에 의해 모의된 유입량을 월별로 분석하였다. 과거 대비 미래 홍수기 (6-9월)의 연평균 유입량

을 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는 과거 3.25㎥/sec, RCP4.5에서 3.20㎥/sec, RCP8.5에서 3.33㎥

/sec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저수지는 과거 2.18㎥/sec, RCP4.5에서 2.24㎥/sec, RCP8.5에서

2.48㎥/sec으로 분석 되었으며, 금광저수지는 과거 2.33㎥/sec, RCP4.5에서 2.41㎥/sec,

RCP8.5에서 2.55㎥/sec, 동부저수지는 과거 1.19㎥/sec, RCP4.5에서 1.22㎥/sec, RCP8.5에서

1.30㎥/sec으로 분석되었다., 미호저수지는 과거 5.81㎥/sec, RCP4.5에서 6.26㎥/sec, RCP8.5

에서 6.68㎥/sec이며, 청천저수지는 과거 3.30㎥/sec, RCP4.5에서 3.19㎥/sec, RCP8.5에서

3.39㎥/sec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홍수기 연평균 유입량은 관측자료에 비해 기후변화가 고

려된 RCP4.5, RCP8.5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

화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항목 중 수자원 이용률 (용수공급량/연평균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연

평균유입량을 산정하였으나, 홍수기의 댐 유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수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치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저수지 댐 시설물 경제성 평가 중 수자원이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용수공급량을 추

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를 대상유역으로 선정한 이유로 농업용수공급량을 조

사하였다. 여기서 용수공급량이란 시설물에서 농업용수의 수요에 의해 공급되는 용수량이며, 강

우발생에 의해 농경지 작물재배기간 중 이용되는 유효우량을 제외하고 농경지에 작물재배를 위

해 실제 이루어지는 공급량을 말한다. 미래 용수공급량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

영하고 있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의 용수구역별 실측 공급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5년도까

지 측정된 실측 용수공급량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미래기간의 용수공급량을 예측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용수개발단가를 구하는 비용편익방법(B/C)으로 용수공급량

과 사업비를 산정한다. 저수지별 미래 용수공급량은 1990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존의 용수공급

량자료를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장기유출모형인 Tank모형

과 RCP8.5, 4.5 시나리오를 이용한 2100년까지의 저수지별 연평균 유입량으로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여 산정하였다.



- 166 -

한강유역 5개 저수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B/C와 댐 규모 및 효용성에 대한 항목으로 나뉘

어 평가하였다. 여기서, 경제성 분석 항목에 대한 각 지표점수는 표준화를 통해 비교하도록 하

였으며, 각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저수지가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 평가기준에서 비용 편익비 (B/C ratio)의 비용 (cost)은 댐 재개발을 위한 증고 사업비용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댐 시설물의 재개발 사업비 산정을 위해 기후변화 고려

PMP 및 PMF를 산정하였으며,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통해 댐 적정규모를 결정하였다. 댐 적정규

모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대덕댐 건설사업의 산출내역 단가를 참조 하였다. 다수의 댐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댐의 재개발 유형은 `기존 댐 증고`로 결정하였다.

강우시나리오 (Present PMP, Future PMP)에 대한 증고 높이를 결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경제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현 시

점에서 경제성이 낮은 댐에 대해서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부여하였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경제성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에는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평가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기후변

화 미고려 시 미호저수지이며, RCP4.5 및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낮은 경제성을

갖는 미호저수지는 기후변화 미고려에 따른 현재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높은 경제성

을 갖는 동부저수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90 경제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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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평가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하천수질, 생태자

연도 면적,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 안개일 수를 분석하였다. 댐 상ㆍ하류유역에 대한 하천 수

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OD를 이용하였으며, 생태자연도 면적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ㆍ평가 연구원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에서 제공된 생태자연도면적을 기반으로 저수지 유역별 생태자연도 면적을 조

사하였다. 보호 대상 생물 개체 수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

서를 참고하여 대상 저수지 유역 내 보호대상 생물을 조사하였으며, 안개일 수는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기상관측자료의 안개일수를 이용하였다.

저수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위해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용수 종합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저수지 수질현황을 조사하였

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수질측정을 위해서는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를

측정하지만, 물의 흐름이 없거나 매우 느린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COD (chemical

oxygen demand)로 수질오염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의 COD 정보를 활용하였다

댐 환경성 평가항목 중 생태자연도 면적 조사항목은 각 저수지 유역에 대한 생태 및 자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면적 조사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시스템

(http://ecavam.kei.re.kr)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에 대한 1등급 면적을 조사하였으며, 유역 중심

20㎢ 격자를 기준으로 환경적 가치를 판단하였다.

보호대상생물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디지털도서관의 대상유역에 대한 전국자

연환경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보호대상생물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담수어류, 식물에

대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및 보호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댐 유역의 안개일수 변화는 유역의 환경,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큰 연관이 있으며, 대상유역에

대한 안개일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환경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

정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시점에서의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환경성 평가

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동부저수지로 분석

되었다. 여기서,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환경성 평가는 RCP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현상태의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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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환경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 정책 사회성 평가

저수지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하나인 정책ㆍ사회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의 시

급성,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 지자체 및 지역민 의견, 문화재 보전, 지역발전 기여도를 분석

하였다. 사업의 시급성 평가를 위해서는 용수수급현황, 가뭄이력, 홍수이력 등 국민생활과 연관

성을 고려하며, 전문가 및 댐 관리자 의견과 지자체 및 지역민의견은 댐 재개발에 대한 입장 및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댐 관리자 및 전문가, 지자체, 지역민에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

시한다. 문화재 보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용하여 저수지별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며,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는 댐 주변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제시한 지역별 낙후도 지표를 반영한다. 정책 사회

성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유역에 대한 사업시급성을 평가하기 위해 침수이력과 가뭄이력을 조사하였다. 과거의

침수이력 및 가뭄이력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책 사회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댐재개발에있어서대상유역의문화재유무는사회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이며, 문화재가많

을수록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반대하는의견이발생할수있다. 문화재수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지역발전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중 인구증가율 대상유역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대상유역 내에 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발전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인구현황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5년까

지의 저수지인구증가율 및 감소율을 5년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고삼저수지 –4.4%, 광주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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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3%, 금광저수지 +19.5%, 동부저수지 –9.0%, 미호저수지 –4.1%, 청천저수지 –0.1%

이며, 금광저수지가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의 분산, 재원의 분배 등 정책적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결정에 있어 대상 지

역의 상대적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KDI,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의

지역발전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낙후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정책·사회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시점에서

의 payoff matrix를 나타냈다. 정책·사회성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

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미호저수지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정책·사회성 평가는 환경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RCP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

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92 정책⦁사회성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

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

㉮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절차 제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재개발

댐 유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민 설문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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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절차 제시

대상유역의 댐 재개발 평가개선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수문학적 안전

성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 고려 PMP 변화

율 자료를 활용하여 댐 저수지홍수추적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분석 (수자원이용율)을 위해

APCC에서 제공한 기후변화 고려 일단위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2.94 RCP 시나리오를 이용한 수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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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댐 재개

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농업용저수지 대상으로 댐 재개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댐

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는 나타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댐 재개발 우선순위는 미

호저수지, 고삼저수지, 광주저수지, 동부저수지, 금광저수지, 청천저수지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호저수지가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RCP4.5 및 RCP8.5에서는 동부저수지가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CP4.5와 RCP8.5에 대한 댐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가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대상유역별로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대한 연평균유입량,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5 댐 재개발 종합우선순위 평가 

댐 재개발 평가 절차, 평가기준 및 기법 개발, 대상유역 선정, 강우분석, 댐 재개발 평가,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뉴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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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6 기술보고서 구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개정 시 연구 성과 반영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제 개정 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내

용을 포함하였다.

현행 세부지침의 평가 내용을 보존하면서 책임기술자와 관리주체의 합의 하에 대상 댐의 기

후변화 관련인자에 대해 제언함에 따라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구성하였

다.

- 책임기술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댐 시설물의 안전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후변화 관련인자를 참고하여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기후변화 관련인자로는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및 이에 따

른 월최대 강수량 변화율, 연강우강도 변화율, 최소기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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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성능평가 세부지침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발췌

㉰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상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 기축된 댐 시

설물 현황 DB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취약댐 순위 산정

모듈 프로그램과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그림 2.98 수문학적 안전성평가관련 자료 DB 구축

그림 2.99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관련 프로그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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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상태결과에 따른 부재별 취약순위 산정 프로그램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취약순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문학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되는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재별 취약순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밀안전진

단시댐의상태점검을수행할때개별부재별로손상정보를기록하여댐의상태평가를수행한다. 이때

평가된 결과를 활용하여 댐별로 발생한 손상정도에 따른 부재별 취약순위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댐 및 저수지의 상태평가 시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하부 단계인 개별부재의 가중

치 및 평가지수를 역산하고, 재 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취약순

위를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자료는 정밀안전진단 시 조사된 손상정보(평가지수, 가중치 등)

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된 손상에 따른 각 복합부재의 순위를 산정하게 된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기상현상 발생 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뿐만 아니라 댐의 상태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댐의 상태를 활용한 취약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실증연구 및 정책화 기반마련

㉮ 실증을 위한 댐유입량 예측

본 연구는 LSTM모형을 구축하여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다목적댐의 유입량을 예측하고 실측

값과 비교하여 모형의 성능 및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입력 자료에 따른 예측결과를 월별로 분석

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댐 운영 기초 자료로서의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금강 유역에는 총 9개의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다목적댐으로는 대청댐과 용담댐이 있

다. 대청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내 3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그러나 과거

유입량 자료만을 활용하여 미래의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류댐에 의한 인위적 영향이

적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 용담 다목적댐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100 대상유역 선정-용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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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른 변수의 값은 고정한 채 하나의 변수변화에 따른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

음은 다양한 변수 조합에 따른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 16개의 모형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6가지 모형의 RMSE는 0.004∼0.0197사이의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8번과 11번 모형의

RMSE는 0.0006(0.06%)과 0.0004(0.04%)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MAE 값은 6.85∼

9.56으로 10번과 11번 모형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VE는 14번 모형을 제외하고는 0.1∼3.57

사이의 값으로 산정되었으며, 6번과 8번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learning rate와

iteration의 값은 작을수록, sequence length와 hidden dim과 값은 클수록 모형의 성능은 향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오차를 기준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은 M3, M6, M8, M11 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101 및 표 2.58과 같다. 모든 모형의 결과에서 예측된 유입량은 실제 관측된 유입

량보다 작게 산출되었으며, 특히 최대 유량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중 모형 M8의 예측

유입량이 관측유입량에 가장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sequence length가 3,

hidden dim이 20, learning rate가 0.0001, iteration이 5000일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

단된다.

Case
Sequence

Length

Hidden

Dimension

Learning

Rate
Iteration RMSE MAE VE

M1

1

5 0.1 500 0.0178 7.83 3.57

M2 10 0.01 1000 0.0117 7.74 2.90

M3 15 0.001 3000 0.0022 7.44 0.94

M4 20 0.0001 5000 0.0030 7.55 0.99

M5

3

5 0.1 500 0.0197 7.34 3.19

M6 10 0.01 1000 0.0068 7.23 0.16

M7 15 0.001 3000 0.0072 7.58 -1.19

M8 20 0.0001 5000 0.0006 7.01 0.10

M9

6

5 0.1 500 0.0162 7.30 2.66

M10 10 0.01 1000 0.0071 6.85 1.44

M11 15 0.001 3000 0.0004 6.97 0.96

M12 20 0.0001 5000 0.0063 7.14 -0.78

M13

9

5 0.1 500 0.0148 7.25 2.31

M14 10 0.01 1000 0.0040 9.56 -12.82

M15 15 0.001 3000 0.0052 7.49 -1.73

M16 20 0.0001 5000 0.0084 7.20 -0.85

표 2.58 LSTM 모형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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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3 (b) M6

(c) M8 (d) M11

그림 2.101 관측 및 예측 댐 유입량 시계열

㉯ 종합평가 및 정책화 기반 제시

경제성에 대한 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3가지 시나리오 (기후변화 미고려, RCP4.5,

RCP8.5)에 대한 payoff matrix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는 현 시

점에서 경제성이 낮은 댐에 대해서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부여하였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경제성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 재개발 우선순위가 높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평가

에 따른 댐 재개발 우선순위 결과, 가장 시급하게 재개발 되어야하는 유역은 기후변화 미고려

시 미호 저수지이며, RCP4.5 및 RCP8.5에서 동부저수지로 분석되었다. 낮은 경제성을 갖는 미

호저수지는 기후변화 미고려에 따른 현재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높은 경제성을 갖

는 동부저수지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시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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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2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종합)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연구로서 기후

변화에 따른 댐 수문학적 위험도 및 댐 노후화에 대한 선진적인 연구이나 이는 국내 댐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범유역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댐 재개발 우선순

위 평가기준의 중요도 결정을 위해서 기존에 수행했던 설문조사보다 많은 분야에서의 인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의 개선을 위해 노후화 댐이 포함

된 유역을 선정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예비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대상 유역에 거주하는 지

역민, 유관기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댐 정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를 최종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 및

홍보회가 필요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평가결과를 토대로 댐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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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정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

㉰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

본보에서는 국내 주요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시설물안전법」과 이에 따른 ‘세부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근간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고려

할 수 있는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RCP 4.5, RCP 8.5)하여 새로 산출된

PMP(1-1 세세부)와 장기적 관점에서 댐의 상태와 운영 및 수문학적으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선정하고 이를 추가요인으로 고려하여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PMP 및 PMF 산정, 2) 장기적 관점의 기후변화 영향인자 추가 선정 및 공

간적 분석, 3) ‘세부지침’에 근거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3단계), 4) 3)의 결과와 추가 영향인자를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 취약순위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

성평가 방법을 기술하였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본연구성과의 적정성과 실무 적용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댐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 179 -

그림 2.104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해설서 작성(기술보고서)

연구절차는 가능최대강수량(PMP)/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기후변화 영향인자 고려, 수

문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고, 댐별 취약순위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관련 이론은

제2장에서 세부 적용 방법 및 절차는 제3장에서 기술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의 주요 기후인자 선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각 댐유역 대표값 산정

↓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의 개별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

댐별 상대적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

그림 2.105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별 취약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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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①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유역 홍수저감기술 현황 및 조사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기술의 국내ㆍ외 연구 동향 조사

국내에서는 홍수 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댐을 건설하거나 저수지 건설, 제방 쌓기, 배수관

로 개량,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조물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비구조물적 대응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비구조물적 홍수대응방안에 대

해서 강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방부터 홍수교육 대응방안을 실천해서

도시계획시 녹색 건축 방안을 보급하고, 홍수를 고려해여 토지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홍수대응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홍수대응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풍수해로 인해 매

년 수 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 대부분 구조물적 대응방안에 집

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극한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 정책적 규제방안 등 비구조물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1

대한토목학

회 정기

학술대회

한건연

김지성

백진규

박홍성

하천에서

천변저류지의

홍수저감효과 분석

2005

하천변에 설치된 다양한

조건의 저류지에 대한

수리학적 하도추적을

수행함으로서 천변저류지의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2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홍준범

김병식

서병하

김형수

XP-SWMM을

이용한

도시하천에서의

홍수소통능력 평가

2006

XP-SWMM모형을 이용해

굴포천 방수로 확장에 따른

홍수소통능력을 분석하였다

3
한국수자원

학회논문집

최승안

이충성

심명필

김형수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경제적

효과분석

2007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효과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위저감효과와

더불어 홍수피해 절감량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표 2.59 홍수저감기술 관련 국내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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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4
대한토목학

회논문집 B

유병국

곽재원

김형수

김재근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효과분석 :

(2) 경제적 가치

평가

2010

천변저류지 조성에 따른

홍수 조절 효과와

수질개선효과 및 생태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가치로

산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였다.

5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안재황

이재응

최창원

이상홍수에 따른

남한강 유역의

홍수저감대책 분석

2011

홍수 취약성을 기초로

홍수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충주댐 유역에 PMF가

발생할 경우 각 저감대책에

따른 홍수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6
한국습지학

회지

김덕길

이임열

이창원

강나래

이종소

김형수

수리실험을 이용한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 분석

2011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을

이용한 강변저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7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강나래

이건행

노희성

김형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를

이용한 도시지역

빗물펌프장의 미래

필요용량 산정

2012

미래 모의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XP-SWMM을 이용하여

미래 강우가

도시배수시스템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8
한국방재학

회논문집

정재원

김연수

홍승진

권형수

김정욱

김형수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효과

분석

2014

안양천중류 유역에 속하는

목감천에 대하여 인공습지

조성 전과 후의 수리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9
한국습지학

회지
안태진

강변저류지

월류부에서 월류제

또는 수문 형식에

따른

홍수저감효과에

관한 개략적 연구

2013

강변 저류지에서 월류부의

형식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10
한국습지학

회지

최천규

최윤석

김경탁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2014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

하류 유역에 대하여

남강댐과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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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홍수저감기술 연구 동향

국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하천개수, 조절지, 수방재 종합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홍수저감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전홍수위험도 평가과 홍수위험 관리계획, 홍수보험, 홍수교육

을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홍

수터 관리, 홍수위험구역 평가, 실시간 홍수범람 모의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지고 있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분포형 모형의

적용

통하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에 미치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1

Flood Risk

Managemen

t: Hazards,

Vulnerabilit

y and

Mitigation

Measures

Hutter, G

Strategies for

flood risk

management–A

process

perspective.

2006

2002년에 Elbe강에서 극한

홍수와 돌발홍수에 의한

홍수 피해와 방어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2

Flood Risk

Managemen

t: Hazards,

Vulnerabilit

y and

Mitigation

Measures

PH. D,

B. J

Overview of us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Regional

2006

홍수저감 시설의 비구조적

대책으로 미국의 홍수

보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Urban

Water

Journal

Gupta, K

Urban flood

resilience planning

and management

and lessons for

the future: a case

study of Mumbai,

India

2007

2005년 뭄바이의

돌발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고 도시

탄력성을 홍수저감

전략으로 살펴보았다.

표 2.60 홍수 저감기술 관련 국외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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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널 저자 제목 년도 내용

4

Water

resources

managemen

t

Ngigi, S

N.

Savenije,

H. H.

Gichuki,

F. N

Hydrological

impacts of flood

storage and

management on

irrigation water

abstraction in

upper Ewaso

Ng’iro river basin,

Kenya

2008

케냐 Ewaso Ng’iro 유역의

홍수저류지의 저감 효과

분석하였다.

5

Journal of

Flood Risk

Managemen

t

Osti, R.

Miyake,

K.

Terakaw

a, A

Application and

operational

procedure for

formulating

guidelines on

flood emergency

response mapping

for public use

2009

비구조적 대책으로 홍수

비상 대책 지도를

설명하였다

6

Environmen

tal

Engineering

Research

Gil, K.

D.

Won, K.

J.

Jun, K.

S.

Jin, A. T

Wetland

Construction:

Flood Control and

Water Balance

Analysis

2010
습지 건설을 통한 홍수저감

효과를 알아보았다.

7

Environmen

tal Science

& Policy

Borga,

M.

Anagnost

ou, E. N.

Blöschl,

G.

Creutin,

J. D

Flash flood

forecasting,

warning and risk

management

2011

유럽의 돌발홍수 예경보

관리기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8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

t: An

Internationa

l Journal

Abon, C.

C. Primo

C. David,

C.

Tabios

III, G. Q

Community-based

monitoring for

flood early

warning system:

An example in

central Bicol

River basin,

Philippines

2012

Bicol 유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기반

홍수조기경보 시스템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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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외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방법의 조사 및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댐 및 제방 등의 수공구조물 붕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 훼손, 홍수 피해 급증,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이수, 치수, 하천환경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 통합관리, 종합홍수대책 수립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전하고 종합

적인 홍수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홍수 침수 범위의 예측, 분석을 통한 다양한 홍수위

험지도 작성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국가 차원의 홍수위험지도가 제작되고 있다. 효율적인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른 홍수방어대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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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홍수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

관적으로 정량화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

약성 평가 이론, OECD에서 개발한 PSR(Pressure-State-Response) 모형,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에서 개발한 DPSIR (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

Response) 모형 등이 있다.

◯ PSR 모형

P-S-R(Pressure-State-Response, P-S-R) 모형은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법 중 주제 접

근 방식 보다는 인과 관계적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개발하여 국제기구나 각국의 지

표설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P-S-R 모형은 홍수 피해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 경제 및 여타

사항간의 상호 연관된 관계를 인과 관계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각각 압력지수

(Pressure), 현상지수(State), 대책지수(Response) 구성에 의한 평가지표 선정 예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지표 평가기준 대체변수 예

압력지수

(Pressure)

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물리ㆍ환경적

압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

지표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의 홍수피해

대상이 재해에 취약

수문 특성

유역 특성

인문·산업·경제

홍수 피해 위험지역

현상지수

(State)

유역의 홍수에 노출되어 있는 수준 판단

및 홍수피해 현황을 파악

홍수 피해 밀도

사망자수

피해자수

침수면적밀도

대책지수

(Response)

홍수 재해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지역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능력의 분포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미흡한 지역 파악 가능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기초자료로

이용 가능

재정자립도

치수시설 현황

홍수대책현황

표 2.61 PSR 모형 홍수위험도 평가방법(OECD, 1991)

◯ DPSR 모형

DPSIR 모형은 지표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추진력압력-상태-영향-반응

(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DPSIR)으로 구분된다. DPSIR 모형은

OECD에서 개발한 P-S-R 모형을 개선하여 1999년 EEA(European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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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가 제안한 모형이다. DPSIR 모형은 기존의 P-S-R 모형에서는 복잡한 생태학적 과정

과 인간 환경의 상호인과관계를 포함하지 못 하는 점을 인간의 행복은 환경의 질과 관계가 있고

사회의 활동과 경제적 압력은 환경과 인간의 행복에 영행을 미친다는 개념을 추가하여 추진력

과 영향으로 반영하였다. 대상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시스템, 자연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평가지표 평가기준 대체변수 예

추진력

(Driving force)

환경에 영행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홍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잠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

인구

자원 사용량

교육수준

거주자 수

압력

(Pressure)

환경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소

사회, 경제, 환경 분야별로

치수ㆍ방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인자

주요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계획

상태

(State)

환경의 질과 자연자원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

압력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

홍수ㆍ재해에 의해 예상되는 상태

또는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인자

도시지역비율

범람 위험지역

빈도별 홍수위

영향

(Impact)

환경의 상태가 인간, 동물, 생화학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임

상태에 발생하는 홍수ㆍ재해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자

인명피해

홍수 피해액

홍수발생빈도

반응

(Response)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반응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분야별

치수ㆍ방재 대응 인자

저수지 건설

제방 증고

표 2.62 DPSIR 모형 홍수위험도 평가방법(EEA, 1999)

② 기왕홍수분석을 통해 유역별 홍수저감 시설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 유역 치수 시설물의 홍수대응능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범유역인 평창강 유역에서의 거대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30년치 이상의 충

분한 자료가 있는 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 기상청 강우관측소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점별로 적합도 검정에 따라 최적분포형을 결정하였으며 네 개의 관측

소가 모두 Gumbel 분포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하천설계빈도(2012)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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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 지방 1급 및 2급 하천(준용하천), 도시하천에서는 50 ∼ 200년 빈도로 설계하게 되어 있

어, 100년 빈도를 적용한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였다. 평창강 유역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산

정한 결과 대관령 관측소는 514.3mm. 원주 관측소는 385.2mm, 홍천 관측소는 386.8mm, 제천

관측소는 363.1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역의 홍수량을 산정하려면 강우량과 유출량의 실측을 통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강우-유출

모형이 확립되어야한다. 대관령, 홍천, 원주, 제천 기상 관측소의 강우자료와 HEC-HMS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미육군공병단에서 개발한 HEC-HMS는 강우-유

출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HEC-1의 확장형 모델로 단위도 및 수문학적 홍수추적, 격자형

강우자료를 이용한 유사분포 유출변환과 장기 연속 모의에 적용할 수 있는 수분 감소 등을 포

함하고 있다. 강우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표면유출(Surface runoff)은 강우량으로부

터 침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유효우량으로 산정을 하며, 미계측유역의 유효우량 산정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SCS방법으로 산정하였다. SCS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CN(Curve

Number)은 최근 집중호우 성향 등을 고려하여 AMC-III 조건을 적용하였다. 유역추적 기법

은 홍수량의 차이가 적고, 강우로 인한 유수의 전이 및 유역의 저류효과 등 유역의 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하는 Clark모형을 적용하였다.

장기간 강우 기록이나 우량그래프는 강우의 불규칙한 분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강우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에서 독립강우사상을 추출해야 한다. 관

측 자료로부터 독립강우사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여러 강

우 사상들을 각각의 일반적인 강우사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 강우의 시작과 끝을 구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IETD개념은 장기간의 강우 기록에서 각각의 강우사상

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강우사상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무강우시간의 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두 개의 강우사상 사이의 무강우시간이 IETD보다 짧

으면 두개의 강우사상은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결정되며 반대로 두개의 강우사상 사이의 무강

우시간이 IETD보다 길면 이 두 개의 강우사상은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무강우시간이 기준치보다 짧을 경우 두 개의 강우는 하나의 강우로 볼 수 있고, 무강우시간이

기준치보다 길어질 경우 두 개의 강우는 하나의 강우사상으로 볼 수 있다(권재호, 2003).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적정 IETD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상관

(Autocorrelation)분석,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분석, 연평균 강우발생개수 분

석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상관분석과 연평균 강우발생개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IETD를 산정할 때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도 산정된 IETD 값이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

다(주진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 중 비교적 객관적으로 IETD를 산정 할 수

있는 변동계수 분석법을 통해 IETD를 산정하였다(최치현 등, 2011). 무강우시간의 확률분포

는 대략적으로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무강우시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같

아지는 시점인 변동계수가 1이 되는 시점을 찾아가는 변동계수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적정

최소 무강우시간 결정을 위해서 평창강 유역의 4개 기상 관측소(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에

서 측정된 42개년(1973∼2014년)의 우기(5월∼10월)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는 홍수를 고려한 IETD 산정이기 때문에 우기의 강우자료만을 사용하였다. IETD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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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강우사상을 분리한 후, IETD별 무강우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관령 15시간, 원주 13시간, 홍천 17시간, 제천 16시간

이 각 관측소의 IETD인 것으로 나타났다. IETD가 가장 짧은 원주 관측소의 13시간을 평창

강 유역의 IETD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강우 사상을 연속적으로 발생 시켜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8/30∼9/1에 발생한 강우 자료를 모형에 입력하여 홍수 모의를

하였다. 단일 호우에 의한 일반 홍수는 4,705.9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고, 연속적인 호

우에 의한 거대홍수는 4,997.0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106 태풍 ‘루사’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9/12-9/13에 발생한 강우 자료를 모형에 입력하여 홍수 모의를

하였다. 단일 호우에 의한 일반 홍수는 3,458.5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고, 연속적인 호

우에 의한 거대홍수는 3,975.8cms의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다.

그림 2.107 태풍 ‘매미’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평창강 유역의 4개 기상 관측소(대관령, 원주, 홍천, 제천)에서 측정된 42개년(1973∼2014

년) 강우 자료를 분석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거대홍수량을 산정하였다.



- 189 -

그림 2.108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모의

본 연구에서는 유역홍수저감 시설물을 배수펌프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수펌프

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소유역의 출구로 우수를 집수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수위

에 따라 자연배제 시키거나 빗물펌프를 이용하여 강제 배제시키는 홍수조절 시설이다. 또한,

배수펌프의 용량과 공사비는 기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대 안 펌프 용량 공사비

A 3sec × 1대 = 3sec 16.3 억원

B 3sec × 3대 = 9sec 48.9 억원

C 3sec × 5대 = 15sec 81.5 억원

표 2.63 홍수저감 시설물 규모 및 공사비

홍수저감 대안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수침수를 고려하였으며, 평창강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배수펌프용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배수펌프가 존재

하는 위치인 강원도 평창읍 하리 291에 배수펌프를 설계하였다.

그림 2.109 평창강 유역내 배수펌프 입지 선정

배수펌프의 홍수저감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HEC-RAS에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배수펌프 설치 전과 후의 홍수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수펌프 설치 전에는 홍수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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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배수펌프 설치 후에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가지

고 ArcGIS상에 홍수범람도를 도시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배수펌프 설치에 따른 홍수범람

지역의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배수펌프 설치전 홍수위

(b) 배수펌프 설치후 홍수위

그림 2.110 배수펌프 설치 전·후에 대한 홍수위 분석

(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111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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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112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2) 

(a) 배수펌프 설치전의 홍수범람구역 (b) 배수펌프 설치후의 홍수범람구역

그림 2.113 배수펌프 전·후에 따른 홍수범람 모의(case3) 

㉯ 유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홍수피해 분석

홍수위험지수를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이론(Flood

Vulnerability Index, FVI), OECD에서 개발한 PSR (Pressure State Response) 모형,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에서 개발한 DPSIR (Driving force Pressure

State Impact Response) 모형 등이 있다(IPCC, 2007; OECD, 1993; EEA, 1999). 2000년부

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113 중권역 단위로 FVI, PSR, DPSIR 방법론에 따른 홍수위험지수의

평균은 그림과 같다. FVI, PSR, DPSIR 지수는 수집한 홍수 영향 인자 및 방어 인자로 산정하

였으며, 각 기법에 따라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동일기간에 발생한 여러 유형의 피해형태 즉 인

명피해, 피해면적, 피해액, 발생빈도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 및 자산

밀도가 높은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역과 부산을 포함하고 있는 유역에 각각의 방법론으로 산

정한 홍수위험지수가 공통적으로 높게 산정되고, 치수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전라남도 서

남해 유역 또한 홍수위험지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홍수피해 유형별 현황에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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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높은 서울 유역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홍수의 발생 또한 빈번하게 일어난다. 홍

수로 인한 피해면적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며,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유역에

높게 발생하였다. FVI 방법으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PSR 방법은 현상 지수, DPSIR 방법은 상태 지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

정한다. FVI 방법의 민감도 지수는 광범위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며, PSR 모형의 현상 지수는

민감도 지수에 비하여 지역이 한정적이고, DPSIR 방법의 상태 지수는 국한된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각 모형별로 민감한 지수에 의하여 홍수위험지수가 광범위하게 또는 한

정적인 지역에 높은 값을 보인다.

Sensitivity Exposure Adaptation FVI
(a) FVI

Pressure State Response PSR
(b) PSR

Driving force Pressure State Impact Response DPSIR
(c) DPSIR

Damage of human life Damage of area Flood damage cost Frequency
(d) Flood damage information

그림 2.114 FVI, PSR, DPSIR 방법론에 따른 홍수위험지수 평균(2000-2015)

FVI, PSR, DPSIR 방법의 홍수위험지수와 홍수 피해액과의 검정통계량을 나타내었다. 검정

통계량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 RMSE(Root Mean Square Error), 상관계수 R, 평균 절대 백분

율 오차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사용하였다. RMSE와 MAPE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며, FVI 방법의 RMSE는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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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관계수는 –0.25∼0.60, MAPE는 0.73∼2.07이다. PSR 방법의 RMSE는 0.30∼

1.41, 상관계수는 –0.07∼0.89, MAPE는 0.22∼0.69이고, DPSIR 방법의 RMSE는 0.11∼

1.54, 상관계수는 –0.12∼0.72, MAPE는 0.05∼0.21이다. 아래 표는 각각의 모형으로 산정된

홍수위험지수와 홍수피해 유형별 현황인 인명피해, 피해면적, 홍수의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를 나

타낸 표이다. FVI 방법과 인명피해의 상관계수는 0.01∼0.76, 피해면적의 상관계수는 –0.23∼

0.97,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는 0.04∼0.79이고, PSR 방법과 인명피해의 상관계수는 –0.23∼

0.90, 피해면적의 상관계수는 –0.02∼0.97, 발생빈도의 상관계수는 0.11∼0.89이며, DPSIR 방

법과 인명피해의 상관계수는 0.02∼0.97, 피해면적의 상관계수는 –0.15∼0.99, 발생빈도의 상

관계수는 0.32∼0.93이다. PSR 방법은 다른 모형보다 홍수 피해액과의 상관관계를 잘 구현하

며, 가뭄의 영향으로 홍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 2015년은 각각의 모형의 홍수위험지수와

홍수 피해액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VI 방법과 PSR 방법보다

DPSIR 방법에서 산정한 홍수위험지수와 홍수로 인한 피해액의 MAPE가 더 적은 값을 가진다.

홍수피해유형별 현황과 각 방법론의 홍수위험지수의 상관계수에서는 발생빈도와 홍수위험지수

의 상관관계는 각각의 모형에서 홍수 피해 유형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으며, 피해면적과 각 모

형별 상관관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ear
FVI PSR DPSIR

RMSE R MAPE RMSE R MAPE RMSE R MAPE

2000 1.98 0.25 1.63 0.85 0.48 0.66 0.24 0.43 0.07

2001 1.61 0.34 1.30 0.66 0.61 0.46 0.48 0.72 0.08

2002 2.10 0.13 1.24 0.89 0.89 0.52 1.54 0.50 0.20

2003 2.06 0.19 1.54 1.41 0.72 0.67 0.90 0.30 0.21

2004 1.87 0.00 1.62 0.76 0.18 0.60 0.18 0.08 0.07

2005 1.68 0.03 1.44 0.61 0.47 0.48 0.34 0.03 0.10

2006 1.68 0.06 1.36 0.63 0.67 0.44 0.65 0.17 0.11

2007 1.58 0.35 1.43 0.50 0.66 0.44 0.11 0.13 0.06

2008 1.72 -0.01 1.44 0.41 0.06 0.37 0.21 -0.01 0.09

2009 2.02 0.49 1.67 0.63 0.51 0.51 0.29 0.34 0.08

2010 2.33 0.57 1.97 1.04 0.61 0.69 0.89 0.43 0.15

2011 2.53 0.37 2.07 0.92 0.59 0.66 0.90 0.44 0.14

2012 2.29 0.10 1.84 0.81 0.49 0.60 0.41 0.01 0.13

2013 1.73 0.24 1.45 0.46 0.26 0.39 0.32 0.18 0.11

2014 1.68 0.60 1.48 0.51 0.77 0.43 0.15 0.58 0.07

2015 0.90 -0.25 0.73 0.30 -0.07 0.22 0.12 -0.12 0.05

평균 1.86 0.22 1.51 0.71 0.49 0.51 0.48 0.26 0.11

표 2.64 FVI, PSR, DPSIR 방법론 별 홍수로 인한 피해액과의 검정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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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VI PSR DPSIR

Victim Area
Freque

ncy
Victim Area

Freque

ncy
Victim Area

Freque

ncy

2000 0.12 0.32 0.45 0.27 0.52 0.38 0.25 0.44 0.86

2001 0.58 0.28 0.61 0.80 0.34 0.82 0.96 0.09 0.93

2002 0.13 0.13 0.44 0.86 0.04 0.13 0.49 0.24 0.79

2003 0.25 0.11 0.63 0.78 0.30 0.17 0.31 0.17 0.90

2004 0.02 0.23 0.44 0.38 0.70 0.24 0.02 0.26 0.91

2005 0.02 0.08 0.67 0.51 0.60 0.62 0.10 0.14 0.93

2006 0.05 0.17 0.71 0.62 0.35 0.41 0.19 0.22 0.89

2007 0.33 0.51 0.36 0.66 0.65 0.11 0.05 0.00 0.66

2008 0.44 -0.03 0.70 0.30 0.42 0.37 0.39 -0.15 0.86

2009 0.68 -0.09 0.77 0.68 0.39 0.68 0.59 -0.09 0.88

2010 0.76 0.37 0.79 0.89 0.68 0.89 0.97 0.23 0.89

2011 0.68 0.09 0.78 0.90 0.13 0.85 0.97 0.51 0.86

2012 0.48 -0.23 0.68 0.39 -0.02 0.39 0.67 -0.03 0.93

2013 0.73 - 0.63 0.64 - 0.61 0.82 - 0.91

2014 0.66 0.97 0.54 0.81 0.97 0.61 0.56 0.99 0.91

2015 0.01 - 0.04 -0.23 - 0.18 0.05 - 0.32

평균 0.37 0.21 0.58 0.58 0.43 0.47 0.46 0.22 0.84

표 2.65 FVI, PSR, DPSIR 방법론의 홍수피해유형별 상관계수(R)

③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 대안 수립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저감시설의 홍수대응능력 평가

현재기간, 2025s, 2055s, 2085s로 구분하여 저류지 준설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현

재기간에 대하여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현재기간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안천 10%, 안양천

10%, 평창강 10%의 첨두유출량이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과 같이 기후변화

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916.0 2,624.4
안양천 2,665.9 2399.7
평창강 4,825.2 4,342.7

표 2.66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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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115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현재)

202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경안천 12%, 안양천 12%, 평창강 10%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67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2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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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경안천 14%, 안양천 13%, 평창강 10%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68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55s)

2085s기간에 대한 저류지를 준설한 결과 경안천 12%, 안양천 12%, 평창강 9%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범람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116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2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117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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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flow Reduction (cms)

현재 Before After

경안천 2,354.9 2,063.3

안양천 2,450.6 2,156.5

평창강 4,810.8 4,328.3

표 2.69 저류지 준설에 따른 첨두유출량 감소 효과(2085s)

경안천-Before 안양천-Before 평창강-Before

경안천-After 안양천-After 평창강-After

그림 2.118 저류지 준설에 따른 침수구역도(2085s)

㉯ 홍수저감 시설물별 치수 경제성 분석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으로 홍수피해액을 추정해본 결과 경안천 6%, 안양천 8%, 평창강

9%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30, 안양천 3.58, 평창강 1.15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80,773 639,477 41,296 31,654 1.30

안양천 7,089,747 6,522,567 567,179 158,272 3.58

평창강 140,107 127,976 12,131 10,551 1.15

표 2.70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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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s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경안천 10%, 안양천 16%, 평창강 9%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93, 안양천 5.98, 평창강 1.15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05,482 544,257 61,224 31,654 1.93

안양천 5,914,137 4,967,875 946,262 158,272 5.98

평창강 139,938 127,792 12,145 10,551 1.15

표 2.71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25s)

2055s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경안천 9%, 안양천 19%, 평창강 8%가 저감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78, 안양천 7.69, 평창강 1.09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559,474 442,354 117,119 31,654 3.70

안양천 5,389,574 3,566,817 1,822,757 158,272 11.51

평창강 141,081 130,032 11,049 10,551 1.05

표 2.72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55s)

2085s의 경우 아래 표 2.73과 같이 경안천 9%, 안양천 19%, 평창강 8%가 저감되었으며, 경

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안천 1.78, 안양천 8.96, 평창강 1.09로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Flood Damage Before After Benefit Cost B/C

경안천 610,226 553,782 56,444 31,655 1.78

안양천 6,463,117 5,043,754 1,419,363 158,273 8.96

평창강 148,661 137,123 11,539 10,552 1.09

표 2.73 저류지 준설에 따른 경제성분석(2055s)

㉰ 유역특성별 치수안전도 개선 방안 도출

기후변화에 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극치 강우 사상이 증가하게 되며, 극치

강우의 증가로 인하여 IPCC에서 제시하는 FVI 방법의 민감도 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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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의 증가는 홍수위험지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치수대책 변화를 분석하여 치수안전

도 개선 및 수재해에 의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미래의 RCP 4.5와 RCP8.5 시나리오의 민감

도 지수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RCP 4.5와 RCP8.5 시나리오의 민감도 지수의 변화에 따른 홍

수위험지수 평균을 나타내었다. 민감도 지수는 2039년까지 남해안 지역이 증가하며, 2040년부

터 남해안 지역 및 서울 경기 지역이 증가한다. 홍수위험지수는 한강 서울 및 남강댐 유역이 홍

수위험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민감도 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민감도 지수 평균 RCP8.5

그림 2.119 미래의 민감도 지수 평균(RCP4.5, RCP8.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

(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120 홍수위험지수 평균(RCP4.5,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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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재해 위험관리대응전략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홍수

대응 능력 관련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홍수 대응 능력 관련 변수들은 CMLR 및 단계적 선택법

을 이용하여 산정한 회귀계수에서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홍수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 용량 등

을 증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에 대하여 순차적

으로 하천 개수율 개선, 하수도보급률 개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증가, 유수지 용량을 증가하였

을 때, 각 홍수피해 유형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년도 별 홍수위험지수의 개선에 필요한 치수 대책 변수의 현황 및

개선 가능 범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하천 개수율 및 하수도 보급률의 개선 가능 범위는 100%에

서 현황을 제외한 범위이며, 우수에 대한 양수량과 유수지 용량의 개선 가능 범위는 현황의 3배

로 정하였다.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용량
치수 대책 변수 현황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우수에 대한 양수량 유수지용량
치수 대책 변수 개선 가능 범위

그림 2.121 치수 대책 현황 및 개선 가능 범위

④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 수립

㉮ 거대홍수량 산정 및 유역홍수저감시설 평가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SARR 모형을 이용하였다. SSARR

모형은 미국 공병단에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형으로, 저수지 조작,

대유역의 실시간 유출예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무강우시간을 이용한 거대강우 시나리오와 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한 물리기반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거대홍수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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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안천 유역의 기왕 최대홍수사상을 사용하여 2009년 7월 보정을 실시하였으

며, 2002년 8월, 2006년 7월, 2008년 7월의 홍수사상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적

함수 SSR과 WSSE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NRMSE(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 RE(Relative Error of Peak)를 사

용하였다.

목적함수 SSR과 WSSE의 보정결과는 표 2.74와 같으며, 검정결과는 표 2.75∼표 2.77과 같

다. 결과에서 의 값은 0∼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 모의 효율이 우

수하며, NRMES와 RE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 모형 효율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

다. 검·보정 결과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WSSR의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정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9-07-09

∼

2009-07-12

SSR
 0.8670

NRMSE 0.1063

RE 0.2583

WSSR

 0.8694

NRMSE 0.1024

RE 0.2241

표 2.74 2009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보정결과

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2-08-01

∼

2002-08-31

SSR
 0.7437

NRMSE 0.0928

RE 0.3880

WSSR

 0.7525

NRMSE 0.0884

RE 0.3689

표 2.75 2002년 8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6-07-01

∼

2006-07-31

SSR
 0.8751

NRMSE 0.0724

RE 0.1613

WSSR

 0.8787

NRMSE 0.0715

RE 0.1349

표 2.76 2006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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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사상 목적함수 평가지표 SCE-UA SSR WSSR

2008-07-01

∼

2008-07-31

SSR
 0.8516

NRMSE 0.0627
RE 0.0394

WSSR

 0.8534

NRMSE 0.0627

RE 0.0122

표 2.77 2008년 7월 강우사상에 대한 검증결과

검보정 결과를 통해 WSSR이 SSR보다 거대홍수를 모의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WSSR

의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IETD를 고려한 확률강우량 및 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한 Mega Storm

Scenarios R199907210810을 사용하여 거대홍수량을 산정하였다. IETD를 이용한 거대홍수 시

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은 4802.8CMS가 산정되었으며, R199907210810을 통해 산정

된 거대홍수량은 4773.8CMS가 산정되었다.

MEGA

FLOOD
목적함수 첨두홍수량 MEGA FLOOD

IETD를

이용한

거대홍수

시나리오

WSSR 4802.8CMS

표 2.78 IETD를 이용한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 산정

MEGA

FLOOD
목적함수 첨두홍수량 MEGA FLOOD

R19990721

0810의

거대홍수

시나리오

WSSR 4773.8CMS

표 2.79 R199907210810의 거대홍수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거대홍수량 산정

경안천 유역의 기존 홍수저감대안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서하리의 서하 강변 저

류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하강변 저류지는 유역종합치수계획(2008), 하천정비기본계획

(2011)에서 제시한 시설물로 사업비 총 743억원의 홍수저감대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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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대안으로 설정한 서하 강변 저류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서하 강변저류지 사업 전과 후에 대한 범람해석 및 침수구역도 작성을 통해 사업 전과 후에

대한 침수심별 침수면적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침수면적은 0.5m∼1m에서 최대

7.7%감소하였고, 2m∼3m에서 1.1% 증가하였으며, 총 4.1%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분 사업 전 () 사업 후 () 저감효과() 감소율
0∼0.5m 199,480 196,121 3,359 1.7%
0∼1m 404,688 385,503 19,185 4.7%
0∼2m 793,752 770,765 22,987 2.9%
0∼3m 1,014,253 993,728 20,525 2.0%
전체 침수

구역
1,678,828 1,610,535 68,293 4.1%

표 2.80 범람해석을 통한 침수면적 저감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안천 유역의 홍수저감 대안인 서하 강변 저류지 설정 전과 후에 따른

일반자산피해액, 인적피해액, 공공시설물피해액을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기법을 통해 표 2.81과

같이 산정하였다. 그 결과 서하 강변저류지 설정에 따른 홍수피해저감액은 일반자산피해액 123

억원, 인적 피해악 9억원, 공공시설물피해액 85억원으로 총 210억원의 홍수피해액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일반자산

피해액

인적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합계

사업 전 9,264 158 6,429 15,851
사업 후 9,141 149 6,344 15,641
저감액 123 9 85 210

표 2.81 대안 설정 전과 후에 따른 홍수피해액 산정

또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홍수피해경감액을 Benefit, 사업비를 Cost로 설정하

여 B/C분석을 표 2.82와 같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B/C가 0.283으로 1이하가 산정되었다. 즉,

서하 강변저류지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로 보아 기후변화

로 인하여 미래 설계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하 강변저류지의 용량을 늘려

대안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 전 사업 후
Benefit

(홍수피해 경감액)
Cost (사업비) B/C

15,851 15,640 211 743 0.283

표 2.82 서하 강변저류지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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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강우-유출해석 모형 개발

유출은 수자원 부분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수문학적 변수 중 하나이며, 유출해석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왔다. 그 중에서 NRCS-CN(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 방법은 강우 유출 모델링을 위한 일차적이고 간단한 방법중 하나로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NRCS 방법은 토양의 특성, 토지이용 상태, 식생피복상태, 선행토

양함수 조건 등을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우강도, 시간 분포의 영향, 공간 규모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며, 유일한 매개변수인

CN값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 또한, 인접한 수분 상태의 영향을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Hawkins, 1993; Ponce and Hawkins, 1996, Michel et al., 2005). 또한, 기존의 모델들은

실시간 기상 조건에 따른 토양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연속된 강우 사상에 대해서 CN 값 선정

이 불가능 하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입력되는 CN값이 변경되지 않아

초기손실량을 산정할 수 없으며, 연속적인 강우사상에 대한 정확한 유출해석 수행하는데 한계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 해석 절차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속적

인 강우-유출 해석을 통한 홍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22 연속강우 유출해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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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대응능력평가 기술 및 위험관리전략의 시험유역 적용

유역특성을 반영한 인명피해, 피해면적, 피해액, 발생빈도 등 홍수피해유형별 홍수위험지수의

현황과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26개 GCM 모형의 극치 강

우량으로 산정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년도별 홍수피해유형별 홍수위험지수 평균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명피해의 홍수위험지수는 현재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강 서울유역, 수영강유역과 강

원도 동해안 유역에서 높아진다. 피해면적의 홍수위험지수는 다른 유역에 비하여 농경지 면적이

넓은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한 서남해 유역에 홍수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액의 홍

수위험지수는 태풍 매미와 루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홍수위험지수 현황에서 높게 산정되는 강원

도 동해안 유역에서 더욱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강댐 유역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발

생빈도의 홍수위험지수는 한강 서울유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

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123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인명피해)



- 206 -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

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124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피해면적)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4.5

현황(2000-2015) 현황(2000-2015) 미래(2010-2039) 미래(2040-2069) 미래(2070-2099)
홍수피해

발생현황
홍수위험지수 평균 RCP8.5

그림 2.125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 평균(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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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대홍수대응 Emergency Plan 수립 및 현업화 방안
제시

㉮ 거대홍수 범람해석 및 최적대피소 선정

본 연구에서는 Level pool 방법을 이용하여 침수구역도를 작성하였다. Level-pool방법은 침

수심에 따른 월류체적을 산정하여 침수범위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내수침수해석 및 침수구역

도 작성 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2.126 Level pool방법을 이용한 침수구역도 작성 절차

침수구역도 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위 분석의 경우 대부분

HEC-RAS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해 왔지만, HEC-GeoRAS를 통해 홍수위를 분석하였다.

HEC-RAS를 사용하여 홍수위를 분석할 경우 단면자료가 있는곳 까지만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내지 부분의 침수피해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홍수위가 과대산정되어 하류부 또는 모

든 유역이 침수피해를 받게 되어 침수면적이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C-GeoRAS를 이용하여 DEM 등의 지형자료로부터 지형자료의 위치정보를 입력한뒤 단면

을 확장하였고, 제내지로 유입되는 양을 추정하여 침수 면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2.127 기존 방법의 문제점

그림 2.128 HEC-GeoRAS를 

이용한 홍수위 분석

거대홍수에 따른 최적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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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AHP기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사결정문제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를 ‘계층’으로

알기 쉽게 세분화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AHP기법은 먼저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구

조로 구분하고, 계층의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한뒤, 가중치 결과를 통해 대안별 평가점

수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

그림 2.129 AHP기법을 통한 최적 대안 선정 절차

AHP기법을 이용하여 거대홍수 발생시 최적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였

다. 계층구조는 최적의 대피소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3개의 대항목과 6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130 대피소 선정을 위한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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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항목이 0.731로 가장 큰 가중치가 산정되

었다. 세부 평가항목은 ‘대피소의 건물 높이’, ‘대피시설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공공시설에 대

한 평가항목’이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항목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규모 0.188
대피자 적정 수용 가능 여부 0.167

대피소의 건물 높이 0.833

입지조건 0.731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0.174

대피시설이 하천으로 부터의 거리 0.634

대피소까지의 대피시간 0.192

지정대상 0.081
공공시설 0.750

민간시설 0.250

표 2.83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

거대홍수에 따른 범람해석을 통해 경안천유역의 거대홍수로 인해 침수된 행정구역별(경안동,

송정동, 쌍령동, 역동, 오프읍, 초월읍, 퇴촌면)대피소의 대안을 표 2.84와 같이 설정 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된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안들을 평가하여 행정구역별

최적의 대피소 대안을 선정하였다.

그림 2.131 거대홍수로 인해 침수된 경안천 유역의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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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대 안 주 소

경안동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53-2

경기도립 광주도서관 경기도 광주시 경안안길58번길3

광주교회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30-7

광주초등학교 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23번길22

천주교 광주성당 경기도 광주시 경안안길44

송정동

광주고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9번길43 광주고등학교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97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송정5동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11-12

새생명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14

제일감리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20번길12-1

쌍령동 쌍령1리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6-17

역동

전심교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0-9

역4통 마을회관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32

역3리 새마을회관 경기 광주시 문화로 20-8

포도원교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25 번길44

오포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양벌리21-5번지

초월읍
지월5리 경로당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현산로298

지월5리종합복지회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현산로297

퇴촌면 정지1리 복지회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지위동길10번길

표 2.84 행정구역별 대안 설정

행정구역별 대안별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각각의 행정구역별 거대홍수에 따른 최적의 대피소

를 산정하였다. 또한, 산정 결과를 통해 대피소 지도를 도시하였다. 그 결과 경안동은 천주교 광

주성당, 송정동은 광주고등학교, 쌍령동은 쌍령 1리 마을회관, 역동은 역4동 마을회관, 오포읍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초월읍은 지월5리 종합복지회관, 퇴촌면은 정지 1리 복지회관이 가장 최적

의 대피소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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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 거대홍수에 따른 행정구역별 최적 대피지도

행정구역 대 안 평가점수

경안동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0.1589

경기도립 광주도서관 0.3689

광주교회 0.0662

광주초등학교 체육관 0.1142

천주교 광주성당 0.3739

송정동

광주고등학교 0.4556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0.3518

송정5동 마을회관 0.2641

새생명교회 0.1879

제일감리교회 0.0231

쌍령동 쌍령1리 마을회관 0.7121

역동

전심교회 0.3122

역4통 마을회관 0.5111

역3리 새마을회관 0.3029

포도원교회 0.4027

오포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0.7121

초월읍
지월5리 경로당 0.2177

지월5리종합복지회관 0.2875

퇴촌면 정지1리 복지회관 0.7121

표 2.85 행정구역별 대안별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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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특성에 적합한 현업화 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홍수대

응 능력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홍수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천에 제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방 보강 및 신설을 통한 하천

개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하수관로 증설을 통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의

신설 및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외수에 대한 방어, 내수를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위험관리 대응이 필요한 유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하천개수율 개선, 하수도보급률 개선,

양수량 증가, 유수지 용량 증가하였을 때,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

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개수율을

개선하였을 때의 인적피해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유

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개수율 및 하

수도보급률을 개선하였을 때의 피해면적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

개수율, 하수도보급률, 및 양수량을 개선하였을 때의 재산피해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추가 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유역특성 및 홍수피해유형별 CMLR 및 단계적 선택법을 이

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하였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 목표연도별 홍수피해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 중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양수량, 유수지 용량을 개선하였을 때의 발생 빈

도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추가필요유역 샘플을 나타내었다.

홍수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하천 개수율, 하수도 보급률, 양수량, 유수지 용량 등 홍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지는 변수를 개선하였을 때,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감소 형

태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4가지 대응변수를 전부 개선하는 경우가 대응변수를 하나만 개선

하는 경우에 비하여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필요유역의 감소되는 정도가 큼을 알 수 있

다. CMLR과 단계적 선택법을 비교하였을 때, 몇몇 유역에 대하여 일부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

대응 필요 여부에 대한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의 유역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든 유역에

대하여 동일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CMLR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 및 위험관리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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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133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인명피해)-하천개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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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134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피해면적)-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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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양수량 개선가능범위(RCP4.5) 양수량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135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재산피해)-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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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4.5)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개선가능범위(RCP8.5)

양수량, 유수지용량 개선가능범위(RCP4.5) 양수량, 유수지용량 개선가능범위(RCP8.5)
치수대책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CMLR

Y1 Y2 Y3 Y1 Y2 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Y1 Y2 Y3 Y1 Y2 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Stepwise

그림 2.136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대응 전략(발생빈도)-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유수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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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혈별 대응전략 수립4차년
도 연구목표

㉮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 거대홍수 강우-유출 해석 모듈

거대홍수 해석을 위한 유출해석 모듈을 개발하기 위하여 4차년도에 개발한 ConSEB모델을

모듈화 시켰다. Matlab으로 작성한 모듈을 기반으로 C++언어로 변경하였으며, 객체지향의 개

념을 도입하여 각 클래스별로 계산을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 ConSEB 모델은 각 소유역에서

유효우량을 산출하여 이를 정션에 보내고 정션에서는 하도를 따라 라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출구점에서 유출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림 2.137 ConSEB 모형의 클래스 구조.

TSubBasin 클래스는 유역의 유효우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계산된 유효우량은 채널을

통해 TJunc로 값을 보내줄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TJunc는 연결된 유역의 유량을 받아서 합해

주며 특별한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나, 정션이 출구점일 경우 기저유출과 직접유츨 전체유출을

계산한다. TChannel은 정션과 정션이 연결된 경우 Muskingum을 이용한 하도 라우팅을 계산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유역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역정보, 하천정보, 기상정보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한다. 또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설정 및 강우 자료 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유역의 소유역 정보와 하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유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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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하천 정보 메뉴를 통해 하천 길이, 경사, 면적, CN등을 입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결

과는 원하는 지점 및 최종 출구점에 대한 전체유출량과 기저유출량, 직접유출량, 첨두유출량 값

을 표출한다.

(a) 기간 설정 및 강우자료 입력 메뉴 (b) 소유역 및 하천 정보 입력 메뉴

(c) 거대홍수 유출 해석 결과 표출 (d) 거대홍수 유출해석 모듈 모식도

그림 2.138 거대홍수 해석 모듈 기능

◯ 거대홍수 홍수위 모듈

현재 대부분의 홍수위 산정을 위한 모형으로는 HEC-RAS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HEC-RAS는 미국육군공병단(Army Corpds of Engineers) 수문기술센터(Hydrologic

Center) 에서 개발한 HEC-RAS(River Analysis System)는 하천 해석 모형으로 수문 곡선

을 분석하는 HEC-2 모형의 후속모델로 개발되었다. 과거의 HEC-2 모형이 자연하천이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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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의 정상류 상태의 점변류 수문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HEC-RAS 모형은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 유사현상 해석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 하천 해석 시스템이다.

HEC-RAS 모형은 비정상류 시물레이션, 이동하는 침전물 운반계산, 교량의 세굴계산 및 각종

수공구조물의 영향을 수문곡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하천의 홍수터 잠식과 제방의 영향을 모의

하고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기

능과 자료 입·출력도구, 모의결과의 도시 등을 통해 작업시간의 최소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입력 및 출력 자료의 쉽고 다양한 화상처리, 자동 오류 검색기능, 다양한 On-line 도움말 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흐름과 흐름의 상태를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천현상에 대한

3차원 도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류 및 사류 모의가 가능하고, 교랑, 수문, 암거 등에 대한

부등류 및 부정류해석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

료관리, 결과도시,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자료 수정만으로

도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HEC-2 모형과의 호환성 및 보다 진보적인 기능

을 갖추었으며, HEC-HMS, GIS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역시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에서 거대홍수 홍수위 산정을 위하여 HEC-RAS모형의

부정류 해석 기본 방벙식 기반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HEC-RAS 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자연하

천에서 흐름의 1차원 부정류해석에 이용되는 동역학적 방적식 으로써 연속방적식과 운동량방정

식으로 구성된다.

◯ 하천단면 확장 모듈

침수구역도 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위 분석의 경우 대부분

HEC-RAS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만, HEC-RAS의 입력자료인 하천단면 구축 여

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 특히,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위를 분석할 경우 하천

단면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곳 까지만 홍수위 분석이 가능기 때문에 제내지 부분의 범람해석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거대홍수와 같이 많은 양의 홍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침수면적 및 침수

심이 과대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GIS 모듈의

HEC-GeoRAS를 이용하여 지형자료로부터 지형자료의 위치정보를 입력한 뒤 단면확장을 수

행하고 있다. 이는 제내지까지의 하천단면 확장을 통해 제내지로 유입되는 양을 추정하여 침수

면적과 침수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HEC-GeoRAS를 이용하여 하천단면 확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하천의

중심선과 단면확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천의 중심선을 잡아주고, 단면확장

시 지형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단면확장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손쉽게 단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단면확장, 단면추가, 단면추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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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위치 변경 기능 (b) 단면추출 기능

그림 2.139 단면확장 모듈 기능.

◯ 거대홍수 범람 해석 모듈

본 연구에서는 Level-pool 방법 기반의 범람해석 모듈을 개발하였다. Level-pool 방법은 홍

수위를 이용하여 월류 및 붕괴 유량의 체적을 산정하여 침수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2.140 Level-pool 범람해석 개념도.

Level-pool 방법 기반의 범람해석 모듈은 대상유역의 지형고도자료를 바탕으로 임의의 범람

수위에 각각 대응하는 전체 대상유역의 범람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모듈이 개발되었다.

Level-pool 방법은 먼저 대상유역의 수치고도모델(DEM)을 생성하고, 입력자료로 수치고도모

델(grid)자료와 앞서 개발한 단면확장 모듈을 통해 구축한 제내지까지 연장된 단면 자료(.Shp),

HEC-RAS 기반의 홍수위 산정모듈을 통해 산정한 홍수위가 입력자료로 필요하다. 입력자료

구축이 완료되면 홍수위 GRID 생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범람해석이 완료되고

범람지도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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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범람해석 모듈을 통한 침수지도.

㉯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MCDM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TOPSIS는 Hwang and Yoon(1981)에 의해 개발되어졌으

며, Chen and Hwang(1992)에 의해 더 많이 발전되었다. TOPSIS는 긍정적인 이상해, 부정적

인 이상해라는 두 가지 기준점을 도입하였다. 긍정적인 이상 해는 이익 기준을 극대화하고 비용

기준을 최소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이상 해는 비용 기준을 최대화하고 이익 기준을 최소화한다.

TOPSIS 방법은 긍정적인 이상 해와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이상 해와의 거리를 최대

화하여 최적 대안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각 속성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TOPSIS 방법은 양의 이상해와 음의 이상해를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여 대안을 측정한다.

대안의 우선순위는 Euclidean 거리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TOPSIS 방법은 다음 5 단계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MCDM 기법 중 TOPSIS 방법은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이상해, 부정적인 이상

해라는 두 가지 기준점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이상 해는 이익 기준을 극대화하고 비용 기준을 최

소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이상 해는 비용 기준을 최대화하고 이익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는 TOPSIS 방법을 사용하여 홍수피해 유형별 치수 대책

개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WA 방법과 동일하게 TOPSIS 방법으로 결정한 치수 대책 개선 순위

를 FY1, FY2, FY3 시기 별로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 FY1, FY2, FY3 시기 별 치수대책 순위

별로 누적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홍수위험지수, 추가 대책이 필요한 유역, 최빈 치수 대책, 13개

GCM 모형에서 개선된 치수 대책의 개선된 양의 평균, 개선된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

업비를 인적 피해,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 홍수피해 유형별로 나타난 그림이다.

인적 피해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MCDM 기법 중 TOPSIS 방법으로 치수 대책 개선 순

위를 산정하였을 때, 1순위로 하수도 보급률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그 후 순위로 유수지 용

량, 양수량, 하천 개수율의 개선 순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개수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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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음으로 인하여 FY3 시기까지 개선되는 유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치수 대책 개선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유역은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RCP 8.5 시나리오에서 FY3 시기에 한강 서울 유역만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치수 대책 개선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는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 공

통적으로 신안군, 한탄강, 낙동강하구언 유역 등에서 높게 산정되었다. 신안군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 공통적으로 FY2 시기부터 치수 대책이 개선되며, FY1 시기부

터 FY3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08,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16,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된다. 한탄강 유역에서는 FY1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일 때 38,800 백만

원, 105,400 백만 원, 162,900 백만 원, RCP 8.5 시나리오일 때 38,200 백만 원, 107,100 백만

원, 164,200 백만 원 산정되었다.

피해 면적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TOPSIS 방법으로 치수 대책 개선 순위를 산정하였을

때, 인적 피해 홍수위험지수와 유사하게 유수지 용량이 1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고 양수량과

하수도 보급률이 서로 다른 유역에서 2순위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 개수율이 4순위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기 다른 시기에 부남방조제, 만경강, 신안군, 섬진강

남해, 제주 동해 유역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 홍수위험지수 감소

를 위한 치수 대책 개선에 필요한 예상 소요 사업비는 한강서울, 남한강상류, 삼척오십천, 만경

강, 수영강 유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 그 중 한강서울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65,700 백만 원, 184,000 백만 원, 208,000 백만 원, RCP 8.5 시나리오

일 때 대략 65,700 백만 원, 180,000 백만 원, 214,000 백만 원 산정되었으며, 남한강상류 유역

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69,800 백만 원, 73,600 백만 원, 86,000 백만 원, RCP 8.5 시

나리오일 때 대략 69,900 백만 원, 79,200 백만 원, 92,700 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재산 피해 홍수위험지수 개선을 위해 TOPSIS 방법으로 산정한 치수 대책 개선 순위는 유수

지 용량, 하수도 보급률, 양수량, 하천 개수율 순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으며, FY2 시기에 양

양남대천, RCP 8.5 시나리오 중 FY3 시기에 양양남대천 및 남한강상류 유역에서 추가 치수 대

책이 필요하며 이외의 유역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홍수위험

지수를 감소를 위한 치수 대책 개선에 필요한 예상 소요 사업비는 신안군, 한탄강 유역이 RCP

4.5 시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RCP 4.5 시나리오는 만

경강 유역이 RCP 8.5 시나리오는 금호강 유역이 높게 산정되었다. 신안군 유역은 RCP 4.5 시

나리오 및 RCP 8.5 시나리오 공통적으로 FY2 시기부터 치수 대책이 개선되며, FY1 시기부터

FY3 시기까지 순차적으로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191,000 백만 원, 208,000 백만

원이 산정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0 원, 208,000 백만 원, 216,000 백만 원이 산정된

다. 한탄강 유역은 RCP 4.5 시나리오일 때 대략 35,000 백만 원, 147,000 백만 원, 204,000 백

만 원, RCP 8.5 시나리오일 때 대략 35,000 백만 원, 152,000 백만 원, 221,000 백만 원으로 산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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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142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인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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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143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피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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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1 FY2 FY3 FY1 FY2 FY3
홍수위험지수(RCP4.5) 홍수위험지수(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4.5) 추가 대책 필요유역(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최빈 치수대책(RCP4.5) 최빈 치수대책(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4.5) 치수대책 개선량 평균(RCP8.5)

FY1 FY2 FY3 FY1 FY2 FY3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치수 대책에 따른 예상 소요

사업비(RCP4.5) 사업비(RCP8.5)

그림 2.144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유형과 위험관리 대응전략 별 치수 대책 사업비 

예산 산정(TOPSIS, 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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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가) AR5 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① AR5 기후전망 D/B 구축 및 상세시나리오 작성 기술 동향 분석

㉮ AR5 historica/RCP별 기후전망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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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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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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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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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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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CP8.5 시나리오의 일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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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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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에 대해 각각 2.7TB, 1.36TB, 1.18TB로 도합 5.23TB의 대용량 자료가 구축되었다. 월자

료는 비교적 용량이 작아 총 192GB 정도 구축되었다. Historical 자료를 포함하여 미래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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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구축된 모델은 40개 모형 중 29개이다. 모든 모델 자료는 관측자료의 공간 해상도와 동일하

게 맞추어 위도 2.5도, 경도 2.5도로 변환하였다.

그림 2.145 CMIP5 모델의 시나리오별 일자료 및 

월자료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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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ing

center
Model Institution

Resolutiion

Lon. x Lat.

1
BCC

BCC-CSM1.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28x64

2 BCC-CSM1.1(m) 320x160

3
CCCma

CanCM4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128x64

4 CanESM2

5

CMCC

CMCC-CESM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96x48

6 CMCC-CM 480x240

7 CMCC-CMS 192x96

8
CNRM-C

ERFACS
CNRM-CM5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et Formation Avancees en Calcul

Scientifique

256x128

9
CSIRO-B

OM

ACCESS1.0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and BOM (Bureau of Meteorology, Australia)

192x145
10 ACCESS1.3

11
CSIRO-Q

CCCE
CSIRO-Mk3.6.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Queensland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192x96

12
EC-EAR

TH
EC-EARTH EC-EARTH consortium 320x160

13 FIO FIO-ESM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SOA,

China
128x64

14 GCESS BNU-ESM
College of Global Change and Earth System

Science, Beijing Normal University
128x64

15 INM INM-CM4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80x120

16

IPSL

IPSL-CM5A-LR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96x96

17 IPSL-CM5A-MR 144x143

18 IPSL-CM5B-LR 96x96

19
LASG-C

ESS
FGOALS-g2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nd CESS,

Tsinghua University

128x60

20
LASG-IA

P
FGOALS-s2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28x108

21 MIROC MIROC4h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640x320

표 2.86 CMIP5 모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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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ing

center
Model Institution

Resolutiion

Lon. x Lat.

22 MIROC5

(The University of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256x128

23

MIROC

MIROC-ESM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and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128x64
24

MIROC-ESM-CH

EM

25
MOHC

(additiona

l

realization

s by

INPE)

HadCM3

Met Office Hadley Centre (additional

HadGEM2-ES realizations contributed by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

96x73

26 HadGEM2-CC

192x145
27 HadGEM2-ES

28

MPI-M

MPI-ESM-LR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192x9629 MPI-ESM-MR

30 MPI-ESM-P

31
MRI

MRI-CGCM3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320x160

32 MRI-ESM1

33 NASA

G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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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GISS-E2-R

35 NCAR CCSM4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88x192

36
NCC

NorESM1-M
Norwegian Climate Centre 144x96

37 NorESM1-ME

38
NIMR/K

MA
HadGEM2-AO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92x145

39
NOAAGF

DL

GFDL-CM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144x9040 GFDL-ESM2G

41 GFDL-ESM2M

42

NSF-DO

E-NCAR

CESM1(BG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88x192
43 CESM1(CAM5)

44
CESM1(FASTCH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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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EX 및 국가표준시나리오 상세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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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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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CM4, SNU-MM5, SNU-WRF, YSU-RSM)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상세화

된(공간해상도 0.44°, 50km) 5개 역학적 상세화 결과를 수집하였다.

No. Model Historical RCP 4.5 RC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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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gCM4 1979-2005 2006-2050 200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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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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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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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7 CORDEX 역학적 상세화 정보

그림 2.146 CORDEX 역학적 상세화 대상지역

영국기상청의 지역기후모델인 HadGEM3-RA를 통해 생산된 12.5km 한반도 국가표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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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를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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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HadGEM3-RA 대상지역 및 역학적, 통계적 상세화 절차

㉰ 상세 시나리오 작성 선행연구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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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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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평가 및 상세화 연구동향 분석”)를 작성하였다.

②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AR5 모델별 기후모사력 평가 기술 개발

수자원 관련 변수들 중 기온에 대한 CMIP5 기후모델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공간적 기후값과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간적 기후값 평가를 위해 연평균

(annual mean)과 계절 평균(seasonal mean), 극한값(extremes)들의 기본 기후장에 대한 모

형 성능을 평가체계에 포함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변동성

(long-term trend), 경년 변동성(year-to-year variability) 등을 고려하였다. 강수량의 경우

기후모델의 모의한 기후특성의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모형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따라

서 공간적으로는 전지구 몬순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시아 몬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몬순 시스

템의 모의 검증 체계를, 시간 규모로는 기후학적 연평균(annual mean), 계절 평균(seasonal

mean) 연변동(annual variability) 및 경년 변동(year-to-year variability)의 측면에서 강수

량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CMIP5 모형성능의 정량적 비교평가를 위해 각 기후특성 별로 공간

적인 패턴의 유사성(PCC; 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과 변동의 유사성(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을 고려하였다. 기후모형간의 평균 성능보다 PCC가

높고 NRMSE가 낮은 모형군(GOOD)과 PCC가 낮으면서 NRMSE가 높은 모형군(BAD)으로

분류하여 수문 분야에서 각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모형을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를 제공하였다. 이 때 평가를 위한 관측기후로는 NCEP/NCAR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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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 CMIP5 기후모델 평가 체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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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절 평균 및 계절 변동성, 극한 변동 등 서로 다른 특징에 기반하여 최적의 모

델을 선택해 보면 우수한 기후 모델의 순위가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기온이 강수에 비

해 그 불확실성이 적다하여도, 기후 변화의 자세한 특징을 조사하고 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델이 선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반도 지역의

강수 및 기온의 공간 기후도 및 시간 변동성 모의 성능 평가에 따라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

들은 CCSM4, CESM1-BGC, CESM2-CAM5, MRI-CGCM3였으며, 비교적 안 좋은 성능을 보

인 모델은 HadCM3, HadGEM2-ES, MIROC-ESM-CHEM, MIROC-ESM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9 동아시아 여름 및 겨울 강수량의 기후학적 연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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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0 29개 기후모델의 동아시아 여름 (a, b) 및 겨울 (c, d) 일 최고ㆍ최저 

기온의 기후값 공간분포 모의 성능

그림 2.151 CMIP5 모델 평가 결과 Matrix: 시공간 기후장 모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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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2-CAM5, MRI-CGCM3, NorESM2-M으로나타났으며, 비교적안좋은성능을보인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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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우수 또는 성능이 낮은 기후모델은 없었으나, 일부모델(CCSM4, CESM1-BGC,

CESM2-CAM5, MRI-CGCM3)은일관성있게평균적인기후및극한값모의성능에서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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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 일최고강수량(RX1day)과 5일 누적 강수 최고값(RX5day)의 공간 

분포도 (좌), 모델별 모의 성능 (우)

그림 2.153 CMIP5 모델 평가 결과 Matrix: 극한지수(Extreme) 모사능력

기후모델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모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성능을 앞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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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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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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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해상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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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 CMIP5 모델 공간해상도에 따른 기후 모사능력

㉯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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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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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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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National Climate Predictions & Projections (NCPP)에서 제시한

평가체계와 더불어 다수의 저널에서 사용한 평가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climatological

biases, correlation, variance, extremes, persistence와 같이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Hayhoe

의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시계열, 분포, 지속성, 극한값, 공간분포(Time-series related,

distribution related, multi-day persistence, extremes, spatial structure)와 같은 5가지 기

준으로 구성된 평가체계 제시하였다. 또한 강수, 최고 및 최저기온과 같이 기후변수 별 5가지

기후요소에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ETCCDI) 극한기후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기준별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국외기술동향 분석결과 최근 연구들은 기존의 통계적 상세화 기법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

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예, BCSD, BCCA,

MACA, BCCI 등).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중인 BCSD, BCCA, MACA, BCCI 기법을 비교하여 BCSD 기법을 선정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BCSD 방법에서 편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Quantile Mapping (QM)

방법이 관측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에 대해 외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후모델이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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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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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여 inflation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극치값에 대해서 여전히 과다, 과소 모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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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간의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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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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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SD, BCSD-DQM 방법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QM 방식과 전지구모형에서 모의된 장기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 중

DQM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QM 함수는 식 (2.11)과 같다.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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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는 참조기간동안 전지구모형을 통해 생성된 누가밀도함수를 나타내며 
 는 참조기

간동안 관측자료의 누가밀도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낸다. 식(2.11)에서 p는 projection을 h는 참

조기간을, m은 전지구모형을, o는 관측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반적인 QM방식은 과거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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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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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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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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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관측자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극한기후현상이 빈번

하게 나타나 전지구모형을 통해 모의된 장기추세가 과장되게 모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장기추세를 반영한 편이보정을 위한 방법으로 식 (2.12)와 (2.13)과 같은 DQM방식이

제시되었다.

   
 














  













(2.12)

   
            (2.13)

여기서 와 는 각각 전지구모형을 통해 예측된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의 평균을 나타

낸다. 식 (2.12)은 강수에 적용되고 식 (2.13)은 기온에 적용된다는 점의 주의해야 한다. 즉, 강

수는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에 대한 변화율을 그리고 온도는 변화값을 적용하여 장기추세를 반영

한다. 이러한 DQM은 단지 미래의 평균에 대한 장기추세는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극값에 대한 추

세변화는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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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QDM 기법이 제시되었다. 이는 식 (2.14)를 통해 얻

은 미래기간의 분위수()에 대한 과거기간의 분위수의 비율(△m)을 산정한다 (참조 식

2.15). 즉, 이 비율은 어느 하나의 분위수에 대한 기준기간과 미래기간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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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비율은 강수의 장기추세변화를 고려할 때 사용되고 온도의 경우 식 (2.16)과 같이

변화값을 사용한다.

     (2.14)

∆  


   


   

(2.15)

∆   
     

    (2.16)

그리고 과거기간 동안 관측값에 기인한 누가확률밀도함수를 통해 편이보정을 실시하고 (식

2.17 참조) 식 (2.18)과 (2.19)에서와 같이 편이보정된 값에 과거와 미래의 백분위수 비율을 곱

하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장기추세를 반영하게 된다.

       
   (2.17)

         ∆  (2.18)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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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림은 식 (2.14)와 (2.15)를 적용하여 백분위수()에 대한 과거기간과 미래기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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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다. 하단의 그림은 이후 식 (2.17)과 (2.18)이 적용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즉, 관측자료

를 통해 99분위수에 대한 값을 찾고 기존에 산정된 비율 1.28을 곱하여 최종적인 다운스케일링

된 값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전지구모형을 통해 모의된 모든 분위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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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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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여 다운스케일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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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QDM에 의한 장기추세를 반영한 편이보정 방식

기준기간(1976-2005) 30년 동안 BCSD 기법을 통해 각 일자료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었

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편이보정을 위해 QM, DQM, QDM이 기준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 BCSD/QM의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60개 관측점

의 연평균강수 및 최대·최소기온을 대상으로 Taylor diagram을 생성하였다. 이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나타낸 것은 27개 전지구모형의 일자료를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기법을

통해 단순 보간한 값을 나타내며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은 BCSD를 통해 다운스케일링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pattern correlation과 정규화된 standard deviation이 모두 1에 가까운 값이

좋은 정확도를 의미한다. 이를 보면, 27개 전지구모형의 정확도가 강수보다는 최대·최소기온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에 대해 BCSD를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모

두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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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수

(b)

최고기온그림 2.156 BCSD를 통한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별수별 Taylo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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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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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quare Error (RMSE)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앞의 Taylor diagram에서

보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간해상도에 따른 의미있는 정확도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소기온의 경우 해상도가 높은 CMCC-CM과 CCSM4의 경우 다른 전지구모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BCSD에 의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57 BCSD를 통한 분포 및 오차 개선효과(우측 강수, 중앙 최고기온, 좌측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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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ETCCDI 극한지수가 각 모형별로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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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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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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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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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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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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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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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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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58 60개 기후관측소에 대한 K-S 적합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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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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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모형의 상대변화와의 오차(relative change bias)를 비교하였다. 장기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BCSD/QM에 비해 장기추세를 반영한 BCSD/DQM과 BCSD/QDM의 상대변화오차가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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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ETCCDI 강수와 관련된 극한지수에 대한 GCM의 상대변화 및 QM, DQM, 

QDM에 따른 GCM의 상대변화에 대한 오차 비교

최대·최소기온관련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전지모형의 상대변화 및 상대변화오차는 강수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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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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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SD/QDM이 과소하게 모의하고 있어 상당한 음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최고 및 최저기온에 관한 상대변화오차는 BCSD/DQM과 BCSD/QDM을 통해 오차가

상당히 감소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수와 마찬가지로 BCSD/QDM이 GCM의 상대변화에 대

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60 ETCCDI 최고·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지수에 대한 GCM의 상대변화 및 

QM, DQM, QDM에 따른 GCM의 상대변화에 대한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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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문모델 중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 시나리오 생산에 적합한 수문모델

을 선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수문모형 선정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

럼을 통해 CAT3.0, K-DRUM, SWAT, HSPF 등의 모형의 특징과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여 최종적으로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모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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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PF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을 위한 유량자료는WAMIS(댐/댐수문정보)와 MyWater(물정보포

털)에서 제공하는 댐유입량 자료를 유량자료를 검토하여 보정에 사용 가능한 자료를 선정하였다.

신뢰성 있는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간섭이 적은 자연상태의 유량자료가 이상적이며,

상류댐 유역의 유입량 자료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특히 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적용된 것으로 자료의 신뢰도

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용하였다. 미래 수문 시나리오 생산을 위해서 13개 GCM을 사용하여 수문

기상자료를 구축하였다(“③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의 “ㆍ대표 상세화 모

형 및 기후변하 시나리오 선정” 참조). 모의기간은 S0: reference period (1976-2005), S1: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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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2100) 총 4개로 구분하였다. 미래 기간에 대해 RCP4.5, 8.5 시나리오에 대해 구축하였다.

HSPF 기상입력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WDM 입력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HSPF 내부

알고리즘이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실행되도록 초기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기상자료를 시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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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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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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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WDM UTIL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자료를 시간별 기상자료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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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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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PF 모형 모의를 위한 입력파일은 BASINS (Better Assessment Science Integ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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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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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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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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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이용도, 유역도 그리고 하천도 등을 포함한 기

타 GIS파일은 환경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제공받은 GIS자료와 함께 수치고도모델(DEM)을 이용

하여 BASINS Automatic Delineation Tool에서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소유역 분할 후 토지

이용도를 이용하여 시화건조지역(Urban or Built-up Land), 농업지역(Agricultural Land), 초

지(Forest Land), 습지(Wet land), 수역(Water)으로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중권역 개수는 109개, 대권역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륙지역, 해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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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1 5대강 및 해안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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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 PBIAS (percent bias)를 사용하였다. HSPF 모형의 매개변수 보검정은 댐 상류유

역을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유량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에 따라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일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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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검정하였다. 모형의 유량보정에 이용된 매개변수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바탕

으로, LZSN, INFILT, LSUR, SLSUR, KVARY, AGWRC의 총 6개를 이용하였다. 일별 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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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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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섬진강댐의 경우 R2와 NSE가 “Fair” 와 “Good” 수준으로

실측치보다 다소 과소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통계량 범위를 종합적

으로 산정한 결과, 6개 댐 유역에서 HSPF의 매개변수 보검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Period Statistics
Station

달천

(괴산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Calibra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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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0.7405 0.7479 0.7195 0.7361 0.7634 0.6963

NSE 0.7292 0.7201 0.7187 0.7165 0.6679 0.6937

Validation

PBIAS(%) 2.2801 7.4059 6.2297 5.1429 14.2007 -13.6201

R2 0.7941 0.8232 0.7260 0.6670 0.8234 0.7882

NSE 0.7083 0.8181 0.6761 0.6656 0.8201 0.7823

표 2.88 매개변수 검보정 결과



- 243 -

본 연구에서 산정한 최적 매개변수 값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토대로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기 위

해 다변량 통계기법인 주성분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연계한 매개변수 지역화 기법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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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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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 Parameter Description Units Urban
Agricultura

l
Forest Wetland Water

괴산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54 4.654 4.654 4.15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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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897 4.897 4.897 4.897 4.89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84 0.8584 0.8584 0.8584 0.8584

안동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135 4.635 4.63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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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임하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045 4.045 4.545 4.54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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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133 4.133 4.133 4.133 4.133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9893 0.9893 0.9893 0.9893 0.9893

합천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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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표 2.89 HSPF 모형 최적 매개변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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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강우량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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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

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기준기간(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란색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강수량과 유출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RCP4.5 와 RCP8.5에서 변

동폭은 점점 증가하며, 2050년 이후에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을 보인다. 기

온과 잠재증발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RCP4.5와 RCP8.5의 평균값 차이는 확연히 두드러지

며,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 및 유출량에 비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1976-2005) 남한

연평균 강수량은 1,305mm, 기온은 12.4℃잠재증발산량은 1,055mm, 유출량은 844,533 m³/s 에

서, 미래(2071-2100) RCP8.5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1,540mm, 기온은 16.5℃, 잠재 증

발산량은 1,187mm, 유출량은 1,051,234 m³/s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TN Parameter Description Units Urban
Agricultura

l
Forest Wetland Water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용담

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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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937 4.937 4.937 4.937 4.937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8545 0.8545 0.8545 0.8545 0.8545

섬진

강댐

LZSN Lower zone nominal storage inches 4.135 4.635 4.635 4.13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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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UR
Length of assumed overland flow

plane
ft 250 250 250 250 250

SLSUR
Average slope of assumed

overland flow path
none 0.0725 0.0725 0.0725 0.0725 0.0725

KVARY Groundwater recession flow /inches 4.6 4.6 4.6 4.6 4.6

AGWRC Groundwater recession rate /day 0.9256 0.9256 0.9256 0.9256 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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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cipitation (b) Temperature

(c)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d) Flow

그림 2.162 우리나라 미래 기상 변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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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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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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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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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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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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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4.5 RCP8.5

그림 2.163 우리나라 미래 기온 변화율

과거(1976-2005) 대비 미래 기간별 연평균 강수량의 상대 변화율로 나타내었다. 연평균 강수

량은 RCP4.5의 경우 11.34%, RCP8.5의 경우 17.8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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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RCP8.5

그림 2.164 우리나라 미래 강수량 변화율

잠재증발산은 아래와 같이 Hargreaves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는 잠재증발산량

(mm/h), min과 max는 기온의 최대값과 최소값(℃), 는 외기복사량()이다. 연간 잠

재증발산의 평균 변화는 RCP4.5의 경우 6.87%, RCP8.5의 경우 12.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max min

(2.20)

RCP4.5 RCP8.5

그림 2.165 우리나라 미래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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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다. 강우와 증발산량에 크게 의존하는 유출량은 강우가 17.85%까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증발산량은 12.4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유출량의 증가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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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RCP8.5

그림 2.166 우리나라 미래 유출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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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봄의 기간은 3월부터 5월, 여름은 6월부터 8월, 가을은 9월부터 11월, 겨울은 12월부터 2월

로 지정하였다. 기온의 상대 변화량은 과거 30년 평균값(S0:1976-2005)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

균값(2010s: 1981-2010, 2020s: 1991-2020, … , 2080s: 2051-2080, 2090s: 2061-2090)을 사

용하여 산정하였다. 남한 계절별 평균 기온 증가량은 후반기(S3:2071-2099)의 RCP4.5 시나리

오에서 가을,겨울(2.37℃) > 여름(2.31℃) > 봄(2.1℃) 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가을

(4.33℃) > 겨울(4.13℃) > 여름(4.04℃) > 봄(3.7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 기온 증가량

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4계절이 S1기간

(2011-2040)에서 S2기간(2041-2070)의 기온 상승량이 큰 반면, RCP8.5 시나리오에서는 S2기

간(2041-2070)에서 S3기간(2071-2100)의 기온 상승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CP4.5 및 8.5

시나리오에서 미래로 갈수록 각 계절의 기온이 증가하는 양상은 뚜렷하지만, GCM 모델별 변동

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7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온 변화율(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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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8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온 변화율(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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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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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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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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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화량을 의미한다.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4계절 모두 전반기(S1)에서 중반기(S2)로 진행할 때 기온 증가량보다 중반기

(S2)에서 후반기(S3)로 진행 될 때 기온이 작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CP8.5 시나

리오에서는 4계절 모두 전체 기간(S1∼S3)에서 동일하게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169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간별 기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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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강수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의 형태로 나타내

었다. 남한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은 후반기(S3: 2071-2099)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RCP4.5 시나

리오에서 봄(14.28%) > 여름(12.12%) > 가을(9.86%) > 겨울(2.05%)순으로, RCP8.5 시나리

오에서는 여름(19.94%) > 봄(17.95%) > 가을(16.26%) > 겨울(6.3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

수량 상대변화율은 계절별로 다소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에 RCP8.5시나리

오에서 전반기(S1:2011-2040)에서는 2.96% 상승에 비해 후반기(S3: 2071-2099)에서는

19.94%로 여름철 장마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170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RCP4.5)

그림 2.171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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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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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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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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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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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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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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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강수량 변동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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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172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간별 강수량 변화율

아래 그림은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잠재증발산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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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13.14%) > 봄(6.81%) > 가을(6.63%) > 여름(5.66%)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겨울

(22.69%) > 봄(12.55%) > 가을(12.25%) > 여름(10.33%) 순으로 나타났으며 RCP4.5 및 8.5

시나리오 모두 겨울철에 증발산량 증가율이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73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잠재증발산량 변화율(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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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잠재증발산량 변화율(RCP8.5)

아래그림은남한전체유역을대상으로 봄-여름그리고가을-겨울에각각 과거(S0) 대비 미래기

간별로 잠재 증발산량 변화율을 도시하였다. 그림의 ○는 한강 유역을 의미하고, △는 낙동강 유역,

□는금강유역, ◇는섬진강유역그리고 X는영산강유역을의미한다. 그림의빨간색은과거(S0)대

비 전반기(S1) 기온 변화량, 파란색은 중반기(S2) 기온 변화량 그리고 검은색은 후반기(S3) 기온 변

화량을의미한다. 잠재증발산량의상대변화율의경우RCP4.5 와 RCP8.5 시나리오에서봄, 여름, 가

을에는 증발산량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겨울에 증가율 및 공간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175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간별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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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남한 유역에서 계절 별 유출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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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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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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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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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8.5의 여름철 극한 강우량이 더욱 심화된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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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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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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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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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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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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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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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6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유출량 변화율(RCP4.5)

그림 2.177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유출량 변화율(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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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남한 전체 유역을 대상으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에 각각 과거(S0)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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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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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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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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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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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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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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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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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Summer Autumn-Winter

RCP4.5

RCP8.5

그림 2.178 우리나라 미래 계절별 기간별 유출량 변화율

남한 유역의 월별 기온값을 기간별(Historical : 1976-2005, S1 : 2011-2040, S2 : 2041-2070,

S3 : 2071-2099)로 나타내었다. 과거기간(Historical)에는 최난월은 8월에, 최한월은 1월에 발생

하며, 연교차는 26.84 ℃ 정도이다. 각 RCP 시나리오의 기간별(S1, S2, S3) 최난월과 최한월은

같은 달에 발생하며, 연교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유역의 월별, 과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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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대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막대그래프는 13개 GCMs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 표시는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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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그래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13개 GCMs의 최댓값, 최솟값을 의미한다. RCP4.5 및 8.5 시나

리오 모두 기온은 계절 및 월별로 균등하게 증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79 우리나라 미래 월 평균 기온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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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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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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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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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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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0 우리나라 미래 월 평균 강수량 변화율

남한유역의월별, 미래기간에대해서잠재증발산량상대변화율을나타내었다. RCP4.5 및 8.5 시

나리오 모두 미래 전기간에서 12, 1, 2월이 잠재 증발산량 증가율이가장두드러진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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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1 우리나라 미래 월 평균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남한 유역의 월별, 미래 기간에 대해서유출량상대변화율을 나타내었다. RCP4.5 시나리오 후반

기(S3:2071-2099)에서 5, 6, 9월에 유출량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1월에 유출량 감소율이 가

장큰경향을보인다. RCP8.5 시나리오에서는 6월부터 10월(여름및우기)까지유출량증가율이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1월(겨울 및 건기)에서 유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2 우리나라 미래 월 평균 유출량 변화율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기온의 상대변화량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의 기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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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976-2005)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2010s: 1981-2010, 2020s: 1991-2020, … , 2080s:

2051-2080, 2090s: 2061-2090)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기와 우기 모두 RCP4.5에 비해 8.5 시나

리오에서 기온 증가량은 뚜렷하지만, 건기와 우기의기온증가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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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We

t

RCP4.5 RCP8.5
그림 2.183 건기 및 우기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 기온 변화율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강수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에 비

해 우기의 강수량 상대 변화율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RCP8.5 시나리오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건기와 우기의 13개 GCM모델의 강수량 상대변화율 변동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ry

Wet

RCP4.5 RCP8.5
그림 2.184 건기 및 우기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 강수량 변화율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잠재 증발산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우

기에 비해 건기의 잠재증발산량 상대 변화율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RCP8.5 시

나리오에서 더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건기의 13개 GCM모델 별 잠재 증발산량 상대변화

율 변동성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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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Wet

RCP4.5 RCP8.5
그림 2.185 건기 및 우기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남한 유역의 건기/우기 별 유출량의 상대변화율에 대해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건기의 기

간은 10월부터 3월, 우기는 6월부터 9월로 지정하였다. 유출량의 상대 변화율은 과거 30년 평균

값과 미래 기간별 30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건기에 비해 우기의 유출량 상대 변화율

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의 경우 RCP4.5 시나리오에서는 유출량 증가율이

RCP8.5 시나리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의 경우 RCP8.5 시나리오가 RCP4.5 시나리

오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기 때의 극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ry

Wet

RCP4.5 RCP8.5
그림 2.186 건기 및 우기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 유출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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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cadal 기후전망의 수문학적 활용기술 개발 및 적용

㉮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모사력 평가

CMIP5에서 제공하는 모형들 중 decadal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11개 모형에 한해서 일자료

및 월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변수는 강수량(pr) 및 평균, 최저, 최고기온(tas, tasmin,

tasmax)며, 일자료에 대해서는 9.1TB, 월자료에 대해서는 2.9TB로 총 13TB 정도의 대용량

자료가 구축되었다. 관측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decadal 자료의 공간 해상도를 위도 2.5도,

경도 2.5도로 변환하였다. 2차년도 모형 검증 matrix에 의해 평가된 모형들 중 decadal 예측 자

료를 제공하는 모형을 순위 순으로 정리하고, 3위까지의 모형만을 본 과제에서 사용하였다. 사

용된 모형은 CNRM-CM5, IPSL-CM5A-LR, MPI-ESM-LR 모형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 최고ㆍ최저 기온에 대한 기후값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강수에 비

해 기온은 상대적으로 현재 기후 모형들의 재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기후학적 공간 패턴

을 모의하는데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여름철 일 최고기온 보다는 일 최저기온의 공간

패턴을 더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겨울철 최고ㆍ최저 기온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개별 모형의 모의 성능을 살펴보면 여름철 최저 기온의 경우 세 모형 모두 0.96이상의 높

은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 최고 기온의 경우 모형별 성능 차이를 보였다.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최

고 온도 공간 분포는 MPI가 가장 잘 모의하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소 과소모의하며

CNRM의 경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의 경우, 0.98이상

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위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매우 잘 모의함을 볼 수 있었다. historical 실

험 결과와 비교해서 decadal 실험으로 인한 계절 평균장 모의 스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 및 겨울철 강수량에 대한 관측과 개별 모형의 기후값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강수 기후값 공간 분포에 대해, 전반적인 강수 밴드는 잘 모의하지만 여

름철 한반도 강수량은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강수 면적 또한 모델

에서 모의한 강수 면적에 비해 관측에서 다소 넓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경우

CNRM이 PCC 0.8 이상으로 가장 잘 모의하며 decadal 실험에서 좀 더 향상된 스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수량을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IPSL의 경우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을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겨울철 강수의 경우 세 모형 모두

높은 모의 성능을 보였으며, decadal 실험에서 강수 모의 성능이 상당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 대표 상세화 모형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본 연구에서는 대표시나리오 선택을 위한 평가방법은 RCP4.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2가

지 방식으로 기후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한반도 영역을 기준으로 공간기후도와 경년

변동, 1st order annual cycle과 같은 기후평균장과 더불어 WMO에서 제시한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중 극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만을 선별하여 모

형 성능을 비교하였다. 한반도 영역으로 평가한 결과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는 남한지역에

대한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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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상세화를 통해 각 관측점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평가를 통해 계산된 한반도 범위의 skill score와 상세화 자료의 skill score를 이용하여 두

skill score가 모두 양수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worst GCM을 선택하였다.

군집분석 기법 중 하나인 KKZ 기법을 활용하여 RCP별 그리고 미래 3개 구간 즉,

2011-2040(2025s), 2041-2070(2055s), 2071-2099(2085s)에 대해 각각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RCP별 그리고 미래 3개 구간에 대해 24개

ETCCDI의 상대변화를 90%이상 포함시키는 최소의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RCP4.5와

RCP8.5 시나리오에서 미래 3개 구간에서 ETCCDI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GCM

을 파악하기 위해 19개 GCM에 대한 우선순위별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증가시켜 시나리오가 증

가할 때 마다 미래 기후변동성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구간에서 GCM의

우선순위는 KKZ기법을 통해 계산된 우선순위를 사용하였다. 전체 24개 ETCCDI 중 80%이상

인 20개 이상의 지수에서 90%이상 설명이 되기 위한 최소의 GCM 개수가 13개로 선정되었다.

번호
RCP4.5

2020s

RCP4.5

2050s

RCP4.5

2080s

RCP8.5

2020s

RCP8.5

2050s

RCP8.5

2080s
통합

1
HadGEM2

-AO

NorESM1-

M

NorESM1-

M

CESM1-B

GC

NorESM1

-M
MIROC5 INM-CM4

2
CMCC-CM

S

CMCC-CM

S

CMCC-CM

S

MRI-CGC

M3
INM-CM4 INM-CM4

HadGEM2

-ES

3
HadGEM2

-ES
INM-CM4 INM-CM4

HadGEM2

-AO

GFDL-ES

M2G
CanESM2

NorESM1-

M

4 INM-CM4
HadGEM2

-ES

HadGEM2

-ES

GFDL-ES

M2G

HadGEM2

-ES

CNRM-C

M5

MRI-CGC

M3

5
GFDL-ES

M2G

CNRM-C

M5

MPI-ESM

-MR

IPSL-CM5

A-MR

IPSL-CM

5A-MR

IPSL-CM5

A-MR

GFDL-ES

M2G

6
IPSL-CM5

A-MR

IPSL-CM5

A-LR

MRI-CGC

M3

HadGEM2

-ES

CMCC-C

M

HadGEM2

-ES

CNRM-C

M5

7
CESM1-B

GC

GFDL-ES

M2G

IPSL-CM5

A-LR
INM-CM4

CNRM-C

M5
CMCC-CM

CESM1-B

GC

8
MRI-CGC

M3

MRI-CGC

M3
CCSM4

MPI-ESM

-LR
CCSM4

MPI-ESM

-LR

IPSL-CM5

A-MR

9
CNRM-C

M5
CCSM4 CMCC-CM

NorESM1-

M

MRI-CGC

M3

CESM1-B

GC

CMCC-CM

S

10 CanESM2
CESM1-B

GC
CanESM2

MPI-ESM

-MR
MIROC5

MRI-CGC

M3
CMCC-CM

11
CESM1-C

AM5

GFDL-ES

M2M

CNRM-C

M5

IPSL-CM5

A-LR
CanESM2

IPSL-CM5

A-LR

IPSL-CM5

A-LR

12 CCSM4 CMCC-CM
GFDL-ES

M2M
CMCC-CM

CESM1-B

GC

NorESM1-

M
CanESM2

13 CMCC-CM
MPI-ESM

-MR

CESM1-B

GC

CNRM-C

M5

IPSL-CM

5A-LR

HadGEM2

-AO

HadGEM2

-AO

14 MIROC5
IPSL-CM5

A-MR
MIROC5 CanESM2

CMCC-C

MS

GFDL-ES

M2M
CCSM4

표 2.90 6가지 경우에 대한 GCM의 개별 우선순위 및 통합 우선순위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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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7 ETCCDI 전체변동률의 90%이상을 설명하는 지수의 개수에 대한 비율

④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발

㉮ 5대강 대권역 장기유출량 특성 분석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강수량, 기

온, 잠재증발산량에 대한 변화량을 시계열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 강수량을 13개 기후변화 시

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

시된 영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현재(1973-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

란색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5대강 권역에서 비슷한 강우특성을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RCP4.5 와 RCP8.5에서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점점 증가하며, 2050년 이후에는

RCP8.5 시나리오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을 보인다. 과거(1976-2005) 연평균 강수량은 섬진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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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1,421 mm) > 한강권역(1,345 mm) > 영산강권역(1,330 mm) > 금강권역(1,297 mm) >

낙동강권역(1,219 mm) 순으로, 권역별 강수량은 최대 200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었

다. 미래 후반기(S3: 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섬진강권역(1,665 mm) > 한강권역

(1,602 mm) > 영산강권역(1,592 mm) > 금강권역(1,537 mm) > 낙동강권역(1,435 mm)로 순

서는 동일하지만 권역별 강수량은 최대 230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5대강 권역별

로 강우량 편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88 5대강 유역 미래 연 평균 강수량 변화율

아래 그림은 기온값을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과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 모두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거(1976-2005) 연평균 기온은 영산강권역(14 ℃) > 섬진강권역(12.9 ℃) > 낙동강권역(12.8

℃) > 금강권역(12.3 ℃) > 한강권역(10.9 ℃) 순으로, 권역별 기온값은 최대 3.1 ℃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미래 후반기(S3: 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영산강권역(18

℃) > 섬진강권역(16.8 ℃) ≈ 낙동강권역(16.8 ℃) > 금강권역(16.4 ℃) > 한강권역(15.1 ℃)

로 순서는 동일하며, 권역별 기온값은 최대 2.9 ℃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과거 권역별

기온 값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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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89 5대강 유역 미래 연 평균 기온 변화율

아래 그림은 잠재 증발산량을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 및 RCP8.5에 대해서 변동폭

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 모두 13개 GCM모델의 변동폭은 기온값 보다는 크지만

강수량 보다는 작은 정도로 나타났다. 과거(1976-2005) 연평균 잠재 증발산량은 섬진강권역

(1,138 mm) > 낙동강권역(1,113 mm) > 금강권역(1,083 mm) > 영산강권역(1,069 mm) >

한강권역(1,026 mm) 순으로, 권역별 잠재 증발산량은 최대 110 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

정되었다. 미래 S3기간(2071-2099) RCP8.5 시나리오에서 섬진강권역(1,278 mm) > 낙동강권

역(1,250 mm) > 금강권역(1,221 mm) > 영산강권역(1,194 mm) > 한강권역(1,162 mm)로 순

서는 동일하며, 권역별 증발산량은 최대 115 mm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산정되어 과거 권역별

잠재 증발산량과 같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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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0 5대강 유역 미래 연 평균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5대강 권역별 연평균 강수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

별(S0 :1976-2005, S1: 2011-2040, S2: 2041-2070, S3: 2071-2099)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4분위수 범위(Quartile range), 최소(Min), 최대(Max),중앙값

(Median)을 도시하였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강수량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

며, 기간 별로 큰 변동폭을 보였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리오 후반기(S3:

2071-2099)에서 한강권역의 경우 250 mm, 낙동강권역은 215 mm, 금강권역은 240 mm, 섬진

강권역은 245mm, 영산강권역은 225 mm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한강권역(105 mm) > 금강권역(85 mm) > 낙동강권역(70 mm)

> 섬진강권역(65mm) ≈ 금강권역(65 mm) 순으로 RCP8.5 시나리오에서 강수량이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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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1 5대강 유역 기간별 미래 연 평균 강수량 변화율

5대강 권역별 연평균 기온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평균 기온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RCP8.5 시나리오의 후반기(S3 :2071-2099)에 큰 변동폭을 보였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리오 S3(2071-2099)기간에서 5대강 권역별기온 증가량은 3.9

∼ 4.2 ℃ 정도로 유역별로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후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

를 비교하면 5대강 권역 모두 1.7 ∼ 1.8 ℃ 정도 균등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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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2 5대강 유역 기간별 미래 연 평균 기온 변화율

5대강 권역별 연평균 잠재 증발산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

년 기간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평균 잠재 증발산량 변동

성 및 변동폭은 기온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과거(S0 : 1976-2005) 대비 RCP8.5 시나

리오 후반기(S3 :2071-2099)에서 5대강 권역별로 125 ∼ 140 mm 정도로 고르게 증가하며, 후

반기(S3)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보면 5대강 권역 모두 55 ∼ 60 mm 정도

로 균등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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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3 5대강 유역 기간별 미래 연 평균 잠재증발산량 변화율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1976년부터 2099년까지 유출량을 시

계열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 유출량을 13개 기후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에 대해

서 변동폭과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관측값이 반영된 현재

(2005년)까지를 의미하고, 초록색 영역은 RCP4.5, 파란색영역은 RCP8.5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과거(S0 : 1976-2005) 남한의 연 평균 유출량은 844,553 m³/s이며, 대권역별 평균 유출량은 한

강 유역(268,786 m³/s) > 낙동강 유역(169,630 m³/s) > 금강 유역(84,880 m³/s) > 섬진강 유

역(44,911 m³/s) > 영산강유역(26,752 m³/s) 순서로 나타났다. 미래 RCP4.5 시나리오의 5대강

권역별 후반기(S3:2071-2099)에서 최대 유출량 증가율은 낙동강 유역(17.6 %), 섬진강 유역

(17.4 %) 영산강 유역(17.6 %)이고, 최소 유출량 증가율은 한강 유역(12.5%)으로 전망된다. 후

반기(S3:2071-2099)에서 RCP4.5 와 8.5 시나리오의 유출량 상대 변화율 차이를 비교하면, 한

강 유역(10.5 %) > 금강유역(9.7 %) ≈ 낙동강유역(9.4 %) > 영산강유역(7.8 %) > 섬진강유

역(6.4 %) 순으로 한강 유역에서 유출량 차이(28,121 m³/s)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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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4 5대강 유역 미래 연 평균 유출량 변화율

5대강 유역별 연평균 유출량을 13개 GCM모델의 RCP4.5 및 RCP8.5 시나리오의 30년 기간

별(S0 :1976-2005, S1: 2011-2040, S2: 2041-2070, S3: 2071-2099)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각각의 기간에 대해 4분위수 범위(Quartile range), 최소(Min), 최대(Max),중앙값

(Median)을 도시하였다. 5대강 권역별 13개 GCM모델의 RCP4.5 와 8.5 시나리오의 기간별 유

출량 변동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RCP4.5 시나리오에서 과거(S0 : 1976-2005) 연평균 유

출량 대비 미래 전반기(S1 : 2011-2040)에는 섬진강 유역에서 +6.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

고, 중반기(S2 : 2041-2070)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11.3%로 큰 증가율을 보였고, 후반기(S3 :

2071-2099)에서는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에서 +17.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RCP8.5 시

나리에서는 과거 대비 미래 전반기(S1), 중반기(S2), 후반기(S3) 모두 낙동강 유역에서 +5.8

%, +14.1 %, 27.1 %로 가장 크게 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강 유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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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시나리오에서 전반기(S1)에서 후반기(S3)로 진행됨에 따라 증가 경향이 완만한 특징을

보이며, RCP8.5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S1)에서 중반기(S2)로 진행될 때 보다 중반기(S2)에서

후반기(S3)로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a) Han River (b) Nakdong River

(c) Geum River (d) Seomjin River

(e) Yeongsan River

그림 2.195 5대강 유역 기간별 미래 연 평균 유출량 변화율

㉯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시스템 개선 및 상세화 자료 후처리 모듈 개발을 위해 기존의

NetCDF에서 ASCII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동적인 전처리,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도록 자

동화 코드를 개발하였다. 자동으로 전처리부터 자료 생성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스트

림라인화 및 모듈화를 완성하였고 각 모듈 간의 코드 호환성을 높이고 자료 처리 코드 최적화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AR5 상세 기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통

해 SDQDM 기법으로 생산된 한반도 상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최고 기온, 최저기온, 상수량)

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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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6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의 단위모듈 구현 모식도(좌측),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서(우측)

⑤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 시나리오 시스템 안정화 및 SDQDM 병렬화

기존에 의존적으로 사용된 유료 상업용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를 모두 걷어내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소스 코드 포팅. 추후 어떠한 사용에도 제약이 없도록 개발하여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

동하는 기존 SDQDM 코드를 윈도우, 맥, 리눅스 및 다양한 클러스터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포

트란 코드 포팅. POSIX 기반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여러 프

로젝트 간의 코드 연결성을 위해 각종 모듈의 전처리, 후처리 연결 코드를 정리하는 코드의 가

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실행하였고 여러 코드 간의 에러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방법을 고려

하였다.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 SDQDM 프로그램 수정 및 컴파일이 쉽게 가능하도록

Makefile 프로젝트 파일 개발. 리눅스, 맥,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파이썬

기반의 래퍼(Wrapper) 프로그램 개발.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여 SDQDM 호출 가능

하며 다른전처리 후처리 모듈과 쉽게 연동 가능한 기능을 개발 완성하였다. 계산 시간을 단축하

기 위해 SDQDM 내의 여러 모델들을 병렬로 구동할 수 있는 기능 개발하여 고성능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 (CPU 코어 4개)에서 최대 2∼3배 계산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개발된 파

이썬 래퍼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러스터 및 슈퍼컴퓨터 환경에서도 병렬로 구동 가능하도록 하

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AR5 상세 기후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을 통해 SDQDM 기법으로 생산된 한반도 상

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최고 기온, 최저기온, 상수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인증되

어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

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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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개선

기반 코드에 대한 복잡한 설치법, 사용법을 익힐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프로그램 개발하였고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하여 프로젝트 연혁에서 과거에 생

성한 자료를 재현해 볼 수 있다. 또한 구동되는 여러 내부 모듈을 섹션으로 나누어서 복잡한 내

부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 없이 상세화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추후 공개될 AR6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코드를 소프트웨어에 개발 및 탑재하여 AR6

포맷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소한의 코드 변환 작업으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AR6 자료가

호환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윈도우, 리눅스, 맥에서 모두 구동 가능하다. 세부 기능

에 대해 모듈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각각의 모듈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설치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치 방법을 단순화하여 설치 파일을 단순 클릭하여 설치가 가능하

게 하였다. 또한 윈도우의 소프트웨어 추가/삭제 기능에서 삭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실행에

서부터 에러 발생 시 해결 방법까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림 2.197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GUI 화면(좌측)과 사용자 매뉴얼(우측)

⑥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유지보수

SDQDM 상세화는 모든 GCM, 변수, 관측소에 의해 만들어 지는 모든 조합에 대해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 버전에서는 다중 코어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해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사용자 매뉴얼

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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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8 SDQDM 포트란 코드를 이용한 상세화 자료 생산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16개 코어가 장착된 데스크탑에서 병렬로 수행되는 상세화 

구동 사례

㉯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교육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상세화 자료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AR5 상세

화 시스템 다운로드 및 설치, AR5 상세화 패키지 설치, 한반도 기상 관측 자료 다운로드, AR5

상세화 시스템 구동, 실행 스크립트 기반의 상세화 자료 생산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 항목은 크게 교육 효과 및 활용성, 교육 내용, 전체 만족도, 후속 활용 희망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최종 교육 수행 시

(2019.11.13./부산역 회의실)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은 SDQDM 병렬화 기능을 포함하여 100%

구동하였으며,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90.6점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199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최종 

교육(2019.11.13./부산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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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 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①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기술 조사

㉮ 국내·외 수자원계획 수립 방법 비교 및 검토

◯ 국내 수자원 계획

국내에서 수립된 다양한 수자원 계획 중 물 이용 분야에 대한 수립과정은 경제·사회 발전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조건변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조건변화를 토대로 각 물 이용 용도별 수요량을 전망하고, 과거 기후상황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 하에 과거 가뭄 상황을 고려한 지표수, 댐, 지하수, 보조수자원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공급가능량을 평가한다. 전망되고 분석된 장래 수요량, 공급량과 함께 국가 수자원 관련

정책을 반영한 물 수요 관리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 지역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수자원 확보 필요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자원계획은 수자원 확보 대책, 최적 대책의 평가 및 이상 가뭄/기후 대

책은 수립하지 않고 수자원 확보량과 필요성만이 강조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석되고

전망된 수요량과 공급량은 불확실한 미래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도 의문을 낳고 있는 실정

이다. 향후 예측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최

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전

술한 바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수자원 계획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수자원계획은 주로 미래에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조건(시나리오)만을 전제

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공급과 수요량 패턴에 기반 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미래

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 기술발전 및 기후변화 등

의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된 대부분의 수자원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나의 조건만을 고려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일어날수있는기후변화는수자원분야에있어특히물공급에있어수요량뿐만아니라공급

에대한안정성을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최근까지국내수자원상황을살펴보면 5∼8년주기

로대가뭄이발생하고있으며 2∼3년마다국지적가뭄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향후수자원계획은미

래에발생가능한최대가뭄을해소시킬수있는방향으로수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겠다. 이

는다양한가뭄조건과미래의기후변화시나리오대한종합적인평가가동반되어져야한다. 가장대표

적인 수자원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수행하고 있는 물 수급전망 과정은 그림 2.200과 같다.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물 수

급 전망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국토해양부(2009)는 한강권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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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시나리오 중 A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한 하천유출량을 산정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 제시한 3가지 수요변화(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장래 한강권역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분석 역시 미래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물

부족 해소 즉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2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 수급 전망 방법

◯ 국외 수자원계획

국외에서 수립된 수자원 계획 중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을 들 수 있다. DWR(2014)은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 업데이트 2013을 수립하

였으며 EPA와 DWR(2011)의 지역 수자원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 핸드북에 제시된 방법에 따

라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은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 및 구현을 목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략과 대책을 추천하는 것을 수자

원 계획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수자원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

및 향후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수자원 계획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수자원 계획에는 전략과 대책

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교 및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계획의 물 수요 전망은 EPA와 DWR(2011)의 지역 수자원 계획을 위한

기후변화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 수요 추정과정을 토대로 과거 수요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고 계절별, 지역별 분석을 통해 수요 관련 인자와 물 사용량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은 미래 인구 및 개발 시나리오 9가지와 과거 평균온도 및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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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총 13가지의 기후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의 도

시 및 농업 물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용수수요 추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도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2.202). 기후변화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공급의 기후변화 분석 방법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나리오 계획 방법(scenario planning)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래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강우-유출 모형과 수자원시스템 모형을 결합한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적용하였다. 용수공급 능력 평가를

위해 고려된 시나리오로는 사회/경제 변화 시나리오인 9가지 성장 시나리오(인구 및 개발 시나

리오)와 함께 22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함께 반영한 총 198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도시 및 농업용수 공급신뢰도, 지하수 수위 변화 및 하천유지유량 공

급신뢰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 수자원계획과는 달리 신뢰도 및 취약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01 캘리포니아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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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2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 평가

◯ 최근 수자원 계획 수립 기법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는 수자원 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조건 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iu et al., 2007; Rowland et al., 2014).

수자원 계획 수립 시 수많은 요인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

가능하다. 다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의 현상,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처함으로

써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나리오 계획(scenario planning)이라 한다. 따라서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물 수급 전망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 즉

시나리오 계획을 통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최시중, 2016).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다양한 미래 조건에 대한 탄력적 대응전략과 함께 대책의 포트폴리오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 계획 방법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

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까운 미래의 경우 적은 후회비용을 지불하도록 견

고한 계획을 수립하며 먼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수행하여 적응 대책을 제시하고 향후 단계별로 다양한 조건변화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수자

원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법이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 방안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망연도를 목표연도인 2020년으로 설정하고

분석에 사용되는 기후자료로 과거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유출 모형을 통해 하나의 자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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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즉 하나의 기후시나리오와 목표연도별 3가지 수요량 시나리오를 물

수급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여 목표연도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반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방안은 전망연도를 가까운 미래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포함하고자 하며 단일 기후 시나리오가 아닌 다양한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을 통해 자연유출량을 생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자연

유출량 시나리오는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위한 공급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 조건 변

화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결과는 다양한

수요량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용수공급능력 평가모듈을 통해 미래에 대한 물 수

급 전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기존 물 수급 전망 결과가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3가지 경우에 대해 제시되는데 반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 방안을 통한 물 수급 전망

결과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 구성된 공급 시나리오와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

됨으로써 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기술 조사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 물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는 물수지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은 수자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수자원 계획은 미래의 물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시간적, 공간적인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를 현재의 공급체계를 통해 물 부족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

며 만약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가뭄, 즉 물 부족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분석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계획 수립의 선행 작업인 물수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용수수요량에 대

한 정의와 함께 국내·외에서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물 수요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유량이 이에 속한다.

◯ 용수수요량 추정방법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201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은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과 회귀분석 및 계량경제 모델의 인과형 예측기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은 개별도시의 특성 반영과 과거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며, 인과형 예측기법은 정부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에 유리하고 개별 수요 관련인자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가능하나 대량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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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생활용수를 가정용수 및 도시활동용수로 구분하여 주로 회귀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장에서 이용한 양을 제외하고 있으나,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

도의 수요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외의 기타지하수 이용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

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계획에서는 도시용수, 농업용수, 환경 용수

로 구분하여 물수요량을 추정하였으며, 도시용수는 주거부문, 상업부문, 공업부문 및 공공부문

으로 분류하고 시계열 예측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특징은 물 공급 및 수요의 다양한 시나리오

를 전제로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택사스주의 수자원계획에서는 도시용수, 공업

용수, 관개용수, 축산용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도시용수 수요량은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하

게 시계열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였다(국토교통부, 201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에 있어 특히 도시 물 수요 추정에 있어

과거 자료를 기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자료(인구, 강우량, 온도, 수자원 공급)를 조

사 및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월별 평균/최고기온, 월 강수량, 연간 지역 이용량 간의 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대입하여 미래 도시용수 수요량

을 추정하고 있다.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을 적

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수요량은 국가 계획지침과 전차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단변량시계열 추세 모형을 적용한 후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09)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한 정책지표인 급수보급률 및

목표유수율 등을 최근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보정ㆍ반영하고, 미급수지역 수요량 및 기타 지하

수 이용량은 기존의 반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수요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장래

물 절약을 감안한 수요관리량을 토대로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시나리오별로 수요량을 산정

하였다.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201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은 수학적 방법에 의한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과 부지면적, 종업원, 부가가치액,

생산액 등의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하는 원단위법, 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계량경제학

적 방법 등이 있으며, 2006년 이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부지면적당 원단위를, 2006년 수

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생산액당 원단위를 적용하여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한 바 있다. 부지

면적 원단위법은 업종별 단위 부지면적당 공업용수 사용량과 지역 및 업종별 산업입지 현황과

계획면적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요 예측기법이다. 종업원수 원단위법은 업종별 종업원 1인당 공

업용수 값과 지역 및 업종별 종업원 수 현황과 전망에 기초하여 장래 공업용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 원단위법은 제조업의 산업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용

수수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생산액 원단위법은 공업용수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 이용되

기 때문에 생산액과 연동하여 수요가 변화한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방법이다.

국외의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다양한 방법

이 이용되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량모형, 즉 시계열모형과 수요모형을 포함한 다변

량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시계열모형은 시계열이 풍부하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단기적 기간

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계열 모형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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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하기 어려우며, 용수수요의 변동을 유발하는 설명변수, 즉 인과관계를 가진 변수를 포괄하

는 데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출하액 원단위법

을 적용하고 있으며 출하액과 용수수요간의 고정된 비율을 장래 출하액 전망에 적용하여 용수

수요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단순히 출하액에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설비와 신규설비에 의해서 산출되는 출하액을 구분하고 각각의 원단위와 회수율을 적용하

는 방식으로 모형을 정교화한 특징을 가진다.

국토교통부(2011)에 제시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에 주로 증발산량 공식을 통한 간접적

추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으로 농업용수 사용수량을 계측하여 누계하는 방법, 표본지구 및 대

표작물의 단위수량으로 추정하는 방법 및 증발산량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서 적용한 농업용수 추정방법은 그림 2.203과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기후변화 조건에서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증발산량

공식을 이용한 간접적인 추정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Blaney-Criddle 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온도와 계절에 따라 증발산량을 계산하기에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래 월간 총 강우량, 월별 일 평균 풍속, 월별

일 평균 태양복사에너지, 월별 최대와 최소 일평균 온도, 월별 일 평균 이슬점 온도, 월별 강우

일수, 캐노피 저항(canopy resistance), 작물 및 토양 정보 등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작물에 대

한 증발산량을 산정하고 유효강우를 포함하여 작물 수요량 예측을 수행하며 관개 면적에 작물

수요량을 외삽함으로써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하천유지유량은 수질보전·생태계보호·경관보전·염수 침입방지·하구 막힘 방지·하천시설

물 및 취수원 보호·지하수위 유지 등 7개 항목을 위한 필요유량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

천유지유량 산정요령(중앙하천관리위원회-2호, 2009)에서는 7개 항목의 필요유량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유량(항목별 필요유량 중 최대값)을 하천유지유량으로 결정하되, 지역의 자연·사

회환경 특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그림 2.203 농업용수 수요추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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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및 용수수요 변화 추정기술 개발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듈 개발

◯ 국내·외 모형 개발 현황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듈 및 모형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물 수급 전망 모형을

조사하였다. SWAT 모형은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유출특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수질

모의도 가능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저수지 운영 모듈을 가지고 있다(Fontaine et al., 2002).

Riverware 모형은 저수지, 수력발전, 하도구간, 도수, 물이용 등에 대한 하천과 저수지의 통합

모의와 최적화가 가능한 수리, 수문모형이지만 상류흐름에 대해서는 수문모형으로부터 유도된

결과가 필요하다(Zagona et al., 2001). HEC-ResSim 모형은 저수지 운영룰을 반영할 수 있는

저수지 모의 모형이지만 다른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유량이 필요하다(USACE, 2003).

MODSIM 모형은 일반화된 하천유역 네트워크모형으로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이 도입되어

하천유역 관리에 있어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물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모형

이지만, 경계흐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Labadie and Sullivan, 1986). WaterWare는 수질모

의, 물 배분, 강우-유출, 지하수, 수요관리, 경제성분석, 다기준 분석 등을 통합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Jamieson et al., 1996). WEAP 모형은 유역의 수

문해석을 통한 물 공급 모형과 물 수요, 환경유량 등에 의한 물 수요 모형을 결합한 모형으로

저수지운영, 물 배분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에 적용이 쉽고 용이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시나리

오로 구축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EI-B, 1991).

이 외에도 다양한 물 수급 전망 모형들이 있다. AGNPS, BASINS, IWR-PLAN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모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분석유역의 특성과 분

석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해 개

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모형들도 많으며 WEAP, CALVIN, WDSs, IHACRES, GP, DHSVM,

WEMM, SWAP, ZRW-MSM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Medellin-Azuara et al., 2008; Pica

and Palmer, 2012; Bartel et al., 2008; Purkey et al., 2007).

◯ 물 수급 전망 모형 선정

기존의 개발된 모형 중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

하였다. 최적 대안 선정 및 평가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미국 캘리포

니아 수자원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 이용 효율 증대, 신규

수원 개발, 물 수요관리 등 많은 대책 중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이 선정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이 뛰어난 모형은 자료의 입력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 내에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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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컴퓨터의 프로그램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하며, 모형의 개발과 수정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리한 모형구축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전문화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

는 모형 선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하고 결과를 서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선정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자원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이 동반되어 수립되어야 한

다. 따라서 물 수급 전망 모형은 단기와 장기 수자원 계획의 수립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런 분석을 위해서 미래 용도별 수요량과 공급량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분석 목적

에 맞는 물 배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형을 통해 편리하게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시

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고 물 수급 전망과

함께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 평가도 가능한 모형을 선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원을 고려한 최적의 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

용수자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해야 하며 여기서 가용수자원으로는 지표수, 지하

수, 대체수자원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며, 여러 대안 중 최적 대안을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

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 수급계획에 적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다양한 수자원 연계운영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분석 결과를 통해 사용자가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 : 국

내·외에는 많은 모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용 유역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러 모형 선정 기준에도 적합하지만 무엇

보다도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가 많은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적용사례가 많다

는 것은 그만큼 국내 수자원 환경을 제대로 모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국내 유역환경에 적용사례가 많은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선정하였다.

K-WEAP 모형은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이용 분야에서

물 수급 전망 모형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실시간 물 관리, 지역수자원계획 평가, 하천유지유량

선정 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있어

본 연구의 목표와 부합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문장원 등, 2013; 최시중 등, 2012; 이동률 등,

2014; 최시중 등, 2010, 김수전, 2011; 최시중, 2016).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듈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모형(K-WEAPccia, Korea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은 기존의 국내에서 개발된 K-WEAP 모형의

기능을 모두 재현가능하며 수문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는 모듈과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을 추가로 개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후자료(강수, 온도, 풍속, 습도 등)와 기타 물리

적 자료(토지이용/토지피복, 투수성, 경사 등의 유역 특성)를 사용하여 지표수와 지하수 유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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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관개 수요량 등을 예측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은 토양수분모형을 탑재하였으며 이는 적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유

역 수문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2개 토양층(버킷)으로 유역을 구성하고 상부/하부토층에서

의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경험식을 바탕으로 유역의 유출, 증발산, 침투 등의 유역 강우

-유출 또한 모의가 가능하다. 과거 관측자료와 PEST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게 되

며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 증발산, 침투, 관개 요구량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공급능력

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력자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자료(강우,

기온, 풍속 등), 유역특성자료(토지이용, 경사 등) 및 사회/경제조건 변화 자료(인구변화, 경제성

장률 등)를 필요로 하며 이를 개발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분석 모형인 K-WEAPccia모

형에 입력함으로써 기후조건별 증발산량 산정을 통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과 사회/경제 조건

변화에 따른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추정하고 유역의 증발산, 유출, 침투 등의 수문순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이를 공급원으로 간주함으로써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분석 결과로 분

석 공간단위별 용도별 수요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급시설물의 공급량 및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게 된다.

㉯ 미래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변화 추정

◯ 미래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용도별 용수수요량 추정

방법에 의해 미래 수요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추정 방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미래 수요량 추정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과거 총인구자료, 미급수 인구자료, 1인 1일 사용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 자

료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부의 상수도통계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미래 수요량을 추정할 때, 과거자료의 이용기간도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써 너무 짧은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특정기간에 따라 장래예측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가능한 2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자료를 사용하여 특정기간의 추이에 예측결과

가 변화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

터 2013년까지 생활용수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여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에 이용하였

다. 기타 지하수 이용량의 경우 2013년 지하수조사연보에서 제공되는 지하수 생활용 이용량 중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제외한 값과 기타용 이용량 중 온천수 및 먹는 샘물을 더하여 기타 지

하수 이용량으로 간주하였으며 미래의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되어 미래에도 2013년 기타 지하수 이용량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활용수 관련 미래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 수요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

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APEC에서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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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 기상상황을 잘 재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있어 선

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요량 추정에 반영코자 한다. 통계청에서는 2000년부터 2040년까지

중위시나리오에 대해 시도별 인구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위/중위/저위 시나리오에 대해

서는 2010년부터 2060년까지 전국 인구추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추

계인구는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57.2백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위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52.2백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위 시나리오는 2016년 50.0백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2060년에는 34.5백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활용수를 추정하였다.

공업용수 수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 경제성장률 및 재

이용률 등이 있을 수 있다. 계획 공단 및 개별입지업체의 경우 관련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

닌 중단기 계획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고려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재이용률의 경우도 장기 추세를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 역시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에서 반영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8년 미국에서 설립된 Trading

Economics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196개국의 30만개 이상의 경제지표, 환율, 주가지수 등의 데

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세계 각국에 대한 2050년

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2016년 1,391십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2,639십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이 세계 경제 지표 전

문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자료 조사 및 수집으로 인해 미래 예측치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공업용수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예측치로 국내의 경우

2050년까지 연간 1.7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1%의 경제성장률을 예

상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는 수요량 추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경지면적 변화, 사육두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상황의 변화 등 많은 자료를 통해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

다. 기후상황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지면적과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를 활용한 미래 추정치가

필요하다. 즉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올바른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의 농업전망에서는 2025년까지의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

망과 함께 사육두수 추이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경우 2020년 165.7만 ha, 2025

년 162.3만 ha로 감소할 전망이며,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요인으로, 농가인구

의 감소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농가인구 당 경지면적은 2020

년 72.8a, 2025년 80.6a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축산 사육두수의 경우 축산물

소비증가로 인해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의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현재 경지면적과 가축사육두수의 경우 2025년까지만 전망하고 있으며 전망 관련 기초자

료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로는 2025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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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에 따른 용도별 용수수요량 변화 추정

본 연구에서는 용도별 수요량을 추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2011)에서 제시한 추정방법을 적

용하고자 하였으며 용도별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통한 미래 수요량 예

측이 가능한지 평가하였다. 관련 기초자료로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서는 1993년부터 2005년까

지 행정구역별 월별 급수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과거 물 사용량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생활용수 사용은 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 주로 여름철에 더 많은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평균보다

더 많은 도시용수를 사용한다는 분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월별 생활용수 사용량의 변화를 통해 과거 자료 기반 회귀분석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공되는 행정구역별 월별 과거 생활용수 급수량과 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

시의 12년간 월별 유수원단위와 월별 최저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7월과 8월을 제외한 나

머지 월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생활용수 수

요량 추정에 있어 회귀분석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내사용

량과 실외사용량이 서로 구분되어 조사되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실외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실내사용량과 실외사용량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계열 추정에 의한 외삽법을 통해 미래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과 마찬가지로 수요관리에 대해 고수요/저수요/기준수요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인구

추정에 대해 고위/중위/저위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생활용수 수요량은 총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하였다. 우선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을 산정하기 위해 시군별 인구추정을

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 추계인구를 전국 시군별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을 통해 시군별 장래

인구를 추정하였다. 또한 적용된 단변량 시계열 추계모형들은 상관성 검증모형을 통해 시군별로

적합한 추계모형을 선정하였다.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 산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1인1일 사

용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수도통계를 통해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군별 1인1

일 사용량을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장래 인구추정 방법과 동일하게 6개의 단변량 시계열 추계

모형 산정결과를 상관성 검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추정된 장래 시

군별 1인1일 사용량에 장래 목표유수율을 곱함으로써 장래 1인1일 급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장

래 목표유수율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환경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를 통해 반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시군별 장래 급수인구와 장래 1인1일 급수량

을 곱하여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을 인구추정 시나리오별 산정하였다. 미급수지역 수요량의 경

우 장래 미급수 인구와 미급수지역 원단위 215L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장래 시군별 미

급수 인구는 추정된 장래 시군별 총 인구에서 시군별 계획급수인구를 감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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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하수 이용량은 2013년 지하수조사연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장래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장래에도 2013년 기타 지하수 이용량과 동

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산정된 상수도 급수지역 수요량, 미급수지역 수요량 및 기타 지하수 이용량을 합산하여 인구

추정 시나리오별로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에 장래 물 절

약을 감안한 수요관리량을 적용함으로써 고수요, 기준수요 및 저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최종적인

생활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이 때 고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누수량 저감 등 유수율 제고 절

감량의 50%를 반영하였으며, 기준수요의 경우 절감량의 100%, 저수요에 대해서는 150%를 반

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에 대해서는 총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그림 2.204는 시나리오별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 생활용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인구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인구추정 시나리오 중 고위 시나리오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추정 인구

가 최고를 나타내는 20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중위 시나리오에 대한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가 203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생활용수 수요량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2013년 생활용

수 수요량이 76억㎥/년인데 비해 2060년에는 60억㎥/년으로 16억㎥/년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

후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면 생활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장래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기에 앞서 과거 국내·외 공업용수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국토교통부(2011)에서는 미국의 공업용수 이용량은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감소 후 정체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5년 감소 후 1990년 이후에

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그림 2.205에 도시한 바와 같

이 196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에 공업용수 수요량은 196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로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 이후로는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0년 이후

로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도 일본과 비슷하다.

그림 2.206에 도시된 국내 GDP와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를 살펴보면 GDP의 경우 1980년 이후

로 계속 증가하다가 IMF였던 1997년 전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

하다가 2008년과 2009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0

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공업용수 수요량의 경우 1980년 847백만㎥/년

에서 GDP가 크게 감소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로는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2005년 2,235백만㎥/년에서 2010년

2,221백만㎥/년으로 대동소이한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들어 GDP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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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4 시나리오별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장래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최

근 들어 GDP가 증가하더라도 공업용수 수요량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추정한 2025년 공업용수 수요량은 그 이후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으며 또 다른 추정으로는 세계 경제 지표 전문 사이트인 Trading Econnomics에서 제

공하는 국내 경제성장률 1.76%를 적용하였다. 즉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고수요/기

준수요/저수요 공업용수 수요량 시나리오 3가지와 향후 연간 1.76%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1

가지의 시나리오로 총 4가지 공업용수 수요량 시나리오에 대해 추정하였다.

그림 2.205 일본의 GDP와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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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6 국내 GDP와 공업용수 수요량 변화

농업용수 수요량의 추정방법은 증발산량 공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증발산량 공

식 추정방법은 논(영농방식별)과 밭(작물별)에서의 잠재증발산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실제증

발산량 산정치와 침투량, 유효우량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단위용수량 및 필요수량을 산정하며

경지면적을 곱하여 최종적인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경지면적 등은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발산량 산정에 있어 중

요한 요소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기상자료의 경우 APEC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

양한 기후모델 중 국내 과거 기상상황을 비교적 잘 재현한다고 판단된 몇 개의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량에 있어서 생활, 공업, 농업용수와 같은 취수 수요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

유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하천에 흘려야할 최소 유량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그 양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 판단되지

않으며 단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변할 것이라 판단된다. 4대강 본류의 경우 기존의

지점별 하천유지유량에 대해 고시된 값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15년 10월에 지류 지점별 하천유

지유량을 새롭게 고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 유역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처의

용도별 수요량과 하천유출량 등을 입력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

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계획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래 수요량과 공급가능

량을 비교·분석하여 물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

문에 현실적인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은 물수지 분석을 위한 중요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기술의 적용 시범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한 물 수

급 네트워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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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으며 상수도통계에서 제시되는 취수장, 정수장 자료를 바탕으로 용수공급계통을 파악하

였으며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수도공급계통모식도와 K-water의 광역계통도를 바탕으

로 물 수급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생활용수 관련 용수공급 네트워

크는 다양한 정보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공업용수의 경우 K-water의 공업용수도 관련

정보, 상수도통계의 공업용 취·정수장 관련 정보, 홍수통제소의 취수량 현황자료 등을 제공하고

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낙동강권역의 공업용수에 대한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용량의 시설물을 통해 어느 지역으로 공

급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 수급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 따

라서 향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물 수급 네트워크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K-WEAPccia)을

통해 구축되어야 하며 물 수급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관련 수요 및 공급 자료를 조사하여 모형

에 입력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기술의 시범유역 적용

㉮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 시나리오 계획법을 통한 시나리오 구축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 변화 중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및

분석 가능한 것들을 종합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수자원 관련

조건 변화는 장래 수요량 및 공급량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농업용수 수요량이 크게 변동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강수 등이 변화할 것이며 이는 공급량 즉 유출

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경로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미래 시나리오 경로 구성

미래 용도별 수요량 산정은 2차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다양한 조건(기후변화 시나리

오, 사회/경제조건 변화)을 고려한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

오의 경우 CCSM4, CESM1-BGC, CESM1-CAM5, HadGEM2-AO, MRI-CGCM3 등의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사회/경제조건 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장래 인구변화, 수

요관리 목표치, 경제성장률,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해 장래 각 용도별 구축된 수요 시나리오 산정 결과를 국토해양부(2011)의 수자원장기종합계

획과 비교하여 표 2.9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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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통계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생활

수장기
최대(108㎥) 19.8 19.5

최소(108㎥) 18.1 18.5

시나리오
최대(108㎥) 19.1 19.7 20.0 20.1 20.1

최소(108㎥) 17.1 16.4 15.7 14.5 13.2

공업

수장기
최대(108㎥) 10.3 12.1

최소(108㎥) 9.3 10.4

시나리오
최대(108㎥) 12.1 12.9 13.7 14.3 14.6

최소(108㎥) 10.4 10.4 10.4 10.4 10.4

농업

수장기
최대(108㎥) 44.7 45.0

최소(108㎥) 42.5 42.2

시나리오
최대(108㎥) 43.1 42.7 42.9 43.0 44.0

최소(108㎥) 38.7 38.3 38.3 39.2 39.0

표 2.91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수요량 전망치와 기존 연구와의 비교

제시된 장래 수요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 결과의 변화폭이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게는 5.5억㎥/년, 많게는 15.0억㎥/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자

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요량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2020년 고수요 시나리오 대비 본 연

구에서 추정한 미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치는 최대 1.7억㎥/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2016년 저수요 시나리오 대비 미래 시나리오별 용수 수요량 추정치는 최대 7.5억㎥/

년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래의 수요량을 추정함에 있어 큰 변화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수자원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모형 결과를 한반도 영역과 통계적 상세화를 통해 산정된 상세화 자료(기상관측점 대상)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모형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KKZ 군집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CESM1-BGC, CCSM4, MRI-CGCM3,

CESM1-CAM5, HadGEM2-AO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RCP8.5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IPSL-CM5A-MR, IINM-CM4, HadGEM2-ES, FGOALS-s2, HadGEM2-AO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제공되는 미래 기상변화를 활용하여 강유-유출 모형

PRMS 모형을 통해 낙동강권역의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출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유출특성은 상이하며 특히 연 유출량의 최대치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최소치는 감소하는 시나리오와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1967-2015) 유출량에 비해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와 표준

편차가 증가하지만 변동계수가 크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물 관리가 더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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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월평균 유출량은 과거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기 쉬우

나 연 유출량의 최저치가 감소하며, 변동계수가 과거보다 커짐에 따라 수자원관리가 더 힘들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유출량(수자원공급량)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편차가 심하며, 다양한

수자원시설물에 의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적 물수지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의

안정성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보다 명확한 결과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미래 수요 및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였다. 미래

수요 시나리오는 생활용수에 대한 9가지 시나리오, 공업용수의 경우 4가지 시나리오, 농업용수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RCP 4.5의 5가지 시나리

오와 함께 RCP 8.5 5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수요와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한다면 1,800

가지의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모든 시나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가장 많은

수요량이 추정된 고수요 시나리오, 가장 적은 수요량이 추정된 저수요 시나리오와 함께 평균적

인 기준수요 시나리오 3가지를 이용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요변화 시나리

오 3가지(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10가지를 고려한 30가지의 시나리오

경로를 구성하였다.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시스템 개발

2차년도에 개발되었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을 업그레이드하였

다. 기존의 K-WEAPccia 모형은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을 통해 기후조건별 증

발산량을 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유역의 증발산, 유출,

침투 등의 수문순환을 평가할 수 있는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을 탑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다.

개발된 모형은 지하수, 대체수원 등 다양한 수원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원 평

가 모듈을 추가로 개발하였으며 기존 모형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모

형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 장래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 시스템 공급능력 평가 및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모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

용수공급 시스템의 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수자원시설물 운영분석(Behavior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자원시설물 자체에 대한 분석 혹은 수자원시설물이 건설되어 운영 중인 수

자원시스템 전체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수자원시설물 운영분석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형이나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다

(Dandy et al., 1997; Labadie, 2004).



- 290 -

분석을 위한 대상유역은 시범유역인 낙동강권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유역은 다양한 다목적

댐, 용수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낙동강하구언, 보 등의 수자원시설물이 존재하며 감포광역, 금호

강광역, 포항권광역 및 공업용수도, 구미권광역 및 공업용수도 등 많은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

급계통이 존재하고,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용수수요량도 비교적 큰 유

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은 2017∼210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기간을 기간 1의 경우 2017∼2040(2025s), 기간 2는 2041∼2070(2055s), 기간 3의 경우는

2071∼2100(2085s)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 물수지 분석을 통해 물 수급 조건에

대한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 및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급신뢰도의 경우 전체 모의

기간 수에 대한 용수공급 실패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수의 비로 산정할 수 있으나 용수공급

실패사상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용수공급 실패사상의 경우 각

수자원시설물에 대해 설정된 계획공급량만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용수공급 실패사상이라 간

주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댐과 같이 계획공급량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

능하지만 용수전용댐, 하구언, 보 등과 같이 시설물에 대해 계획공급량 즉 얼마의 물을 하류로

공급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위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2)이 제시한 용수공급 시설물의 저수량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공급시설의 저수량이 저수위에 해당하는 저수용량 이하로 하강한 경우를 용수공

급 실패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간별 용수공급 충족기간(각 시설물의 저수량이 저수위에 해당하

는 저수용량보다 큰 반순 수)을 전체 분석기간 수(각 기간별 연수×72(반순))로 나누어 각 시나

리오경로별로 공급신뢰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는 표 2.92에 제시하였으며 각 수자원시설

물별, 기간별 및 시나리오경로별 공급신뢰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최소값

과 최고값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용수공급신뢰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총 30가지 시

나리오 경로별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치와 최대치를 살펴보면 낙동강권역의 보는 미래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신뢰도 95% 이상으로 분석되어 용수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구천댐, 낙동강하구둑, 보현산댐, 성덕댐, 안동댐, 연초댐, 영천

댐, 임하댐, 합천댐 등도 신뢰도 9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자원시설물의 상류유역이

작은 감포댐, 김천부항댐, 대곡댐, 대암댐, 사연댐, 선암댐, 안계댐, 운문댐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라 공급신뢰도가 7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김천부항댐의 경우 최소신뢰도 39.7%, 최대 신뢰도 64.6%로 분

석되어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는 김천부항댐 하류의 선산 하천유지유량 지점의 고시 값이 8.0 cms로 너무 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김천부항댐의 저수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계댐의 경우 43.5

∼77.6%로 분석되어 이 역시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급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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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정한 운

영 룰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방법

용수공급 네트워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래 물 수급 전망을 통해 가

능하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물 부족량과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량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분석모형은 본 연

구에서 개발한 K-WEAPccia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을 통해 구축된 낙동강권역의 물 수급

네트워크에 중권역 또는 소유역별, 반순별, 시나리오경로별 수요량 및 공급량 자료를 입력하여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인 분석공간단위별 물 부족량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네

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회/경제 조건 변화 시나리오와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수요량을 산정한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공되는 미래 기상상황

을 반영한 수문순환을 해석하여 장래 유출량을 모의한다. 이때 현재의 기술로 예상 가능한 미래

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시나리오 경로를 구축한

다. 각 시나리오 경로별로 관련 자료(수요량과 공급량)를 구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

형인 K-WEAPccia에 입력하고 대상유역인 낙동강권역에 대한 장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고

시나리오 경로별, 기간별, 수요처별 물 부족량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수요처에 대한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수요

처가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용수공급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의 용수공급 네트워크로는 향후 원활한 용수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수요처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용수공급 네트워크 각각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효

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지표로 신뢰

도 개념을 이용하였다.

물 수요의 신뢰도는 모의기간 동안 수요처에서 요구되는 물 수요를 물 공급이 충족시키는지

에 대한 확률이다(Hashimoto et al., 1982). 수자원시스템의 번째 수요처에 대한 신뢰도 

은 전체 모의기간 수()에 대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수의 비로 평가할 수 있다

(McMahon et al., 2006).

 

     
(2.21)

평가를 통한 신뢰도 값이 크다는 것은 수요처에 대한 용수공급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으로 그

만큼 물 부족이 발생한 기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수요처에 대한 기간별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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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처별 물 부족량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함으로

써 낙동강권역의 용수공급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취약성 평가를 위해 신뢰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95%를 제안

하였다. 신뢰도 95%라 함은 20년 1회 수요처로 물 공급 실패 즉 물 부족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95%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인 다목적댐의 신뢰도와 하천의 용수공급

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적정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DWR (2014)의 미국 캘리

포니아 수자원계획 업데이트 2013에서도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용수공급 안정성을 평가한 바

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수요처의 공급신뢰도가 95%보다 낮은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용수공급 네트워크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용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그림 2.207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는 각 기간별, 시나리오 경

로별, 각 수요처별 신뢰도를 분석한 후 기간별로 생활 및 공업용수 신뢰도 결과와 농업용수 신

뢰도 결과를 도시한 것이며 이 때 모든 수요처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신뢰도를 나

타낸 결과이다. 분석결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보다는 농업용수에 대한 공급신뢰도가 낮게 분

석되었다. 이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현재 낙동강권역에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에 있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가 잘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여러 다목적댐 및 용수

전용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교적 공급신뢰도가 농업용수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미래 기후변화가 발생된다면 현재 용수공급 네트워크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상상황에 민감한 농업용수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보다는 용수공급 네트

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라 수요 및 작부체계의 변화 등이 예상되기 때

문에 공급신뢰도 95% 이하인 지역이 생활 및 공업용수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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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급시설
CCSM4

CESM1-

BGC

CESM1-

CAM5

HadGEM2-

AO

MRI-

CGCM3

FGOALS-

s2

HadGEM2-

AO

HadGEM2-

ES
INM-CM4

IPSL-

CM5A-MR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감포댐 0.80 0.95 0.81 0.98 0.84 0.95 0.83 0.96 0.83 0.96 0.72 0.94 0.87 0.96 0.74 0.94 0.73 0.93 0.62 0.93
강정고령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7 1.00 0.99 1.00
구미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9 1.00
구천댐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5 1.00
군위댐 0.93 0.95 0.88 0.97 0.94 0.97 0.92 0.98 0.93 0.98 0.85 0.96 0.94 0.97 0.90 0.95 0.87 0.92 0.87 0.90
김천부항댐 0.47 0.54 0.51 0.59 0.58 0.65 0.50 0.63 0.49 0.58 0.42 0.53 0.53 0.62 0.47 0.56 0.43 0.49 0.40 0.46
낙단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낙동강하구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남강댐 0.95 0.98 0.95 0.99 0.96 0.98 0.94 0.99 0.95 0.99 0.87 0.94 0.95 0.99 0.94 0.98 0.91 0.97 0.85 0.92
달성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7 1.00 0.99 1.00
대곡댐 0.79 1.00 0.83 1.00 0.86 1.00 0.83 1.00 0.85 1.00 0.74 1.00 0.86 1.00 0.73 1.00 0.68 0.99 0.63 1.00
대암댐 0.78 1.00 0.83 1.00 0.84 1.00 0.82 1.00 0.83 1.00 0.71 1.00 0.85 1.00 0.73 1.00 0.69 0.99 0.64 1.00
밀양댐 0.84 0.96 0.84 0.98 0.90 0.99 0.89 0.99 0.87 0.99 0.76 0.97 0.86 0.97 0.77 0.97 0.72 0.90 0.67 0.89
보현산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연댐 0.79 1.00 0.83 1.00 0.86 1.00 0.83 1.00 0.85 1.00 0.74 1.00 0.86 1.00 0.73 1.00 0.68 0.99 0.63 1.00
상주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선암댐 0.81 0.88 0.79 0.94 0.79 0.91 0.75 0.91 0.79 0.90 0.71 0.86 0.80 0.89 0.71 0.90 0.70 0.84 0.67 0.78
성덕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6 1.00 1.00 1.00 0.97 1.00 0.95 1.00 0.91 0.99
안계댐 0.55 0.71 0.56 0.76 0.60 0.78 0.56 0.77 0.56 0.72 0.49 0.65 0.58 0.76 0.48 0.70 0.46 0.66 0.44 0.60
안동댐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5 1.00 1.00 1.00 0.98 1.00 0.95 1.00 0.95 0.99
연초댐 1.00 1.00 0.98 1.00 1.00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9 1.00 0.99 1.00 0.96 1.00 0.96 1.00
영주댐 0.93 0.96 0.89 0.96 0.96 0.99 0.94 0.99 0.95 0.97 0.87 0.95 0.94 0.96 0.92 0.97 0.89 0.91 0.88 0.91
영천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8 1.00
운문댐 0.86 0.98 0.86 0.98 0.91 1.00 0.90 1.00 0.88 0.99 0.78 0.97 0.89 0.98 0.79 0.99 0.76 0.94 0.70 0.91
임하댐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3 1.00 1.00 1.00 0.98 1.00 0.94 1.00 0.93 0.99
창녕함안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7 1.00 0.99 1.00
칠곡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0.99 1.00 0.96 1.00 0.99 1.00
합천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9 1.00 1.00 1.00 1.00 1.00 0.95 1.00 0.99 1.00
합천창녕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7 1.00 0.99 1.00

표 2.92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 신뢰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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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간 1(2017∼2039) (b) 기간 2(2040∼2069)

(c) 기간 3(2070∼2099)

그림 2.207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결과(신뢰도 기준)

㉰ 기후변화 취약시설 및 지역도출

◯ 기후변화 물 공급 취약지역 도출

물 부족량 산정을 통해 분석한 기후변화 물 공급 취약지역 결과를 그림 2.208에 도시하였다.

결과는 지역별, 용도별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는 시나리오 경로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와 관련되어서는 2006 중권역(병성천)이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모든 시나

리오 경로에 대해 모든 기간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용수공급의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지역은 수자원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타 지역으로부터의

물이동도 현재까지 건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 중권역(감천)에서도 많은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유역에 위치한 김천부항댐의 용

수공급 능력이 기후변화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동강동해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물 부족 발생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농업용수의 경우 낙동강 북서부 지역(2005,

2007, 2010 중권역)과 낙동강 동해지역(2401, 2101, 2201 중권역)은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도 생활 및 공업용수 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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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업용수 부분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고시된 대부분의 지점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월포(2004 중권

역), 점촌(2005 중권역), 용곡(2008 중권역), 선산(2010 중권역), 거창2(2015 중권역), 정암

(2019 중권역), 밀양2(2021 중권역), 경주2(2101 중권역) 지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

해 물 부족이 전망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낙동강 본류의 경우에도 몇몇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 용도별 분석 결과의 값이 크다는 것은 미래에 어떤 조건변화(기후변화, 사

회/경제 조건 변화 등)가 발생하더라도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 공급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지역에 대한 용도별 다양한 물 부족

해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2011)의 수자원장기종

합계획에서 제시한 낙동강권역의 물 부족 전망치와 비교하였다. 시나리오 경로별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량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2.209에 도시하였다.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일부 연도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물 부족량보다

더 많은 물 부족이 전망되었으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는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

오가 재현될 경우 물 부족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기간 1의 경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최대 물 부족량은 4.6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2에서는 6.1억㎥, 기간 3의 경우는 2.5억㎥의 물 부족이 전망되었다. RCP 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대한 기간 1은 8.2억㎥, 기간 2는 5.2억㎥, 기간 3의 경우는 4.7억㎥의 최대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별 최소 물 부족량은 저수요 시나리오일 경우 장래 수요량이 현

저히 줄어듦에 따라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그림 2.209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기간별 연평균 물 부족량을 통해 살펴보면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0.2∼

0.4억㎥/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0.5억㎥/년의 물 부족으로 전망되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낙동강권역의 2020년 기준수요 시나리오일 경우 물 부족량인

86백만㎥보다 시나리오 경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2∼9.5배의 더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간 1의 경우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최대 8.2억

㎥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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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a) 기간 1(2017∼2039)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b) 기간 2(2040∼2069)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유량
(c) 기간 3(2070∼2099)

그림 2.208 지역별/용도별 물 부족 예상지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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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CSM4 (b) HadGEM2-AO (c) CESM1-BGC

(d) CESM1-CAM5 (e) MRI-C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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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GOALS-s2 (b) HadGEM2-AO (c) HadGEM2-ES

(d) INM-CM4 (e) IPSL-CM5A-MR

그림 2.209 시나리오 경로별 장래 물 부족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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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벼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의해 논벼의 작부시기 및 출수기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논벼 생육가능 기간

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어촌연구원,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작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일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앙기 조한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수확기 만한일이 늦춰질 수

있어 이앙기조한일로부터 수확기만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재배가능기간은 시간이 지날수

록 늘어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미래 농업용수 수요패턴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과거 논용수 이용량 자료를 활용

한 수요패턴을 적용한 물 수급 전망(Case 1), 지역별 이앙기조한일이 빨라질 경우에 대한 분석

(Case 2). 지역별 수확기만한일이 늦춰질 경우(Case 3) 및 재배가능기간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분석(Case 4)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다양한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낙동강권역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논벼 작

부체계 변화가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많은 시나리오 경로를 적용하지는 않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RCP 4.5 시나리오 중 CESM1-BGC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미래 수요 변화 시나리오 중에서는 고수요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다. 물 수급 전망을 위한 분석

방법은 전술한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활용한 기간별 용도별 연평균 물 부족량을 표 2.93에 제시하였다.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과거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한 물 부족 결과보다 작부체계의 변화에 따른

논용수 이용패턴을 반영한 물 부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간 1의 Case 3

과 기간 2에 대한 Case 2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Case 1보다 생활 및 공업용수 연 평균 물 부족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농업용수 부족은 이앙기조한일이 빨라질 경우 즉 갈

수기에 더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수 부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만한일이 늦춰질 경우 기간 1과 기간 2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크게 감소하는데 반해 기간 3의

경우 더 많은 농업용수 부족이 전망되었다. 재배가능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과거 논용수 이용

패턴을 반영한 물 수급 전망 결과보다 적은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다.

분석기간 용도 Case1 Case2 Case3 Case4

기간1

(2017-2040)

생공 2.10 2.47 2.02 2.57

농업 32.35 47.26 19.39 13.13

기간2

(2041-2070)

생공 10.57 10.44 12.98 13.09

농업 54.90 57.58 48.64 29.29

기간3

(2071-2100)

생공 2.08 2.35 3.30 3.33

농업 14.17 18.99 18.82 4.49

표 2.93 논벼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장래 연평균 물 부족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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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논벼의 작부체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로의 용수공급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평균 물 부족량 분석만으로 논벼 작부체계 변화

가 용수공급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논벼 작부체계의 변화는 용

수공급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용수공급 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및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지원 기술 개발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

◯ 미래 시나리오 구축

미래 기후변화 변동성을 8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19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자 하였다.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MPI-ESM-LR,

CMCC-CMS, HadGEM2-ES, INM-CM4, IPSL-CM5A-MR, GFDL-ESM2G, CanESM2,

CESM1-BGC, FGOALS-s2, IPSL-CM5A-LR 시나리오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

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CMCC-CMS, IPSL-CM5A-LR, INM-CM4, HadGEM2-ES,

GFDL-ESM2G, MRI-CGCM3, MPI-ESM-LR, CESM1-CAM5, IPSL-CM5A-MR 시나

리오 9개를 선정하였다. 각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강우-유출 모형 PRMS 모형

을 통한 낙동강 권역의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출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 용도별 수요량에 있어서는 2차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수요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추정된 장래 수요변화 시나리오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고수요로 고려

하였으며,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저수요, 평균적인 수요량을 나타내는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수요로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19개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산정된 미래 공급 시나리오와 사회/경제

조건 변화를 반영한 3개의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결합한 미래 57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

다. 낙동강 권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3차년도 연구에서 구축된 물 수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으

나 분석모형에 있어 K-WEAPccia모형이 아닌 본 연구에서 추가 모듈을 탑재한

G-K-WEAPccia(Global 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개발

3차년도에 개발되었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인 K-WEAPccia 업그레이드한

G-K-WEAPccia를 개발하였다. K-WEAPccia는 국내 물 수급 전망에 활용되었던 K-WEAP

의 기능을 그대로 재현함과 동시에 시나리오 기반 용수 수요량 산정 모듈, 수문순환 변동 평가

모듈 및 다양한 수원 평가 모듈을 추가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K-WEAPccia의 기능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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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토록 국내·외 유역 수자원시스템 구축 모듈을 추가로 탑재한 G-K-WEAPccia를 개발

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코자 하였다. 추가된 모듈로는 국내·외

유역 자료 활용을 위한 자동유역 생성 모듈과 국외 수문 자료 활용을 위한 국내·외 유역에 대한

수문 자료 활용 모듈이 있다.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저수지 운영조작방식에는 용수공급기준에 따라 Deficit supply 방식과 Firm supply 또는

Prime flow 방식이 있다. Deficit supply 방식의 저수지 운영은 유역 내 대규모 저수지의 개발

적지가 없고 물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비교적 부족한 유역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저수지 하

류유역의 물 부족량만큼만 저수지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Firm supply 또는 Prime

flow 방식은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수력발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유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수지에서 이미 정해진 방류량(하천유지용수, 첨두발전수량 등)인 계획공급량을 의무적으로 방

류하는 운영방식이다. 저수지별로 설정된 계획공급량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 공급이 이

루어지며 저수지 하류로의 추가 방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무효방류가 생

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저수지 하류의 유량이 풍부하여 수요처의 수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저수지에서 계획공급량을 방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유역 내에 두 개의

저수지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두 가지 운영 방식 차이는 다음가 같다. Firm

supply 방식은 두 개의 저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을 먼저 방류하고 각 저수지의 저수

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류 수요처의 물 부족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용수공급 우선순위는 각 저수지별 계획공급량이 1순위, 저수지의 저수량이 2

순위, 마지막으로 하류의 수요처가 3순위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Deficit supply 방식은 각 저

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에 대한 고려 없이 하류에 위치한 수요처의 물 부족량만을 고

려하게 되며, 하류 물 부족을 공급한 후 저수지의 저수량을 채우는 순서로 운영된다(이동률 등,

2014). 따라서 Deficit supply 방식에서는 저수지 하류의 수요처의 용수공급 우선순위가 1이 되

며 각 저수지의 저수량이 우선순위 2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시설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저수지 운영에 대해서는

Deficit supply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유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저수

지 군의 연계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Firm supply 방식의 경우 각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만을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유역 내의 저수지 군을 연계운영하지 못하는 반면

Deficit supply 방식의 경우 저수지 하류 수요처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수지의 저수량

이 충분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유역 내 저수지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저수지 하

류의 수요처 수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저수지별로 어느 정도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지가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저수지의 연계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내의 저수지 군의

연계 운영을 위해 유효저수율(effective storage rate, ESR) 기준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댐의 계획홍수위부터 상시만수위까지를 홍수조절용량이라 하며 이는 홍수조절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상시만수위부터 저수위까지의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이며 생활, 공업, 농

업 및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게 되며 수력발전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저수위부터 사수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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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저수량은 비상용수공급가능량이고 이는 이상가뭄 시 비상방류관을 통해 비상공급할 수 있

는 양으로 각 댐별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효저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최적연계 운영을 위해 각 저수지별로 동일한 유

효저수율을 가지도록 운영하였다.

   

  
(2.22)

여기서, 는 현재 저수지의 저수량을 나타내며, 는 저수지에 설정되어 있는 사수량, 

은 저수지의 유효저수용량을 의미하며, 는 조절방류역(비상용수공급가능량)을 뜻한다.

유역 내 저수지 군의 유효저수율이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운영한다는 것은 유효저수율이 상

대적으로 높은 저수지에서 우선적으로 하류 수요처의 수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을 공급하며

유효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지에서는 저수지의 저수량을 채움으로써 유역 내의 각 저수

지들의 유효저수율을 분석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최대 물 공급가능량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수자원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유역인 낙동강권

역에 대한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축된 57개 미래 시나리오 중 12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보다 명확한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모든 미

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통해 저수지로부터 어느 정

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2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만

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저수지 운영 방식은

용수공급시설물의 기존 운영 룰인 계획공급량 공급 방식 Firm supply 방식에 의한 결과와 최

적연계 운영체계인 Deficit supply 방식과 동일 유효저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최

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12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기존 운영 룰과

최적연계운영을 적용한 총 24개 시나리오에 대해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미래 낙동강 권

역의 물 부족량을 검토하여 최적연계 운영에 따른 추가 공급 가능량을 평가하였다. 용수공급시

설물의 기존 운영 룰에 있어서는 기존 및 계획된 수자원시설물을 반영하고 시설물 제원 및 계획

공급량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낙동강권역의 10개의

다목적댐과 10개의 용수전용댐, 8개의 보를 연계운영하여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표 2.94는 12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룰보다 최적연

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을 기간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최적연계운영 효과 분

석 결과 각 미래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기존 운영 룰을 통해

저수지를 운영하는 것보다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요변화 시나리오 중 고수요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 공급 가능량이 가장 많았으며 저수

요 시나리오의 경우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1

의 경우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19.82∼484.93백만㎥/

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2.42∼72.51백만㎥/년을 더 공급할 수 있었으며, 기간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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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10.44∼374.89백만㎥/년, RCP 8.5 기후변화 시

나리오는 4.16∼89.89백만㎥/년의 추가 공급이 최적연계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3의 경우 RCP 4.5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76∼268.89백만㎥/년,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18.646∼387.00백만㎥/년으로 분석되어 미래 기후변화와 수요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운영 효과 결과는 기간

별 시나리오별 추가 공급 가능량의 최대치를 나타낸 것으로 최적연계 운영효과는 4.16∼484.93

백만㎥/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기간(2017∼2100) 전체에 대한 최적연계 운영 효과는 84

년 동안 적게는 116백만㎥, 많게는 6,871백만㎥으로 분석되어 향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

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

요

기준

수요

저수

요

고수

요

기준

수요

저수

요

고수

요

기준

수요

저수

요

최적연계 운영 효과

42.00

∼

484.93

50.27

∼

101.07

19.82

∼

72.51

30.70

∼

374.89

17.57

∼

219.21

4.16

∼

143.83

44.36

∼

387.00

18.64

∼

268.89

4.76

∼

331.68

RC

P

4.5

CanESM2 - - 19.82 - - 10.44 - - 8.03

CMCC-CMS 484.93 - - 374.89 - - 250.15 - -

FGOALS-s2 60.88 58.46 - 217.79 219.21 - 198.03 144.14 -
IPSL-CM5A-

MR
- 101.07 - - 128.95 - - 268.89 -

CESM1-BGC - - 40.57 - - 143.83 - - 4.76

RC

P

8.5

CESM1-CAM5 - - 59.07 - - 32.36 - - 9.06

CMCC-CMS 42.42 - - 30.70 - - 44.36 - -

MPI-ESM-LR - - 72.51 - - 4.16 - - 331.68

MRI-CGCM3 - 53.71 - - 17.57 - - 18.64 -

INM-CM4 61.00 - - 31.44 - - 387.00 - -

HadGEM2_ES - 50.27 - - 89.89 - - 97.00 -

표 2.94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가 공급 가능량

(단위 : 백만㎥/년)

㉯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기간 1(2017∼2040)에 대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병성천(2006) 유역과 감천(2010) 유

역은 미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성천 유역의 경우 광역상수도

등과 같은 대단위 물 공급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자체 수원만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유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생활 및 공업용

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감천 유역의 경우는 상류에 김천부항댐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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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김천시와 구미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필요하긴 하나

물 부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천 하류에 위치한 선산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 때문이다. 현

재 고시된 선산 하천유지유량 값은 8.00㎥/s로 매우 큰 값인데 반해 현재 확보가능량은 0.39㎥

/s, 향후 확보필요량은 7.61㎥/s로 장래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천부항댐으로부터의 많은 양

의 물이 공급됨에 따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별도의 신규수원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선산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

해서는 영강(2005) 유역, 병성천(2006) 유역, 감천(2010) 유역, 형산강(2101) 유역, 회야강

(2301) 유역 및 왕피천(2401) 유역이 물 부족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도서산간 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물 공급의 어려

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된 많은 지역에서 하천유지유량 공급에 문

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성천(2004) 유역의 월포지점, 영강(2005) 유역의 점촌지점, 위

천(2008) 유역의 용곡지점, 감천(2010) 유역의 선산지점, 합천댐(2015) 유역의 거창2지점, 남강

(2019) 유역의 정암지점, 밀양강(2021) 유역의 밀양2지점, 형산강(2101) 유역의 경주2지점 및

왕피천(2401) 유역의 울진지점은 57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별 물 부족 발생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기후변화에

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용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의 경우 몇몇 유역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및 수요변화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영강 유역, 병성천 유역, 감천 유역, 형산강 유역 및 왕피천 유역에 대해서는 장

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간 2와 기간 3의 경우 기간 1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나타내며 몇몇 유역의 물 부족 발생 시

나리오가 다소 증감할 뿐 물 부족 취약지역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낙동강권역의 33개 중권역에 대한 지역별, 용도별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를 평가하였으며 그

중 비교적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하댐(2002) 유역과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을 통해 물 부족 취약지역으로 평가된 영강(2005) 유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임하댐 유역의 경우 생활, 공업용수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은 특정 연도에

특정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천유지유량 부족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임하댐 유역의 경우 미래의 상황에 따라 물 부족의 발생여부와

그 크기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신규수원 개발보다는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수자원관리가 더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물 부족 취약성이 큰 영강 유역은 모든 시나리오

에 대한 물 부족이 예상됨을 알 수 있다. 영강 유역의 경우는 생활 및 공업용수는 비교적 안정

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물 부족 최소치와 최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대책 수립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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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그 편차가 너무 커 어느 정도의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할지는 향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는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 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210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임하댐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기간 3(2071-2100)

그림 2.211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영강 유역)

㉰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지원 기술 개발

◯ 신규수원 개발 시범유역 선정

미래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산정된 용도별,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신규수원 개

발을 위한 시범유역을 선정하였다. 미래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범유역은 수자원시

설물 부족 지역, 도서산간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

이 큰 지역들이다. 영강(2005) 유역은 미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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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57개이며, 병성천(2006)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물 부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유역에 고시된 하천유지유량 지점이 없어 하천유지유량 부족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감천(2010) 유역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등 미래 용도별

수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형산강(2101) 유역의 경우에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물 부족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물 부족시나

리오 전망치가 57개로 분석되어 물 부족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다. 왕피천(2401) 유역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물 부족 예상 시나리오가 0으로 미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용

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 공급은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전망되었다.

◯ 신규수원 개발을 위한 물 부족 해소 기준

선정된 시범유역의 최대 물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미래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크며 현

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물 부족 모두를 해소하기에

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물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하였으나 미래에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보다 적은

물 부족이 나타난다면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간별 시나리오별 물 부족량의 제3사분위(75% 백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 중앙값(50%

백분위) 및 제1사분위(25% 백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자원시스템 구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인 합의 등을 거쳐

상황에 맞는 기준을 채택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물 부족 해소 기준 중 75%에 대한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을 평가하여 나타내었다(표

2.95). 물 부족 해소 기준 75%에 대한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 및 공업용수 부

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 2에 대해 병성천 유역, 감천 유역, 형산강 유역에

서 0.2∼1.3백만㎥/5일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35∼55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의 경우 물 부족량도 클 뿐만 아니라 물 부

족 최대 지속기간도 길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수원을 개발하거

나 기존 수원을 활용하여 유역에 적합한 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천유

지유량은 부족량도 클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우선순위에 있어 취수수요량(생활, 공업 및 농업용

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공급 대안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신규수원 개발 가능량

기간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저수지 운영 결과 중 최저수위 저수량과 저수지별로 설정되어

있는 저수량 또는 사수량과의 차이를 추가 개발 가능량으로 간주하였다. 각 수자원시설물의 저

수지 운영 결과에 의한 최저수위 저수량이 저수량 또는 사수량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추

가 개발 가능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기간별 수자원시설물별 추가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 후 각 수자원시설물별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은 각 기간별 추가 개발 가능량 중 가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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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기간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제시된 방법을 통해 각 수자원시설물의 추가 개발 가능량을 산정하였으며 기간별 추가

개발 가능량 및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을 표 2.96에 제시하였다. 물 부족 해소 기준 75%에 대

한 시범유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수자원시설물로부터 추가로 개발 가능량은 낙동강하

굿둑 750.00백만㎥/년, 창녕함안보 9.16백만㎥/년, 합천댐 16.02㎥/년 및 합천창녕보 1.49백만

㎥/년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개발 가능량은 각 수자원시설물로부터 물 부족 지역으로 물 이동을

통해 물 부족 해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기간 용도 물 부족 특성
영강

(2005)

병성천

(2006)

감천

(2010)

형산

강

(2101)

왕피

천

(2401)

기간1

(2017-

2040)

생활 및

공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1 0.0 0.0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5 - - -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0 0.1 0.0 0.0 0.0

농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2 3.1 3.1 8.4 0.2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5 25 20 25 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2 14.1 11.0 21.6 0.2

기간2

(2041-

2070)

생활 및

공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2 0.5 1.3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40 35 55 -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0 2.1 5.9 17.6 0.0

농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4 3.7 5.5 6.5 2.1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10 30 15 10 1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0.8 11.5 10.3 14.5 3.8

기간3

(2071-

2100)

생활 및

공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

(백만㎥/5일)
0.0 0.0 0.0 0.0 0.0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 - - - -

연간 물 부족량

(백만㎥/년)
0.0 0.0 0.0 0.0 0.0

농업용

수

반순별 최대 물

부족량(백만㎥/5일)
0.7 3.8 4.3 7.7 2.3

물 부족 최대 지속기간(일) 10 45 30 25 15

연간 물 부족량(백만㎥/년) 1.5 13.1 12.2 24.7 3.4

표 2.95 시범유역 물 부족 특성 평가(물 부족 해소 기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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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

(2017-2040)

기간 2

(2041-2070)

기간3

(2071-2100)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시설물

개발

가능

량

덕동댐 16.43
낙동강

하굿둑

750.0

0
덕동댐 16.43 대곡댐 16.18 임하댐 125.28

낙동강

하굿둑

750.0

0

창녕함

안보
9.16

강정고

령보
15.74 대암댐 2.14

창녕함

안보
46.02

창녕함

안보
14.28 합천댐

108.0

2
구미보 13.80 사연댐 11.00 칠곡보 3.65

합천댐 16.02
합천창

녕보
10.05 구천댐 5.74 상주보 3.90 합천댐 517.80

합천창

녕보
1.49 낙단보 3.57 성덕댐 6.17

합천창

녕보
50.48

낙동강

하굿둑
750.00 안동댐 281.06

달성보 14.30 연초댐 2.20

최종 추가

개발 가능량

낙동강하굿둑 750.00 합천댐 16.02

창녕함안보 9.16 합천창녕보 1.49

표 2.96 기존 수자원시설물 추가 개발가능량

(단위 : 백만㎥/년)

◯ 신규 및 추가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방안

예상되는 물 부족을 해소 즉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최적 대안 선정 절차는 그림 2.212와

같으며 우선적으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물 부족 지역, 부족량 및 기간을

평가하고,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 제안된 대안별 물 수급 전

망을 재수행하며 이 때 대안에 따라 유역 수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역 전

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물 부족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한다면 그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원활한 물 공급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하

므로 수자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 수급 전망과 함께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편익·비용비(B/C)가 가장 높은 대안을 즉 경제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대

안으로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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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안 평가 절차

◯ 시범유역에 적합한 물 부족 해소 대안 평가

그림 2.213은 시범유역 중 감천 유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도시한 것이다. 감

천 유역에 적합한 대안으로는 추가 개발 가능량을 보유하고 있는 합천댐과 합천창녕보로부터의

물 이동, 유역 내의 댐 및 저수지 신규 개발, 유역 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수요관리 등이 있

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대안에 대해서는 대안별 물 수급 전망과 함께 대안별 경제성 분

석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G-K-WEAPccia를 통해 가능하다.

G-K-WEAPccia를 통해 제안된 대안별 분석을 위해 모형의 기능 중 하나인 시나리오 관리 기

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동시에 모든 대안에 대한 평가(물 수급 전망 및 경

제성 분석)가 가능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각 대안별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G-K-WEAPccia는 다양한 대안 평가가 가능하며 물 수급 전망 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수행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도 가능하여 수자원계획 및 평

가에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된 여러 대안을 시나리오로 구축하고 각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입력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시된 대안에 의해 시범유역 이외의 수자원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됨에 따라 최적 대안 선

정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여러 대안들 중 수자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경

제성 분석을 통해 편익·비용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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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위한 대안(감천 유역)

⑤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 권역별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 미래 시나리오 구축

4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을 평가하였다. 이 때 평가기준으로

연평균 강수량, 연속무강우일수, 가뭄발생빈도, 평균가뭄심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동일한 단위인 0∼1 사이로 표준화를 하였고 동일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각각의

분석방법에 대한 순위를 도출한 결과이다. 도출된 값을 합산하여 1∼26개의 극한 가뭄(dry) 시

나리오와 습윤(wet) 시나리오를 선별하였다.

선정된 Dry 시나리오는 RPC 4.5(CMCC-CMS, IPSL-CM5A-LR), RCP

8.5(IPSL-CM5A-MR, IPSL-CM5A-LR, INM-CM4, GFDL-ESM1-M, CMCC-CMS),

Moderate 시나리오로 RCP 4.5(NorESM1-M, HadGEM2-AO), RCP 8.5(HadGEM2-AO,

CESM1-BGC, MRI-CGCM3), Wet 시나리오로 RCP 4.5(CNRM-CM5, CESM1-BGC,

MRI-CGCM3, CanESM2), RCP 8.5(CanESM2)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선정된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대해 강우-유출 모형 HSPF 모형을 통한 전국 유역의 일 유출량 분석 결과를 활

용하여 권역별 17개의 미래 물 공급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7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물 공급 시나리오와 함께 기후변화, 사

회/경제조건 변화를 반영한 3개의 미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권역별로 51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에 있어서는 2017∼2100년을 시간

적인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반순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310 -

◯ 용수공급시설물 공급능력 평가

선정된 미래 51개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권역별로 수행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수

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신뢰도 위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물수지 분석 시간단위를 반순단위로 기간 1(2017∼2040), 기간 2(2041∼

2070), 기간 3(2071∼2100)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후 물 공급 충족기간(실패사상이 발생

하지 않은 모의단위 수)을 총 분석기간(기간별 모의단위 수)으로 나누어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기간별로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를 산정하였다.

분석된 권역별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신뢰도는 기간별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 따른 최솟값과 최댓값을 그림 2.214 ∼ 그림 2.216에 권

역별로 도시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건설되어 운영 중

인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차이는 있으나 낙동강권역의 수자원시설물 중 김천부항댐, 구천댐, 군위댐, 밀양댐, 대곡댐, 대암

댐, 사연댐, 안계댐, 운문댐 등이 낮은 용수공급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금강권역의 경우 대부분의

수자원시설물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진영산강권역의 수자원시설

물 중에는 동복댐, 동화댐, 장흥댐, 주암댐, 평림댐 등이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

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자원시설물들은 상류유역이

비교적 작은 시설물로 기후변화로 인해 유입량이 적어질 경우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며 다목적댐보다는 용수전용댐의 용수공급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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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낙동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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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금강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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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섬진영산강권역)

◯ 미래 권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분석

낙동강 권역에 대한 생활 및 공업용수 물 부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영강(2005), 병성천(2006), 감

천(2010), 회천(2013), 합천댐(2015) 및 영덕오십천(2402) 유역에서 분석된 51개 시나리오 경로에 대

해대부분의시나리오경로에서물부족이예상되었다. 금강 권역의경우보청천(3007), 미호천(3011)

및 만경강(3301) 유역에서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전망되었으며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

는 오수천(4003)과 여수시(4106) 유역에서물 부족이예상되었다. 이들 유역의경우광역상수도 등과

같은대단위물공급시설이존재하지않아자체수원만으로용수를공급해야하는지역으로미래기

후변화등으로인해하천유출량이감소하게된다면생활및공업용수공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낙동강 권역 중 병성천(2006), 감천(2010) 및 왕피천(2401) 유역에서 대부분

의 시나리오 경로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금강에서는 논산천(3013) 유역만이 모든 시나리

오 경로에서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전망되었다.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오수천(4003), 요천(4005), 섬진강서남해(4101), 완도(4102), 영산강상류(5001), 황룡강(5002),

진도(5201), 주진천(5301), 와탄천(5302) 및 신안군(5303) 등 많은 유역에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다. 이 들 지역들은 대부분 도서산간 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 다

른 지역보다 농업용저수지 저수량 및 지하수 이용량이 적어 대부분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므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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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에대한하천유지유량물부족시나리오를살펴보면내성천(2004) 유역의 월포지점, 영

강(2005) 유역의 점촌지점, 위천(2008) 유역의 용곡지점, 감천(2010) 유역의 선산지점, 합천댐(2015)

유역의 거창2지점, 남강(2019) 유역의 정암지점, 밀양강(2021) 유역의 밀양2지점, 형산강(2101) 유역

의경주2지점및왕피천(2401) 유역의울진지점은대부분의시나리오경로에서물부족이예상되었다.

다시 말해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

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강 권역의 경우 초강

(3005) 유역의 심천지점, 보청천(3007) 유역의 청성지점, 미호천(3011) 유역의 석화지점, 논산천

(3013) 유역의논산지점및만경강(3301) 유역의대천지점에서물부족이예상되어낙동강권역과마

찬가지로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 하천유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섬진강/

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유역의 쌍치2지점, 오수천(4003) 유역의 오수지점, 요천(4005) 유

역의 남원지점, 주암댐(4007) 유역의 겸백지점, 황룡강(5002) 유역의 선암지점, 지석천(5003) 유역의

남평지점 및 고막원천(5005) 유역의 학교지점이 하천유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 미래 권역별 물 공급 취약지역 선정

미래 권역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

을 선정하였다. 취약지역은 두 개 이상의 용도별 물 부족이 대부분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서

발생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때 물 부족이 발생하는 최소 시나리오 경로로 48개를 설정

하였다. 이는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권역의 경우 영강(2005), 병성천(2006), 감천(2010), 합

천댐(2015) 및 왕피천(2401) 유역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용수공급시설물 부족 지역, 도서

산간지역,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이 큰 유역들이다.

금강 권역에 대한 물 공급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유역은 보청천(3007), 미호천(3011), 논산천

(3013) 및 만경강(3301) 유역이며 섬진강/영산강 권역에서는 섬진강댐(4001), 오수천(4003), 요

천(4005), 황룡강(5002), 고막원천(5005) 및 와탄천(5302) 유역이 선정되었다.

◯ 권역별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권역별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낙동강 권역의 33개 중권역과 금강 권역의 19개 중권역, 섬진강/영산강 권역의 29

개 중권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그 중 일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향후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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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217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금강 미호천 유역)

(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218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섬진강 오수천 유역)

◯ 권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시나리오경로별지역별용도별물부족시나리오전망결과를기간별수요변화시나리오별로종

합하여권역별물부족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표 2.97은권역별미래물부족시나리오전망결과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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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것이다. 낙동강권역의미래시나리오에대한물수급전망결과기간 1에대해서는 1.7∼454.4백만

㎥/년, 기간2의경우0.7∼816.2백만㎥/년의물부족이예상되었으며기간3에서는 0.4∼635.5백만㎥/년

으로전망되었다. 금강권역의경우기간 1에서는 0.3∼846.8백만㎥/년으로전망되었으며, 기간 2의경우

0.2∼1,384.2백만㎥/년, 기간 3에대해서는 1.1∼746.0백만㎥/년의물부족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었다.

섬진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서는 26.6∼566.6백만㎥/년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2의 경우

28.7∼913.3백만㎥/년, 기간 3에 대해서는 24.3∼572.7백만㎥/년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영산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서는 2.5∼539.5백만㎥/년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2의

경우 4.3∼744.2백만㎥/년, 기간 3의 경우 0.7∼546.5백만㎥/년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네 권역 모두 기간 2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3, 기

간 1의 순으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기간 2의 경우 강수가 적은 연도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 자연유출량 즉 용수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며 홍수기에

적은 강수로 인해 용수공급시설물의 저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미래 최대 물 부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요량이 더

큰 낙동강 권역보다 금강 권역에서 더 큰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금강 권역에 대한 용수공급

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권역 모두 향후 안정

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신규수원 개발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변화 시나리오
권역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물부족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간1 (2017-2040)
낙동

강

2.6 454.4 2.1 200.2 1.7 97.3

기간2 (2041-2070) 1.5 816.2 1.2 364.0 0.7 95.5

기간3 (2071-2100) 1.6 635.5 0.7 263.0 0.4 192.4

기간1 (2017-2040)

금강

32.5 846.8 5.0 338.5 0.3 123.8

기간2 (2041-2070) 66.6 1,384.2 11.4 563.5 0.2 142.0

기간3 (2071-2100) 85.1 746.0 11.4 363.2 1.1 198.4

기간1 (2017-2040)
섬진

강

40.4 566.6 32.8 381.4 26.6 186.6

기간2 (2041-2070) 48.5 913.3 33.5 622.7 28.7 292.4

기간3 (2071-2100) 42.8 572.7 28.0 329.5 24.3 235.4

기간1 (2017-2040)
영산

강

27.7 539.5 15.5 330.5 2.5 208.9

기간2 (2041-2070) 26.8 744.2 12.0 511.9 4.3 225.5

기간3 (2071-2100) 27.2 546.5 10.1 393.6 0.7 299.6

표 2.97 권역별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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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 개발을 통한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수자원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체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구성된 51개 미래 시나리오 중 17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보다 명확한 최적

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모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

나 최적연계 운영체계를 통해 저수지로부터 어느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7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

는 표에 제시된 시나리오이며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최적연계 운영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용수공급시설물의 기존 운영 방식인 계획공급량 공급 방식

(Firm supply)에 의한 결과와 최적연계 운영체계인 Deficit supply 방식과 동일 유효저수율을

적용한 물 부족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하였다.

표 2.98 ∼표 2.101은 두 가지 운영 방식에 의해 선정된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권역별 물 부

족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두 분석결과의 차이는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적연계 운영 방식은 수문기상 예측, 수문분석 정확도 향상, 용도별

정확한 수요량 예측, 통합 댐 운영 개발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으로 이상적인

용수공급시설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두 방식별 물 부족량의 차이가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추

가 공급가능량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물 부족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체계라 할 수 있다.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2.75∼

142.52

0.00∼

1.89

0.00∼

6.18

16.77∼

637.72

0.71∼

12.37

0.00∼

10.60

20.97∼

304.80

3.38∼

9.85

0.00∼

3.23

RCP

4.5

CanESM2 - - 0.00 - - 0.00 - - 0.00

CESM1-BGC - - 0.00 - - 10.60 - - 0.44

CMCC-CMS 142.52 - - 637.72 - - 304.80 - -

CNRM-CM5 - - 6.18 - - 2.40 - - 3.23

HadGEM2-AO - 1.89 - - 7.56 - - 7.79 -

IPSL_CM5A-LR 109.22 - - 16.77 - - 25.77 - -

MRI-CGCM3 - - 4.36 - - 2.13 - - 0.00

NorESM1-M - 1.17 - - 0.71 - - 3.38 -

RCP

8.5

CanESM2 - - 0.00 - - 0.00 - - 0.00

CESM1-BGC - 1.43 - - 3.65 - - 6.28 -

CMCC-CMS 21.64 - - 166.66 - - 61.44 - -

GFDL-ESM2G 32.07 - - 32.91 - - 20.97 - -

HadGEM2-AO - 0.00 - - 12.37 - - 9.85 -

INM-CM4 12.75 - - 17.69 - - 85.00 - -

IPSL-CM5A-LR 63.19 - - 28.73 - - 23.95 - -

IPSL-CM5A-MR 43.15 - - 99.73 - - 102.77 - -

MRI-CGCM3 - 0.00 - - 3.60 - - 4.16 -

표 2.98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낙동강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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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15.70∼

194.11

77.85∼

128.39

83.02∼

98.35

123.16∼

342.33

87.68∼

220.16

81.61∼

189.32

129.63∼

188.89

96.99∼

168.49

69.74∼

95.36

RCP

4.5

CanESM2 - - 91.47 - - 83.92 - - 91.36

CESM1-BGC - - 83.02 - - 189.32 - - 69.74

CMCC-CMS 194.11 - - 179.10 - - 167.56 - -

CNRM-CM5 - - 94.83 - - 91.85 - - 89.91

HadGEM2-AO - 124.91 - - 166.55 - - 119.41 -

IPSL_CM5A-LR 132.15 - - 342.33 - - 188.89 - -

MRI-CGCM3 - - 89.48 - - 108.32 - - 95.36

NorESM1-M - 103.84 - - 107.57 - - 168.49 -

RCP

8.5

CanESM2 - - 98.35 - - 81.61 - - 83.62

CESM1-BGC - 98.34 - - 96.50 - - 96.99 -

CMCC-CMS 127.08 - - 158.42 - - 133.59 - -

GFDL-ESM2G 141.50 - - 136.85 - - 138.93 - -

HadGEM2-AO - 128.39 - - 220.16 - - 106.50 -

INM-CM4 125.26 - - 168.65 - - 129.63 - -

IPSL-CM5A-LR 115.70 - - 123.16 - - 140.46 - -

IPSL-CM5A-MR 176.59 - - 211.92 - - 164.48 - -

MRI-CGCM3 - 77.85 - - 87.68 - - 101.32 -

표 2.99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금강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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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104.19∼

265.40

30.78∼

45.75

8.84∼

25.47

133.93∼

435.60

29.54∼

90.05

11.03∼

37.35

139.67∼

407.99

30.19∼

118.86

8.16∼

13.47

RCP

4.5

CanESM2 - - 17.72 - - 11.03 - - 13.47

CESM1-BGC - - 8.84 - - 37.35 - - 11.98

CMCC-CMS 119.69 - - 175.60 - - 223.40 - -

CNRM-CM5 - - 11.85 - - 12.30 - - 12.23

HadGEM2-AO - 45.75 - - 83.52 - - 118.86 -

IPSL_CM5A-LR 265.40 - - 435.60 - - 407.99 - -

MRI-CGCM3 - - 10.52 - - 28.18 - - 12.04

NorESM1-M - 42.11 - - 34.69 - - 55.66 -

RCP

8.5

CanESM2 - - 25.47 - - 12.77 - - 8.16

CESM1-BGC - 31.73 - - 44.06 - - 30.19 -

CMCC-CMS 164.63 - - 174.99 - - 210.00 - -

GFDL-ESM2G 117.35 - - 137.29 - - 151.38 - -

HadGEM2-AO - 30.78 - - 90.05 - - 42.49 -

INM-CM4 111.76 - - 133.93 - - 139.67 - -

IPSL-CM5A-LR 169.61 - - 181.49 - - 205.92 - -

IPSL-CM5A-MR 104.19 - - 197.11 - - 184.69 - -

MRI-CGCM3 - 38.32 - - 29.54 - - 46.99 -

표 2.100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섬진강 권역)



- 318 -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53.59∼

157.13

27.92∼

37.56

24.15∼

32.01

72.23∼

365.41

26.64∼

42.30

21.97∼

31.69

71.36∼

318.31

33.40∼

60.23

19.57∼

27.11

RCP

4.5

CanESM2 - - 27.56 - - 25.56 - - 21.10

CESM1-BGC - - 24.15 - - 30.32 - - 19.57

CMCC-CMS 58.40 - - 98.08 - - 86.34 - -

CNRM-CM5 - - 28.72 - - 21.97 - - 24.07

HadGEM2-AO - 37.56 - - 42.30 - - 60.23 -

IPSL_CM5A-LR 157.13 - 365.41 - - 318.31 - -

MRI-CGCM3 - - 28.07 - - 31.69 - - 21.84

NorESM1-M - 32.74 - - 28.20 - - 36.50 -

RCP

8.5

CanESM2 - - 32.01 - - 22.69 - - 27.11

CESM1-BGC - 32.22 - - 26.64 - - 45.74 -

CMCC-CMS 66.98 - - 95.34 - - 71.36 - -

GFDL-ESM2G 40.86 - - 72.23 - - 95.92 - -

HadGEM2-AO - 37.25 - - 30.53 - - 35.82 -

INM-CM4 73.36 - - 68.39 - - 87.27 - -

IPSL-CM5A-LR 64.23 - - 115.87 - - 125.73 - -

IPSL-CM5A-MR 53.59 - - 75.08 - - 104.96 - -

MRI-CGCM3 - 27.92 - - 27.70 - - 33.40 -

표 2.101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영산강 권역)

낙동강권역의경우최대 637.72백만㎥/년을, 금강권역은 342.33백만㎥/년, 섬진강권역에서는 435.60

백만㎥/년, 영산강권역의경우는최대365.41백만㎥/년을최적연계운영을통해추가로공급함으로써물

부족해소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최적연계운영효과는수요량이적을수록하천유출량이풍

부할수록효과가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수요량이클수록갈수년일수록최적연계를통해더많은양의

용수를공급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강우가많아용수공급시설물로충분한양의물이유입된다면

기존운영방식을통해물을공급하는데에는큰문제가없다는것이다. 하지만강우가적은갈수년의경

우하류의수요량과는상관없이일정량을지속적으로방류한다는것은그만큼무효방류가발생하여향후

가뭄이발생할경우더큰피해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향후기술개발등을통해수자원시설

물의 최적연계 운영이 가능하다면 보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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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 및 지침서

개발된 모형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모형 사용자 안내서와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사용자 안내서는 모형의 구조, 사용자 분석 설정, 데이터, 결과 보

기, 고급 주제, 지원 화면, 계산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사용자 지침서는 G-K-WEAPccia 모형으

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G-K-WEAPccia 분석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제공하는 모듈과 사용자의 분석 환경 및 분야에 맞게 선택하여 참조할 수 있는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세 개의 모듈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익혀야 하며 나머지

모듈은 원하는 순서대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범유역 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용성 검토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 검증을 위해 국내 안동댐 상류유역을 선정하여 모듈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하였다. 먼저 G-K-WEAPccia 모형은 분석 대상지역에 대한 HydroSHEDS 수치표고데이터

(DEM)와 ESA-CCI-LC 전 지구 토지피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역과 하천을 자동적으

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림 2.219는 국내 DEM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안동댐 상류

유역이며, 그림 2.220은 G-K-WEAPccia 모형의 유역 묘사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 안동

댐 상류 유역을 나타낸 것으로 두 유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G-K-WEAPccia 모

형의 자동 유역 생성 기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19 DEM 자료를 활용한 안동댐 상류유역 물 수급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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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G-K-WEAPccia 모형의 자동유역 생성기능을 

통한 안동댐 상류 유역 생성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인 G-K-WEAPccia는 수문순환을 모의하기 위해 유역을 2

개의 토양층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토양층 수분함량의 변화를 모의단위별로 분석한다. 분석 시

모의단위별로 유효강우량, 증발산량, 지표유출, 중간유출, 침투 및 침루, 기저유출을 모의하며 유

효강우량과 증발산량은 주어진 기후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지지만 침투와 유출의 경

우 유역의 특성(토지이용, 경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역에 맞는 매개변수를 산

정해 주어야 한다. 유역의 매개변수로는 우선유향, 뿌리층전도도, 뿌리층수분용량, 심층전도도,

심층수분용량, 초기 토양층저류량, 유출저항계수, 작물계수 등이 있으며 각각의 매개변수는 유

역의 유출에 영향을 미친다. 각 매개변수가 유역의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 즉 민간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뿌리층전도도의 경우 다른 매개변수들보다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

며 전도도가 증가할수록 기저유출과 중간유출은 증가하고, 지표유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된 매개변수의 민감도를 바탕으로 시범유역인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G-K-WEAPccia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 및 검증하였다.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해 PEST를 통한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은 2004∼2006년 안동댐 유입

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검증은 200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때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용도별(생활, 공업, 농업용수) 수요량을 고려하였다(국토해양부, 2011). 즉 안동댐 유입량

에 상류 유역에서 소비된 수요량만큼을 유역의 유출량이라 가정하여 매개변수를 추정 및 검증

하였다. 그림 2.221은 안동댐 상류유역에 대한 실측유량과 모의유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관측치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6.68㎥/s, 118.06㎥/s이며 모의치는 36.80㎥/s, 132.64㎥/s로 분석되었

으며, ROV는 1.00으로 분석되어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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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실측유량과 모의유량 비교(안동댐 상류유역)

⑥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 용수공급시설물 공급능력 평가

한강권역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능력을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여 그림 2.222에 도시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우 횡성댐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90%

이상의 용수공급신뢰도를 나타내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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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능력 평가(공급신뢰도)(한강권역)

◯ 미래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분석

한강 권역 중 인북천(1011), 홍천강(1014), 경안천(1016) 및 양양남대천(1301) 유역이 생활

및 공업용수 물 부족이 모든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전망되며, 농업용수의 경우 기간2에 대해 홍

천강(1014)과 경안천(1016) 유역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었다. 하천유지유량 물 부족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평창강(1002) 유역의 영월1지점, 달천(1004) 유역의 달천지점, 섬강(1006) 유역의 문

막지점, 홍천강(1014) 유역의 서면지점 , 경안천(1016) 유역의 경안지점, 한탄강(1022), 양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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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301), 강릉남대천(1302) 및 삼척오십천(1303) 유역의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 등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류에서 하천유지유량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 선정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

하였다. 취약지역은 두 개 이상의 용도별 물 부족이 48개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섬강(1006), 홍천강(1014), 경안천(1016), 양양남대천

(1301) 및 강릉남대천(1302) 유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용수공급시설물 부족 지역, 도

서산간지역 및 향후 하천유지유량 확보 필요량이 큰 유역들이다.

◯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한강권역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한강 권역의 30개 중권역에 대한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였으며 그 중

물 공급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섬강 유역에 대한 결과를 그림 2.223에 도시하였다. 섬강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부족량이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49.4백만㎥/년, 농업용수는 53.2백만

㎥/년,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163.1백만㎥/년의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수자원계획 수립 시

어느 정도까지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할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기간별 수요변화 시나리

오별로 종합하여 한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표 2.102는 한강권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강 권역의 경우 기간 1에 대해서는 6.1∼285.9백만㎥/

년, 기간 2의 경우 1.2∼541.72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기간 3에서는 1.1∼263.9백

만㎥/년으로 전망되었다.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기간 2에서 가장 큰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간 1, 기간 3의 순으로 물 부족이 전망되었다. 한강권역의 물 부족량은 타 권역

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강권역에 대한 용수공급이 기후변화에 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물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역맞춤

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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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활 및 공업용수 (b) 농업용수

(c) 하천유지유량

그림 2.223 미래 지역별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한강 섬강 유역)

수요변화

시나리오
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

물부족

기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기간1

(2017-2040)
11.5 285.9 8.3 171.8 6.1 136.0

기간2

(2041-2070)
14.1 541.7 7.6 287.1 1.2 146.6

기간3

(2071-2100)
15.6 263.9 7.5 160.8 1.1 107.1

표 2.102 한강권역 미래 물 부족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 용수공급시설물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물 부족 대응 적응체계 도출

타 권역에 적용하였던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를 한강권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용수공급

시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103에 제시된 결과는 용수공급시설물

의 두 가지 운영 방식에 따른 미래 물 부족량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최적연계 운영

으로 인한 추가 공급가능량을 평가하였다. 한강권역의 경우 최적연계 운영을 위해 분석된 수자

원시설물로는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3개와 다기능 보 3개이다. 한강권역의 경우 용수공급시

설물의 최적연계 운영을 통해 추가로 공급가능한 양은 최대 14.26백만㎥/년으로 다른 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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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강 본류 구간의 물 부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로 본류 구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자원시설물을 연계 운영하더라도 그 효

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강권역의 용수공급시설물을 최적연계 운영함으로

써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기간1(2017-2040) 기간2(2041-2070) 기간3(2071-2100)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고수요

기준

수요
저수요

최적연계 운영효과
5.64∼

11.48

2.07∼

3.57

1.41∼

3.31

5.09∼

14.26

2.09∼

4.90

0.22∼

1.58

4.28∼

13.65

1.30∼

2.83

0.00∼

0.80

RCP

4.5

CanESM2 - - 2.12 - - 0.22 - - 0.05

CESM1-BGC - - 1.88 - - 1.40 - - 0.00

CMCC-CMS 11.48 - - 14.26 - - 13.65 - -

CNRM-CM5 - - 3.31 - - 0.32 - - 0.80

HadGEM2-AO - 2.07 - - 3.07 - - 2.83 -

IPSL_CM5A-LR 7.50 - - 6.35 - - 9.77 - -

MRI-CGCM3 - - 2.23 - - 1.58 - - 0.00

NorESM1-M - - - - - - - - -

RCP

8.5

CanESM2 - - 1.41 - - 1.41 - - 0.04

CESM1-BGC - 3.04 - - 4.90 - - 2.25 -

CMCC-CMS 11.04 - - 12.34 - - 8.71 - -

GFDL-ESM2G 5.64 - - 8.30 - - 6.41 - -

HadGEM2-AO - 2.69 - - 2.09 - - 2.36 -

INM-CM4 7.05 - - 6.19 - - 8.70 - -

IPSL-CM5A-LR 8.29 - - 5.75 - - 11.68 - -

IPSL-CM5A-MR 6.16 - - 5.09 - - 4.28 - -

MRI-CGCM3 - 3.57 - - 2.99 - - 1.30 -

표 2.103 최적연계 운영을 통한 효과 분석(한강 유역)

◯ 보 개방에 따른 미래 용수공급 영향 분석

4대강 유역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다기능 보의 개방에 따른 미래 용수공급 능력 변화를 분석

하였다. 최적연계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을 통해 보 운영 여부에 따른 용수공급 영향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17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보를 운영하였을 경우와 보를 개방하였을 경우에 대해 권역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상호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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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 운영 및 보 개방에 따른 미래 물 부족량 차이를 통해 보의 용수공급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

가하여 제시하였다. 권역별 보 개방에 따른 물 부족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강권역의 경우 17개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을 통해 최대 0.02백만㎥/년의 물 부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

동강권역은 281.87백만㎥/년, 금강권역의 경우 16.33백만㎥/년의 물 부족 증가가 예상되며 섬진

강/영산강권역에 대해서는 최대 26.75백만㎥/년의 물 부족 증가가 전망되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한강권역의 보 운영 여부에 따라 물 부족량의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강권역

의 경우 본류의 물 부족이 매우 적으며 한강의 경우 주로 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본

류에서 물을 공급하는 양이 타 권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낙

동강권역의 경우 가장 큰 값인 281.87백만㎥/년의 물을 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으며 이는 낙동강권역의 경우 보를 통해 저류된 물이 가장 많으며 본류를 통해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보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경우 다수의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어 있어 갈수기에 보를 통

해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함에 따라 보의 용수공급 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제시 및 최적대안 평가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물 부족이 예상되는 즉 기존 분석에 의해

선정된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물 공급 취약지역 중 하

나의 시범유역으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4003) 유역을 선정하였다. 오수천 유역에 대한 미래 51

개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별 모든 용도(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

수 및 하천유지유량)에 대해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 부족 완화및 해소대안을 제시하기위해서는 유역의물 부족특성을 우선적으로파악해야 한

다. 오수천(4003) 유역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는 0.01∼2.79백만㎥/년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농

업용수에 대해서는 0.01∼13.93백만㎥/년, 하천유지유량은 8.68∼37.76백만㎥/년의 물 부족이 전

망되었다. 4차년도 연구에서 제사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기준으로 기간별 시나리오별 물 부족량

의 제3사분위, 중앙값 및 제1사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각 기준별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향후 막대한 후회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개략적으로 물 부족량이

발생될 확률이 25%인 제1사분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을 건설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이보다 적은 양의 물 부족이 발생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된 것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계획법의 절차 중 각 시나리오 경로에 대해 제

시된 요소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공통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시나리오 경로에 대한 공통요소라 함은 미래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 결과 중 최소 물 부족

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기술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물 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한다면 후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수천 유역의 물 부족을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

용수 및 하천유지유량의 최소 물 부족량을 합한 8.70백만㎥/년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오수천 유역에 대한 물 부족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대안은 그림 2.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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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위한 대안(오수천 유역) 

각 대안별 평가를 위해 먼저 대안별 물 수급 전망을 재수행하였다. 오수천의 최소 물 부족량

인 8.70백만㎥/년을 공급하기 위한 각 대안별 물 수급 전망 결과 오수천의 물 부족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 유역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편익비용비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모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동일한 편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

는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B/C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수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및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비용만을 검토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용으로는 공사비 이외에

도 보상비, 조사설계비, 유지관리비 및 예비비 등이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각각의 대안별 편익비용비 분석에 있어서 모든 대안이 동일한 편익을 발생하며 비용

의 경우 섬진강댐 공급>섬진강본류 공급>지하수 신규개발 순으로 분석됨에 따라 편익비용비가

가장 큰 대안은 지하수 신규개발으로 선정되었다. 물 부족량이 크지 않고 물 부족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수 신규개발 대안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하수 개발에 의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하천수 수위 저하 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평가하여 그 영향 정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편익비

용 분석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C 분석만으로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

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 대

안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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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① 예비율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기후변화 대응 댐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동향 분석

◯ 댐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연구동향 분석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이란 댐에 의해서 형성된 저수지를 이용하여 하류에 물공급 가능한

수량을 의미하며, 댐의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자원의 확보 및 저수지의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하는 수자원 관리 계획의 수립과 용수공급 및 추가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필요성 평가 등의

저수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데 널리 적용된

평가기준은 극한가뭄 동안에도 용수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의미의 보장공급량 기

준이 있으며 이외에도 물부족 허용방법인 신뢰도 기준, 통계적 지표인 회복도 및 취약도 경험적

지표인 SI(Shortage index), DPD(water Deficit Per Day)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시스템의 치수 기준과 달리 이수 관련 기준은 목적 및 사정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지 않

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

가 지표로 보장공급량과 신뢰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평가기준들 마다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정략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신규댐 건설,

기존댐 평가, 비상용수 기준마련 등 관련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 혼란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연구동향 분석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저수지나 댐뿐만 아니라 수자원에 포함되는 모든 수자원 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이재응 등 2002).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다목적 댐에 대한 모형 및 분석기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도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도 내용

국내 권태영
다목적댐 이수안전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연구
2014

우리나라의 주요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재평가 및 새로운 지표제안

국내 이재응 등

최적화기법과 모의기법을

이용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2002
모의 기법과 최적기법을 사용하여 용담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산정

국내 차상화 등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2004

저수지 규모 결정 및 운영계획을 위하여

안동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HEC-5를

이용한 용수공급능력 평가 분석

표 2.104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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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연구동향 분석

국외의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도 내용

국내 강민구 등

저수지 최적 운영 모형을

이용한 추가 용수공급 능력

평가

2005
SCE-UA법과 다중목적함수를 사용하여

최적 모형개발 및 용수공급능력평가

국내 이제찬 등

낙동강하류 유황을 고려한

안동댐의 효율적인

용수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낙동강하류 진동지점의 실제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HEC-5 모형을 이용한

용수공급 신뢰도 평가

국내 문장원 등
가뭄빈도별 5대강 유역의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평가
2011

5대강 유역의 다목적댐 중심으로 가뭄

빈도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분석

국내 박성삼 등
우리나라 다목적 댐

용수공급능력 평가
2001

우리나라의 권역별 댐 유입량에 따른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내 윤국희
HEC-ResSim을 이용한

저수지 연계운영 효과 연구
2011

HEC-ResSim을 이용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연계운영과 단독운영의

용수공급능력 비교 및 평가

국내 차형선 등
수자원계획에서 이수안전도

기준의 적정성 평가
2011

국내·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 분석 및 장단점 비교 및

개선방안 제안

국내 김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용담 및 대청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강우-유출량 예측으로 용담 및 대청

다목적댐 분석

국내 이동훈 등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2012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용수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하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국내 이재응 등

최적화기법과 모의기법을

이용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2012
이수안전도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리적 평가 방법 연구

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

도
내용

국외 Hasimoto 등

Reliability,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Critiria For

Water Resource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1982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 지표로 신뢰도,

회복도, 취약도 제시

국외 Moy 등

A programming model for

analysis of the reliability,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of

a water supply reservoir

1986
신뢰도 및 최대부족일수가 미치는

시스템의 취약도 및 회복도 분석

국외 Duckstein 등
Engineering Reliability and

Risk in Water Resources
1987

신뢰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 제시 및

분석

국외 Kindler 등

Multicriteria evaluation of

decision rules in the design

of a storage reservoir

1989
저수지 운영평가의 다기준 선택기법

분석

표 2.105 용수공급능력 평가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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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율 관련 기초자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비상용수

우리나라의강수량은대부분여름철에집중되는특성을가지고있어이러한강우특성은수자원관리에많은

어려움이있다. 가뭄발생시용수부족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상가뭄, 수질오염등

비상사태가발생하여용수공급에차질이생기게되면긴급대책으로댐에저류된비상용수를사용하여해결책

을제시할수있다. 그러나댐의비상용량을비상용수로활용하는방안은국내대비책으로제시된바없다.

- 예비율

예비율은 자원을 사용할 양만큼 이용하고도 남아 있는 여분을 말하며 이미 타 SOC사업에서

예비율 개념의 추가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

획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물공급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

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용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예비율 개념의 도입이 필

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수자원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뭄 대책으

로 예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공급 예비율 확보 기술 정립이 필요하다.

- 기술의 필요성

중국도 최근 수자원이 부족한 가뭄 취약지역에 비상용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뭄 시 피해가 현

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를 이용한 비상용수 공급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역시 주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 확보 대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5∼7년 주기로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이 빈번히 발생하여

구분 저자 제목
발행년

도
내용

국외
Budhakoonch

aroen 등

Interactive 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 in

Reservoir Operation

1990
발생신뢰도 및 양적신뢰도의 한계점

분석 및 평가

국외 bogardi 등
Reliability analysis of

reservoir operation
1995

수자원 시스템 운영 평가에 신뢰도의

중복적 지표 가능성 분석

국외 Jinno 등

Risk assessment of a Water

supply System during

Drought

1995

물공급 실패사상의 분석과 실제

가뭄사상의 비교와 선형 가중함수

도입 및 분석

국외
Kundzewicz

등

Reliability-related criteria in

water supply system studies
1995

Moy의 복원도 개념과 Hashimoto의

평균 개념의 평가기준 비교 및

평가방법간 상충성 분석

국외 Dandy 등

Comparison of Methods for

Yield Assessment of Multiple

Reservoir Systems

1995 다목적댐의 보장공급량 분석

국외
Srivastava

등

Storage-yield evaluation and

operation of Mula reservoir
2009

인도의 Mula 댐의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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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물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식 개발을 통한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

◯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수준 및 역량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기후 특성에 의해 홍수기에 강우가 집중되고 갈수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효율적인 물관리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수확보방안이 필요하

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수자원 시설물 개발이 어려움에 있다. 따라서 기존댐의 비

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충족 가능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널리 적용된 평가 기준은 보장공급량 기준, 신뢰도 기준, 회복도, 취약도, 경험적 지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시스템의 치수 기준과 달리 이수 관련 기준은 목적 및 사

정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준

보장공급량이란극한가뭄동안에도용수공급을보장할수있는최대공급량이나안전공급량을말하

며보장공급량기준에의한용수공급능력평가는기록상특정한기간에의해보장공급량이결정된다.

물 부족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급가능량을 기준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함에 따라 수자원

구조물의 용수공급능력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수립함으로써 수자원 이용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신뢰도 기준은 장기간 계획에 걸쳐 저수지 운영을 통한 전체 기간 중 일정 비율의 기간 동안만 물부

족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용수 부족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신뢰도 기준에

의한방법은수문자료의전체기간에대하여저수지 모의운영을통한물수지분석을 실시한 후완전

보장 혹은 일정 수준 이하의 물 부족이 발생하는 공급량을 산정한다. 보장공급량 기준은 특정 연도

기준이나 다년도 기준의 극심한 갈수 기간에도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방식으로 신뢰도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안정성은 높게 평가할 수있지만 수자원 이용효율이 낮고특정연도의포함여부

에따라영향이크다. 신뢰도기준은물부족안정성은보장공급량기준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으나

수자원 이용효율이 높고 신뢰도의 기준 및 평가단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수자원시스템 용수공급 평가지표 분석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수안전도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는 신뢰

도, 회복도, 취약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사 지표들이 다수 존재한다. 용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처는 용수공급 가능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용수공급 가능량

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용수공급시스템 평가에 사용

된 평가 기준은 크게 보장공급량과 신뢰도는 단점이 있으며 그 외 회복도, 취약도 역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용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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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기록상 나타난 극한 갈수시에도 공급이 가능한 보장공급량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지만

최근 댐 계획에서는 신뢰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다. 하나의 지표만으로 복잡한 용수공급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지표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단일 지표 사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물공급 예비율 확보 연구

- 타 SOC 예비율 분석

타 SOC자원의 대표적인 2가지 예로석유예비량과 전력예비율가 있다. 이 두 자원은수자원과마

찬가지로 부족량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석유예비량은 국

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정책이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수입량의 90일분 이상의 석유비축을 의무화 하였으며 전기예비력은 운영예비력 400만

Kw를 기준으로 전력량이 400만 K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비상상황으로 간주하여 전력시장운영

규칙 5.1.4조(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에 의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실행한다.

- 국내 연구동향분석

물공급 예비율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며 그와 유사한 비상용수 또는

비상용량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만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다목적댐은 비상용량이 산정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물 공급 안정성이 평가된 다목적댐에 추가적으로 비상용수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댐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극한 가뭄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 사회·경제적 피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비상용수 도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나 사용에 관한 기준

이 없어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외 연구동향분석

국외에서는 이미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이 심화가

전망됨에 따라 예비율 개념의 물관리를 개발 및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 물수요 예측 최적

결정방법으로 저수지의 예비 저장을 활용하고 있다. 예비 저장된 용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을 완

화할 수 있으며 비상 상황시 용수공급뿐 아니라 수질 악화 억제기능을 할 수 있으며 예비 저장

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안전성 높은

물 공급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 방안의 문헌 연구 및 선정

조사된 여러 가지 저수지 운영 기법 및 국내외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기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표 2.31에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뭄 대응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감량공급을 달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h 와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 있는 2단계 감량공급 기법을 4단계로 확장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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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관련 그림

Shih 와

ReVelle

(1995)

▪이산화 용수 제한공급 기법을 개발함

▪가뭄 시 저수지 운영 기간 중 하류의

수요량에 대한 용수 공급 충족 횟수에서

단계별 제한공급 실행 저수량의 합을 뺀

값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사용함

▪이산화 용수 제한공급 기법의 해를

구하기 위해 혼합정수계획기법을 사용함.
St-1+î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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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lakan-

tan 등

(1999)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용수 제한공급

기법을 이용하여 저수지군 운영 모형을

계획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

박명기 등

(2002)

▪대청댐에 대한 용수 제한공급 기법 적용

▪용수 제한공급 기법에서 비선형항에

대한 처리 기법으로 축차선형계획기법의

개념을 도입함

▪최대 물 부족량, 평균 물 부족량을

최소로 하는 목적함수를 사용

▪복원도와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는

제약조건식을 추가함

류관형 등

(2009)

▪댐의 상시만수위 저수량에 대한 실제

저수량의 편차, 수요에 대한 용수공급

부족량, 하천유지용수 부족량을 최소로

하는 방안을 제시

▪목표 저수량과 실제 저수량의 차, 각

수요처의 수요에 대한 용수공급 부족량,

하천유지유량의 부족량을 최소로하는

목적함수를 사용

김정엽 등

(2014)

▪한강 수계 댐 중 주요 댐 5개

지점(소양강댐, 화천댐, 청평댐, 충주댐,

팔당댐)을 대상으로 저수지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성

▪갈수대응을 고려한 한강수계 저수지군

최적 운영시스템 정식화함

표 2.106 국내외 가뭄 대비 저수지 운영에 관한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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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자원 시설물 예비율 추정 방법론 개발

㉮ 저수지 운영기준 표준화 방안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낙동강 시범유역 다목적댐 제원 및 용수공급계획

- 다목적댐 제원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한 낙동강권역은 6개의 대권역, 33개의 중권역 그리고 272개 표준유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권역에는 용수공급과 관련된 다목적댐인 안동댐, 임하댐 등 을

비롯한 총 9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다.

◯ 용수공급계획

댐 건설에 따른 용수배분은 댐 개발 규모 결정 단계와 댐 건설 후 용수공급 단계로 나누어진

다. 댐 개발 규모 결정단계에서는 댐의 저수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댐 하류부의 지자체 및 기타

단체들의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및

댐 규모를 결정한다.

수계별

다목적댐

총저수량

(백만㎥)

유효저수

용량

(백만㎥)

용수공급량 (백만㎥/년)
준공

연도

목표

연도생 공 관개 하천유지 계

낙동강

안동댐 1,248.0 1,000.0 450.0 300.0 176.0 926.0 1977 1984

임하댐 595.0 424.0 364.0 13.0 215.0 592.0 1992 2001

합천댐 790.0 560.0 520.0 32.0 47.0 599.0 1989 2001

남강댐 309.0 299.7 224.4 226.8 122.1 573.3 1999 2021

밀양댐 73.6 69.8 50.8 13.1 9.1 73.0 2001 2016

군위댐 48.7 40.1 31.9 2.6 3.8 38.3 2012 2021

부항댐 54.3 42.6 28.0 3.2 5.1 36.3 2013 2020

보현산댐 22.1 17.9 13.2 0.7 1.0 14.9 2014 2025

계 3,140.7 2,454.1 1,682.3 591.4 579.1 2,852.8

표 2.107 낙동강권역 다목적댐 용수배분 현황

다음으로 댐 건설 후 용수공급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얻

고 댐 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음의 표는 낙동강권

역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시 배분된 용도별 용수공급량에 의한 용수배분 현황이다.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낙동강권역의 총9개의 댐에 대한 월별 용수공급계

획을 나타낸 것으로 생·공용수는 연중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하천 유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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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도 남강댐을 제외하고는 연중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농업용수

는 4월부터 10월사이에 공급되며 해당 지역의 농작물의 작황시기에 따라 월별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댐, 합천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성덕댐, 보현산댐의 경우 공급량은 저수지

내 취수 없이 전량 댐하류로 방류되며, 임하댐, 남강댐, 밀양댐의 경우 댐내 취수탑의 취수와 댐

하류로 방류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댐하류 방류시 낙동강의 본류에 위치하고

있는 취수장에 의해 광역, 지자체 등으로 공급되며, 댐내 취수 물량은 임하댐의 경우 영천댐 및

포항권 광역, 남강댐은 남강광역, 밀양댐은 밀양댐광역으로 공급된다.

◯ 다목적댐 건설 전·후 수문특성 변화

- 댐 건설 전·후 강수량, 유입량, 유출률 특성변화

낙동강 유역의 5개 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의 강수량은 댐 건설 전에 비해 댐 준공

후에 증가하는 반면, 유입량의 경우 안동댐과 남강댐은 증가하며 임하, 합천댐은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합천댐의 유입량 감소가 전 계절에 걸쳐 심각하며, 임하 및 밀양댐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의 유입량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댐 건설 전에 비해 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유입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

유는 댐 기본계획 당시 가지야마 공식을 이용한 유입량 계산으로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저수지 운영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댐건설 후 실측 저수지 유입량을 이용하

여야 한다. 다음 그림은 낙동강 유역 주요 다목적댐 건설 전·후의 수문특성 변화를 나타낸다.

D
iff

er
en

ce
 (%

)

유입량 유출률강수량

그림 2.225 낙동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 전·후의 수문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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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댐 가뭄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 다목적댐 가뭄특성 및 운영현황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시작되는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시까지 오랜 시

간이 필요하며, 파급효과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림 2.226에서 볼 수 있듯이 가뭄은 5-6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나, 지역 간 강수의 변

동성과 계절별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과거 저수지 운영기준을 통한 물 관리로는 기후변화에 따

른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수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SY CJ HS AD IH HC NG MY GW BH DC YD SJ JA BA BY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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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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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K-water 다목적댐 수계별-연도별 강수량 비교 

◯ 기존 다목적댐 가뭄 대응 용수공급 조정기준 검토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2014)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댐

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신속히 댐의 용수공급량을 조정하고, 비축 가능한 대응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재난예방을 위한 댐의 적정 용수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댐 용수부족시

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댐의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수공

급능력을 유지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2014)은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듬해 홍수기(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가능량을 검토하여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구분하고, 6월말 기준 저수위(용수공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만 공급조정을 통

해 공급량 감축 및 저수량 비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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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국가안전세부집행계획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 기준(2014)

이러한 운영방식은 6월말 이후 가뭄지속 시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지적되며, 실례

로 소양강-충주댐의 경우 6월말 예상수위가 저수위보다 약 3m 높은 수준(관심)에 불과하였으

나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였다.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은 홍수기(6.20.-9.30.) 유입량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용

수공급에 필요한 유입량의 대부분이 홍수기에 유입된다. 가뭄이 극심했던 2015년의 경우 홍수

기에 강수량이 적어 유입량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계절적 변동성이 점차 악화될 경우, 기존 홍수기 유입량에 의

존한 저수지 운영기준으로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유입량 산정시 현행 20년 갈수빈도 유입 단일조건은 가뭄 호전 시 불필요한 과잉 대

응 우려와 가뭄 악화 시 느슨한 대응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 장래 유입량의 불확실성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자원 시설물(댐) 예비율 추정 방법론 정립

사수위까지 비상용량을 활용할 경우 수자원 시설물 하층의 퇴적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공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용량 중 일부만을 예비율 개념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 예비율 산정할 것이며 이후 심화된 연구에서는 댐의 수위에

따른 수질을 고려하여 예비율 산정 연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유역의 최근 30년간 연

평균 강수량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어 최근 20년간 제한급수 피해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뭄 피해 규모가 큰 낙동강 유역 내 수자원 시설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년도)
전체 제한급수

인구(천명)
낙동강 피해인구(천명) 낙동강 피해 비율(%)

1994 2222.4 1437.4 64.7

2001 482.9 154.9 32.1

2008 280.1 131.0 46.8

표 2.108 낙동강 유역의 제한급수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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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의 수자원 시설물 중 남강댐의 경우 비상용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밀양, 군위,

부항댐의 경우 비상용량의 규모가 너무 작아 분석대상 유역에서 제외하였다. 안동, 임하, 합천댐

의 20년 이상의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용수공급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임하댐 및 합천댐의

경우 설계신뢰도 이하로 저조하여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

하댐의 경우 안동-임하 연계운영과 같은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천댐의 경우 비상용량 확보량이 크기 때문에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량 활용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분석일수 부족일수 기간신뢰도 양적신뢰도 회복도

안동댐 13,149 400 0.970 0.981 0.028

임하댐 7,305 1,099 0.850 0.873 0.020

합천댐 9,496 955 0.899 0.914 0.023

표 2.109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의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공급 안정성 검토

◯ 모형 구축

당해 연구에서는 최종 목표인 예비율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용수공급능력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에서 개

발된 HEC-ResSim을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HEC-ResSim 모형은 총 3가지 Module로 나누어지며 모형 구축 이전에 필요한 자료는

WAMIS 또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운영 및 평가는 일단위로 설정하였으며 홍수기 제

한수위 및 실제운영을 고려한 수자원 시설물과 유사한 모의를 하도록 구축하였으며 운영 기간

은 30년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기후변화에 따른 유입 시나리오별 용수공급 안정성 검토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

아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강수특성 변화 및 증발량 증가, 토양수분 변화로 수자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유입량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범유역인 합천댐

의 과거 관측된 유입량 자료의 20%씩 감소시켜 댐 운영을 통한 물 부족 심화 시나리오를 모의하

였다. 유입량의 수준이낮아짐에 따라기간신뢰도가 가파르게하락하며 기존 관측된유입량의 40%

수준의 유입시 용수공급 부족일이 급격히 증가하며 기간신뢰도가 40%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댐 내 운영 수위도 대부분의 기간이 저수위에 도달하여 있어 수자원 시설물의 기능

을 상실하였으며 모형에서는 댐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용수공급의 전체량을 중단하지만

실제로는 전체량을 중단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더욱 낮은 수위로 낮아질 수 있어 실제 가뭄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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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량 감소에 따른 용수공급안정성이 현저히 하락하였으므로 비상용량

활용에 따른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입 시나리오별 비사용량을 활용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유입 수준
비상용량

활용 수준

부족일수

(일)

기간신뢰도

(%)

추가 공급 부족일

(일)

100 %
100% 955 89.9 -

0 % 764 92.0 191

80 %
100 % 1,553 83.6 -

0 % 1,355 85.7 198

60 %
100 % 3,424 64.0 -

0 % 3,343 64.8 81

40 %
100 % 5,763 39.3 -

0 % 5,659 40.4 104

표 2.110 비상용량 활용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유입 시나리오별 비상용량 활용으로 최소 81일에서 최대 191일까지 추가 용수공급 일이 발생

하였으며 기간신뢰도는 0.8%에서 최대 2.1% 증가하였다. 비상용량 활용에도 유입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유입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40, 60%에서는 용수 부족 사상 발생

이후 일정 수위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80, 100%에서는 차기 용수 부족 사상 발생 이전 일정

수위를 회복하여 비상용량 활용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 두 개 댐의 가뭄 및 평상시 저수지군 운영모형 구성

◯ 단일 댐에 대한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감량공급 기준곡선 결정

본연구에서는 Shih and Revelle(1995)에서 제시하고있는 2단계의감량공급최적화기법수식을

확장하여 4단계의감량공급이가능하도록하였다. 목적함수는식 (2.23)과같으며, 그 의미는하류의

수요량에대한용수공급충족횟수(
  



)에서 단계별 감량공급실행저수량( ,  ,  , )의

합을 뺀 값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주요 제약조건 식은 진영규 (2016)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Maximize 
  



 
  



    (2.23)

여기서, 는 용수 공급을 충족시킬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이 된다. 는 가중치이다. 는 저

수지를 운영하게 될 총 기간이며, 는 1부터 12까지로 월(月)을 의미한다.

그림 2.228은 진영규(2016)에서 제시한 수학적 모형으로 결정된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의 가

용수량 기준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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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결정된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감량공급 기준곡선

◯ 세 개 댐 연계 운영 모형 구성 및 운영 결과 분석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계획할 당시 두 개 댐(안동댐, 임하댐)에 대하여 댐 연계 운영을 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댐의 경우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댐 연계 운영 시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 개 댐(안동댐, 임하댐, 합천댐)의 연계 운영 모형을 구성하였다. 세 개 댐 연계 운영

모형의 모식도는 그림 2.229의 (a)와 같고, 연계 운영 규칙은 그림 2.229의 (b)와 같다. 그림

2.229의 (a)에서 제어지점은 각 댐의 추가 방류량 결정과 물 부족량을 평가하는 지점이다.

(a) 세 개 댐 운영 모형의 모식도 (b) 댐 연계 운영을 위한 운영 규칙

그림 2.229 세 개 댐 운영 모형 모식도 및 연계 운영 규칙

세 개 댐의 모의 운영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2.230은 세 개 댐의

연계운영 결과와 독립운영 결과를 각 제어지점의 용수 공급 부족량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세

개 댐을 독립운영 할 경우,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

적으로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세 개 댐을 연계 운영할 경우, 임하댐에서

감량공급하는 양에 상응하는 용수를 안동댐에서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제어지점 1의 물 부족을

완화시켰다(그림 2.230의 (a)). 또한, 황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에서는 독립운영의 물 부

족이 발생하는 기간에 비하여 연계운영의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기간이 안동댐의 추가 방

류량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11은 세 개 댐의 연계운영 결과와 독립운영

결과를 모의 기간(2006 ∼ 2010)에 발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비교한 것이다. 황강 합류부

직상류에서 발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은 연계 운영한 결과가 독립 운영한 결과에 비하여 13%

완화되었으며, 황강 합류부 직하류에서 발생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은 24%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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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

- 용수 공급 부족량(제어지점1)

(b) 연계운영과 독립운영 결과 비교

- 용수 공급 부족량(제어지점2)

그림 2.230 낙동강 세 개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 비교

–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구분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 황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

연계운영 1,143 295

독립운영 1,321 386

표 2.111 낙동강 세 개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 비(단위: 백만 m)

③ 댐 예비율 적용모형 및 운영기준의 시범유역 적용

㉮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기 수립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및 보완

- 가뭄대응 다목적댐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2014)은 다목적댐의 기본계획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듬해

홍수기(6월 20일)까지 용수공급 가능량을 검토하여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구분하

고, 6월말 기준 저수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만 공급조정을 통해 공급량 감축 및

저수량 비축 시행한다.

이러한 경우 6월말 이후 가뭄지속 시 선제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뭄 대응 저수

지 운영은 홍수기 (6.20. ∼ 9.30.) 유입량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용수공급에 필요

한 유입량의 대부분은 홍수기에 유입되었다. 가뭄이 극심했던 2015년의 경우 봄가뭄은 없었으

나 홍수기에 강수량이 적어 유입량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용수공급이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과 용수공급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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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기준저수량 산정 기준 개선(안)

그림 2.232 용수부족 대비 저수지운영 기준저수량 비교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댐 용수부족에 대비하여 신속한 댐의 용수공급량을 조정하고 비축 가능한

가뭄대응저수지운영기준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의단계저수량을기준으로댐유입량이없는조

건에서도 10일분 공급량의 확보에서 관심단계에서 15일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되고 심각 단

계에서 댐 유입량이 없는 조건에서도 최소 15일간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기준저수량 설정 강

화하였다. 댐별 단독 운영 조건에서 소양강댐과 충주댐,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하여 연계운영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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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의단계부터 농업용수 여유량 감축과 더불어 댐-보-하구둣 및 발전댐 간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여유량 전량 감축 및 운영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강화하였다. 농업용수 사용시기별 특성, 생·공

용수실제감축사례등을토대로초기감축율을제시하여이를기준으로감축량을결정하도록하였다.

- 가뭄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낙동강 내 6개 다목적댐(남강댐은 용수공급 조정기준 부재)을 대상으로 과거 가뭄기간에서의

댐 운영에 따른 저수량과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안)을 적용한 저수량을 비

교하였다.

그림 2.233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낙동강 통합)

댐 안동-임하 합천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801.9 399.2 727.7 461.8 704.1 802.7 285.5 177.4 314.4 171.7 294.7 443.6

② 1,416.3 891.0 1,530.9 907.0 1,231.3 1,193.9 409.7 222.8 563.6 207.2 411.3 370.8

③ 614.4 491.8 803.2 445.2 527.2 391.2 124.2 45.4 249.2 35.5 116.6 -72.8

댐 밀양 군위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 - 9.2 32.3 30.6 43.4 - - - - 7.6 27.7

② - - 3.8 20.0 46.1 67.6 - - - - 5.8 22.0

③ - - -5.4 -12.3 15.5 24.2 - - - - -1.8 -5.7

댐 김천부항 6개댐 통합

4월1일기준 ‘94 ‘95 ‘01 ‘09 ‘14 ‘15 ‘94 ‘95 ‘01 ‘09 ‘14 ‘15

저

수

량

① - - - - 17.6 22.1 1,087.4 576.6 1,051.3 665.8 1,054.6 1,357.5

② - - - - 18.6 18.9 1,931.8 1,010.0 2,087.6 1,056.2 1,685.9 1,640.4

③ - - - 1.0 -3.2 844.4 433.4 1,036.3 390.4 631.3 282.9

표 2.112 저수지 운영기준 개선(안) 평가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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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댐 기후변화 대응 용수공급 능력 및 취약성 분석

- 물리적 기반 유출모형 시범유역 구축 및 적용성 평가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시나리오 산정을 위해 K-water에서 자체개발한 K-DRUM모형을 활

용하여 낙동강 다목적 댐에 대해 모형을 구축하고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내 5개 다목적

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에 대해 R2, NSE 등 5가지 적합성 지수를 적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하였고 R2의 경우 0.74∼0.94, NSE는 0.68∼0.93로 나타내었다.

Index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R2 0.74 0.78 0.79 0.94 0.83

NSE 0.68 0.68 0.73 0.93 0.82

PBIAS -61.08 -105.07 -81.03 -36.16 -56.75

RSR 0.56 0.57 0.52 0.26 0.43

표 2.113 K-DRUM모형 검·보정

- 기 수립 저수지 운영기준(안)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평가

26개 GCMs 52개 RCP4.5/8.5 시나리오 중 최상위 이수안전도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선정

한 결과, CanESM2(RCP8.5)가 분석기간(2010 ∼ 2099년)동안 98.8%로 분석되었으며 30년씩

나누어 산정한 이수안전도는 각각 98.5% (2010 ∼ 2039년), 99.7% (2040 ∼ 2069년), 100%

(2070 ∼ 2099년)로 나타났다.

최하위 이수안전도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선정한 결과, CMCC-CMS(RCP4.5)가 분석기간

(2010 ∼ 2099년)동안 이수안전도가 65.5%로 분석되었으며 30년씩 나누어 산정한 이수안전도

는 각각 57.8% (2010 ∼ 2039년), 58.7% (2040 ∼ 2069년), 80.3% (2070 ∼ 2099년)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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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99년 2010∼2039년

2040∼2069년 2070∼2099년

그림 2.234 최상위 이수안전도 시나리오 분석(CanESM2, RCP8.5)

2010∼2099년 2010∼2039년

2040∼2069년 2070∼2099년

그림 2.235 최하위 이수안전도 시나리오 분석(CMCC-CMS, 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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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및 운영기준 도출

- 다목적댐 기준저수량 산정을 위한 기후변화 수문시나리오 평가 및 선정

낙동강 내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을 대상으로 26개 GCMs – RCP4.5/8.5 시나리

오 및 앙상블 연강수량, 연평균기온, 월평균 강수량, 연평균유입량 그리고 월평균 유입량을 전망

하여 분석하였다. 전망기간은 2010∼2099년으로 각각 30년 단위로 단기(2010∼2039년), 중기

(2040∼2069년), 장기(2070∼2099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목적댐 26개 GCM RCP 시나리오 및 앙상블 월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앙상블 월평균유입

량의 경우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기준기간에 피해 월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홍수기(6월-9월)의 월평균 강수량의 경우 기준기간에 비해 유입량의 편차가 10cms이상으

로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CP8.5가 RCP4.5에 비해 강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수기 유입량의 감소는 미래 안정적인 댐 운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저수지 운영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36 시범유역 다목적댐 연평균 유입량 전망(26개 GCMs RCP4.5/8.5 및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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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보완 및 평가

현재우리나라의다목적댐가뭄단계는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총 5단계로나누어져있으며

가뭄단계별대응단계해제는저수량이정상환원도달시까지최악의조건유지한다. 미국의경우한

개또는두개의댐저수량이일정수위와일정기간을유지하면상위단계로향상되는단계별해제기준

을가지고있다. 가뭄단계해제기준설정을위해가뭄지수를검토하였고댐유역의특수성을고려하기위

해댐유입량을입력자료로하는일단위표준유입량지수(SFI)를개발하고SPI 지수와비교·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에 대해 당시 저수량, SPI 및

SFI 지수의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저수량과 SPI, SFI지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나 가뭄단계에 해당시에 SFI 지수가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뭄 단계별 해제는 단기

간 및 장기간의 추세뿐만 아니라 기저유출, 토양수분 등의 수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가

뭄 단계별 해제 기준 설정시 저수량과 가뭄지수(SFI) 호합 사용이 필요하다.

SFI 지수의 가뭄 구간을 가뭄단계에 맞추어 보통가뭄(Moderate Drought), 심한가뭄

(Severe Drought), 극심가뭄(Extreme Drought), 예외적인 가뭄(Exceptional Drought) 총 4

등급으로 나누었고 과거 기간의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SFI지수를 이용해 유황곡선 개념

을 적용하여 가뭄심도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2.237 과거 가뭄기간에 저수량, SPI 및 SFI 지수 비교

그림 2.238 가뭄단계 해제기준 모의 모식도 및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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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SFI 지수 관심이상 지속기간별, 단계별 저수위

수위 유지기간별, SFI(관심 이상) 지속기간 + 단계별 저수지 수위 유지기간별 등 총 12가지 시

나리오별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천댐을 대상으로 1990∼2015년 동안 가뭄단계 해제시나리

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존해제 5일유지 10일유지 15일유지 30일유지

SFI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6 82.7 82.7 82.7

회복도(일) 77.3 82.5(▲5.2일) 82.3(▲5.0일) 82.2(▲4.9일) 82.7(▲5.4일)

수위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8(▲4.5일) 81.6(▲4.3일)

SFI +

수위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9(▲4.6일) 81.6(▲4.3일)

표 2.114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 분석

또한, 대표적인 가뭄 기간에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 적용시 추가 공급량을 비교하였고 생·공

용수, 생·공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의 추가적인 공급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대 5.4일까

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였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방법론)

26 GCMs RCP4.5/8.5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저수량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 단계별 해제기준을 적용한 최적 저수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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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9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방법론)

㉯ 댐 예비율 모형 구축 및 시범유역에 적용

당해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서 수행한 댐 예비율 적용 모형을 시범유역인 합천댐에 적용하여

모형 적용 시 용수공급능력의 향상 정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당해 연구에서는 기존

댐 예비율 적용 모형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국토통부)을 적용하였다.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다목적댐의 용수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기법

으로 다목적댐에서 용수부족이 예상될 때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조정하여 최대한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응 단계별 감량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40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용수공급 조정 체계



- 349 -

모의운영 및 평가는 일(Day)로 설정하고 대안별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향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4개의 Case로 나누어 모의운영 하였으며 Case 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운영방법 비고

Case 1 비상용량 미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2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3 비상용량 미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Case 4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표 2.115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Case 설정

◯ 합천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Case 별 모의운영 결과를 이용하여 합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회복도,

취약도를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Case 별 모의운영 결과 일반운영(Case 1)에 비해 비상용량 활용(Case 2) 및 용수공급 조정

기준 적용(Case 3)시 모든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두 가지 대안을 복합

적용(Case 4)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었다.

구분
Case 1

①

Case 2 Case 3 Case 4

② ② - ① ③ ③ - ① ④ ④ - ①

부족일수

(일)
971 774 -197 551 -420 99 -872

부족량

(MCM)
1,246.2 984.0 -262.2 745.9 -500.3 184.2 -1,062

기간 신뢰도

(%)
90.2 92.2 2.0 94.2 4.0 99.0 8.3

양적 신뢰도

(%)
92.3 93.9 1.6 95.4 3.1 99.1 6.8

평균 회복도 0.024 0.027 0.003 0.042 0.018 0.202 0.178

최대 회복도 0.006 0.007 0.001 0.014 0.008 0.042 0.036

평균 취약도

(MCM)
54.2 46.9 -7.3 32.4 -21.8 7.1 -47.0

최대 취약도

(MCM)
210.1 183.6 -26.5 93.6 -116.5 34.4 -175.7

표 2.116 Case 별 용수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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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한 Case 3, Case 4의 경우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아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공급량을 감축하기 때문에 완벽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

기 어렵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감량 공급으로 인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감량일수를

고려한 경우 일반운영(Case 1)에 비해 대부분의 용수공급능력 지표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특성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생·공용수를 장기간 공급하기 위해 선제

적 감량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

을 적용한 Case 4에서는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감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도 일반운영

(Case 1)보다 공급신뢰도가 0.5%(79.9 MCM) 증가하여 장기간 용수를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용수공급능력이 가장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Case 1

①

Case 3 Case 4

③ ③ - ① ④ ④ - ①

부족일수

+감량일수

(일)

971 1800 829 2142 1171

부족량+감축량

(MCM)
1246.2 1293.2 47.0 1166.2 -80.0

기간 신뢰도

(%)
90.2 81.8 -8.4 78.3 -11.9

양적

신뢰도

(%)

92.3 92.0 -0.3 92.8 0.5

평균 회복도 0.024 0.004 -0.020 0.004 -0.020

최대 회복도 0.006 0.001 -0.005 0.001 -0.005

평균 취약도

(MCM)
54.2 161.7 107.5 129.6 75.4

최대 취약도

(MCM)
210.1 566.6 356.5 724.8 514.7

표 2.117 감량일수를 고려한 대안별 용수공급능력

㉰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 모형 구성

◯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저수량 기준 용수 감량공급 규칙 결정

가용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운영할 경우, 미래 유입

량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유입량 예측은 예측 정확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

뭄에 대응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 유입량 예측에 실패할

경우에는 용수 공급에 크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유입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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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 저수량 기준의 4단계 용수 감량공급 기법을 개발하였다. 저수량 기준의 4 단계 용수 감

량공급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수학적 모형의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식은 진영규 등(2017)에 자세

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2.241은 결정된 낙동강 주요 4 개 다목적 댐들(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의 가뭄

대응을 위한 저수량 기준의 순(旬) 단위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각 다목적

댐의 순 단위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은 과거 기록 유입량이 가장 적은 기간을 포함

하고, 가뭄 기간 이전과 이후에 홍수가 포함된 기간에 대하여 최적화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 안동댐 (b) 임하댐

(c) 합천댐 (d) 남강댐

그림 2.241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저수량 기준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

- 낙동강 다목적 댐들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한 독립 모의 운영 결과와 과거 운영 실

적 비교

본 절에서는 앞서 결정된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의 순 단위 용수 감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의 검증을 하고자 한다. 검증기간은 모든 댐에 발생된 가뭄을 포함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각 댐의 모의 운영은 검증 기간의 유입량 자료와 순 단위 용수 감

량공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을 이용하였다. 표 2.118은 각 댐 별로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나타

낸 것이다. 안동댐 모의 운영 결과는 과거 실적 총 용수 공급 부족량에 비하여 1/4로 완화되었

다. 임하댐은 1/2로 완화되었으며, 합천댐은 2/3으로 완화되었다. 남강댐과 밀양댐은 과거 댐 운

영 실적에서는 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으나, 댐 독립 모의 운영 결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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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댐
모의 기간 내 총 용수 공급 부족량

과거 기록 자료( m) 댐 독립 모의 운영 결과( m)

안동 901 218

임하 1,334 679

합천 800 543

남강 305 0

밀양 48 0

표 2.118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과거 운영 실적과 독립 모의 운영 결과의 비교

- 대권역 저수지군의 가뭄 및 평상시 운영 모형 확장 구성 및 운영 결과 평가

앞서 저수량 기준의 용수 감량공급 기준곡선을 이용한 다목적 댐의 독립 모의 운영 결과로부

터 용수 공급 부족의 완화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에 낙동강 내 다목적 댐들을 연계 모의 운영하

여 물 부족 완화효과를 보고자 한다. 물 부족에 대한 평가는 하류에 있는 댐이 상류에 있는 취

수 지점에 용수 공급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3 개의 제어지점을 기준으

로 평가하였다.

그림 2.242는 각 제어지점에서 발생한 물 부족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제어지점 1과 2에

서 안동댐에서 추가 방류하는 양으로 인하여 가뭄 초기의 물 부족량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어지점 2에서 가뭄 말기의 물 부족량이 남강댐의 추가 방류로 인하여 완화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119는 제어지점 별로 모의 기간에서 발생한 총 물 부족량은 나타낸 것이다.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영 결과가 총 물 부족량이 8 % 완화되었

으며, 남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영 결과가 총 물 부족

량이 46 % 완화되었다. 밀양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3)에서는 독립 운영에 비하여 연계 운

영 결과가 총 물 부족량이 20 % 심화되었다. 그런데 제어지점 3에서 심화된 물 부족량은 제어

지점 1과 2에서 완화된 물 부족량에 비하여 미미한 값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내 다목적 댐들의

가뭄을 대응하기 위한 연계 운영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동댐의 추가 방류는 억

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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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어지점1 (b) 제어지점2 (c) 제어지점3

그림 2.242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독립 모의 운영과 연계 모의 운영의 비교

-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제어지점
기간: 2006∼2010

독립운영 연계운영

황강 합류부 직상류(제어지점 1) 905 837

남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2) 542 290

밀양강 합류부 직하류(제어지점 3) 1.37 1.66

표 2.119 독립 모의 운영과 연계 모의 운영 결과의 모의 기간 내 제어지점 별 총

용수공급 부족량 비교(단위: 백만 ㎥)

④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최적 적용 방안 및 모의운영을 통한 평가

㉮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 운영기술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산정 기술 고도화

- 일단위 추계학적 유입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저수량 개선

기존 기준저수량 산정 시 20년 갈수빈도의 댐 유입량을 사용하였으나 추계학적 500년 순별

모의유입량으로 개선되었다. 댐운영의 경우 일단위로 운영되므로 추계학적 500년 일별 모의유

입량을 재산정하고 순별 모의유입량과 비교해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시범유역 다목적댐(안동·임하, 합천, 밀양)을 대상으로 실측 댐유입량, 추계학적 500년 순별

모의유입량 및 추계학적 500년 일별 모의유입량에 대한 Mean, Stdev., Skew., CV 지표로 비

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일별 모의유입량이 실측유입량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및 표준편차 지표에서 순별 모의유입량과 일별 모의유입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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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ev. Skew. CV

안동

·

임하

Obs. 52.68 91.62 2.47 1.31

10

days
26.90 28.19 2.30 0.96

Daily 48.50 81.89 2.88 1.24

합천

Obs. 20.84 32.64 2.35 1.17

10

days
16.73 16.78 0.83 1.64

Daily 19.59 29.81 2.61 1.12

밀양

Obs. 2.78 5.08 2.24 1.40
10

days
2.37 2.51 1.82 1.04

Daily 2.53 4.52 2.66 1.37

그림 2.243 추계학적 500년 순별 및 일별 모의유입량 비교

- 가뭄 심화 시 효율적 저수지 운영을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각 가뭄 대응 단계 저하 예상 시 사전준비와 가뭄단계 심화에 따른 경보, 감량계획 및 비상대

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단계별 용수감량 기준 저수량을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댐·보연계 운영 협

의회 논의 및 대국민 홍보 등 사전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가뭄단계는 무유입시에도 최소

15일 이상 유지되도록 조정되어 있다. 즉 무유입 조건에서도 15일 동안은 단계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a) 기존 (b) 개선

그림 2.244 단계별 최소 대응시간 고려(한국수자원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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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뭄 심화 단계인 주의, 경계, 심각단계에서는 무유입시 최소 5일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서 경계 및 심각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심각단계 시 비상공급 사용을 위

한 시설준비 및 용수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 단계별 기준 저수량 세분화 기준 (b) 단계별 기준 저수량 및 세분화 결과(예, 합천댐)

그림 2.245 단계별 기준 저수량 세분화 기준 및 결과

◯ 가뭄대응 단계별 용수공급 기술 고도화

- 다목적댐 가뭄 대응 단계별 최적 해제기준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뭄 단계별 대응 단계 해제는 저수량이 정상환원 도달 시까지 최악의 조건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한 개 또는 두 개의 댐 저수량이 일정 수위와 일정기간을 유지하면 상위 단계로 향

상되는 단계별 해제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뭄단계 해제기준 설정을 위해 가뭄지수를 검토하였고 댐유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댐

유입량을 입력 자료로 하는 일단위 표준유입량지수(SFI)를 개발하고 SPI 지수와 비교·분석하

였다. SFI 지수의 경우 각 댐 완공시기에 따른 축적 유량의 자료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의 통

일성을 고려하기 위해 500년 일별 모의유입량을 이용하여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한 후 과거 유입

량자료로 산정한 SFI지수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에 대해 당시 저수량, SPI 및

SFI 지수의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댐에서 저수량과 SPI, SFI지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나 가뭄단계 해당 시 SFI 지수가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뭄 단계별 해제는 단기간

및 장기간의 추세뿐만 아니라 기저유출, 토양수분 등의 수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뭄

단계별 해제 기준 설정 시 저수량과 가뭄지수(SFI)의 혼합 사용이 필요하다.

SFI 지수의 가뭄 구간은 과거 기간의 안동·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SFI지수를 이용해 유황곡

선 개념을 적용하여 Wet 구간부터 Drought 구간까지 총 11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뭄단계

해제기준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뭄 분류인 Drought 구간이 아닌 Wet 구간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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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가뭄단계 해제기준 모의 모식도 및 SFI 가뭄 단계 범위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SFI 지수 관심이상 지속기간별, 단계별 저수위

수위 유지기간별, SFI(관심 이상) 지속기간 + 단계별 저수지 수위 유지기간별 등 총 12가지 시

나리오별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천댐을 대상으로 1990∼2015년 동안 가뭄단계 해제시나리

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대표적인 가뭄 기간을 선정하여 가

뭄 단계별 해제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공급량을 비교하고 이를 생·공용수, 생·공·농·하천유

지용수의 추가 공급 일 수를 산정하여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모의를 통

해 SFI, 단계별 저수위, SFI + 단계별 저수위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와

많은 추가공급량을 보인 SFI + 단계별 저수위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구분
기존

해제
5일유지 10일유지 15일유지 30일유지

SFI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6 82.7 82.7 82.7

회복도(일) 77.3 82.5(▲5.2일) 82.3(▲5.0일) 82.2(▲4.9일) 82.7(▲5.4일)

수위만 고려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8(▲4.5일) 81.6(▲4.3일)

SFI + 수위
기간신뢰도(%) 82.9 82.7 82.7 82.8 82.8

회복도(일) 77.3 86.6(▲9.3일) 86.3(▲9.0일) 81.9(▲4.6일) 81.6(▲4.3일)

표 2.120 가뭄단계 해제시나리오에 따른 기간신뢰도 및 회복도 분석(합천댐)

SFI + 단계별 저수위의 유지기간별 시나리오의 이수안전도 지수(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회

복도, 취약도)와 시나리오 적용 과거기간 추가공급량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의 가뭄 단계별 해제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용수공급 안정성을 위한 회복도가 짧고 가장 많은 용수공급이 가

능한 SFI Wet 등급(0.5이상) 및 가뭄단계 상위등급 저수량(저수위) 15일 유지를 다목적댐 가

뭄 단계별 최적 해제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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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저수량 도달 시 점진적 제한공급 규모 확대 방안 도출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단계를 총 5단계(기존)에서 10단계(개선)로 세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뭄단계별 용수공급량에 따라 총 6가지의 용수공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가뭄대응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가뭄 발생 시 점진적으로 용수 감축이 이루어지며 용수 공급

의 중요도에 따라 용수공급 조정순서는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단계적 감축

을 수행한다.

(a) 기존 (b) 개선

그림 2.247 가뭄대응 용수공급 기술 세분화 예시

관심단계(D1)의 경우 기존의 용수 감축량과 동일하게 생공용수 배분량을 생공용수 계약량으로

감축, 주의단계(D2)의 경우 하천유지용수 배분량의 20%, 50%, 80% 감축, 농업용수 미사용량 감

축, 경계단계(D3)의 경우 농업용수 사용량의 20%(4-6월)-30%(7-9월), 50%(4-6월)-70%(7-9

월), 100% 감축, 심각단계(D4)의 경우 생·공용수 계약량의 최대 50%까지 감축한다.

과거 합천댐 건설당시(1989년)와 가뭄사상(1994-1997년, 2009-2010년)에 대하여 제안된 6가

지의 용수공급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용수공급시나리오의 가뭄

대응 효과를 보기 위하여 1989년 합천댐 건설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저수량에 대하여 모의를 수

행한 결과 기존의 용수공급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시나리오는 심각단계의 지속기간을

최대 58일 감축시켰다. 극심한 가뭄 발생시 저수위 근접 단계(D4.3)에 생공용수의 50%를 감량

함으로서 막대한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1994-1997년 발생한 가뭄사상에 대한 분석결

과 모든 용수공급 시나리오에서 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용

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가 4년 동안 최대 11,300,000㎥의 용수공급

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1996년의 경우 기존 용수공급시나리오는 주의단계까지 저수용량이

저하한 반면 Rule 1, Rule 2, Rule 3, Rule 4는 경계단계까지 저하되어 다른 시나리오(Rule 5,

Rule 6)에 비해 안 좋은 용수공급 특성을 보였다. 1997년의 경우 역시 Rule 1, Rule 2, Rule

4에서 경계단계까지 저수용량이 저하되는 특징을 보였다. 2009-2010년 발생한 가뭄사상에 대

한 분석결과 모든 용수공급 시나리오에서 심각단계 및 저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

지 않았으며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가 2년 동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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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00㎥의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가뭄이 발생한 경우 제안

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많은 양의 용수를 가능

하게 하고 극심한 가뭄의 경우 생공용수를 50% 감량함으로서 저수위 및 심각단계이하로 저수

용량이 저하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보다 신속하게 정상단계로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보였다.

- 유입 및 운영기준 시나리오별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술 개발

극한 가뭄 발생시, 유입시나리오에 따른 저수용량 및 각 단계별 진입시기와 지속기간 등 댐

운영 실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

저수량 조건, 용수공급 조건, 유입량 조건, 가뭄해제 조건 등을 적용하여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

술을 개발하여 탄력적인 응급대책(안)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No Step Conventional Step Rule1 Rule2 Rule3 Rule4 Rule5 Rule6

0 정상 N

생공배분

농업배분

유지배분

N

생공배분

농업배분

유지배분

1 관심 D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

D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

2 주의 D2
생공계약

농업사용

D2.1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8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

0%

D2.2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5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생공계약

농업배분

유지배분×2

0%

생공계약

농업배분

생공계약

농업배분

D2.3
생공계약

농업사용

3 경계

D3.1

　

생공계약

농업사용×80또

는70%　

D3.1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생공계약

농업사용×8

0또는70%

D3.2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생공계약

농업사용×5

0또는30%
D3.2 생공계약

D3.3 생공계약

4 심각 D4
생공계약×

80%

D4.1 생공계약×80%

D4.2 생공계약×70%

D4.3 생공계약×50%

표 2.121 가뭄대응 용수공급시나리오 세분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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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 다목적댐 용수공급 장기 전망 기술

기준저수량 조건은 관측유입량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한 기준저수량 조건(2가지)

이며, 용수공급 조건은 세분화된 단계별 용수공급 시나리오 조건(6가지)이다. 유입량 조건은

과거 유입량(평균, 최저), 무유입량, 가뭄빈도해석(20년, 200년 갈수빈도), 기후변화시나리오 조

건(6가지)이다. 또한 가뭄해제 조건은 SFI와 수위유지기간(1가지)이다.

가뭄

단계

과거 평균 유입량 과거 최저 유입량
200년 빈도

유입량
20년 빈도 유입량 무유입량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시기

지속기간

(Days)

관심 10월1일 230 10월1일 220 10월1일 67 10월1일 128 10월1일 21

주의 - -
5월3일

(+214일)
32

12월7일

(+67일)
176

1월20일

(+111일)
237

10월22일

(+21일)
77

경계 - -
7월12일

(+70일)
24

6월1일

(+176일)
55 - -

1월7일

(+77일)
36

심각 - -
7월24일

(+12일)
57

7월26일

(+55일)
67 - -

2월12일

(+36일)
91

저수위 - - - - - - - -
5월14일

(+91일)
140

표 2.122 가뭄단계별 지속기간 전망

◯ 기후변화 대응 수문해석 및 저수지 운영 기술 고도화

- 기후변화 기후·수문시나리오 평가

낙동강 권역을 포함한 한반도 60개 ASOS 관측지점에 대한 RCP4.5 및 8.5 별 26개 CMIP

GCM 모형의 통계적 상세화(SDQDM)과정을 거친 일단위 기후시나리오(2010∼2100년)와 이

를 강우-유출모형(PRMS)에 적용하여 산출한 중권역 일단위 수문시나리오(2010∼2100년)를

활용하여 기후·수문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낙동강 권역 내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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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기후·수문 시나리오의 평가를 위해 26개 GCM 및 앙상블 모

델의 연강수량, 월평균강수량, 연평균유입량, 월평균유입량 변화 전망을 분석하였다.

연강수량 전망 결과, 기준기간(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의 연강수량

증가 추세가 단기(2010∼2039년)에서 3∼4%(49∼65mm), 중기(2040∼2069년)에서 8∼

11%(110∼ 149mm) 그리고 장기(2070∼2100년)에서 10∼18%(143∼236mm)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기준기간(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의

연평균유입량 증가 추세가 단기(2010∼2039년)에서 4∼5%(0.9∼1.2cms), 중기(2040∼2069

년)에서 8∼11% (2.0∼2.6cms) 그리고 장기(2070∼2100년)에서 12∼18%(2.6∼4.1cms)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49 RCP4.5 및 8.5 시나리오별 26개 GCM 및 앙상블 모델의 연평균유입량 및 

월평균유입량 전망 예: 합천댐

미래 30년 단위(단기, 중기, 장기)의 월평균강수량과 월평균유입량 전망 결과, 각각 기준기간

(1976∼2005년)에 비해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이수기보다 홍수기(6∼9월)에서 두드러진 증가 양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극한기후현상(홍수 또는 가뭄)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나리오별(RCP4.5 및 8.5) 26개 GCM 및 26개 GCM의 앙상블 모델 각

각에서 댐 유역 단위의 강수량과 유입량이 모두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의 재설정 및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후변화 기후·수문시나리오에 따른 용수공급 안정성 평가

AR5 RCP 시나리오(4.5/8.5)의 26개 GCM 기반 PRMS 모의유입량을 적용하여, 댐 용수부

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2016.06.)에 의해 다목적댐을 모의 운영하고, 그 결과 얻어진 저수량

을 기반으로 미래(2010∼2100년)의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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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그림 2.250 기후변화 기후·수문 시나리오 적용(전체 52개 GCM) 댐 모의 운영에 따른 물 공급 

신뢰도 예: 합천댐

물공급신뢰도(Hashimoto et al., 1982)는전체운영기간동안댐저수량이관심등급이하로내려

간 일수를기준으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간신뢰도와 전체 운영기간 동안 계획된 공급량에서 부족한

공급량의비율로신뢰도를판단하는공급신뢰도를적용하였다. 합천댐의물공급신뢰도평가결과, 시

나리오별(RCP4.5 및 8.5) 전체 52개 GCM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4.27%

이었으며, 단기(2010∼204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2.94%이고 중기(2040∼2070년)의 평균 기간신

뢰도는 94.68% 그리고, 장기(2070∼2100년)의 평균 기간신뢰도는 95.1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별(RCP4.5 및 8.5) 전체 52개 GCM의 미래기간(2010∼2100년)의 평균 공급

신뢰도는 96.87%이었으며, 단기(2010∼204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6.15%이고 중기(2040

∼207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7.11% 그리고, 장기(2070∼2100년)의 평균 공급신뢰도는

97.3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MPI-ESM-MR의 경우,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기간신뢰도는 99.48%이고 공급신뢰

도는 99.73%로 전체 52개 GCM에서 가장 상위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CMCC-CMS의 경우,

미래기간(2010∼2100년)에서 공급신뢰도는 65.61%이고 공급신뢰도는 79.91%로 전체 52개

GCM에서 가장 하위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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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간신뢰도 분석결과 하위 5개 GCM(65.6%-89.2%)를 제외한 나머지 47개의 GCM의

경우 90.0%를 넘는 결과를 보였으며, 공급신뢰도의 경우 가장 하위 순위를 나타낸 1개의

GCM(CMCC-CMS)를 제외한 나머지 50개의 GCM에서 90.0%를 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각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용수공

급 조정기준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2년 연속 등) 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총 52개 GCM을 고려한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를 통해 저수위 이하로 저수량이 저하되는 극심한 연속 가뭄사상(2년)을 추출하였다. 이는 미래

저수위 이하로 저수량이 저하되는 극심한 가뭄의 시기를 확인하고, 이를 해갈하기 위한 현행 용

수공급 조정기준의 기준저수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총 52개 GCM의 극심한 2년 연속 가뭄사상을 추출한 결과, RCP4.5의

26개 GCM에서 1976∼2005년에 13개, 2011∼2040년에 26개, 2041∼2070년에 22개 그리고

2071∼2100년에 16개가 추출되었으며, RCP8.5의 26개 GCM에서 1976∼2005년에 13개, 2011

∼2040년에 30개, 2041∼2070년에 24개 그리고 2071∼2100년에 39개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RCP4.5의 경우 앞서 물공급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CMCC-CMS에서 다른

GCM의 결과와 비교해 2년 연속 가뭄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RCP8.5의 경우 다른 GCM의 결과

와 비교해 BCC-CSM1-1-M에서 가장 많은 2년 연속가뭄 개수가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51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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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저수량의 정량적인 변화 양상에 따라, 앞서 추출된 2년 연속 가뭄사상(저수위 이하)의 해

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합천댐 모의운영을 실시하였다.

RCP4.5에서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 현행 기준저수량을 30%

상향시켰을 때 1976∼2100년 사이 추출된 장기 가뭄 전체 82개 중 78개를 해갈함으로써

95.12%의 가뭄 해갈 정도를 보였다. 기존 저수지 운영기준에서 기준저수량을 10% 증가시킬 경

우 RCP 4.5는 65.9%, RCP 8.5는 62.7%의 가뭄 해갈 효과를 보였다.

RCP8.5에서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 현행 기준저수량을 30%

상향시켰을 때 1976∼2100년 사이 추출된 장기 가뭄 전체 110개 중 99개를 해갈함으로써

90.0%의 가뭄 해갈 정도를 보였다.

그림 2.252 기준저수량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조정기준 운영결과(RCP8.5)

결과적으로, RCP4.5의 경우 현행 기준저수량을 50% 상향시켰을 때, RCP8.5의 경우 현행 기

준저수량을 90% 상향시켰을 때 100%의 가뭄 해갈 정도를 나타내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기

준저수량을 상향 조정하는데 는 댐마다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가뭄해갈 효과가 큰 10%의 증가

와 더불어 가뭄해제기준, 예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서 미래 가뭄에 대비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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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적용 및 평가

위에서 산정한 26개 GCMs RCP4.5/8.5 시나리오의 기간신뢰도 및 양적신뢰도와 이수안전도

를 포함하여 하위 4개 시나리오와 Median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2009년∼2099년까지 기간신뢰

도, 공급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 산정하였다. 또한,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 적용에 따른 추가용

수공급량(백만㎥)과 생·공용수, 생·공·농·하천유지용수의 추가 공급 가능 일 수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기간신뢰도(%) 공급신뢰도(%) 회복도(일) 취약도(백만m3)

CMCC-CMS 65.9 79.6 65.1 63.9

INM-CM4 86.9 92.9 57.9 51.9

MIROC-ESM 88.0 93.3 86.9 79.6

CMCC-CM 88.9 94.2 54.9 47.3
GFDL-ESM2G

(Median)
94.6 96.8 61.8 54.6

표 2.123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이수안전도 지수 평가(합천댐)

용수 공급가능 일 수
CMCC-

CMS
INM-CM4

MIROC-

ESM

CMCC-

CM

GFDL-

ESM2G

(Median)

전체

기간

생·공용수 52.0일 11.1일 10.1일 7.0일 16.5일

생·공·농·하천

유지용수
47.7일 10.2일 9.3일 6.5일 18.0일

추가용수공급량

(백만m3)
74.15 15.83 14.49 10.04 11.55

표 2.124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추가용수공급량 및 공급 가능 일 수(합천댐)

기간신뢰도와 공급신뢰도가 낮을수록 가뭄 단계별 해제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추가용수공급량

과 용수 공급가능 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신뢰도와 달리 회복도는 시나리오

별로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며 이로 동일한 운영기간동안 용수공급 실패기간이 줄어들어도 용수

공급 실패 사상 발생 시 유지기간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입되는 유입량의 크기에 따라 용수공급의 실패 기간 동안 평균 용수공급 부족량도 달

라져 취약도도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용수공급 시나리오별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

기후변화 대응 6가지 가뭄단계별 용수공급시나리오의 저수지 운영효과 분석을 위해 총 52개

기후변화 시나리오(GCM 26개×RCP 2개)자료를 활용하여 RCP시나리오별 극심한 GCM모델

(유입량 기준)을 각각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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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의 경우 FGOALS-s2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는 저수위 도달시간을 최대 21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저수위 이하로 유지되는 지속기간을 최대 26일 감소시켰다.

RCP 8.5의 경우 IPSL-CM5A-LR모델로 선정되었으며 분석결과 기존의 용수공급 시나리오

에 비해 제안된 용수공급 시나리오는 저수위 도달시간을 최대 7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저수위 이하로 유지되는 지속기간을 최대 13일 감소시켰다.

Rule
Date

(>Inactive storage)

Number of days

(≤Inactive storage)

Conventional 01.01-09.21 96

Proposed

Rule 1 01.01-10.12 74

Rule 2 01.01-10.14 73

Rule 3 01.01-10.14 72

Rule 4 01.01-10.14 72

Rule 5 01.01-10.15 71

Rule 6 01.01-10.16 70

표 2.125 저수위 도달시점 및 지속기간 분석결과(FGOALS-s2; RCP 4.5)

Rule
Date

(>Inactive storage)

Number of days

(≤Inactive storage)
Conventional 01.01-07.13 161

Proposed

Rule 1 01.01-07.20 149

Rule 2 01.01-07.21 149

Rule 3 01.01-07.22 148

Rule 4 01.01-07.22 148

Rule 5 01.01-07.22 148

Rule 6 01.01-07.22 148

표 2.126 저수위 도달시점 및 지속기간 분석결과(IPSL-CM5A-LR; RCP 8.5)

㉯ 모형운영을 이용한 댐 예비율 최적 방안 수립

◯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표 수문시나리오 선정

APEC 기후센터에서 제공받은 19개의 수문시나리오(RCP4.5 10개, RCP 8.5 9개) 중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19개의 수문시나리오를 이용해 낙동강수계

내 합천댐에 대해 2011∼2100년까지 부족량을 산정하였다. RCP4.5 CMCC-CMS 시나리오가

부족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를 예비율 산정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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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구축 방안 수립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및 모의운영 및 평가는 일(Day)단위로 설정하였고 운영

기간은 21세기 초기(2011-2040년), 21세기 중기(2041-2070년), 21세기 후기(2071-2100년)로

구분하였다.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해 3개의 Case로 나누어 모의운영하였고 Case 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운영방법

Case 1
일반운영

(비상용량 미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미적용)

Case 2
비상용량 활용 Ⅰ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Case 3
비상용량 활용 Ⅱ

(비상용량 활용, 용수공급 조정기준 심각 단계 완화)

표 2.127 운영방법에 따른 Case 설정

Case 1은 가장 기본적인 모의운영 Case로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

하지 않고 댐의 유효저수용량만을 활용하며 댐 내 저수량이 작아지더라도 용수공급량을 감축하

지 않는 방법이다. Case 2는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하는 Case로 유

효저수용량 이외 추가적으로 비상용량을 활용하고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댐 내 저수량

이 조정기준 저수량에 도달할 경우 각 단계에 맞는 감량을 실행한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Case이다. Case 3은 Case 2와 유사하게

다목적댐의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사용하는 Case이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량한다. 농업용수와 하

천유지용수와 달리 생·공용수는 감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Case 3에서는 댐 내

저수량이 심각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생·공용수를 감량하지 않는다.

㉰ 댐 예비율 모형 적용결과를 통한 모형 정립

◯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의 적정 예비율 산정

낙동강수계 다목적댐(안동-임하, 합천, 밀양, 군위, 김천부항)을 대상으로 저수지 모의운영 모

형을 구축하고 모의운영 결과로부터 적정 예비율을 산정하였다. 안동-임하댐, 밀양댐, 김천부항

댐은 분석기간 내 비상용량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비상용량 추가 확보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천댐의 경우 86.54 백만㎥의 비상용량을 활용하면 분석기간동안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축하지 않아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 130.0 백만㎥의

66.6%에 해당하므로 합천댐의 적정 예비율은 현재 비상용량의 약 70% 정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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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위

(EL.m)

저수량

(백만㎥)

비상용량

활용량

(백만㎥)

비율

(%)

21c 초기 133.03 95.34 55.73 42.9%

21c 중기 132.59 88.66 62.41 48.0%

21c 후기 128.74 64.53 86.54 66.6%
1) 합천댐 비상용량 : 130.0 백만㎥

표 2.128 합천댐 적정 비상용량 산정

군위댐의 경우 2.61 백만㎥의 비상용량을 활용하면 분석기간 동안 생·공용수 실사용량의

20%를 감축하지 않아도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군위댐 비상용량 1.3 백만㎥의

200.8%에 해당하므로 군위댐의 경우 약 2 백만㎥의 비상용량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구분
수위

(EL.m)

저수량

(백만㎥)

비상용량

활용량

(백만㎥)

비율

(%)

21c 초기 178.43 4.47 2.03 156.2

21c 중기 178.28 4.28 2.22 170.8

21c 후기 177.53 3.89 2.61 200.8
1) 군위댐 비상용량 : 1.3 백만㎥

표 2.129 군위댐 적정 비상용량 산정

㉱ 기후변화와 과거 시나리오의 가뭄 및 평상시 대권역 저수지군의 운영 모형 적용

◯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모형 보완

가뭄 시 하류 지점의 용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들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결정변수로 선택한 것은 각 제어지점별 상류 댐들의 제어지점의 용수 공급 부족에 대한

추가 방류량의 비율과 각 댐의 추가 방류를 제한하는 관심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초과

하는 최소 확보 수량이다. 최적화 모형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의미는 모의 운영 기간

의 제어지점들의 용수 공급 부족량의 총 합과 각 댐에서 용수 공급 실패한 기간의 횟수를 최소

화하는 것이다.

   
  




  



   
  




  



   (2.24)

여기서 는 모의 운영 기간이며, 는 제어지점을 의미한다. 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길이

는 순으로 하였다.  는 기간 에서 발생한 제어지점 의 용수 부족량이다.   는

기간 에서 발생한 댐 의 용수공급 완전 실패(공급량=0)를 의미하며, 실패할 경우 ‘1’,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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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에 ‘0’을 사용한다. 는 가중치로서, 용수 공급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주 큰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댐 군 연계 운영 규칙에서 찾아야 할 결정변수는 각 제어지점의 용수 공

급 부족량에 대한 상류 댐의 추가 방류 비율(11 개)과 추가 방류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는 (관심

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초과하는) 최소 확보 수량 (5 개)이다. 앞서 제시한 최적화 문

제에 대하여 반복 계산 횟수를 200,000 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양질의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하

여 첫 번째 최적화한 해를 초기 값으로 하여 한 번 더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댐 연계 운

영 모형에 대한 차원 변화 탐색 기법의 수렴 양상은 그림 2.253에 나타내었다. 그림 2.253의 (a)

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목적함수 값은 6회 탐색 이후에도 미세하게 작아진다.

(a) 첫 번째 최적해 수렴 양상 (b) 두 번째 최적해 수렴 양상

그림 2.253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목적함수 값의 수렴 양상

그림 2.254는 각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30는 각 제어지점별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지점 1의 물 공급 부족량에 대한 추가 방류는 안동

댐과 임하댐에서 가능하다. 제어지점 1에 대한 안동댐의 하류 부족량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이

최적화 결과에서 7 %로 줄어듦으로 인하여, 하류 부족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 % 방류하는

3차년도의 결과에 비하여 총 용수 공급 부족량이 0.3 % 심화되었다. 반면에, 당해 연도의 결과

에서 안동댐의 추가 방류를 적게함으로써 용수 공급 완전 실패를 1 개 순으로 줄였다. 제어지점

2의 경우 비교적 유입량이 큰 남강댐의 추가 방류를 크게 한 것으로 인해 총 물 공급 부족량이

댐 독립 운영에 비해 80 % 완화되었다(표 2.130). 또한, 제어지점 3의 경우도 제어지점 2와 마

찬가지로 남강댐의 영향으로 인하여 물 공급 부족량이 3차년도의 결과에 비해 90 % 완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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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4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결과 비교

구분 제어지점1 제어지점2 제어지점3 합계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하여 상류

댐에서 50 % 추가 방류(3차년도)
1,925 392 13 2,331

차원변화 탐색기법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4찬년도)
1,974 67 2 2,004

표 2.130 제어지점별 총 용수 공급 부족량 비교 (단위:  m)

- 기후변화 및 과거 유출량 시나리오의 획득 및 가뭄 대표 시나리오 선정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총 52개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들 중에는 미래에 강수량이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 유출량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저수지군 이수 운

영 및 평가를 함에 있어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때문에 52개의 시나리오들 중 미래에 강수량이 감소하여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댐

을 운영하는데 취약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

동댐을 대상으로 가뭄지수를 이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간별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선정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각 구간은 21세기 초기(2011년 – 2040년), 21세기 중기(2041년

– 2070년), 21세기 후기(2071년 – 2100)년이다. 대표 가뭄 시나리오는 각 구간별로 연속 2년

을 대상으로 가뭄 심도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가뭄지수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표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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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구분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초기

(2011

∼

2040)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 결정된 시나리오: INM-CM4

중기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S 결정된 시나리오: CMCC-CMS

후기

결정된 시나리오: HadGEM-AO 결정된 시나리오: HadGEM2-ES

표 2.131 여러 개의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한

12개월 단위의 표준 유출량 지수 matrix plot 작성 및 대표 가뭄 시나리오 선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저수지군 이수 운영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보완한 다목적 댐 군의 연계 운영 모형에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

해 순 단위 댐 군 이수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댐 군 이수 운영을 위한 유입량

은 앞서 결정된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의 순 단위 유량을 사용하였다. 각 댐 별 용수 감량공

급 현 저수량 기준곡선 및 단계별 감량공급량은 앞서 설명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표 2.132는 6개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해 댐 군 이수 운영을 하였을 때 각 제어지점에

발생한 물 부족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32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6개의 대표 가뭄 시

나리오 중 3개의 제어지점에 대해 가장 많은 물 부족량이 발생한 시나리오이다. RCP 4.5

CMCC-CMS 시나리오에 의한 제어지점 1의 물 부족량은 같은 구간의 RCP 8.5 CMCC-CMS

시나리오에 의한 물 부족량의 약 4배이며 제어지점 2의 경우에는 약 2배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구간의 대표 가뭄 시나리오에 비해 21세기 중기의 RCP4.5 CMCC-CMS 시나리오가 유입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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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1세기 초기 21세기 중기 21세기 말기

RCP

4.5

대표 가뭄 시나리오 CMCC-CM CMCC-CMS HadGEM2-A

제어지점 1 2,186 6,129 41

제어지점 2 131 886 7

제어지점 3 4 29 0

RCP

8.5

대표 가뭄 시나리오 INM-CM4 CMCC-CMS HadGEM2-E

제어지점 1 2,147 1,791 1,303

제어지점 2 146 364 127

제어지점 3 2 21 0

표 2.132 선정된 대표 가뭄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저수지 모의 운영한 결과, 제어지점별

용수 공급 부족량 (단위:  m)

⑤ 댐 예비율 및 저수지운영 표준화 기준의 정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 대응 저수지 운영기준 및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응 댐 운영관리 시스템(안)

다목적댐 가뭄 대응 저수지 운영 핵심요소기술 개발하고 댐 운영 담당기관 및 실무자의 의사

결정지원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댐 시스템 연동 실시간 단기 중기 장기 용수공급

전망 기술(안)을 마련하였다.

5차년도에서는 가뭄 대응 다목적댐 실시간 용수공급 전망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 및 제약조건

그리고 유입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6차년도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와 K-water 실시간 댐운영 시스템과 연동된 용수공급전망 시스템은 댐 운영자가 다양한 기

준과 유입량 조건에 대한 조합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목적댐 실시간 용수공급 전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는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

수량, 용수제한공급, 해제기준 등 가뭄 최소화를 위해 개발된 운영기준과 관측자료 및 시나리오

기반 유입량 등 다양한 유입량 조건이며, 향후 댐 운영자가 용수공급 장기 전망 시스템을 활용

하여 탄력적인 가뭄 대응 응급대책(안)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준저수량의 경우 관측유입량 및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총 2가지의 조건으로 계

획하였으며, 용수공급량의 경우 단계별 공급량과 점진적 제한공급량으로 구분하였다. 유입량 조

건은 관측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평균 유입량(2가지), 갈수빈도별 유입량(5가지), 특정일 기

준의 최소 유입량(12가지)이다. 현재 K-water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상예측자

료는 추가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뭄 해제 조건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

상용수공급 환원기준과 더불어 단계별로 용수제한공급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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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5 다목적댐 실시간 단기･중기･장기 용수공급 전망 시스템 구성(안)

가뭄
단계

과거 평균 유입량 과거 최저 유입량 200년 빈도 유입량 20년 빈도 유입량 무유입량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진입
시기

지속기간
(Days)

관심 10월1일 230 10월1일 220 10월1일 67 10월1일 128 10월1일 21

주의 - -
5월3일

(+214일)
32

12월7일

(+67일)
176

1월20일

(+111일)
237

10월22일

(+21일)
77

경계 - -
7월12일

(+70일)
24

6월1일

(+176일)
55 - -

1월7일

(+77일)
36

심각 - -
7월24일

(+12일)
57

7월26일

(+55일)
67 - -

2월12일

(+36일)
91

저수위 - - - - - - - -
5월14일

(+91일)
140

표 2.133 가뭄단계별 지속기간 전망 예

◯ 기후변화 및 극한가뭄 사전 대응 댐 운영관리 세부사항

- 가뭄 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DB 구축

기준저수량은 추계학적 500년 모의발생 및 기후변화시나리오를 통하여 일단위 기반으로 20개

다목적댐별로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결과 중 합천댐의 일단위 기준저수량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

다.



- 373 -

(a) 추계학적 모의발생 유입량 적용(관측기반) (b) RCP 4.5 시나리오 적용(시나리오기반)

(c) RCP 8.5 시나리오 적용
(d) RCP 4.5 및 8.5 시나리오

적용(시나리오기반)

그림 2.256 일 단위기반 기준저수량 구축

- 가뭄 대응 단계별 용수제한공급기준 DB 구축

단계별 용수 제한공급량은 2018년 개정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안)의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공급량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계별 점진적 용수공급량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단계 필요 감축량

관심단계
생공용수 미 계약량 감량

(생공용수 배분량 - 생공용수 계약량)

주의단계

하천유지용수 100% + 용수별 여유량(하단 (1) 참조)

(생공용수 : 계약량 – 실사용 계획량)

(농업용수 : 배분량 – 실사용 계획량)

경계단계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감량(하단

(2) 참조)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심각단계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 감량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표 2.134 단계별 용수 제한공급량(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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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단계 진입 시, 용수여유량 감축 시

(소양강 충주) 팔당댐 하류 실소요량 기준으로 발전댐 연계운영

- 비관개기(10월∼3월) : 팔당댐 방류량 80∼55m³/s 수준에서 댐 용수비축

- 관 개 기( 4월∼9월) : 팔당댐 방류량 124∼80m³/s 수준에서 댐 용수비축

(낙동강, 금강) 댐-보-하굿둑 연계로 본류취수에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용수감축

- 비관개기(10월∼3월) : 생공용수 수요량만 공급

- 관 개 기( 4월∼9월) : 생공용수 수요량 및 농업용수 최소필요량만 보장

(주암댐) 수어댐 장흥댐 및 보성강댐 연계운영

- 수어댐 장흥댐은 K-water에서 탄력적으로 연계운영 시행

- 보성강댐은 득량만 발전방류를 줄이고, 주암댐 계통으로 용수 지원

(횡성, 밀양, 부안, 보령, 장흥댐) 농업용수 여유량 전량 감량

- 홍수통제소 허가량 등을 기준으로 농업용수 사용자의 선제적 추가감축 계획 반영

◯ 경계단계 진입 시, 용수여유량 감축 시

(보령댐) 도수로는 저수량이 경계단계 도달 예상시 사전 준비하여 경계단계 도달시 가동 →

보령댐 도수로 가동 : 11.5만일 (생·공용수 실수요의 50%)

- 보령댐 도수로 가동이 시작된 후 관심단계로 댐 저수량 회복시 종료하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

대응단계 필요 감축량

관심단계 생공용수 미 계약량 감량

주의단계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20% 감량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100% 감량

관심단계 감축량 + 하천유지용수 100% + 농업용수 미사용량 감량

경계단계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감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4∼6월 50%, 7∼9월 70% 감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업용수 실사용량 100% 감량

심각단계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 감량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30% 감량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50% 감량

표 2.135 가뭄대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량 기준(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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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DB 구축

가뭄 해제 조건은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정상용수공급 환원기준(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 2018)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개별 해제기준으로 구축하였다. 2018년 개

정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안)에서는 단계별 해제기준을 “댐 저수량이 정상 용

수공급 환원기준 이상으로 비축될 경우에는 대응단계를 해제하고 용수공급 정상 환원”이라는

문구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으며, 단개별 해제기준의 경우 SFI와 수위유지 기간의 조

건을 만족할 경우 상위단계로 대응 단계를 해제하도록 구축하였다. 구축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57 단계별 해제기준

- 예측 유입량 시나리오 DB 구축

예측 유입량조건은 관측자료 기반 갈수빈도 유입량(5가지), 관측 및 시나리오 기반 평균 (2가

지), 특정일 기준의 최소 유입량(12가지), 기상예측자료 등 총 20가지의 유입량조건을 구축하였

다. 구축된 유입량 중 자료기간 평균 일유입량(mean daily climatology)과 특정일 기준 365일

최소유입량 평균(관측: 29년, 시나리오: 89년×13GCM)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1월 1일 기

준 365일 최소 유입량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관측자료 기반 기준저수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준저수량 그리고 용수제한공급 기준 조건에서 예상되는 저수지 운영 모의 결과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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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8 자료기간 평균 일유입량(mean daily climatology)

- 실시간 유입량 지수(SFI) 기반 가뭄 심화 조기경보지표(EDWI) 개발

현재의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는 현재의

저수위(저수량)가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각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가뭄 대응 단계

에 따라 댐 공급량을 감축한다. 즉, 댐 유입량과는 상관없이 저수위(저수량)의 위치에 따라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용수감축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댐 용수공급은 전적으로 유입량에 의존하

게 되며,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용수제한공급 시기가 늦어져 심각단계 이하

의 극심한 물 부족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표준 일유입량 지수(SFI)를 개발하였으며, SFI를 활용하여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같이 정상환원,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현

재의 가뭄대응 단계 발령 기준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댐 운영 관리자 및 실무자가 적절한 시기에

가뭄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용수공급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합천댐 2017년 운영사례로서, 저수위(저수량) 기준 가뭄 대응 단계 진입현황(왼

쪽)와 SFI 기준 가뭄 대응 단계 진입 현황(오른쪽)을 비교한 것이다. 즉, 저수위(저수량) 기준에

서는 7월 1일까지 댐 수위(저수량)가 정상용수공급 환원 기준을 상향하였으나, SFI 기준에서는

5월 20일에 주위단계, 6월 10일에 심각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SFI 기반 가뭄 대응 단계는 가뭄이 심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의사결정지원자에게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뭄 심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지표(early drought warning

indicator)로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FI 기반 가뭄 대응 단계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수위(저수량)기준

과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6차년에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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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기준저수량
및 가뭄년도 저수량

추계학적 모의유입량
기반 SFI 기준곡선

그림 2.259 2017년 가뭄대응 단계 진입 시기 비교

㉯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보완 및 정립

◯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보완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다목적댐별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을 용수공급 조정기준 적용 및 비

상용량의 활용 조건에 따라 3개의 Case로 구분하였다. 4차년도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과는 달리

Case 3에서 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의 제한공급량을 변경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2.260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의 운영방법 보완

Case 1은 비상용량을 활용하지 않으며 용수공급 조정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일반운영 Case로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모두 이용하는 Case 2, 3과 비교하기 위한 Case이다.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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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시만수위와 저수위 사이의 이수용량에서 기본계획공급량(생·공용수 배분량 + 농업용

수 배분량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을 공급한다.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여 계획공급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61 Case 1 용수공급방법
그림 2.262 Case 1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2는 비상용량과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모두 활용하는 Case이다. Case 2 에서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단계별 기준

저수량에 도달하게 되면 미리 산정된 공급량을 공급한다. Case 2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저수위

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Case 1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Case 2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여 심각단계 제한공

급량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63 Case 2 용수공급방법
그림 2.264 Case 2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3은 Case 2보다 비상용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Case라고 할 수 있다.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 내 저수량이 심각단계 기준 저수량에 도달하게

되면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추가 감축하게 된다. 생·공용수는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에

비해 감축으로 인해 체감하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ase 3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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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감축하지 않고 생·공용수 계약량의

100%를 계속 공급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용수공급 조정기준

의 감량 기준을 완화시켜 댐 내 저수량이 심각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생·공용수 계약량의 100%

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265). Case 2에 비해 심각단계와 저수위 사이에서 수

위의 감소폭이 크지만 생·공용수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저감 할 수 있다. 이후 가뭄이 지속되어

댐 내 수위가 저수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생·공용수 계약량의 20%를 감축한다. Case 3에서

도 Case 2와 같이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여 심각단계의 제한공급량도 공급

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65 Case 3 용수공급방법 그림 2.266 Case 3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 대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HSPF 모형)

합천댐을 대상으로 26개 GCM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모의운영인 Case 1(용수공급 조정기준 미

적용, 비상용량 미활용)에 따라 모의운영을 실시하였고, 모의운영의 결과를 통해 2011년부터 2100

년까지 발생한 용수부족사상의 최대지속시간과 최대부족량을 산정하였다. RCP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NosESM1-M, RCP 8.5 IPSL-CM5A-LR 4개의 GCM에서 다

른 GCM에 비해 큰용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극한가뭄사상을 대표할수 있는 수문

시나리오 4개(RCP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NosESM1-M, RCP 8.5

IPSL-CM5A-LR 4)를 댐 예비율 산정을 위한 최적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및 예비율을 고려한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안동댐, 임하댐, 성덕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보현산댐,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9개의 다목

적댐 중 안동댐과 임하댐은 안동-임하 연결도수로를 통해 양 댐을 연결하여 하나의 댐처럼 운

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안동댐과 임하댐의 저수량을 통합하여 하나의 댐으

로 모의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저수지 모의운영의 분석단위는 반순 단위로 설정하였고 모의운

영 기간은 P1(2011∼2040년, 총 30년), P2(2041∼2070년, 총 30년), P3(2071∼2100년, 총 30

년)와 같이 3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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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 다목적댐 8개 (안동-임하,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 합천, 남강, 밀양)

- 다기능보 8개 (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분석기간 2011년 10월 ∼ 2099년 9월(수문년 기준, 반순 단위운영)

초기조건

- 다목적댐 : 10월 1일 평균수위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댐의 경우 자료 보유 기간이 짧아 상시만수위 적용)

- 다기능보 : 관리수위

표 2.136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개요

◯ 안동-임하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군위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모든 기간(P1, P2, P3)에서 현

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7.43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비상용량 1.3백만 ㎥의 571.5%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

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

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

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3.25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

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250.1%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

하지 않으려면 2.04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156.9%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수

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

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6.87백만 ㎥의 비상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의 528.1%에 해당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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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부항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합천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비상용량 130.0백만 ㎥ 중 68.33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52.6%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

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8.5 INM-CM4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 현재 비상용량

130백만 ㎥ 중 105.92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81.5%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 8.5 IPSL-CM5A-LR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

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을 했을 때 비상용량 130백만 ㎥ 중 86.80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천댐 비상용량의 66.8%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

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

재 합천댐 비상용량 130백만 ㎥ 중 89.15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합

천댐 비상용량의 68.6%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

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 밀양댐

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1∼3)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적

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 적응 저수지 운영기준 제시

수자원공학을전공한연구자가최종사용자를위하여핵심프로그램의사용자편의환경을개발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 프로그래머가 만든 사용자 편의 환경의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이에컴퓨터프로그램을전공하지않더라도쉽게사용자편의환경을개발할

수있는도구가있다면, 시간과개발비용을절약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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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모의(simulation) 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의 환경 개발도구 중 하나인 GoldSim을 사용하

여 개발된 낙동강 다목적 댐 군의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에 대한 사용자 편의 환경을 소개한다.

K-water에서는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해장·단기간(현시점으로부터임의의다음기간)에대하여

댐을모의운영한다. 모의운영된결과는유역내포함된다목적댐들간의연계운영및댐용수공급

부족에따른대체수자원의활용여부등을결정한다. 현재 K-water 실무자들은엑셀을이용하여다

목적 댐들에 대해 모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댐을 모의 운영 하기 위한 다른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이수목적 연계 운영 모형의 사용

자 편의 환경은 댐 운영을 하고 있는 K-water 실무자들에게 실용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 군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

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이다. 다목적댐 군을 연계 모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댐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입력자료들을 모형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림 2.267은 낙동강 주요 다목적댐들의 입

력자료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입력자료의 구성은 기본계획공급량,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

가뭄 단계별 용수 감량공급량, 댐의 초기 저수량, 댐 유입량 시계열, 댐 연계 운영을 위한 하류

용수 공급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방류 비율, 모의 운영 기간이다.

(a) 안동댐 입력 자료 화면 (b) 임하댐 입력 자료 화면

(c) 합천댐 입력 자료 화면 (d) 남강댐 입력 자료 화면

그림 2.267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입력 자료의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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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물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개요

가뭄대응 용수공급 의사결정 지원 Tools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가뭄 사전대응시

현업 실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환경을 개선하고 극한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

기 위한 현업실용화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가뭄대응 용수공급 의사결정 지원 Tools는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툴, 가

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툴,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툴, 실시간 상시 유축

예측 및 정보제공 툴,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수문전망 가시화 툴에서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

와 댐 유출전망자료를 가시화하여 세부 결과를 확인 할수 있으며,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툴에서

는 사용자가 기준저수량 모의를 구성하여 현 DB 자료와 연계하여 댐별 단계별 기준저수량 확

인이 가능하며, 또한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툴을 통하여 댐 유출 예측결과자료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268 기후변화 및 가뭄 사전대응 다목적댐 운영 및 전망시스템 구성도

◯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Tool

기후변화 반영 다목적댐 수문전망 가시화 Tool은 댐별 유출전망 자료조회, 관측소 미래전망

자료 조회로 구성된다. 우측에 지도를 통하여 조회 지점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우측의 사용

자 컨트롤을 통하여 사용자 선택 조건에 따라 차트 및 그리드 형태로 유출 전망 자료조회 확인

이 가능하다. 조회된 자료는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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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9 댐별 유출전망 지점 조회

사용자는 지점 선택 시, 해당 지점의 유출량 분석결과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

미지는 전체 유입량 분석결과 이미지, RCP4.5 결과 자료 이미지, RCP8.5 결과 자료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이미지는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통하여 각각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

다.

사용자는 관측소 미래전망 탭을 통하여 기상관측소별 전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관측소 미

래전망에서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관측소를 선택할 수 있다. 관측소 목록에서는 관측소명,

코드, 경도, 위도 등 관측소 제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0 관측소 미래전망 조회

관측소 미래전망에서는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사용자의 조회 조

건 설정에 따라 차트 및 그리드 형태로 자료를 조회 한다. 조회된 자료는 이미지와 엑셀 파일 형태

로 저장이 가능하며, 미래 전망 자료를 조회 하는 경우, 30년 단위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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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자동산정 Tool

가뭄대응 현황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댐 수문자료(저수위, 저수율, 저수량)와 기준저

수량의 모의결과를 기간별로 조회하며, 그리드 형태로 자료를 조회한다. 조회된 자료는 엑셀 파

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271 가뭄대응 현황 기본 화면

상세정보 팝업창에서는 댐 및 조회 기간을 통하여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의 댐 수문자료와 자

동 산정된 결과 자료를 차트와 그리드 형태로 조회한다. 조회된 자료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

이 가능하다.

댐별 기준 저수량에서는 댐을 기준으로 일자별 모의 결과 데이터를 차트와 그리드 형태로 자

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자료는 순 단위로 구성되며,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2.272 댐별 기준 저수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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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저수량 산정에서는 신규, 기존, 합산을 구분으로 각 댐의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 및 입력해

자동 산정을 실행한다. 자동 산정이 완료되면, 미세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 자료를 확정 및 저장할

수 있다. 구분 선택 중 ‘신규’의 경우 기초자료와 시간자료를 신규로 입력하여 모형을 수행한다.

◯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우측의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메뉴를 통하여 외부프로그램인 낙동강 주요 다

목적댐 이수목적 연계 모의 운영 모형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73 이수기 다목적댐 연계 모의 운영 Tool

◯ 실시간 상시 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

실시간상시유출예측및정보제공 Tool은댐별유입량분석결과의이미지로구성된다. 사용자는

수계와일자를선택하여상시유출모의결과이미지를조회할수있다. 해당 차트에마우스오버시

확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을 통하여 팝업 형태의 확대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4 실시간 상시유출 예측 및 정보제공 Tool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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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자료에서 차트를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발생하며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한다.

상세보기 창에서는 해당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수행한다.

◯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에서는 기준 산정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다. 상단 메뉴에는 저장, 출력, 검색, 이동,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

의 화면을 통하여 운영기준(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5 기후변화 반영 용수부족 대비 다목적댐 운영기준(안) 화면

㉯ 댐군 연계운영을 통한 예비율 산정 기술 개발

◯ 댐 부족분 공급방식

이수적인 측면에서 저수지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

상시 일정량을 상시 공급하는 보장량 공급방식(Firm Supply)이며, 두 번째는 하천 유량에 따라

댐 공급량을 조정하는 부족분 공급방식(Deficit Supply)이다. 보장량 공급방식의 경우 댐 하류

하천의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도 계획공급량(하천유지용수 배분량 + 농업용수 배분량 + 생공용

수 계약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류한다. 부족분 공급방식은 댐 하류 하천의 유량이 풍부한 경

우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과 농업용수 배분량을 감축하여 비축한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에서는 댐

별로 설정되어 있는 계획공급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지

속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댐 부족분 공급방식은 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공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댐을 운영한 후

물 공급 안정성을 제시할 경우 이는 해당 댐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물 공급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0개의 다목적댐(소양강-충주, 안동-임하, 합천, 성덕, 군위, 김천부항, 대청,

주암)을 대상으로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댐 하류 하천에 2개 이상의 기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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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준유량1)을 설정하고 기준지점의 하천유량이 기준유량을 초과할 시 다목적댐의 용수를 비

축하고 있다.

◯ 댐 예비율 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적정 예비율 산정을 위한 다목적댐별 저수지 모의운영 모형

(Case 1∼3)에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추가로 적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적용한 3가지 Case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부족분 공급방식」 및

비상용량의 활용 조건에 따라 3개의 Case(Case 4∼Case 6)로 구분하였다.

Case 4는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한 Case이다. Case 1∼3 에서 적용한 보장량 공급

방식과 같이 단일 댐의 계획공급량을 고려하여 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계 내 댐 군의 연계운

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족분 공급방식과 같이 댐 하류 하천의 유량을 고려하여 댐

을 운영하는 경우 수계 내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댐들의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Case 4

에서는 낙동강수계 내 다목적댐(안동-임하, 성덕, 군위, 김천부항, 보현산, 합천, 남강, 밀양)과

다기능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를 대상으로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구축하고 연계운영을 실시하였다. Case 4 에서는 상시만수위와 저수위 사이의 이

수용량에서 하류 하천의 유량에 따라 일정량을 공급한다.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여 계획

공급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76 Case 4 용수공급방법
그림 2.277 Case 4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5는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고 비상용량을 활용한 Case이다. Case 5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Case 4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Case 5 에서는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에 도달하

여 계획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1) 댐 용수공급 감축에도 하천유량이 평수량(연간 185일 이상 흐르는 유량)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지점의 평수량 + 여유량

(댐 용수 감축량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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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8 Case 5 용수공급방법
그림 2.279 Case 5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Case 6은 현재 K-water에서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Case이다. 평시에는

각 다목적댐에서 생·공용수 계약량 + 농업용수 배분량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 만큼을 공급하다

가 저수위가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의 주의단계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댐 부족분 공급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Case 6 에서도 댐 내 수위가 용수공급 가능수위

에 도달하여 계획공급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용수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2.280 Case 6 용수공급방법
그림 2.281 Case 6 용수공급실패 

산정방법

㉰ 유역상황을 고려한 댐 예비율 확보 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제시

◯ 안동-임하댐

RCP 4.5 CMCC-CM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

과와 달리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 P2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214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

하지 않으려면 최대 550.4백만 ㎥의 비상용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의 257.2%에 해당하는 양이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안동-임하댐을 단

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에서 P1, P3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214백만 ㎥의 비상용량을 모두 활용해도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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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대 471.1백만 ㎥의 비상용량이 추가

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의 220.2%에 해당하는 양이

다. RCP 8.5 INM-CM4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도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

상용량 214백만 ㎥ 중 10.26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안동-임하댐 비

상용량의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

생하지 않았다. RCP 8.5 NorESM1-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는 안동-임하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때(Case 1∼3)의

결과와 달리 현재 확보되어 있는 비상용량 214백만 ㎥ 중 183.89백만 ㎥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현재 안동-임하댐 비상용량의 85.9%에 해당하는 양이다. 비상용량을 활용함으

로써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는 발생하지 않았다.

◯ 군위댐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하였을 때 저수지 모

의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

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상용량 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천부항댐

군위댐과 동일하게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합천댐

합천댐의 경우 4가지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밀양댐

밀양댐도 모든 시나리오(RCP 4.5 CMCC-CMS, RCP 8.5 INM-CM4, RCP 8.5

IPSL-CM5A-LR, RCP 8.5 NorESM1-M)를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운영(Case 4∼6)을 실시

하였을 때 비상용량 확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부족분 공급방식」적용으로 인

해 분석기간 동안 용수공급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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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별 적정 예비율 제시

◯ 안동-임하댐

4개의 수문시나리오를 적용한 안동-임하댐의 적정 예비율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비상용량 활용량(백만 ㎥) 비고1)

RCP 4.5 CMCC-CMS 550.392 257.2%

RCP 8.5 INM-CM4 471.128 220.2%

RCP 8.5 IPSL-CM5A-LR 10.257 4.8%

RCP 8.5 NorESM1-M 183.892 85.9%

1) 안동-임하댐 비상용량 보유량 = 214 백만 ㎥

표 2.137 안동-임하댐 적정 예비율 산정 결과

최소 10.257 백만 ㎥, 최대 550.392 백만 ㎥의 비상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발생 가능한 극한가뭄에 대비하여, 10.257 백만 ㎥∼550.392 백만 ㎥의 비상용수를 예비량으로

확보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2∼132일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 군위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군위댐에 확보되어있

는 1.3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3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천부항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김천부항댐에 확보되

어있는 1.6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6일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합천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합천댐에 확보되어있

는 130 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79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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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댐

4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한 저수지 모의운영에서는 비상용량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극한

가뭄으로 인해 이수용량만으로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밀양댐에 확보되어있

는 3.6 백만 ㎥의 비상용량을 예비량으로 활용한다면 일 기본계획공급량 기준으로 18일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회복수위를 고려한 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발(2-3-3, 부경대)

본 연구의 결과물인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의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핵심목적은 가뭄에

대비하여 다목적 댐의 물 공급을 사전 감량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것

이다. 그런데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여 개발된 본 모형과 달리, 저수지의 실무 운영자들은

2014년 이후의 동일 연구개발 기간에 모의운영 기법과 용수를 정상단계로 변경 공급하는 ‘회복

수위’를 적용하는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모형은 용수감량공급

기준곡선들을 유도한 방법과 과정이 다르고 회복수위의 적용 유무에도 차이가 있으나, 가뭄에

대비한 용수 감량 공급의 개념과 저수지 모의 운영의 논리 구조가 지배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장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용화 확장 개발의 목적은 K-water의 댐 운영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낙동강 다

목적 댐 군의 용수 공급 장기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된 댐 운영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개선된

댐 군 연계 운영 방안을 모의하여 찾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 설명하는 모형은 실제 댐 운영 업

무에 사용하는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회복수위를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이다.

K-water에서는 가뭄 시 주요 다목적 댐들의 용수 공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수공

급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순 단위의 정상환원 수위 저수량, 관심단

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환원 수위 저

수량은 용수 감량공급을 해제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인해 저수량의 상태가 경계단

계에 진입하였을 경우, 확보되는 저수량이 주의 및 관심단계라고 하더라도 경계단계의 감량 공

급량을 공급하고, 정상환원 수위 저수량에 이르러야 비로소 용수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준

저수량이다.

본 절에서는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자 맞춤화를 통해 앞서 제시한 모형에서 확장된 사항은 다섯 가지

이다.

㉠ 회복수위(정상환원 수위)의 적용에 따른 모형 엔진 개선.

㉡ 생·공용수 계약량, 생·공용수 실사용량,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입력할 수 있는 표의 창

추가.

㉢ 여수로 개도 및 용량을 고려한 여수로 방류량 계산 알고리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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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운영에 대한 다목적 댐별 추가 방류량 및 감축 방류량의 입력 편의성 개선.

㉤ 사용자의 활용 편의를 위한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개선이다.

그림 2.282는 회복수위를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모의 운영

시 필요한 입력자료 및 용수 감량공급 조건들을 입력하는 창을 나타낸 것이다. 모의 운영 시 사

용할 유입량은 과거 일 단위 유입량과 여러 가뭄 빈도 유입량 중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그림 2.282의 (c)). 모형에 입력 가능한 용수 감량공급 조건들로는 심각 단계에서 적

용되는 생·공용수 감축 비율, 경계 및 심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월별 농업용수의 감축 비율, 용수

공급 조정기준이 있다.

(a) 기본계획공급량 입력화면 (b) 생·공용수 계약량 입력화면

(c) 유입량 시계열 선택 및 확인 화면

(d) 모의 운영 조건 입력 화면

(e) 가뭄 단계에 따른 용수 감량공급 비율과 관련된

변수와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입력 가능하도록

구성한 화면

그림 2.282 회복수위를 적용한 낙동강 주요 다목적 댐 군 연계 모의 운영 모형의 입력 자료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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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① 기후변화 가뭄평가 기법 조사 및 가뭄 관리현황/ 전략 조사

㉮ 국내외 가뭄 관리 현황 조사

◯ 우리나라의 가뭄대비 및 대응방법

우리나라의 가뭄관리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정부의 다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뭄대책

을 수립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조직체계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 가뭄단계별 대책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을 구성하여 각각의 역할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관리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토

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더 확장시켜 세부집행계

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의 종류로는 풍수해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등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뭄극복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이외에도 정부의 여러 부처 마다 가뭄을 자연재해 혹은 재난

으로 인지하여 다양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뭄재해에 대하

여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가뭄발생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취해야 할 단계

별 대처요령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 기관별 가뭄대비 및 대응 방법

기관별 가뭄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

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은 조직의 구성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각 단계별

대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가뭄단계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관리하고 있다.

◯ 해외의 가뭄관리 및 극한 가뭄 대응체계

미국의 남부와 서부지역은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며, 미국 연방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

뭄관리는 각 주가 책임지고 있다. 1996년 지역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 소집된 주지사 회의는 가

뭄을 직면하고 있는 주에 지도 및 지원 제공하였으며, 2년 후 의회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정책

에 포함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립가뭄정책법이 통과되었다. 위원회는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사이에 구호 및 조정을 통하여 가뭄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책이 다양한 물 사용자와 물

사용을 수용하여 표준가뭄과 극한가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국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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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주요 요소로 계획 및 교육, 정확한 모니터링, 보험, 긴급자금 및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2000년에 도입된 법안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

며, 2006년 미국은 가뭄모니터링 시 부처별 협조와 향상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통합가

뭄정보시스템(NIDIS)를 설립하였다. NIDIS와 미국가뭄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 전체 가뭄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의회

는 가뭄문제를 잠시 보류하였지만, 2012년 극단적인 가뭄 이후 가뭄정책에 대한 다른 방안을 검

토하였다(Motha, 2011).

유럽은 건조한 지역은 아니지만 제한된 수자원과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 가뭄

의 심각성과 발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EU 회원국은 2000년 물

기본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도입은 국가 수준보다는 유역 수준에서의

물관리에 의한 가이드라인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EU에서 10만 개소 이상

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고, EU 국가 중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핀란드

와 스웨덴에서 가장 적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회원국들 간에 물

공유 협조가 남아 있으며, 모니터링은 아직 불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사

◯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적응 전략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화산활동이나 성

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등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의 기후변동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와 수자원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후변화는 수온, 수량, 증발량, 유량, 강우 등

많은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취약지약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극한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수원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물 절약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물부족에 대비하여 해수담수화, 빗물 및 사용용수의 재사용과

같은 기술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저장시설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추가

적인 용수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응계획 및 적응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법률을 통한 가뭄관리 정책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은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제 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이며, 이 적응대책에는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10개 부문에 대하여 13개의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물관리 분야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홍수 및 가뭄대책, 수질 및 수생태 관리대책으로 나누어

져 있으며, 가뭄에 관한 세부과제로는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안정적 수자원 확보, 대

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 등이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수위, 유량, 수질, 수생태, 퇴적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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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의 인프라를 확대 및 IT기술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댐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 지하수자원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대체수

원(해수담수화, 물재이용 등)개발, 취약지역 시설 보급 및 지원, 절수형 물이용 장치의 개발·보

급 등을 통한 물수요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이수 능력을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실

시간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천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

리 분야의 대책이다.

◯ 우리나라 가뭄 적응 계획 및 적략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터링 보강”,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분야의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안정적 수자

원 확보”, “대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및 해외진출” 이 있다.

◯ 해외의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 정책

미국의 가뭄관련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살펴보면, 미국 지질학회가 제시한 가뭄관리를 위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학 및 물 관리정책 10가지 사항"의 세부 정책내용(GSA, 2007)과 US

EPA에서 발표한 '국가 물 프로그램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US EPA, 2008)가 있다. US

EPA는 기후변화 적응, 물/기후관련 연구,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관리를 목표로 먹는 물, 물

환경 및 배출수 기준, 유역관리, 국가 오염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물 관련 인프라, 기후변화 관

련 EPA 물 부문 연구 등의 항목으로 주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US EPA, 2008). 미국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 GCRP)은 1990년에 수립되어, 20

년 넘게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

한 범위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적응 의사 결정을 위해 새로운 '적응전략 프로그램 요

소'를 연구한다. US GCRP의 'Global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United States

(2009)'에서는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을 위해 미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 수자원,

에너지공급 등 7개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계절

강수량 패턴의 변화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하고

있다(US GCRP, 2009).

㉰ 수자원 D/B(수자원 인프라) 구축

가뭄 및 수자원 인프라 DB를 구축하기 위해 SPI를 통한 가뭄관측 및 과거 가뭄기록을

수집하였다. SPI는 1973∼2014년까지 관측소별 강수량을 활용하여 관측소, 중권역, 대권역별

SPI(3), SPI(6)을 산정, 이를 통해 가뭄규모(Magnitute) 분석을 통한 낙동강 유역의

가뭄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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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3)을 이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b) SPI(6)을 이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그림 2.283 SPI를 활용한 낙동강 중권역별 가뭄지수 DB

구분 순위 가뭄연도
가뭄규모

(Magnitude)

가뭄발생 월수

(개월)

가뭄평균심도

(Severity)

SPI(3)

1 1988 -13.0 8 -1.6
2 1995 -5.9 4 -1.5
3 1977 -6.6 4 -1.66
4 2001 -6.1 3 -2.0
5 1982 -6.8 5 -1.4
6 1996 -5.3 4 -1.3
7 2014 -8.4 5 -1.7
8 2000 -6.4 4 -1.6
9 1976 -6.0 4 -1.5
10 1984 -4.7 3 -1.6

SPI(6)

1 1988 -14.4 9 -1.6
2 1982 -11.4 7 -1.6
3 1996 -9.2 6 -1.5
4 1977 -8.5 6 -1.4
5 2014 -8.5 6 -1.4
6 1976 -6.5 5 -1.3
7 1995 -6.1 4 -1.5
8 2000 -6.0 4 -1.5
9 1984 -4.2 3 -1.4
10 2001 -4.1 3 -1.4

표 2.138 낙동강 유역의 가뭄규모(Magnitute) 분석결과(1970 ∼ 2014)

관측소, 중권역, 대권역별 SPI(3), SPI(6)을 이용한 가뭄등급별 가뭄 DB를 아래와 같이 구축

하였다. 수자원 인프라와 관련되 자료는 4대강 보 제원, 시군구별 지하수 이용현황(2008년∼

2013년), 전국 취수시설 현황 및 용수공급 실적(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미디어 자료를 통

한 가뭄피해 현황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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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발생지역

피해현황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1982.06.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뭄으로 인한 가창댐 저수 고갈

1990.10∼

1991∼01
경상남도 　 　 가뭄으로 인한 건천화, 생활용수 부족

1991.11.04 경상북도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 생활용수

부족, 농업용수 부족

1992.06.18
전라도,

경상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1992.07.0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랜 가뭄으로 인한 건천화, 낮은

저수량
1994.07 경상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1994.08.30 경상북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1994.09.13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1994.09.24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감소, 생활

공업용수 비상
1994.10.10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

1994.11.17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가뭄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극심한

용수난

표 2.139 미디어 자료룔 활용한 낙동강유역의 가뭄 현황

②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및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 극한 가뭄에 대한 학술적-정량적 정의

한반도 극한 가뭄에 대한 취약지역 선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극한 가뭄에 대한 학술적-정

량적 국내외 정의를 살펴보았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과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서는 극한가

뭄을 2년 연속으로 가뭄이 드는 7년 주기의 가뭄으로, 「극한가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과거에 최대 가뭄이 발생하였던 연 강우상황을 극한가뭄으로 활용하였음.

- 국내에서의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는 외국의 가뭄판단 기준

을 기반으로 국내의 가뭄 특성을 반영한 극한가뭄 기준 제시.

미국의 경우 NDMC(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의 USDM(United States

Drought Monitor)은 가뭄을 5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다양한 가뭄지표를 활용하여 미국의

현재 가뭄 상황을 장단기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하나의 지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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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가뭄의 모니터링에는 6개의 인자(PHI(Palmer Hydrologic Index) (25%), 24개월 누

적강우(20%), 12개월 누적강우(20%), 6개월 누적강우(15%), 60개월 누적강우(10%),

CPC 토양수분 모형(10%))를 고려하여 산정.

- 단기가뭄의 모리터링에서는 5가지 지표(Palmer Z-Index(35%), 3개월 누적강우(25%), 1

개월 누적강우(20%), CPC 토양수분 모형(13%), Palmer 가뭄지수(7%))를 활용하여 제시

하며, 혼합된 가뭄지표는 퍼센트 기반으로, 가뭄단계를 제시.

㉯ 북반구 원격상관 패턴에 따른 한반도 가뭄 상관분석

가뭄의 전조현상 파악을 통한 극한가뭄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원격상관을 통한 가뭄을 살펴보

았다. 원격상관 패턴이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나타나는 기압계 패턴

과 그로 인한 대기순환 아노말리를 의미한다. 원격상관패턴의 변화에 따라 제트기류의 강도와

위치, 저기압 이동 경로, 대규모 순환장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과 강

수량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대기순환에 의해서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수량의 차이는 결국 가뭄과 홍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

으므로 가뭄을 예측하기 위한 에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순환에 따른 원격상관의 패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정의된다.

Locations Prominent Patterns

North Atlantic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 East Atlantic (EA)

Eurasia
East Atlantic/Western Russia (EATL/WRUS), Scandinavia

(SCAND), Polar/Eurasia

North Pacific/North

America

West Pacific (WP), East Pacific - North Pacific (EP-NP),

Pacific/North American (PNA), Tropical/Northern

Hemisphere (TNH), Pacific Transition (PT)

표 2.140 북반구의 지역별 주요 원격 상관 패턴

원격상관과 가뭄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시 상관

을 하였을 경우로서, 동시에 얼마나 넓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로 지연상관을 하였을 경우로서, 미리 가뭄의 징조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은 한반도 중권역별 강수량과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원격상관과의 동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PNA, EA-WR의 경우 다른 원격상관과는 다르게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WP, NAO, SCA 등의 경우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WP가 한반도 봄철 강수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금강유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을 중심

으로 강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P과 NAO를 우리나라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격상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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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O (b) EA (c) WP (d) POL

(e) EP-NP (f) PNA (g) EA-WR (h) SCA

그림 2.284 한반도 중권역별 봄철 강수량을 이용한 한반도의 붐가뭄과 북반구 원격상관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및 권역별 극한가뭄 취약지역 평가

가뭄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속이론(Run’s Theory)을 바탕으로 가뭄이 가지는

특성을 지속기간(Duration), 심도(Severity), 그리고 규모(Magnitude)로 분류할 수 있다. 가뭄

지속기간은 강우가 위험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시간의 개수로 임의 가뭄사상에 대해 음의 이산

이 연속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가뭄지속기간의 합을 연속 합이라 하는데 각 월별 SPI합을

가뭄의 규모(Magnitude)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뭄심도  가뭄지속기간 
가뭄규모  

(2.25)

따라서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즉,

가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관점에서 가뭄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가

뭄지수의 크고 작음을 표시하는 심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가뭄의 단편적인 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뭄의 규모(Magnitude)

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가뭄에 의한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한 가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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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5 가뭄 심도 및 지속기간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1974∼2015년까지의 지속기간, 심도, 규모별로

가뭄발생년도 분석하여 5대강 유역평균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1988, 1994, 1982년 중 낙동강 유역에서는 1988년이 가장 가뭄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발생한 2014∼2015년 2년 연속가뭄은 2015년도에 발생한 가뭄이 낙동강 유역에 과거 가

뭄사상 중 가장 큰 가뭄년도로 나타났다.

가뭄

순위

5대강 평균 낙동강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가뭄

연도
규모

평균

심도

지속

기간
1 1988 -13.6 -1.2 11 2015 -15.95 -1.99 8

2 1994 -12.2 -1.1 11 1988 -14.59 -1.33 11

3 1982 -11.0 -1.2 9 1982 -11.54 -1.28 9

4 2015 -10.2 -1.5 6 2014 -10.88 -1.09 10

5 1995 -9.2 -1.1 9 1996 -9.80 -0.89 11

6 1977 -9.0 -0.8 11 2001 -7.61 -0.85 9

7 1996 -7.9 -0.7 11 1994 -7.58 -0.63 12

8 2000 -7.4 -1.8 4 1977 -7.34 -0.67 11

9 2014 -7.3 -0.7 9 1976 -7.28 -1.04 7

10 2001 -7.3 -0.8 9 1992 -6.38 -0.58 11

표 2.141 가뭄규모 분석을 통한 과거 가뭄 순위

낙동강유역을 SPI(6)을 산정하여 Drought Spell에 의해서 상습가뭄지역도를 작성하였다. 그

림 2.286 (a)는 SPI < -1이하의 값을 중권역별로 카운팅하여 1974∼2015년 사이에 낙동강 유

역중 회천유역이 101회로 가뭄이 가장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분석하였다. , 회천유역이 97

회로 가장 높은 가뭄발생빈도를 나타났으며. 오수천, 낙동고령, 금강서해, 주진천, 무주남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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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충주댐, 용담댐, 용담댐하류가 90회 이상의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86

(b)는 SPI –1∼-1.5 사이의 값을 카운팅 한 결과로 약한 가뭄의 경우 충주댐이 58회로 약한

가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금강서해, 오수천, 낙동고령, 주진천유역의

50회 이상이 주로 약한 가뭄에 의한 것으로 주로 약한 가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심한가뭄의 경우 그림 2.286 (c)와 같이 –1.5∼-2사이의 SPI 값을 카운팅 하였으며,

영도천 유역이 39회로 심한가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

의 경우 그림 2.286 (d)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SPI –2이하의 값을 카운팅 하였다. 카운팅 결과

동진강과 오수천 유역이 18회로 극심한 가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중 오수천 유역이 가뭄등급별로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a) 상습가뭄지역 (b) 약한 가뭄 상습지역

(c) 심한 가뭄 상습지역 (d) 극심한 가뭄 상습지역

그림 2.286 Drought Spell에 의한 상습 가뭄지역 평가(낙동강)

단일변량 가뭄 빈도해석에 의한 관측소별-권역별 SDF 곡선의 개발을 위해 가뭄 빈도해석의

경우 1974∼2015년까지의 대권역별 SPI(6) 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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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7 가뭄빈도해석 절차

위의 가뭄빈도해석 절차에 다라 낙동강 유역의 SDF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재현기간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으로 설정하였다.

과거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유도된 SDF 곡선을 이용하여 과거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월(Month)을 지속기간(1개월, 2개월, …, 12개월)별로 정리하여

각각의 가뭄사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지속기간(Duration)별 가뭄사상의 가뭄규모

(Magnitude)는 가뭄 월(Month)의 SPI 값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지속기간(Duration)으

로 나누어 가뭄심도(Severity)로 환산하였다. 다음 표는 가뭄빈도해석을 통해 작성된 대권역별

SDF 곡선에 가뭄심도(Severity)와 지속기간(Duration)을 대입하여 재현기간을 제시하였다.

낙동강

가뭄순위 가뭄연도 규모 평균심도 지속기간 재현기간

1 2015 -15.95 -1.99 8 500년 이상
2 1988 -14.59 -1.33 11 50년 이상
3 1982 -11.54 -1.28 9 20년 이상
4 2014 -10.88 -1.09 10 10년 이상
5 1996 -9.80 -0.89 11 10년 이상
6 2001 -7.61 -0.85 9 10년 이하
7 1994 -7.58 -0.63 12 10년 이하
8 1977 -7.34 -0.67 11 10년 이하
9 1976 -7.28 -1.04 7 10년 이하
10 1992 -6.38 -0.58 11 10년 이하

표 2.142 가뭄사상별 재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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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확보 취약지역 조사 및 선정

◯ 극한가뭄 판단 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뭄 모니터링 결과,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 가뭄사상에 재현기간의 3가지 인

자를 활용하여 극한가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뭄 모니터링은 가뭄지수를 활용

하여 이루어지며, 6개월 SPI를 활용하였다. 가뭄 모니터링 에서는 극한가뭄을 미국 NSMD에서

제시한 가뭄 단계기준에 따라 SPI가 –2.0 이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수자

원 활용가능 기간은 무강우 현상이 지속될 경우의 댐의 용수공급 가능기간(월)에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은 강우 부족량과 지속기간으로 Copula 함수를 활용한

가뭄빈도해석을 수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가뭄사상에 대한 재현기간을 산정하였다.

극한가뭄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가뭄 모니터링에서는 SPI가 –2.0 이하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기간을 검토하였으며, 용수공급 가능기간은 월별 평균 용수공급 가능기간과 비

교하였다. 평균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용수공급 기간은 소양강댐과 대청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령댐에서는 발생되었다. 실제로 보령댐은 2015년 8월말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

는 가뭄 단계에서 심각 상태에 도달하였다. 평균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용수공급기간은 소양

강댐, 보령댐, 대청댐에서 발생하였으며, 보령댐은 2007년 7개월 연속, 대청댐은 1994, 1995,

2015년도에 4개월 연속으로 발생되었다. 해당 기간들을 바탕으로 용수공급 가능기간에 대한 지

표를 활용하여 극한가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판단인자 내 용

가뭄모니터링

- SPI(6개월) <-2.0 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 (SPI -2.0 이하의 값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이후, -2.0<SPI≦-1.0의

값이 나타났다 다시 -2.0 이하의 값이 관측되었을 경우, 같은

가뭄사상으로 판단하여 가뭄이 지속된다고 결정)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

-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50% 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 용수공급 능력<평균 용수공급능력*60% 의 기간이 10개월 이상 지속
가뭄 재현기간 - 진행 중인 가뭄의 재현기간>50년

표 2.143 극한가뭄 판단 기준

가뭄 모니터링, 수자원 활용가능 기간과 가뭄 재현기간을 극한가뭄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2014∼2015년 가뭄

2014, 2015년도는 가뭄으로 국내 언론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던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극한가뭄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보령댐에서는 2015년도 8월부터 SPI –2.0 이하가 지속되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물 공급

가능기간이 기준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8월에 보령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와 경계단계가 발

령되었으며, 가뭄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한가뭄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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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8 극한가뭄 판단기준 적용(보령댐)

㉲ 수자원 확보 취약지역의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

◯ 이변량 재현기간

수문빈도분석은 특정 수문사상의 재현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홍수빈도분석의 경

우 재현특성으로 수문학적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운영기준에 적용하고 있

다. 재현기간은 수문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가뭄분석에 적용되면 어떠한 임

계값과 같거나 초과하는 두 사상 간의 평균 발생간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현기간은 가뭄사상

의 확률분포함수를 통해 발생특성을 추정하는 과정이며, 가뭄의 발생확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

므로 이를 통해 수문학적 위험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 가뭄은 지속기간과 심도로 정의되는 이변

량 수문사상으로 지속기간과 심도를 각각 변수로 하는 단변량 빈도분석의 결과는 같은 가뭄 사

상에 대한 것이어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변량 빈도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변

량 재현기간의 산정은 수문사상의 크기를 확률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어떤 해에 임의의 지속기

간과 심도를 갖는 가뭄사상보다 같거나 큰 사상이 발생할 확률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변량 재

현기간 산정에 대한 공식은 Shiau (200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 and  ≥ 


      
 

(2.26)

 ′  ≥ or ≥ 


  
 

(2.27)

여기서 는  ≥ 이고  ≥ 인 경우, ′는  ≥  또는  ≥ 인 경우의 결합재현기간이

며 E(L)은 평균 가뭄 발생간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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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권역별 가뭄 심도-지속기간-빈도 곡선(Severity-Duration-Frequency Curve)

SDF 곡선은 특정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 가뭄사상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뭄

의 심도(severity), 지속기간(duration), 그리고 재현기간(frequency)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지

역의 강우 특성 및 가뭄 발생 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사상을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x축은 지속기간, y축은 심도, z축은 재현기간을 나타내는 3차원의 분

포형태를 가지며 등고선도(contour)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대권역과 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기반으로 이변량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산정한 SDF 곡선으로

푸른색 점은 과거 발생했던 가뭄사상을 나타낸다. 대권역별로 빈도분석을 했을 때 각 유역의 평균

가뭄 지속기간은 4.24개월, 심도는 369.02 mm이며 평균 재현기간은 7.05년이다. 평균 가뭄 재현기

간이 가장 긴 유역은 한강동해(지속기간 4.26개월, 심도 279.97 mm)로 15.24년이며, 가장 짧은 유

역은 한강서해(지속기간 3.7개월, 심도 259.73 mm)로 3.49년이다. 지점별 빈도해석에서는 전국 평

균 가뭄 지속기간은 4.38개월, 심도는 428.88 mm이며 평균 재현기간은 6.31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뭄 재현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산청(지속기간 4.43개월, 심도 453.07 mm)으로 10.39년이며, 가

장 짧은 지역은 강화(지속기간 3.31개월, 심도 224.10 mm)로 2.44년으로 산정되었다.

(a) 한강 (b) 낙동강

(c) 금강 (d) 섬진강

(e) 영산강 (f) 탐진강

그림 2.289 권역별 가뭄 심도-지속기간-빈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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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취약지역 산정

SDF 곡선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결합확률분포함수는 가뭄 특성값의 발생확률을 나타내어

특정 지역의 가뭄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으나 3차원의 분포형태를 갖기 때문에 실무적인 분석

과 활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변량 결합확률분포의 조건부 함수를 통해 지속기간에 따

른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함수로 나타내면 보다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코플라 함수는 기본

적으로 누적확률분포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며 확률밀도함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에 나

타낸 것과 같다.

 

    (2.28)

   · · (2.29)

여기서 u와 v는 각각 가뭄 심도와 지속기간의 확률분포함수( ,   )를 나타내며 c는 코

플라 확률밀도함수, f는 이변량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a) 3개월 (b) 6개월

(c) 9개월 (d) 12개월

그림 2.290 대구 관측소의 지속기간별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

그림 2.290은 대구 관측소의 지속기간별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평

균 발생 심도의 값이 증가하지만 발생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기간에 따른

가뭄 심도의 확률분포를 알면 어떠한 심도에 대한 비초과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비초과확률에 대한 임계심도의 산정이 가능하다. 이는 코플라 함수의 조건부 확률을 통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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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 Zimmer and Trivedi (2006)는 베이스의 규칙(Bayes’ Rule)이 조건부 코플라

함수 산정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으며, V=v일 때 확률변수 U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함수의 조건부 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과 같다.

     ≤   lim
→


  


 
(2.30)

    

 
(2.31)

지속기간에 따른 조건부 확률분포함수를 활용하여 비초과확률에 의한 지속기간별 가뭄 임계

심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 우리나라 전체관측소에서 계산된 지속기간별 임계심도의

기본 통계치를 나타내었다.

임계심도 (mm) 지속기간 (month)

비초과확률(%) 통계 3 6 9 12 15

50

평균 97.4185 221.0340 289.3642 311.9402 317.9857

표준편차 21.2537 48.5298 70.3246 80.0877 83.3669

비대칭도 0.4743 0.4280 0.6854 0.7686 0.7954

60

평균 126.4213 283.5898 378.0443 411.0060 419.9993

표준편차 27.8564 61.8056 91.1384 105.1405 109.9760

비대칭도 0.4579 0.3886 0.6676 0.7635 0.7935

70

평균 162.8308 358.3386 488.2724 537.3483 551.1467

표준편차 36.3797 77.5237 116.4305 136.7260 144.0457

비대칭도 0.4369 0.3411 0.6405 0.7559 0.7907

80

평균 213.1009 453.5495 634.5736 712.0166 735.0378

표준편차 48.5655 97.5206 148.9445 179.5507 191.4716

비대칭도 0.4106 0.2849 0.5933 0.7425 0.7859

90

평균 298.5640 594.8305 856.7128 997.4821 1045.4164

표준편차 70.2042 127.7933 196.2090 246.7445 270.1573

비대칭도 0.3771 0.2250 0.4917 0.7099 0.7746

95

평균 385.6889 718.5150 1043.0987 1259.0940 1347.3201

표준편차 93.0656 155.4772 234.8951 304.4708 344.1158

비대칭도 0.3554 0.2034 0.3834 0.6588 0.7584

표 2.144 전체 관측소 지속기간별 임계심도의 기본 통계치

◯ 낙동강 유역 가뭄 취약지역 산정

낙동강 유역의 평균 가뭄 지속기간은 4.51개월, 심도는 430.24 mm이며 평균 발생 가뭄의 재

현기간은 11.60년으로 전국 평균(6.31년)과 비교했을 때 55% 높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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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해 가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며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내의 행

정구역별 가뭄 발생확률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을 산정하였다.

앞서 산정한 지속기간별 임계심도 중 가뭄심도가 비초과확률 80%에 해당할 때 전국평균 가

뭄발생확률이 90, 50, 20, 10%에 해당하는 가뭄 지속기간(7, 10, 12, 15개월)을 갖는 가뭄 사상

에 대하여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별 상대적 가뭄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수문학적 위험도는 구

조물의 설계수명기간 n년 내에 재현기간 를 갖는 크기의 가뭄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

내며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2.32)

그림 2.291은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별 상대적인 가뭄 위험도를 나타내며 붉게 나타날수록

가뭄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간의 상대적인 위험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중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경상남도 및 대구 지역이며 가뭄

발생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부산 및 충청북도 지역으로 산정되었다.

(a) 7개월(90%) (b) 10개월(50%) (c) 12개월(20%) (d) 15개월(10%)

그림 2.291 낙동강 유역 가뭄우심도

㉳ 극한 가뭄 시, 물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 물공급 능력 평가 방법 조사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상 효율적인 저수지 운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효율적

인 저수지 운영을 위해서는 저수지의 물공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저수지가 수요

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여 저수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가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뭄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고, 각각의 가뭄단계에 맞는 실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가뭄 대응을 위해 물공급능력

을 평가하고 가뭄단계별 가뭄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가뭄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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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물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표 2.145와 같이

조사하고 적절한 물공급능력 평가방법을 선정하고자 한다.

물공급능력 평가 방법 내용

지표수 공급지수

(Surface Water Supply Index, SWSI)

- 표면유출인자(강수, 적설, 하천유출, 저수지

저수량)을 고려하여  수문상황을 대표하는

지수
보정 지표수 공급지수

(Modified Surface Water Supply

Index, MSWSI)

- SWSI의 입력인자를 보정하여 지표 및

지표하의 물 공급원을 고려한 지수

농업가뭄지수

(Agricultural Surface Water Supply

Index, ASWSI)

- SWSI의 입력인자를 보정하여 저수지

유입량과 저수량을 고려한 지수

용수공급을 고려한 가뭄지수

(WAter supply Drought

Index, WADI)

- 수리시설물 및 하천의 유량을 파악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수공급 시설물의 현재

가뭄정도를 제시
용수과부족지수

(Water Excess Deficiency

Index, WEDI)

- 용수수요 대비 용수공급능력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물공급 능력지수

(Water Supply Capacity

Index, WSCI)

- 현재의 저수지 저수량과 향후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과의 물수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저수지에서 공급가능한 시간을 정량화한 지수

표 2.145 물공급능력 평가 방법

◯ 대상지역의 물공급능력 평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낙동강 유역의 물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유역을 선정하고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동률 등 (2006)이 제시한 물공급 능력지수(Water Supply Capacity

Index, WSCI)을 사용여 현재의 저수량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을 고려함으로

써 저수지에서 향후 공급 가능한 개월 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운영과 가뭄극복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다목적 댐에서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은 「댐 운영 실무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다목적 댐의 월별 저수량과 용수

공급계획량을 고려하여 향후 공급 가능한 용수공급 개월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월의 저수량에서

다음 달의 저수량을 제외한 후 남은 저수량과 향후에 공급해야할 용수공급계획량을 비교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할 경우 추가적인 유입량은 고려하지 않고 무강우일수로 가정하였으며, 대

상 유역에서 유입이 없는 극한의 가뭄 상황에서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

다.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의 가뭄관리에 사용하고 향후 극한가뭄 비상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댐 유역에 대해서 1977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저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용수공급

능력을 분석하였다(그림 2.292). 분석한 결과 0∼14개월까지 계획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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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안동지역에 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1982년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1995년의

용수공급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월별 용수공급능력은 1월∼6월까지는 감소하고, 7∼9월에 증가

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9월 평균 용수공급능력이 최대 10개월로 나타났다.

(a) 월별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b) 월평균 용수공급가능 개월수

그림 2.292 용수공급능력 평가(안동댐)

③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 및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 고기후/기후변화자료를 활용한 극한가뭄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점의 300년 이상된 장기간 강수자료를 활용한 가뭄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 3가지 서로 다른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Cho and Nha(1979), Jhun

and Moon(1997)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수록된 측우기 기록을 통해서 복원한 조선시대 강

수량 자료(1777∼1907년)와 두 번째로 기상청의 종관관측지점(ASOS)중에서 100년 이상의 관

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6개 관측소 중 서울관측소의 강수량 자료(1908∼1949, 1953∼2015년)

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예측모델인 HadGEM2-ES에 의해서 산출된 RCP 8.5 시

나리오를 통해서 생성된 서울지점에 대한 강수량자료(2016∼2099년)를 사용하였다.

현대에 관측된 강수자료에 기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약 65 mm 정도의 강수량이 측

우기 관측에서 미계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지수의 산정에 의한 극한가뭄 시나리오 분석에

는 이 양(mm)의 반영여부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영 전,

후의 값을 검토함으로써 측우기에 의한 강수량의 관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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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mm

이하의

강수량

2.62 1.74 2.17 2.14 2.22 2.47 3.56 2.34 1.87 1.52 2.84 3.16 28.65

강설량 11.36 8.78 6.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6 7.76 36.44

표 2.146 측우기 미 계측 강수량 및 강설량에 대한 보정값(단위 : mm)

Jang et al.(2016)이 1974∼2014까지의 강수량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수량 변동을 장기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듯이 고

대기간의 건조기가 근·현대기간을 전환점으로 미래기간에서 습윤기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80년대부터 시작된 건조기는 1910년대까지 이어지며, 조선시대 말기에 매우 극심한 가

뭄상황을 초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기간 동안 발생한 가뭄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정된 전기간의 SPI(6)를 활용하여 Wavelet Transform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우기에 의한 고

대기간(1777-1907)의 경우에는 60∼75개월(5∼6년)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스펙트

럼이 나타났고 근·현대기간(1908-2015)에서도 고대기간과 동일하게 64∼80개월(5∼6년)사이

에서 강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즉, 가뭄의 주기성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비슷한 주기를

나타내었다(Lee et al., 2012; Lee et al., 2016). 하지만, 미래기간(2016-2099)의 경우에는 50개

월 전후에서 강한 주기성이 나타났으며 또한 96∼127(8∼10년)개월 사이에서 강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2개의 주기성이 나타났지만 고대 및 근, 현대에 발생

한 가뭄의 주기가 다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Ancient (a) Present (c) Future

그림 2.293 기간별 SPI(6)기반의 Wavelet 분석결과

산정된 SPI(6)를 활용하여 Dry Spell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Dry Spell 분석은 SPI(6) 값이

–1.5이하인 심한가뭄에 대해서 계절별로 구분하여 각 기간에 대해서 월별 가뭄사상을 추출하였

다. Dry Spell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대기간이 119회로 가뭄발생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근·현대, 미래기간 순으로 가뭄발생빈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대기간의 심한가뭄은 여름과 겨울에 비해서 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현

대기간과 미래 기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에 심한가뭄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고대 기간보다 근·현대 및 미래기간의 심한가뭄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장기간의 강수

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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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기간

고대
spell 33 25 28 33 119

% 8.4 6.4 7.1 8.4 30.3

근·현대
spell 13 10 11 8 42

% 4 3.1 3.4 2.5 13

미래
spell 7 6 6 4 23

% 2.8 2.4 2.4 1.6 9.2

표 2.147 계졀별 dry spell 분석결과(SPI(6) < -1.5)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균심도, 지속기간, 가뭄규모를 분석하여 상위 15위까지 가뭄년도를 순

위별로 나타내었다. 평균심도 의하면 1901년이 –2.06으로 전 기간 중 가장 극심한 가뭄심도를

나타났으며, 가뭄규모의 경우에도 1901년이 –24.67로 가장 큰 규모의 가뭄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300년 이상의 장기 강우자료를 통해서 본 서울지역의 가뭄은 1901년이 역대 가장 극심한 가

뭄으로 나타났다.

근·현대 기간(1908-2015)에서는 1943년과 1949년이 15위안에 드는 가장 극심한 가뭄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의 극심했던 가뭄연도는 대부분 측우기로 관측된 고대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4 가뭄 심도, 지속시간, 규모 개념

순위 년도 심도 지속기간(월) 규모

1 1901 -2.06 12 -24.67

2 1900 -1.77 12 -21.24

3 1894 -1.87 9 -16.80

4 1887 -1.64 10 -16.35

5 1943 -1.61 10 -16.11

6 1782 -1.51 10 -15.14

표 2.148 가뭄심도, 지속기간, 가뭄규모별 가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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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가뭄년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중에서 각 기간별 상위 30위 안에 해당하는 극심한 가뭄

년도를 선정하여 연속된 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연속가뭄연도를 분석하였다. 장기

연속가뭄 분석결과, 고대기간의 경우에는 1899∼1902, 1887∼1889, 1894∼1895, 1782∼1783년

총 4건의 연속가뭄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가장 극심한 연속가뭄은 1899∼1902년으로 4년 연속

의 장기가뭄으로 평균심도는 –1.60, 지속기간이 47개월, 가뭄규모는 –75.15로 나타났다. 근현

대기간의 경우에는 2014∼2015년 가뭄이 매우 극심했던 연속가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심도는

–1.09, 지속기간은 34개월, 가뭄규모는 –26.15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지

속된 심각한 수준의 연속가뭄사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시대의 가뭄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선말기 1886년(고종 24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은

1889년까지 4년간 지속되었고, 3년간의 약한 가뭄상황에 이어서 1893년(고종 31년)부터 1895

년까지 또 한 번의 3년간 극심한 가뭄을 이어갔다. 이후 다시 3년간의 약한 가뭄상황을 이어가

다가 1899년(고종 37년)부터 1904년까지 6년간의 극심한 가뭄상황을 이어가는 역사상 가장 극

심한 장기연속가뭄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위 년도 기간 평균심도 지속기간(월) 규모

1 1899∼1902 4 -1.60 47 -75.15

2 1893∼1895 3 -1.26 34 -42.99

3 1887∼1889 3 -1.25 34 -42.64

4 1782∼1783 2 -1.25 22 -27.59

5 2014∼2015 2 -1.09 24 -26.15

표 2.149 가뭄규모 분석을 통한 장기 연속가뭄년도

㉯ 극한가뭄 우심지역 매핑 (중권역별, 행정구역별)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가뭄취약지역이란 가뭄에 의해서 실제로 물 부족이 발생했거나 또

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맵으로 표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강수의 부족

이 발생하여 물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 피해가능 지역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수문학적 가뭄 또는 농업적 가뭄 피해지역이 아닌 기상학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뭄에

의한 잠재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뭄취약도는

가뭄빈도해석을 통하여 작성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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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5 정상성 가뭄빈도해석을 통한 가뭄취약지역도 생산절차

첫 번째로 국내 58 기상관측소에 대해 강수량 자료를 수집한 후 월 단위 SPI(6- months)를

산정한다. 두 번째로 월 단위 SPI(6)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가뭄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a)

SPI(6)를 지속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속된 최대가뭄심도를 갖는 계열로 재구성한다. 과

거의 경우 자료기간이 짧아 산정된 월별 SPI(6)를 전기간치 계열로 구성하였다. 미래의 경우 자

료기간이 길어 30년 단위(S1:2011∼2040년, S2:2041∼2070년, S3:2071∼2099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b) 빈도해석을 위한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정한다. 최적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기

위해 Gamma, GEV(General Extreme Value), Gumbel, Log-Gumbel, Lognormal,

Log-Pearson type Ⅲ, Normal, Pearson type Ⅲ, Weibull, Wakeby 분포형 등의 확률분포

형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c) 적합도 검정 방법으로는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였다(Significance Level : 5%). 적합도 검정 결과, 가장 높은 순위의 적합성을

나타낸 GEV(General Extreme Value) 분포형을 빈도해석을 위한 최적확률 분포형으로 선정

하였다. 세 번째로 빈도해석을 통해 58개 관측소에 대한 지속기간별 재현기간별 SDF 곡선을

유도하였다. 네 번째로 58개 관측소의 SDF곡선을 이용하여 중권역별 평균 가뭄심도를 얻기 위

하여 공간분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포를 실시하기 위한 보간법으로 역거리가중

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을 이용하였다. 역거리 가중법은 가장 일반적인 보간법 중

하나로서 인접한 기지점들과 미지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비선형적인 가중치를 계산하여 적용하

게 된다. 역거리가중법은 순수하게 2차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관측자료에 의존하여 결정되

는데, 추정하고자 하는 미지점의 추정값은 그 지점에서 가깝게 위치한 관측소의 자료값들은 거

리에 따라 반비례하여 추정된다. 결국, 미지점의 추정값은 가까이 위치한 관측소(기지점)의 자

료값에 크게 영향을 받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지점의 자료값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기간별 가뭄우심지역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뭄취

약도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3개의 기간(S1, S2, S3)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 416 -

그림 2.296 SPI(6) 

가뭄취약지역(재현기간 200년)

그림 2.297 SPI(6) 가뭄심도 

변화(재현기간 200년)

㉰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국외의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으며, Drought Risk Reduction Framework and Practices(UNISDR 2009) 에 따르

면 가뭄 감소 프레임 워크는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i) 정책 및 거버넌스

ii) 가뭄 위험 판단,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iii)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

iv)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

v) 피해 완화와 대비

가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의

체계와 강력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뭄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조직, 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같이 참여하

여야 하며, 언론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수준에서의 중요한 개발이 필요하다. 첫 번째 수준은 개

인 및 집단에서의 수준, 두 번째는 기관에서의 수준,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준에서 각

각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가뭄 대비 프레임워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국가적 프레임 워크에

서는 각각의 수준에서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프레임워크가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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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의 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하여 제안 한다면 국가/지자

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가뭄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 정책 및 거버넌스

첫 번째 요소인 정책 및 거버넌스는 지자체의 참여와 정치적 요소, 관련 기간들간의 네트워

크, 자원 사용에 다한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이외에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회볼력을 가질수 있도록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가뭄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가뭄 위험 판단 및 조기 경보

두 번째 요소인 가뭄 위험 판단 및 조기 경보는 위험 발생 지역에 대한 정보, 위험에 대한 잠

재적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가뭄 영향 평가, 취약성 분

석과 같은 특정 가뭄 발생 지역에 대한 가뭄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가뭄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서는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

세 번째 요소는 가뭄에 대한 인식, 정보관리 및 교육이다. 가뭄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정보 수

집과 관리는 지역사회의 가뭄 캠페인,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개발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

다.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교육은 전통적으로 지역 주민과 기관간의 양방향 학습과정으로 이루

어 진다.

◯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

네 번째 요소는 가뭄 위험 요소의 근본적인 저감이며, 이는 가뭄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가뭄 위험 요소는 효과적인 환경관리, 천연자원관리, 사회 및 경제 개발,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가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 개발 계획,

환경 및 천연 자원 관리 전략은 재난 발생 후 상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준비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

◯ 피해 완화와 대비

다섯 번째 요소는 피해완화 조치를 강화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 및 지역사

회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효과적인 가뭄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면 가뭄 영향과 손실

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비와 재해 완화가 대응 조치보다 가뭄 재해의 규모와 영향을 줄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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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제도, 정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가뭄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298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핵심활동

그림 2.299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실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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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개발

◯ 비상대응 협력 체계(안)

미국과 일본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살펴본 결과 대응보다는 피해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둔

정책과 가뭄 모니터링과 조기 예·경보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가뭄 대응 체계에 관련

되어 있는 기관과 정책들 간의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하여 정

책마련 시 개선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가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감과 대비로써 효과적이며

적절한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요소로 제일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위험 식별과 조기경보는 가뭄 재해 및 취약성 분석, 가뭄모

니터링, 영향 평가와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뭄 재해를 미리 판단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관심과 교육이다.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 시민단체의 협력이 가능해지

면 가뭄 대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뭄 피해의 특성상 가뭄이 해결되고 나면 그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대비와 예방

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치중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응과 복구는 효과적인 가뭄 대응이 될

수 없다.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가뭄 관리 과정을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가뭄 피해에 대

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되면 가뭄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합의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뭄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가뭄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림 2.300 가뭄 피해 저감의 중요 요소(UNISD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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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1 가뭄관리의 개발과 검토(UNISDR, 2009)

우리나라 가뭄 관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집중적인 하향식 체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가뭄 관리의 중점이 되는 기관은 중앙재해대책본

부가 아니라 시도가뭄 대책본부 또는 시군 가뭄 대책본부가 되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가뭄에 대응해야 신속한 가뭄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는 평상시에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예·경보를 할수 있는 국가가뭄관리센터(안)가 필요하

며, 국가가뭄관리센터에서 가뭄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가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가뭄

대응 체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 재해 대책 본부는 시도가뭄 대책본부에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유관부처의 기능을 시도가뭄 대책본부에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302 가뭄대비 비상대응 협력체계(안)

㉲ 수자원의 유역간 이동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개발

◯ 수자원 이동 관련 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물 관련 법규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지만 법제들간에 상호유기적이지 못한다. 또한 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들이 있으나 이를 법제를 통하여 관리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제·개정

된 법규들은 법제간의 적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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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가뭄을 관리하는 법규와 하천시설을 연계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는 존재한다. 그러

나 물사용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이동은 어려운 현편이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가뭄

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 이동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법·제도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물의 이

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물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끊임없

이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 이용과 관련하여

하천분쟁조정을,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피해나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대상이 제한적이며, 국가와 지방단체, 공공기관들 사이에 문제

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가뭄을 피해는 유역간의 수자원 이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물분쟁과 같이 이를 실현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은 공공자원 또는 공공

용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국민이 물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현행 물관리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는 점과 물 이용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 수자원 이동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물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끊

임없이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현행 하천법은 하천에 이용과 관련하여

하천분쟁조정을,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피해나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대상이 제한적이며, 국가와 지방단체, 공공기관들 사이에 문제이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가뭄을 피해는 유역간의 수자원 이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물분쟁과 같이 이를 실현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은 공공자원 또는 공공용물로

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국민이 물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물관리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물

이용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하

며 다음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자

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자치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물관리 역량의 강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조직의 재정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 물관리 체계개선) 부처간의 물관리가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유역별 관리) 수계를 중심으로하는 유역별 물관리는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원칙이다. 또한 추가으로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유역이 포함

된 권역의 관리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물관리 기관 구축) 물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관련 국가 정책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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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조정·의결 할 수 있는 국가 물관리기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서는 국가 물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련 연구 지원, 위원회를 통한 물 분쟁 조정 및 수자원이용에 관한 조정 등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국가 또는 권역물관리 위원회가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본법과 같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물관리 법제로를 통합할 필요

가 있다. 수자원 이동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분배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인 물 배분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의 재정이 필요하다.

④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및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극한가뭄 평가를 위한 CMIP5 GCM의 평가

연구단에서 제공받은 26개 GCM별 60개 관측소의 기후자료 중 강수량(2011∼2099년) 자료

와 기상청 산하 60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수량(1976∼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극한가뭄을

표출하는 모델평가를 실시하였다.

극한가뭄 표출모델 선정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분석한 연평균 강우량, 무강우 일수, Dry

Spell, Average Severity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균등한 평가를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준화를 통하여 4개 평가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극한가뭄을 표

출하는 모델의 가뭄순위를 나타내었다. 표준화를 통하여 RCP 4.5, 8.5 시나리오에 대해서 평

가를 실시한 결과 RCP 4.5의 경우에는 IPSL-CM5A-MR 모델이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의 경우에는 IPSL-CM5A-LR 모델로 나타났다. 반면,

CanESM2모델은 RCP 4.5와 8.5시나리오 모두에서 가장 가뭄을 완화하여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와 8.5 통합하여 가장 극심한 가뭄을 표출하는 모델은 IPSL-CM5A-MR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IPSL-CM5A-MR모델에 대한 가뭄특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

위
GCMs RCP4.5 RCP8.5 합계

순

위
GCMs RCP4.5 RCP8.5 합계

1 IPSL-CM5A-MR 0.369 0.384 0.753 14 MIROC5 0.135 0.216 0.351
2 IPSL-CM5A-LR 0.325 0.396 0.722 15 BCC-CSM1-1 0.107 0.230 0.337
3 CMCC-CMS 0.340 0.325 0.665 16 HadGEM2-CC 0.229 0.107 0.336
4 INM-CM4 0.299 0.352 0.651 17 CNRM-CM5 0.190 0.140 0.331
5 FGOALS-s2 0.297 0.313 0.611 18 CCSM4 0.121 0.178 0.299
6 CMCC-CM 0.198 0.329 0.527 19 MPI-ESM-MR 0.112 0.179 0.291
7 IPSL-CM5B-LR 0.204 0.279 0.483 20 MPI-ESM-LR 0.103 0.177 0.280

8 GFDL-ESM2G 0.180 0.286 0.465 21
MIROC-ESM-

CHEM
0.095 0.172 0.268

9 BCC-CSM1-1-M 0.158 0.301 0.459 22 HadGEM2-AO 0.130 0.129 0.259
10 MIROC-ESM 0.161 0.290 0.451 23 HadGEM2-ES 0.085 0.129 0.213
11 NorESM1-M 0.183 0.231 0.414 24 CESM1-CAM5 0.073 0.101 0.174
12 MRI-CGCM3 0.179 0.214 0.393 25 CESM1-BGC 0.077 0.097 0.174
13 GFDL-ESM2M 0.190 0.201 0.390 26 CanESM2 0.011 0.004 0.015

표 2.150 극한가뭄을 반영하는 GCMs의 평가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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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가뭄을 고려한 가뭄취약지역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6개 GCM중 극한가뭄을 표

출하는 GCM을 선정하여 정상성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SPI(6)를 이용하여 지속

기간 6개월, 재현기간 200년 빈도의 가뭄취약지역을 분석결과 RCP 4.5, 8.5시나리오 모두에

서 정상성 빈도해석 보다 비정상성 빈도해석이 더 극심한 가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가뭄취약지역의 경우 RCP 4.5가 8.5에 비하여 가뭄이 심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의 경우 S1∼S2기간으로 갈수록 가뭄이 심화되는 반면, S3기간에서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RCP 8.5의 경우 RCP 4.5와는 다르게 S1∼S3기간으로 갈수록 가뭄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대비 증감률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미래기간의 한강,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강유역에서 과거대비 가장 큰 증감률

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한강유역의 가뭄이 극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중권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를 분석하였다. 수문-기상학적 위험

도 지수란 저유량(Q25)에 대한 조건부(SPI≤-1.5) 확률과 비조건부의 초과 확률의 비로 정

의하였으며, 전체 관측 및 미래 자료에 대한 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수문학적 조건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도 지수가 1인 경우 SPI조건에 따라 유출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을 나타내며, 1보다 큰 경우 수문-기상학적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 극한 가뭄 발생시 해당 유

역에서는 유출량의 가용성이 적고 가뭄에 취약함을 나타냈다. 위험도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

증을 위해서는 bootstrap resampling을 통한 유의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림 2.303 대청댐(3008) 위험도 분석



- 424 -

㉰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별 목표 안전도 설정

◯ 가뭄 위험도 지수를 활용한 지역 안전도 산정 방안

10개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용수 공급 실패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도, 회복도 및 취약도의 이수안전도 평가 지표를 각각 산정하고, 결과적으로 각 유역의 가뭄위

험도 지수(DRI)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수안전도 평가 지표는 유역의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

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 결과를 댐 또는 저수지 등의 수자원 시스템의 용량을 결정

하는 등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수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수 공급 실패 사상의 지속기간과 심도를 두 변수로 하는 이변량 빈

도해석을 수행하여, 지속기간별 확률가뭄심도를 산정하였다. 확률가뭄심도는 특정 지속기간과

그에 따른 재현기간을 내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DRI를 산정할 수 있다(그림 2.304).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DRI는 미래의 용수공급 실패 사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그림 2.304 지역 안전도 산정 방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DRI(O)를 산정하여, 미래의 이수안전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가뭄심도를 통해 산정된 각 지속기간별 DRI(D)를 산정하여

DRI(O)와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목표 안전도를 결정하였다. DRI(O)와 DRI(D)를 비교하였을

때, 미래 예측 수준에 해당하는 DRI(O)보다 높은 수준의 DRI(D)에 해당하는 확률가뭄심도와

그에 따른 재현기간을 목표 안전도로 설정한다. 지역 안전도는 재현기간을 통해 나타낼 수 있

다. 목표 안전도로 설정된 재현기간이 작게 나타날수록 유역의 용수공급 실패에 대한 위험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재현기간이 높을수록 용수공급 실패로 인한 용수부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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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역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모니터링

가뭄모니터링은 가용 수자원에 대한 수집 및 분석과 가뭄의 예측, 진행 중인 가뭄의 심도 분

석을 포함하며, 가용 수자원과 수자원의 다른 형태 지표(강우, 기온, 강수)에 대한 수집, 분석 및

가뭄지수를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가뭄 감시를 위해서는 가뭄단계를 정의하는 지수, 지표, 가뭄 시작점 등을 통일해야

하며 특히, 가뭄지표는 가뭄 상황을 평가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지표는 가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응 및 완화조치의 시행과 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뭄지표는 가뭄관련 변수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며, 가뭄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있다. 가뭄단계(moderate, severe, extreme, Stage 1-4, watch, warning,

emergency, 등)를 정의하는 것은 가뭄 대응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극한가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극한가뭄 판단이 중요하며, 2차년도 연구성과에

서 극한가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2.305 극한가뭄 정의

◯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는 계획 범위 이내에 있는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위험도와 이러한 위험도에 기여

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이다. 가뭄 위험도는 가뭄의 발생확률과 크기, 심도, 피해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완화 수단과 대응 대책의 설계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06은 취약성을 평가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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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6 취약성 평가 절차

◯ 완화조치

완화수단은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조치로써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대응조치에 필요

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주요 지원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정책 운영이나 기준 및 완화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완화수단의 종류로는 재이용수 사용 장려, 누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갱신, 수자원 저장시설

신규 설치, 용수절감장치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으며, 지역 현황에 따라 완화조치의 우선순

위와 종류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대응조치

대응 조치는 제한된 용수를 관리하고 가뭄의 영향을 즉시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완화조치와는

차별되며, 대응조치는 특정 단계에 정해진 기준과 계획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완화조치와 다

르게 가뭄 해결이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타낸다.

가뭄 단계별 목표 정하기 : 가뭄 단계 I에 대한 목표는 소비량을 10% 줄이기 위해서 생활용

수 사용자가 자발적인 절약 수단을 실행

가뭄 단계별 조치 정하기 : 주민, 정부, 용수공급기관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조치를 포함

가뭄에 관한 대중 캠페인, 공급 감량, 용수 사용 제한, 감량, 물 낭비 방지 조례, 댐, 저수지 운

영기술 표준화(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수자원 이동 프로그램 계획 등이 있으며, 대응 조치는 실

행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운영과 관리 프레임워크는 가뭄 비상 계획의 각 요소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들과 이와 관

련된 절차와 자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표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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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프레임워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상대응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가뭄과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책임을 정하며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책임 역할 절차 자원

내

용

•가뭄모니터링, 경보

•정보공유, 가뭄선언

•대책반 운영

•대응 조치 실행(비상대응

포함)

•완화 조치 실행, •자원

조달

•가뭄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정부에게 지원

•가뭄 계획 갱신

•책임을 수행할 기관

⇒ 역할 및 직원

조직도

•유관기관들간의 정보

교환 및 진행 중인

가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반 등의 흐름도

⇒ 책임기관의 흐름도

•가뭄선언

과정

•대책반

착수 과정

•외부지원

을

요청하는

절차

•정부,

지자체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설명

•가뭄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조직,

주민에 대한

정보

표 2.151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단계는 가뭄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써 가뭄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와 보완을 하는 단계이다. 가뭄 계획에 대한 평가는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가뭄이 종료된

후 모두 실행되며 가뭄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표 2.152).

계획 평가 과정 계획의 효과 평가 계획 보완

•가뭄 진행 중 평가와 사후 평가

•가뭄 발생 이전에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과

가뭄 진행 중 평가를 통해 분석

•기술의 변화, 새로운 법제도의 발생, 기타

변화에 따른 상황에서 가뭄 계획의 효과를

평가

•사후 가뭄 평가는 계획이 실행되고 난 후

효과성을 평가

•사후 가뭄 평가는 기상, 환경적 측면과 경제,

사회적 피해를 완화하고 가뭄 피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구했는지 평가

•계획의 문제점이나 취약점 분석

•평과 가정은 가뭄

계획의 효과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 필요

•가뭄 계획을

평가하는 일련의

기준과 과정을

문서화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을

활용하여 계획의

효과를 평가

•계획은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필요

•계획을 자주

업데이트함으

로써 계획의

효율을

향상시킴

•각각의

계획은 2년,

전체 계획은

3∼5년마다

보완 권장

표 2.152 가뭄계획의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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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 기후-수문-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가뭄 평가지수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수문-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감뭄위험도 평가지수 개발을 위

해 위험도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위험도(Risk)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기관의 목적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UNISDR(2004)의 경우에는 위험도를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자연재해에 대한 위해성(Hazard)

과 인간으로부터 취약한 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을 조합하여 위험도(Risk)를 기후변화에 의

한 위해성(Hazard)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함수로 보고 정의하였다. 또한, IPCC(2007)의 경

우에는 위험도(Hazard)를 기후영향에 따른 물리적인 재해에 대한 위해성과 기후영향으로 인한

사화·경제적인 악영향에 대한 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뭄 위험도의 의미 및 정의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

용어 의미 정의

위해성

(Hazard)

∙(발생빈도) 얼마나 자주 가뭄이 발생했었는가?

∙(가뭄규모) 발생했던 가뭄은 얼마나 심한

가뭄이었나?

기후변화로 인한

공간적인 범위의

가뭄재해
취약성

(Vulnerabil

ity)

∙가뭄이 발생한다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역인가?

사회·경제적인 취약성

요인

가뭄위험도

(Risk)

∙가뭄일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이 어디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인 가뭄재해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을 조합하여

가뭄위험도로 정의

표 2.153 가뭄 위험도 용어 정립

본 연구에서는 정의된 위해성과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대표지표를 기상학적 인자

와 사회·경제적 인자로 분류하였다. 위해성 지수는 기상학적 인자로 주로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

면서 3∼4차년도에 구축된 성과물(가뭄발생 빈도, 평균 가뭄심도, 확률가뭄심도)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주요 기상인자로 선정하였으며, 취약성지수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인자들을 선별하

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는 인자들을 선별하여 가용 가능한 인자로 인구밀도, 농경

지 면적, 생활용수 이용률, 농업용수 이용률, 공업용수 이용률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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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7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한 대상지표 선정

위해성 지수(Drought Hazard Index, DHI)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 구축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구축하였다. 위해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상학적 요소로 가뭄발생 빈도, 평균가뭄심도, 확률가뭄심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였다. 가뭄발

생 빈도의 경우 GCM 자료를 통하여 산정된 지속기간 6개월의 월단위 SPI 지수에 대하여 –1이

하 값을 카운팅하여 가뭄발생 빈도를 산정하였으며, 평균가뭄심도도 가뭄발생 빈도와 동일하게

–1이하의 값에 대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률가뭄심도는 지속기간과 심도를 고

려한 이변량 빈도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200년 빈도에 대한 확률가뭄심도를 산정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2.308 위해성 지수 인자

취약성 지수(Drought Vulnerability Index, DVI)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는 K-WEAP에서

산출된 생활, 농업, 공업용수 사용량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농경지 면적 및 인구밀도의 경우

통계청 및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생활, 농업, 공업

용수의 사용량을 산정은 K-WEAP 모형을 통해, 농경지 면적 및 인구밀도의 경우 통계청 및

농촌 경제연구원을 통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선정된 위해성과 취약성에 대한 세부지표들은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지고 있어며, 지표

들간의 단위가 모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 기법 중 스케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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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Re-scaling method)을 적용하였다. 스케일 재조정 방법은 표준편차보다 지표의 범위에

기반을 둔 변환 방법으로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변환하며, 이는 전체 자료범위 내에서

순위를 나열하여 자료의 상대적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는 세부지표별 가중치 산정 방법으로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기법

을 채택하였다. AHP기법은 1980년 Thoma L. Saaty(1990)에 의해 고안된 가중치 산정방법으

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다수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평가항목

별 가중치(Weight) 산정 및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제안하여 0.1미만은 신뢰 가능, 0.2 미만은 허용범위의 일관성, 그

이상의 값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산정에 많이 이용된다.

산정한 가뭄 위해성과 취약성 지수를 통해서 산정된 가뭄 위험성을 시나리오별 모델별로 나

타내었다. 가뭄 위험도 산정결과 가뭄 취약성과 동일하게 RCP 4.5, 8.5 시나리오에서 3개 모델

모두 가뭄 위험성 과거 가뭄위험성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에 의한 물리적 가뭄재해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취약요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가뭄에 의한 인적 위험과 재산 및 인명 피해의 감소로 인하여

가뭄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양산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작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유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Hotspot Drought Risk Index, HDRI) 작

성하였다. 수문-기상학적 위험도(HDRI)는 저유량(Q25)에 대한 조건부(SPI≤-1.5) 확률과 비조건

부의 초과 확률의 비로전체 관측 및 미래자료에 대한 초과확률을 산정하여수문학적 조건부 위험

도를 지수로 나타내었다. 산정방법은 아래 식과 같으며, 위험도 지수가 1인 경우 SPI조건에 따라

유출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며, 1보다 큰 경우 수문-기상학적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즉, 극한가뭄 발생시 해당 유역에서는 유출량의 가용성이 적고 가뭄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HDRIi j PQj
S≤ Qj

S 

P  QjSi
≤ Qj

S SPIj
S i ≤  

(2.33)

분석결과 한강유역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가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대부분의 유역이 가용한 수자원이 부족하여 극심한 가뭄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안지역이 가장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

오와 단기(SPI3)와 중기(SPI6) 가뭄지수에서 S1, S2, S3 기간의 가뭄위험도를 보면, 가뭄 위험

성은 S1에서 S3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장 위험도가 높은 S1기간에서는

중서부와 금강유역이 가장 가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흐름 특성을 가뭄

조건과 연관시켜 상대적으로 적은 관측자료와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유

출에 의존한다. 그러나 미래 기반의 가뭄 위험 평가와 극심한 가뭄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은 유

역 맞춤형 가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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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a) RCP 8.5

그림 2.309  RCP 시나리오 기반 HDRI 평가

㉰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가뭄상황대응 체계 구축

◯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 목적

가뭄은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과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을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뭄의 강도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

뭄에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은 가뭄종합대책이 있으나 가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뭄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정부에서는 지침을

바탕으로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를 통하여 지자체의 가뭄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극한가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

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계획

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미국 국립가뭄완화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 NDMC)에서는 극한가뭄 대

응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가뭄으로부터 야기되는 영향과 갈등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해 개별 시민, 산업,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가뭄 계획 수립을 위한 검증된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NDMC에서 개발한

“10단계 가뭄 계획 수립 과정(10-step Drought Planning Process)”은 가뭄 계획에 필요한 일

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Wilhite, 1991), 주정부와 기타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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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개발한 “4

단계 완화 계획 수립 과정(4-step Mitigation Planning Process)”도 완화 계획에 자주 적용되

고 있으며, 예를 들어 콜로라도 주가 가뭄 완화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되었다. 미국 내

무부의 국토개발국(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에서 제시한

WaterSmart Program은 가뭄 수립에 필요한 지침과 6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Reclamation, 2016).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

술개발 연구단에서는 국내외 가뭄 계획 지침서를 바탕으로, 그림 2.310과 같이 6가지(모니터링,

위험도 평가, 완화대책, 대응대책, 운영 및 관리, 보완) 구성요소를 가지는 「기후변화 적응 극

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으로 표기)을 개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 가뭄에 대한 평가·예측과 가뭄의 대응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가뭄계획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모니터링 과정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극한

가뭄에 대한 위험도(취약성) 평가를 포함하여 극한가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위험도(취약성)의 원인에 따라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중장

기적인 계획으로 극한가뭄 발생 이전에 실행하여 가뭄 대응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완화과정과

가뭄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행(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대응)되는 과정으로 가뭄의 영향을 즉각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계획 지침의 각 요소를 운영하

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관리 과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계획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

영 및 관리 과정이 있고, 가뭄이 진행되는 과정과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 과정별 약할 및 기능

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있다. 각 과정들은 극한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의 필수 요소이며, 지역

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 극한가뭄 대응 계획 구성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은 국내외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극한

가뭄 대응 계획의 구성은 극한가뭄에 대한 정의, 가뭄에 대한 평가·예측과 가뭄의 대응 시점을

결정할 수 있고 가뭄계획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모니터링 과정과 기후변화를 반영

한 극한가뭄에 대한 위험도(취약성) 평가를 포함하여 극한가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위험도(취약성)의 원인에 따라서 위험도를 감소시키

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극한가뭄 발생 이전에 실행하여 가뭄 대응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완화

과정과 가뭄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행(6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대응)되는 과정으로 가뭄의 영향

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응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극한가뭄계획 지침의 각 요소를

운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관리 과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계획 운영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운영 및 관리 과정이 있고, 가뭄이 진행되는 과정과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 과정별 약할

및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있다. 각 과정들은 극한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의 필수 요소이

며,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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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구성

본가이드라인의 6가지의구성요소는그림 2.311과같이단계별수행기관과역할과연관되어있다.

모니터링은 가뭄의 평가, 예측, 가뭄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항목은 피해범위가 넓

은 가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단위에서 가뭄을 평가, 예측하여 균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모니터링의 결과는 네 번째 구성요소인 대응대책의 실행 및 해제 기준이 된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된 정보와 과거 가뭄피해를 바탕으로 극한가뭄으로 인한 위험지

역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항목은 광역계획에서 시군구 단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위험도

평가와 대응 및 완화대책은 동일한 공간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가뭄의 범위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수행된다. 가뭄의 위험도 평가는 완화 단계에서 계획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며,

위험도 평가를 선행하여 가뭄에 따른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완화대책과 대응대책은 실질적인 지역특성에 따른 완화 및 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항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가뭄발생 전과 후로 구분하여 필요한 가뭄대책을 사전에 계획해

야 한다. 완화대책은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가뭄 위험을 저감시키는 단계로써, 가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저감시킴으로써 가뭄발생 이전에 가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대응대

책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실행되며, 가뭄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가뭄의 영향을 직접 감소시키

는 단계이며, 가뭄의 수준이나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운영 및 관리는 각 요소를 실행하거나 관리하는 항목이다. 가뭄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주변 시

군구나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때 분쟁을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으며, 국가단위의 계획(가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실행해야 하는 항

목이다. 운영 및 관리단계는 각 요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가뭄 유관기관

들과의 협력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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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극한가뭄 대응 계획 구성에 따른 역할

㉱ 극한가뭄에 대비한 가뭄단계별 국가 Emergency Plan 개발

◯ 모니터링

극한가뭄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와 과거의 가뭄상황 및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인하거나,

미래의 가뭄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뭄 관련자료(강수, 온도, 증

발산, 저수지 수위 등)의 수집, 분석 그리고 분배를 위한 과정을 포함한다. 극한가뭄 대응 계획

에는 가뭄의 단계를 정의하거나, 완화·대응 조치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는 가뭄 평가(가뭄지

수, 저수지의 수위 등)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가뭄을 예측하거나 확인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지 설명해야 한다. 정확한 극한가뭄 정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가뭄 대응이

가능하며, 가뭄 모니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 상황 발생 시 표준화된 대응이 가

능하다.

◯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는 가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상지역에 대

해서 자산과 자원의 목록(농업, 에너지, 환경, 도시, 산업,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사회경제적 부문

을 포함)을 작성한다. 피해, 규모, 심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필수적인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에 정량적인 값을 부여하거나 순위를 정한다. 미래 가뭄상황(기후변화)에 대한

잠재력과 중요 자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용수수요의 잠

재적인 미래 변화를 고려한다. 위험도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완화와 대응 대

책 개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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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대책

완화대책은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대책으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대응대책의 필요

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주요 자원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현재의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현황에 따라 완화대책의 우선순위와 종류를 정하여

수행하며, 일시적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지역의 수자원 현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대응대책

대응대책은 특정 단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수행되며 가뭄해결에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

타낸다. 특히,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은 시행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인허가, 영향평가

면제 등이 필요하다. 극한가뭄에 따른 단계별 목표를 정해야 하며, 주민, 정부, 물관리 기관을 포

함한 여러 부문에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대책을 포함한다.

◯ 운영 및 관리

운영과 관리는 극한가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각 요소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대책들과 이

와 관련된 절차와 자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프

레임워크가 준비되지 않으면 비상대응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뭄과 관련된 기관들의 역

할과 책임, 의사결정책임을 정해야 한다.

◯ 개선 및 보완

가뭄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계획의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 계획 진행

중의 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행할 것을 권장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 또는 보

완한다.

⑥ 기후변화를 고려한 Multi GCM 기반의 가뭄 위해성 및 미래 용수부족량, 사회경제적 인
자기반의 가뭄취약성을 반영한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평가 및 가뭄대응종합계획 세
부수립지침 개발

㉮ 가뭄 지수를 활용한 GCM에 따른 미래 가뭄 위해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위험도의 정의는 기관 혹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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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지질조사국 (b) 미국연방재난관리청

그림 2.312 각 기관에 따른 위험도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의 정의의 정의를 자연적 위험에 대한 위해성과 경제적 손실 등의 취약

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하였다.

그림 2.313 가뭄 위험도의 평가 흐름도

정의된 가뭄 위험도를 바탕으로 위해성 및 취약성의 인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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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소 결정요인 인자

가뭄

위험도

(Drought

Risk)

위해성

(Hazard)

수문-기상학적 요소

(Hydro-Meteorologi

cal Components)

유발인자 (Trigger) 강수량 (Precipitation)

반응인자

(Response)

기상학적 인자

(Meteorological)

평균가뭄심도,

가뭄발생빈도

취약성

(Vulnerability)

사회-경제학적 요소

(Socio-Economic

Components)

노출도 (Exposure)
생활용수 수요량, 농업용수

수요량, 공업용수 수요량

대응 능력

(Coping Capacity)

지하수 가용량, 생활용수

공급량, 농업용수 공급량,

공업용수 공급량

표 2.154 가뭄 위험도 평가 인자

㉯ 미래 용수 부족량 및 사회경제적 인자를 반영한 가뭄 취약성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가뭄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및 취약성 인자의 표준화 과정이 필요로 하다. 5차년

도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6차년도에서는 인자별 가중치를 엔트로피 기법과

Rating 기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가뭄 위험도를 더욱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 가뭄 위해성 평가 기법

등급화 기법은 심도별 발생 확률을 산정하여 등급(Rating)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각 나뉜 등

급으로 인해 가뭄 심도의 크기 특성 및 가뭄심도의 발생빈도의 특성까지 모두 고려 가능한 기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해성 지수(DHI)를 계산하기 위하여 표준강수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표준강수지수는 Mckee et al. (1995)의 정의를 활용하여 각각의 범례에 따라 –1.0 이하를 가

뭄의 상태라 정의된다. 가뭄을 전망하기 위하여, -1이하의 표준강수지수를 사용하였고, 그 뒤

표준강수지수 –1.0 이하의 값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뒤 나뉜 등급에서 다시 4등급으로 분

류하여 가뭄의 빈도 및 심도를 판단하였다.

심도에 따라 1에서 3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정의하였고, 빈도에 따라 1에서 4 사이의 값을 사

용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가중치를 사용하

여 가뭄위해성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    ×  (2.34)

여기서 MDr : 가뭄 심도가 Moderat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SDr : 가뭄 심도가 Sever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EDr : 가뭄 심도가 Extrem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등급

MDw : 가뭄 심도가 Moderat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SDw : 가뭄 심도가 Sever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EDw : 가뭄 심도가 Extreme Drought 범주에 속하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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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취약성 평가 기법

엔트로피 기법은 정보이론에 근거하여 각 정보 속성의 크기분포를 기반으로 응집도를 결정하

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응집도를 결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별 가중치 산정에 활용한다. 또

한 엔트로피 기법은 주성분 분석이나 표준화 방법에 비해서 훨씬 객관적이고, 계산에 용이하며,

데이터의 분석 및 의사결정의 방법에서 문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계

산 방법은 데이터들의 각 속성들의 가중치를 결정하며, 각 속성들의 빈도를 기반으로 각 자료들

의 중요도를 따져 가중치를 선정할 수 있다. 엔트로피 기법의 계산 순서는 우선 구역별 대리변

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행렬을 구성하고 대리변수별 자료를 정규화 한 뒤 각 속성별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다음 식과 순서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한다.

그림 3.314 엔트로피 가중치 계산 결정 방법

Seong et al(2016)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방법의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

으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 된 방법이며, 수식이 비교적 간단하여 비전문가

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다. 단점으로는 시간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고 각 요인 사이의 관

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인자 내의 속성 값만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게 된다.

심도 RCP 4.5 RCP 8.5

기준

수요

시나리

오

고수요

시나리

오

그림 3.315 엔트로피 가중치 계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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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위해성 지수와 가뭄 취약성 지수기반인 한반도 통합 가뭄 위험도 지수 및 평가 기술 개발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가뭄 위해성 지수의 경우 Rating 기법을 가뭄 취약성 지수는 엔트

로피 기법을 활용하여 가뭄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하여 고수요 시

나리오와 기준수요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316 가뭄 위험도의 평가

◯ 기준수요시나리오기반 가뭄 위험도 평가

기준수요 시나리오 분석결과 대부분 한반도 중권역 부분에서 가뭄 위험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PSL-CM5-LR의 경우 RCP 8.5 S3 기간에서 남부지방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뭄 취약성 지수의 값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17 RCP 시나리오별 기준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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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요 시나리오기반 가뭄 위험도 평가

고수요 시나리오도 기준수요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과거에 비해 가뭄 위험도가 공간적 패턴의

경우 한반도 중권역 부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패턴의 경우 S3 기간으로 갈

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8 RCP 시나리오별 고수요 가뭄 위험도 지수

㉱ 시·군의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6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풍수해감종합계획)에 가뭄 재해가 포함되면서 가뭄을 관리하

도록 하고있으나, 일반적 가뭄에 한정되어 있어, 극한가뭄에 대한 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극한

가뭄으로 인한 상습가뭄지역에 한하여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유역 연계, 지방

자치단체 연계)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

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18조 ①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가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삭제) 5.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신설) 제28조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표 2.155 극한가뭄 관련 법령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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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뭄계획은 표준매뉴얼, 행동매뉴얼, 대응지침, 실무매뉴얼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중

앙정부 중심의 대응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외의 가뭄대응 계획은 지자체의 특성을 고

려하여 가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계획을 수립할 필

요성이 있다.

가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령은 수자원법,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으며, 가뭄상황조

사, 취약지도 작성,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이 일반

적인 가뭄에 대한 내용이며, 극한가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수준이다.

극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가뭄계획 세부수립 지침은 기초현황조사(국가), 위험분

석(광역지자체), 저감대책(시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이 필

요하다.

5차년의 연구 결과는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성(안)을 제시하였다면, 6차년

의 연구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뭄계획의 세부수립 지침이다. 먼저 지역특성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가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가뭄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저감대택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

인에 다른 집중 대응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로 인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후변화로 인한 유역의 물관련 변화와 전망, ②

유역의 수자원관련 기초현황 조사, ③ 기후변화로

인한 수지원 취약지역 조사, ④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극한가뭄 발생에 한 계획 수립, ⑤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자원

의

조사ㆍ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수정)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⑥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홍수·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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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기존 가뭄계획과의 차별성

그림 2.320 5차년도 연구성과와 가뭄계획 세부수립지침 제시 방안

“시·군 등 가뭄대응종합계획”은 “극한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극한

가뭄 대응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 등 가뭄대응종합계획” 수립하고

자 한다. 광역 단위의 계획과 지역 기반 계획이 잘 연계되고 병행하도록 계획 수립해야 한다. 물

관리 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관계를 따르며 유역물관리 기본계

획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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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의 연구성과에서 광연단위 위험분석, 수자원확보방안, 지자체간 수자원 이동 등 댐 연

계운영, 지자체간 물 분쟁 해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수

립한다.

세부수립지침은 1.가뭄위험분석에 따른 원인조사, 2.지자체 특성에 따른 완화 대응 계획 수립,

3.가뭄대응 종합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21 가뭄대응 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제시

㉲ 행정구역 내의 기초조사, 가뭄위험지역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등 가뭄대응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 제시

◯ 개요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은 기초조사, 취약지역선정, 저감대책 수립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극한가뭄을 중심으로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 위험요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림 2.322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작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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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

기조조사의 항목은 일반, 가뭄현황, 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가뭄발생 이력과 위

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후보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2.323 기초조사 흐름도

◯ 가뭄취약지역 선정

가뭄에 피해현황 및 원인을 피해 지역, 피해 발생 유형, 피해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수문·기상학적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 용수 수요 및 공급 관리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 가뭄관리 체제 측면에서의 원인분석 등

-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지역 평가

그림 2.324 가뭄취약지역 선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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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저감대책은 지역적 특성, 사회적 취

약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타 계획과의

충돌이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림 2.325 극한가뭄 대응 종랍계획 수립 흐름도

◯ 극한가뭄 대응 종합계획 시행 계획

저감대책 수립시 저감대책별 사업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조

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되, 지역별 특성에 부

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 실시한다.

그림 2.326 투자우선순위 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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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가) 유역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① 유역건전성, 통합 취약성 평가 기술동향 분석 및 지수개발 기법 정립

㉮ 유역 건전성 평가기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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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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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산,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토양수분함량) 분석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공급능력

평가

▪ 도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지표유출,

지하수위, 지하수 수질, 유역형상)

변화 분석하여 건강성 평가

▪ 하천유역 물순환 정량적 분석

-농업유역의 지하수 충진량,

배수시스템에 의한 지표유출량,

지하수위 변동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댐 유입량, 용수

공급능력 평가

사용

모형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LURP, SWAT,

MODSIM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WAT, HEC-ResSim 등

표 2.156 유역건전성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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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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국 내 국 외

수질

주요

내용

▪ 도시유역 하천수질 분석

-하천수질과 불투수율과의 관계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하천수질

과의 관계 분석

-유역의 물순환 및 오염 부하량의

정량적 제시

-유역평가 지수, 대안평가 지수

▪ 하천유역 하천수질 분석

-유량 조건에서 유역수질오염을

규명

-TMDL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염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 활용

-계절별 유량변동에 대한 수질 영향

조사

-유량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오염부하량을 평가하여 정량화

▪ 하천유역 하천수질 분석

-하천 수질자료(유출, 유사,

영양염류)로부터 다중선형회귀,

주성분 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유역 건강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

-하천 수질자료(농약, 암모늄,

총인)로부터 R-R-V 분석(신뢰도,

회복력, 취약성)을 적용하여 회귀분석

및 경항성 분석을 이용하여

유역건강성 평가

사용

모형

▪ 도시유역: HSPF

▪ 하천유역: SWAT
-

유역

환경

주요

내용

▪ 도시유역 하천환경 분석

-수질 및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건강성

▪ 하천유역 하천환경 분석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물순환(하천유출, 증발산,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토양수분함량) 분석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목표 유지유량 및 목표 수질

만족일수 분석

-생태유량 추정

▪ 도시유역 하천환경 분석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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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유역: HSPF

▪ 하천유역: SW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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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수자원 취약성평가 기술 및 불확실성 지수개발 방향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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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삼각수 (fuzzy triangular number)를 이용하여불확실성을저감한기후변화취약성산정연

구가 있으며,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weighting value)의 불확실성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로 다른 평가치(performance

value)에 대한 불확실성을 퍼지삼각수를 이용하여 저감하여 취약성을 정량화하였다.

그림 2.327 기후변화 취약성 산정 방법 (Jun et al., 2013) 

㉰ 도시유역 물순환 개선방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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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ment Tool (CAT)과 같은

물순환 해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울산지역 하천에 해당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상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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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수질오염을 규명하고,

TMDL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염부하지속곡선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손태석 등

(2011)은 우리 나라의 유역수질오염을 평가하기 위하여 오염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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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부하지속곡선 예 (US EPA, 2007)

㉱ 통합평가시스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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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 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

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분 류 내 용

WAMIS

(국가수자원

관리종합정

보시스템)

주요

내용

[WAMIS 시스템 개념도]

▪ 물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 정보를 과학적으로

표 2.157 수자원 평가기술 관련 국내외 시스템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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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수집, 생성, 가공·분석하여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포탈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지형공간정보는

수자원단위지도, 수자원주제도, 유역주제도 및 분석주제도로 구분하여

서비스.

▪ 서비스 대상 자료의 좌표계는 GRS80을 사용하고 파일명은 자료명과

유역코드나 행정코드를 조합한 지역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Shape

파일과 Raster 파일로 서비스.

- 수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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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점

▪ 전국 단위 수문 종합 정보 제공

▪ 공간정보 기반의 통계정보 제공

▪ 표준 유역 정보 제공 및 유역 단위 정보 제공

RIMGIS

(하천관리지

리정보시스

템,

한강홍수통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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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고 있는 하천대장 및 부도, 구조물도

등 다양한 하천관련정보를 바탕으로 인허가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천업무 지원

▪ 하천일반사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홍수위험지도, 국가하천 공간정보

등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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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통시

스템, 한강

홍수통제소)

주요

내용
[자료 유통 서비스 방법]

▪ 국가 물관리정보 표준에 의거하여 홍수통제소,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소방방재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련기관간 물관리 정보 공유

▪ 메타데이터 구성항목은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와 속성정보 메타데이터로

구분하고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지리정보유통목록(메타데이터)

Ver.2.1] (TTAS.KO -10.0177/R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06.18)을

상위표준으로 준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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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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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정보시스템(HIS; Hydrolog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 대용량의 수리 및 수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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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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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구축

▪ 효율적 통합관리체계 구성을 위한 정보환경 구축

▪ 일관된 표준코드체계 사용

▪ C/S 무료프로그램 배포

시사

점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LURP, SWAT, MODSIM

▪ 도시유역: SWMM

▪ 하천유역: SWAT, HEC-ResSim 등

USGS

Water

Data

(미국 지질

조사국)

주요

내용

▪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실시간 물정보, 재해관련 정보, 수질관련 정보

등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정보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수문자료에서부터 수문학 연구를 위한 가상적인 자료까지도

지원.

- 실시간 물정보, 재해관련 정보, 수질관련 정보 등 다양한 수자원 관련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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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방대한 자료를 웹 GIS 시스템인 Map maker 서비스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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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지질, 정부, 역사, 지도범례, 인문, 교통, 수자원으로 구분하여

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제공 정보

- 기상 관측소 위치정보 제공 및 평년 대비 일유량 상태를 8가지 종류의

색으로 표현 (30년 이상의 측정자료)

- Flood and high flow 지도는 현재 수위가 홍수위이상이거나

고유량(high flow)이상인 지점을 검은 삼각형 또는 파란색 원으로

표시.
시사

점

▪ 공간정보와 연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데이터 생성 및 공유체계 구축

홍수주제도 주요 ▪ 대기, 토양, 홍수, 수질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들과 홍수위험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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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구축 및 통합취약성 지수 산정기술 개발

㉮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의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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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4mm이고, 연평균 기온은 11.5°C로 우

리나라 평균적인 기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인 SWAT 모형 구동을

위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유역 내 4개의 다목적댐과 3개의 다기능보의 운영자료를 모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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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

점에 대한 모형을 검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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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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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내 용

(영국기상청)

내용

- 실시간으로는 홍수관련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

▪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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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제공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제공되녀, 현재 홍수위험지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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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하구언, 해안, 지하수)

시사

점

▪ 위치기반의 실시간 홍수정보 서비스

▪ 유역단위의 다양한 정보 및 홍수위험지도,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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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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8 유역건전성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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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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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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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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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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9 취약성 대용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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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중으로 유출되어 수계로 유입되는 강수량을 의미

유역

환경

2 경작지
§ 유역 내 경작지(논, 밭, 과수원 등)의 면적으로 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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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량이 많아지게 되어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5 인구밀도
§ 인구수/전체 면적으로 1㎢당 거주하는 인구수를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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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60 수량 취약성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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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표 변수

물이용

9 생활용수 사용량

§ 상수도 급수지역, 미급수지역 이용량 및 기타 지하

수 이용량의 합으로 필요수량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10 공업용수 사용량
§ 계획입지공단 및 자유입지업체 이용량의 합으로 필

요수량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11 농업용수 사용량
§ 논밭 및 축산용수 이용량의 합으로 필요수량이 클

수록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적응

능력

물공급

12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보급 정도

에 따라 물 공급의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13 댐 밀도
§ 단위면적 내 대형 댐의 개소수로 대형 댐이 많을수

록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

14 물 재이용량

§ 하수처리수 및 중수 이용 등 처리를 거친 물을 다

시 이용하는 양(처리 후 실제 이용량)으로 강수 유

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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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자원 안정성이 크다고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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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

도 업무담당 직원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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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하

는 것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표토가 침

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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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수록 수몰지역 등으로 생태계의 환경적 변형 및

교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9 하수도 보급률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

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로 보급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표 2.161 수질/수생태 취약성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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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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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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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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위하여다기준의사결정기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이사회, 환경등다양

한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은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고려해야하는

대안들도 다수인 경우에 각각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선의 대안

이나 순위 등을 의미하며,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대안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정은성, 2012).

그림 2.329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분류 지표 변수

10 하천수 이용률

§ 연간수요량/연평균유출량*100(%)로 정의되며, 수

요량과 평균 유출량은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중요

지표

적응

능력

물공급 11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보급 정도

에 따라 물 공급의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경제
12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

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자원 안정성이 크다고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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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

도 업무담당 직원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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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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0 TOPSIS 기법 도식화(Chauhan and Vaish, 2014)

㉰ 대상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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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등의 자료수

집과 모델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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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하였다. 윤성심 등 (2009)은 중랑천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강우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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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바탕으로 중랑천에서 돌발홍수예경보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고, 박민규 등(2012)은

수해취약성 인자산정방법을 중랑천에 적용하여 도시침수지역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

환 건전성 영향을 수문학적, 수질, 수생태적인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려하는 지표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도시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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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 (b) 불투수지역 (c) SWMM 모델 구축

그림 2.331 중랑천유역 대상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환경을 나타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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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가 0.74 이지만, 2013년 조사된 BMI

지수는 R2 가 0.86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4년 조사된 BMI 지수는 R2 가 0.61로 다시 감소

하였다. 전체적으로 불투수율이 증가하면 BMI 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투수율이

증가하면 유역내 유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지며, 수질이 나빠지는 특성을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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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 불투수율과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지수 (BMI)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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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전처리 및 편이보정, 적용성 평가를 위한 후처리 자동화 모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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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ㆍ관리되는 일강우자료, 시강우자료, 수위 및 유량자료를 유역건정

성 평가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스템은 자료전후처리 및 화면표출을 위한 수자원 지리

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다호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GIS 데이터 관리 및 편

집기능을 지원하는 ActiveX Component 기반의 2D GIS 개발자 라이브러리인 MapWindow

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C#.NET 언어를 이용하여 기존 고가의 상용 GIS 소프트웨

어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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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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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결과 처리부분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 및 수질요소의 확인과 모의치와의

비교를 위한 수문, 수질 관련 특성치와 R2, RMSE, NSE와 같은 모의 통계치 및 모델 출력요소

의 확인 등을 가시화하기 위한 차트 및 그래프로 구성된다.

그림 2.333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출력 전후처리 및 표출 프로그램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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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기후변화 시나리오 입력자료 전처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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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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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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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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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5 시나리오 자료 상세화 및 표출 

③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해석모델의 시범적용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적용

㉮ 유역 물순환 해석모델 테스트베드 권역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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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하였다. Sub-Index 점수는 각 평가요소별 하나 이상의 정규화 된 메트릭 점

수를 통합하여 산정되며, 통합유역건전성지수는 sub-index를 통합하여 산정되고., 정규화는 정

상으로 간주되는 기준조건 지표점수를 기준값으로 percentile rank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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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건전성이 안 좋은 유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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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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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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은 앞서 제시된 4개의 sub-index를 통

해 평가된 통합유역취약성산정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강의 유역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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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될 수도권 지역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와 최근 토지피복변화에

sub-index의 패턴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36 통합유역건전성 평가 지수

그림 2.337 통합 유역취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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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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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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8 사회적요인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에서 배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구간별 대표시나리오가 상이함에 따

라 아래의 표와 같이 RCP4.5와 8.5 및 모든 구간(2020s, 2050s, 2080s)에서 우선순위가 9위 이

내에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서 HadGEM2-ES, INM-CM4, FGOALS-s2 3개를 대표시나

리오로 선정하였다. HadGEM2-ES는 1.875°×1.250°, INM-CM4는 2.000°×1.500°,

FGOALS-s2는 2.813°×1.6590°의 해상도를 가진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가를 위해 선정한 3개의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 Historical(19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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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s(2010-2039), 2050s(2040-2069)의 구간으로 재구분하여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HadGEM3-RA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로 CCAW 연구단의 기후변화 시나

리오 뿐 만 아니라 다른 연구단의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서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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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2 대표시나리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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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들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유역상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증가(토지이용변화 및 용수 사용의 변화)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취약성 평가

를 위해 미래 불투수 면적 변화, 기후변화, 물 이용 변화, 최근 토지이용변화의 4가지 요소에 대

하여 취약성 평가를 하였다. 지수는 앞의 건전성평가 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유역

의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 생산(GRDP), 수자원 관련 공

무원 수의 3가지 요소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선정한 지수들에 대한 점수의 통합을 위해 3 차원 "버블 플로팅"을 사용하였다. 이 접근법에

서 X 축과 Y 축은 스트레스 요인과 생태학적 점수를 나타내며 그래프상의 각 유역 버블의 위

치를 결정한다. 사회적요인 지수는 버블의 크기를 결정하며 버블의 크기가 클수록 점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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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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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고 X축과 Y축을 절반으로 나누어 Zone을 4개로 분할한다.

(a) 회복력 평가 (b) 복구 우선순위 검토

그림 2.339 회복력 및 복구 우선순위 평가 방법

유역이 가지는 자연적 능력,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지수를 이용하여 유역 회복성을 평가하였

고, 유역 건전전성 지수와 취약성 지수를 이용하여 유역의 보전·복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수문 수질 모의결과를 통해 미래의 유역건전성지수를 산정하고 에에 따

른 회복성 및 우선순위 변화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기간(1980–2005) 대비 RCP 8.5 시나리오에

대하여 유역 복구가능성 및 보전, 복구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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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0 기후변화에 따른 회복력 변화분석(전체)

그림 2.341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우선순위 변화분석(전체)

㉯ 수자원취약성 평가인자 선정, 통합취약성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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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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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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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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2 가중치 결과 비교. (a) 주관적 가중치, (b) 객관적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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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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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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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43 수문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의 예

유량지표중 빈도유량을 사용하여 수생태지수를 산정하였다. 빈도유량은 연평균 유량, 2년빈도

유량, 10년빈도 유량, 100년 빈도유량을 산정하여 수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평균 유량은 R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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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띈다. BMI 지수가 큰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불투수율이 낮

은 지역으로 녹지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홍수량이 적고, 갈수기에도 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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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취약성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구현 및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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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메뉴는 기존 WAMIS

의 메뉴에 기후변화 메뉴가 신규로 추가되어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하위

메뉴로는 크게 미래기후전망, 미래수문전망, 유역관리 3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그에 대한 세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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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는 강수량, 시나리오, 증발산량, 유출량, 유역건전성, 유역취약성, 사회적요인, 유역회복 복구

가능성 총 8개의 메뉴로 구성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와 메뉴구성에 대한 협의

를 진행중이며 추후 협의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그림 2.344 WAMIS-CC 개요

④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및 통합취약성지수의 전국단위 확대적용

㉮ 유역건전성 기술의 전국 적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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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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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되었으며,

용담댐 상류로 갈수록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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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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자의 영향이 유역건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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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T 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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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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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전시 및 세종시 인근

에서의 복구 우선순위가 악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345 금강유역 표준유역단위 유역회복성 변화 분석-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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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 금강유역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 분석-Bad Case

안성천유역의 회복성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상청시나

리오에서는 안성천 유역 하류지역이, HadGEM2-ES와 INM_CM4에서는 용인시, 안성시지역

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으며, FGOALS-s2에서는 평택시 인근에서의 회복성 악화를 보였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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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에서 안성천 상류유역의 복구 우선순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347 안성천유역 표준유역단위 유역회복성 변화 분석-B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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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 안성천유역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 분석-Bad Case

㉯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기후변화 유역수자원 통합취약성지수의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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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의기후시나리오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지수및시나리오전체평균에대한단위유역별물이

용취약성순위를비교하였다. 결과에따르면모든시나리오에서민감도에해당하는사회(인구), 물공급및

물이용부분에서의취약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취약성이가장높은유역 (R:1)과가장낮은유

역 (R:205) 비교시단위유역별지수값의차이는있으나, 패턴은전시나리오에서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2.349 취약성 지수 평균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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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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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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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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취약성 지수 값을 보면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민감

도에 해당하는 사회, 물 공급 및 물이용 부분에서 취약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의 지수 값들은 역사 지수보다 높게 드러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성이 높아질 거

라고 판단된다.

노출(E), 민감도(S), 적응능력(AC) 지수

그림 2.350 한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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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SP 시나리오별 기간에 따라 기후 반영, 기후 및 토지이용 변화 반영

을 비교한 결과, R2값이 전반적으로 0.68에서 0.99에 나타났다. 역사 기간에는 0.96에서 0.99사

이에 시나리오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기 미래로 갈수록 R2값 평균이 0.75를 보였으며 토지이

용 변화 반영 유무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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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천유역

의 물순환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강우, 유량자료는 인동 강우, 수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관측기간은 2001-2016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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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가 0.444, 0.126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투수율과 수생태지수와의 관계가

FAI>BMI>TDI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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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TDI 지수 상관관계

그림 2.352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BMI 지수 상관관계

그림 2.353 금강유역에서 유역 불투수율과 FAI 지수 상관관계

㉱ 통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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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하였다.

또한 3차년도에 제안했던 메뉴구조를 일반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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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을 향상 시켰으며, 기존의 표로 제공되는 정보를 그래프, 통계분석 등의 기초 통계 컨텐

츠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웹시스템을 개발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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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54 WAMIS-CC 시나리오 관련 화면 레이아웃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에서는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별 유역 건전성

평가 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하천, 수문, 수질, 서식지, 수생태 항목의 지수들을 산

정, 각 지수들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유역의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

한다. 3-1세세부의 연구내용을 WAMIS-CC에 구현하기 위해 유역관리 자료 생성 결과를 공간

정보화 및 그래픽 화 하여 WAMIS-CC에 Dash Board 형태로 표출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각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지수들은 하위 세부 지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건정성

지수 중 수문 지수의 경우 총유출, 지표유출, 중간유출, 기저유출 4개의 세부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지수들의 하위 세부 지표들이 Dash

Board에 표출된다.



- 478 -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평가 모듈은 표준유역단위 GIS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

고 지도 상 해당 표준유역을 선택하거나 표준유역 리스트에서 유역명을 선택함으로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화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준유역의 대표 최상위 지수인

건전성 지수와 취약성 지수를 나타내며 하위 지수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각 하위지수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지수 분포도와 세부 지표들의 값을 나타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 및 통계

를 표와 그래프로 도시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2.355 WAMIS-CC 유역평가 및 관리 관련 화면 레이아웃

⑤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통합평가지수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검증

㉮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 건전성 평가툴,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

전국/지자체 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및 적응 전략 제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낙동강유역의 경우 자연 초지나 수질, 수생태의 경우 유역

의 상류로 갈수록 건전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문은 유역의 하류로 갈수록 건전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산강유역의 경우 상류지역의 건전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하천 본류에서의 건전성이 지류하천 유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섬진강유역의 경우 남원시 유역에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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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6 낙동/영산/섬진강 유역의 통합 유역건전성 평가 결과 

다음은 낙동/영산/섬진강 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로 4개의 sub-index(impervious area

change, climate change, water use change, and recent land cover change) 산정 결과와

이를 통합한 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를 공간적으로 분포시켜 나타낸 것으로 낙동강의 경우 하류

로 갈수록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물수요량이 증가하여 취약성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고, 영산강유역은 유역의 하류로 갈수록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섬

진강유역 취약성 평가 결과는 물 수요량의 영향으로 주암댐이 위치한 순천시 인근과 하류유역

에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

그림 2.357 낙동/영산/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취약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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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요인 평가결과는 지류하천에서는 사회적

요인지수가 낮게, 본류와 유역의 최하류에서 사회적 요인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2.358 낙동/영산/섬진강 유역의 사회적요인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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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해당 유역에 대한 유역건전성, 취약성, 사회적 요인 및 복구 우선순위와 더불

어 Action plan 까지 한번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Dash board로 해당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은 안을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은 WAMIS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림 2.359 낙동/영산/섬진강 유역의 유역건전성 수자원취약성 및 사회적요인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회복력 변화분석을 통해 회복력이 저하된 유역을 기후변화 시나리

오 별로 중복시켜 나타냈다. 섬진강은 회복력 변화 중복유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미래인

2020s-1에서 중복유역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2020s에서 중복유역이 가장 적

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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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와 상이하게 FGOALS-s2 시나리오에서 회복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360 표준유역단위 유역회복성 변화 분석-Bad Case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우선순위 변화 분석 결과, 낙동강유역에서 4개의 시나리오에서 변화가

나타난 유역은 2050s 기간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유역의 수문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되

며 2050s 기간을 유의하여 유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은 4개

의 시나리오에서 변화가 나타난 유역 분석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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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1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 분석-Bad Case

전국/지자체 단위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지수 산정 방법 도출을 위해 SWAT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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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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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2 연도별 SSP시나리오에 따른 요소 변화 : 과거 자료와의 비교

통합취약성 요소인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를 유역별로 산출하였다. 노출지수는 기후 및 사

회경제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인 유효강수량, 불투수층 등을 포함하고 있어 먼 미래로 갈수록

그 변화의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감도의 경우, 총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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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의 변화가 SSP 시나리오 및 미래 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적응능력의 경우, SSP를 적용

한 경우 미래기간에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

권 지역(16번 유역)의 경우 민감도도 크지만, 적응능력도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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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여 중기 미래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별 취약성을 비교 시 취약성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363 표준화된 유역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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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취약성 지수 변화와 지표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시나리오의 경

우를 합쳐 상관성 지수를 계산하여본 결과, 불투수층 비율, 총인구, 인구밀도 등의 지표가 취약성

결과와 상관성이 0.7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성 평가 시 기

후변화 뿐 아니라 인구, 지면 변화와 같은 주요 지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비 도시 물순환 영향 분석 기반기술의 안정화를 위해 유역의 불투수율과 마찬가

지로 일평균 유량, 0.5년 초과빈도, 0.1년 초과빈도, 0.01년 초과빈도 유량과 BMI 지수와의 상

관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일부 유량이 커지는 초과빈도가 작아질수록 BMI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량과 BMI와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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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수율

보다는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BMI 지수가 커질수록 각 유량지수 값이 커지

는 경향을 띈다. BMI 지수가 큰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불투수율이 낮은 지역으로

녹지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홍수량이 적고, 갈수기에도 저유량이 많은 지

역이다. 즉, 최대 최소 유량의 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은 BMI 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역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가각 나누어 구분한 후, BMI와의 상관관계

를 조사해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역환경생태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 방법으로는 하구 수생태계 건

강성 평가지표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지수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BMI), 어류

평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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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함

에 따라 다른 3개 지수 (BMI, TDI, HRI)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어류평

가지수(FAI)는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며, 어류평가지수를 제외한 저서동물지수, 서식

수변환경지수, 부착돌말지수 (BMI, TDI, HRI)는 수온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림 2.364 한강소유역에서 수온과 FAI 지수 상관관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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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지수와 유역의 이수에 대한 다양한 유량지수를 이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

량지수는 일년 중 9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풍수량(Q95), 18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평수량

(Q185), 27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저수량(Q275), 355일 이상 지속된 유량인 갈수량(Q355) 지

수로 나누어 유량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강 소유역에서 풍수량(Q95)와 평수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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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위 상관관계는 2012∼2014년 이외의 추가 자료를 추가한 분석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그림 2.365 한강유역에서 유량지수와 BMI 지수 상관관계 (2012년)

㉯ 기반기술의 검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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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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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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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6 WAMIS-CC 메뉴구조도

부메뉴 하위메뉴
자료범위 자료구

축형태

자료제

공형태

자료갱

신주기공간 시간
미래

기후전

망

강수량/

최고 최저기온

기상관

측지점

별

1976∼2100
.txt

다운로

드

(.xlsx)
기후변

화

시나리

오

갱신주

기 (7년

1회)

미래

홍수량
설계홍수량

기상관

측지점

별

지속시간별

미래

유출량

증발산량 /유출량

(HSPF/SWAT/PRM

S 모델 별 결과)

중권역

별
1976∼2100 .csv

미래

물수지

생활용수/공업용수/농

업용수

중권역

별
1976∼2100 .xlsx

미래유

역건전

성 및

취약성

유역건전성

표준유

역/중권

역/대권

역별

Historical

(1976∼2005)

2020s

(2011∼2040)

2050s

(2041∼2070)

2080s

(2071∼2100)

.csv

다운로

드

(.pdf)

유역취약성

유역관리의

사회적요인

유역별대응전략

지도

검색

미래기후/홍수/물수지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

지점/유

역별
1976∼2100 .shp Web

표 2.163 WAMIS-CC 구축자료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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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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하였다. 또한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는 총 4개(기상청 1개, 기후변화연구단 3개)를 반영하였으

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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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7 WAMIS-CC 웹시스템 구축결과



- 487 -

⑥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취약성 지수의 전국확대 적용과 WAMIS-CC 개발

㉮ 전국/지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본 연구에서는 삽교천, 만경동진강, 탐진강 그리고 잔여유역에 대한표준 유역 단위 미래 유역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삽교천, 만경동진강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해당 유역에 대한 유역건전성, 취약성, 사회적 요인 및 복구 우선순위와 더불

어 Action plan 까지 한번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Dash board로 해당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은 안을 바탕으로 최종 산출물은 WAMIS에 제공될 예정이다.

그림 2.368 삽교천/ 만경동진강 유역건전성 수자원취약성 및 사회적요인 결과

연구단에서배포한기후변화시나리오는구간별대표시나리오가상이함에따라RCP4.5와 8.5 및 모든

구간(2020s, 2050s, 2080s)에서 우선순위가 9위 이내에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서 HadGEM2-ES,

INM-CM4, FGOALS-s2 3개를 대표시나리오로선정하여미래유역건전성분석을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회복력 변화분석을 통해 회복력이 저하된 유역을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로중복시켜나타냈다. 삽교천유역의회복력은아산시와세종시를중심으로변화가큰것으로분석되

었고, 회복력이 높았던 유역들이 중간 단계 회복력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만경동진강

유역은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회복력의편차가크게나타났다. 회복력의변화가가장많이나타난

시나리오는 HadGEM3-RA 시나리오였으며, FGOALS-s2 시나리오에서변화가가장적게나타났다.

그림 2.369 표준유역단위 유역회복성 변화 분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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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0 표준유역단위 우선순위 변화 분석-Bad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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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으로 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 1안 (b) 2안 (c) 개발 최종산출물

그림 2.371 미래 물수지 메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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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2 메뉴별 설명자료

또한 설계홍수량 메뉴에 분포도 컨텐츠를 추가하여 자료의 가시성을 향상시켰으며, 유출량 자

료의 경우 PRSM 모델의 결과와 더불어 SWAT모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댜앙성을 확

보하였다. 미래 유역건전성 및 취약성데이터의 경우 전국 100%를 구축 완료하여 서비스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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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할 수 있는 평균치 데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연구자 대상의

컨텐츠는 연구단의 기술보고서와 Raw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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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3 사용자 레벨별 자료제공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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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74 사용자 레벨별 자료제공 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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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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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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4 본 연구에 활용된 RCP 및 SSP 조합 시나리오

19 개의 유역의 취약성은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요소를 통합하여 평가한다. 우선, 과거 자료

기반 가장 취약한 지역은 유역 1019(한강-고양)이며, 적응능력은 중간 값이지만 가장 높은 노출

과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 때문이다. 유사하게, 유역 1001(남한강–상단)은 가장 낮은 노출로

과거 기간 자료에서 가장 취약성이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노출의 변화는 취약성의 가장 큰 영

향을 주는걸로 판단된다. 또한 위 표의 상관 관계 결과를 통해 노출 지표(유효강수와 불투수층)

와 취약성 사이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 값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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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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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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20s (b) 2050s
그림 2.376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순위 변화

그림 2.377 시나리오간 취약성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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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유역 내 도시 유역 물순환 건전성 분석

유역환경생태학적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방법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평

가지표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지수 (BMI), 어류평가지수 (FAI), 서식수변환경지수 (HRI) 그

리고 부착돌말지수 (TDI)를 수집하여 수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생태지수 및 수

온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각 지수별 (BMI, FAI, HRI, TDI)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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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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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FAI는 기본적으로 수

온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며, 유역별로 부착돌말지수(TDI)와 상관관계가 높게 평가되었

다. 생태지수 중 수변환경지수인 HRI와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류종의 경우

하천 차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적당한 수온에서 어류의 생존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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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수변환경지수(HRI)는 생물상에 속하는 다른 생태지수와 달리 하천환경을 근거로 하는

지수이다. HRI는 수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 상관관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몇몇

의 유역은 수온 및 BMI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하천유역의 지형학적 특징 및 수리

학적 특정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착돌말지수(TDI)와 수온 및 다른 생태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다. TDI는 수온과

FAI의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BMI 및 HRI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

게 보여진다. 부착돌말류는 수질 환경에 민감하여 TDI의 값이 높을수록 수생태 환경상태가 양

호함을 나타내다. TDI 분석이 어려울 경우 수온과 FAI분석을 통해 어느정도의 TDI 분석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생태 환경보존을 위해 이러한 생태지수의 분석과 하천유역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BMI (b) FAI

(c) HRI (d) TDI
그림 2.379 28개 소유역의 생태지수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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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① 의사결정 기술, 불확실성 측정 및 사회구현 전략 동향조사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국내외 적용사례 조사

기후변화 불확실성은 관측치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던 과거 방식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 시나

리오와 다양한 기후모델 결과를 통한 영향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까지 전반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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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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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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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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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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0 실물옵션 평가 및 전통적 평가 간의 순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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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eo et al. (2008)은 수자원 활용 효율이 높은 관개시설 투자옵션 및 포기옵션을 목화 수확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Dynamic Programming 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투자 및 투자 포기

의 임계값 (threshold)을 산정해 보았다. Michailidis and Mattas (2007)은 물 가격을 기초자

산으로 보고, 관개 댐(irrigation dam) 투자 사업에 따른 투자 연기, 확대, 포기 기회옵션의 가

치를 옵션평가 모델 중 이항트리모형(binomial tree model)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는 Yu, S.Y et al. (2008)이 수자원 공급 사업에 실물옵션평가을 적용하여 수자원 공급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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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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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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5 수자원 분야의 실물옵션 적용 연구

㉯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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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전망의 수행단계별로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Katz, 2001; Kayet et. al., 2009; Prudhomm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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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연구의초창기에는과거를잘전망하고전지구모형들의미래의전망값의평균과각전

지구 모형들의 전망값의 차이가 작은 모형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법이 제안되었다(Giorgi and

Mearns, 2002; Dessai, 2005). 그러나과거시점의예측력이높은모형이미래예측력이높지는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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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불확실성을 크게 저감할 수 없었다. 이에 Reliability Ensemble Average

(Giorgi and Mearns, 2002), Regional Skill Score (Dessai et. al. 2005) 같은방법들이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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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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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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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et al. (2009)은영국에서불확실성의요인을배출시나리오, GCM, 상세화기법, 수문모형의모

수로 구분하고 전체의 불확실성에서 각각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Chen et al. (2011)은 이를 확장하고

GCM의초기값이미치는영향을포함하여각요인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들은Manicouagan

의 5개유역에대하여단계별로발생하는불확실성을각요인별로분해를하였으며불확실성의발생요

소와그개수는아래그림 381과표 2.166과같다. 관심있는요소를고정한채나머지변수를변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는 해당 요소의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2.381 불확실성의 요인들(Ch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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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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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6 불확실성의 요인들(Ch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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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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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국내외 적용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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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해당사자로서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표와 같이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결정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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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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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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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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

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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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7 국제 기구 및 규약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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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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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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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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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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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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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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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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8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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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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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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기초 데이터 분석 및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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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현재가치(static NPV)에 투자옵션에 따른 유연성의 가치, 옵션 프리미엄

(option premium)를 추가한 것이다.

이항트리모형은 옵션평가의 기초자산 가치변화에 대한 단순한 표현을 기본으로 하며, 각 시간

주기마다 기초자산가치의 변화는 두 가지 경로로만 가능하다.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이며, 상・
하로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만기일 시점, 즉 노드(2,0)부터 노드(2,2)는 불확실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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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503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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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시장 대용치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문가와 경영자의 판단을

활용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2.382 이항분포 모델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통계모형의 선정

제안된 방법을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충주댐의 월별 유량을 전망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망 기간은 2030년 1월부터 2059년 12월까지이다. 아래 그림은 대상 유역인 충주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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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3 충주댐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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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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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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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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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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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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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logi

cal model

GCMs

CSIRO.M

k30

MIUB.EC

HO.G

MPI.M.E

CHA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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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0 시나리오 조합별 평균 전망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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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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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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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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1 불확실성 계량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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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7 -

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경우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GCM의 불확실성보다 커지는데, 이

는 범위나 표준편차를 측도로 선택한 경우와 다르다.

㉰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및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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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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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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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5 지역 적응거버넌스의 주체와 역할

자료: Lemos and Agrawal, 2006; Knieling and Fil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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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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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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 깊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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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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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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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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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

션을 고려하여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의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이

에 따른 확률을 산정하였다. 실물 옵션 방법 중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보령댐에 시범 적용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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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었고, 유수율제고사업의 경우 그대로 약–165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의사결정기술 시범적용을 위해 로버스트 최적화(Robust Optimiz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버스트 최적화는 불확실성(Uncertainty)하에서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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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Non-probabilistic RO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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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변수의 확률분포를 모른다고 정의하며, 의사결정자가 정한 Uncertainty Bound 안에서 최

악의 시나리오를 최적화하는 Minmax programming 방법을 사용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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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게 된다는 점과 수자원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자원 문제, 특히 댐 운영 방법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실

한 변수인 유입량의 Uncertainty Bound을 정의해야 하나 깊은 불확실성 하에서 유입량의

Bound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수자원의 불확실성이 다른 기술공정의 불확

실성(A Ben-Tal et al, 2009)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an(2015)

의 사례에서는 유입량의 Uncertainty Bound를 정의하여 Non-probabilistic RO를 적용하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여러 분포들을 가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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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P A Ray, 2010). (1) Penalty Function을 이용하는 방법은, 목적함수가 원하는 범위를 벗

어났을 때 이에 대한 Penalty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Soft Constraint 조건이 된다. (2)

High Order Moments (분산 등)를 이용하는 방법은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Term의 High

Order Moments를 목적함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J M Mulvey et al, 1995). 이러한 방법들

은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가 위험을 기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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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한 수요량과 유입량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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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2 보령댐 용수공급 지역 실수요량 (보령댐 가뭄 대응 SOP(안),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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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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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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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불확실성의 계량화, 저감 및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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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진이 고려한 배출 시나리오, Global Circulation Model (GCM), 수문 모형

(hydrological model)은 이래의 표와 같다. 고려한 시나리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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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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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

를 추정한 결과이다. 기존의 밀도함수 추정방법 중 하나인 커널 밀도함수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결과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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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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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다른 전망 결과와 크게 차이난다. 하지만 이 전망 결과로 인하여 커널 밀도함수 추정은

1,444 근처에 상당한 부분의 확률을 할당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결과를 산출하는 모형을

제외한다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던 모형의 선택에 따라 분포 추정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연구진이 제시한 최대 엔트로피 분포는 다른 모형들과 동

떨어진 모형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추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개의

모형 결과는 제약 조건에 크게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그림 2.387 소양강댐 미래 유량 분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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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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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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5 소양강댐 미래 유량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 분해

㉰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시험 적용

한국형 CIG의 시험적용을위해충청남도기후변화적응물관리정책협의회를구성하였다. 금강수

계지역으로서한반도내에서기후변화에매우취약한지역중하나이다. 시도별기후변화취약성평

가 표준화 지수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물관리 분야 세분류의 부문별 취약성을 살펴보면 16개 광역

시·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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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

리분야인식조사에서도드러나는데도민을대상으로기후변화로인한물관리피해에관한인식조사

에서 응답자의 64.8%는 피해가 많아졌다고 인식하며, 물관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53.4%), 효과적인 치수관리 시설물 조성(15.0%)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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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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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6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분야 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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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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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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7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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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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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8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항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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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9 AHP 설문결과

④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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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

     
 

  max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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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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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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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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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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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0 SDP와 Robust SDP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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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1 SDP와 Robust SDP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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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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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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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2 Stella 모형 구축

㉯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 발생하는 비정상성을 고려한 불확실성의 계량화 및 저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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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12,1,2월)의 평균 유량을 구하여 별도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진이 고려한 배출 시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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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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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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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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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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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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1 용당댐 유량 전망의 통합 불확실성 분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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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 효과 검증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사회구현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후변화 인식, 적응정책 평가,

적응거버넌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적응거버넌스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현

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5개 기초지자체 3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

식, 적응정책 평가, 적응거버넌스 만족도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특히 현행 협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용성을

비롯하여 협의회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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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수자원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해관계자들의 성공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회는 지역별·이슈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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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버넌스에 내재하는 참여의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

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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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94 적응거버넌스의 지자체 최적화를 위한 개요

그림 2.395 충남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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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와 지표 적용

기후변화수자원적응정책의평가체계및지표적용을통해자원분야적응정책을평가했다.이를위해

우선충청남도기후변화적응물관리정책협의회위원중행정, 지역, 학계, 시민사회를대표하는위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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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6 최종 평가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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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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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8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물관리부문 우선순위 선정

⑤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및 불확실성 계량화, 사회구현 제도
설계 및 확대적용

㉮ 깊은 불확실성과 비정상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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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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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유입량 범위 50∼100%에서 Be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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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결과 모든 지표에서 SDP의 수행능력이 더 양호했지만, worst case를 나타낸 결과의

경우에는, WDR(p.o.)와 Risk(30%)에 대해 Robust-SDP가 SDP보다 수행능력이 우수했다.

이를 통해, 유입량이 감소하는 가뭄 사상에서는 Robust-SDP가 critical event에 대해 더 강건

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99 Decision Scaling plot of WDR(p.o.)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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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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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2 Stella 모형 모의 결과

㉯ 비정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연구

교호작용 ANOVA모형을 이용한 단계별 불확실성 정량화 방법은 2차 교호작용 분산분석 모

형에 기반하며 ANOVA 기반 단계별 불확실성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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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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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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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앞서 먼저 총 불확실성을 3

장의 1과 같이 각 전망 단계의 불확실성으로 분해하여 ANOVA 기반 단계별 불확실성


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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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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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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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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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 의 불확실성

을 정의하면 이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 


  ∈  

   


(2.44)

위의 정의 하에서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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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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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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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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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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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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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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83 성공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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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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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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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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4 적응 거버넌스 내 이해관계자의 구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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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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 이해관계자의 참여유형과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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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이 요구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그러한 과정은 의사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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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할 필

요가 있다. 과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보의 공유와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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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동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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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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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대책

의 예산 편성을 분석했는데,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이수/수질·수생태계, 재난/재해(치수) 부문에 일정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이수 부문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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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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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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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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의사결정 기술 보완과 불확실성 단계별 평가의 일반화와 지자체 적응 및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의사결정 기술 보완 및 개선 및 SVP를 통한 Robust 저수지 운영

기 개발된 비전공유모형와 1-3차 소위원회로부터의 이해당사자 요구사항을 모형에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은 STELLA Architect 소프르퉤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보

령댐 및 보령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8개 지차체, 보령댐 운영룰 및 충청남도 가뭄 대응 대안이

모두 반영된 모형이며, 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댐과 지자체의 평가지표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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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02 최종 Stella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미래 수요량 시나리오를 모형에 반영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안

을 추가시킨 후 모의를 진행하였다. 총 4번의 모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모의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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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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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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과 같다.

지자체의 경우, 2025년까지 목표한 대안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대부분의 미래 가뭄 시나리오

에서가뭄이발생하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하였으며, 댐보다는지자체가미래가뭄에덜취약함또

한 확인하였다. 또한, 모의 결과를 공간적으로 도시한 결과 실제로 가뭄에 더 취약한 지역과 대안이

마련된 지역이 차이나기에 향후 이러한 공간적 불일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03 모형의 모의 결과의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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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의 단계별 평가에서 사용되는 측도의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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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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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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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

 , 


∈

 (2.47)

 ,  (2.48)

  


∈,  min∈max∈ (2.49)

먼저 시나리오별 분해를 위해 불확실성 요소 
†를 원소별 불확실성 측도를 이용하여 나타내

자. 는 아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37 -


  




 ∊
 (2.50)

∆      (2.51)

 



 ∊

 (2.52)


† 




 ∊


   ⊂

  (2.53)

불확실성 요소 
†가 ∊ 단계에 대해




†만큼 분배되며 이 중 시나리오 
에 분배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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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같아지지만 음수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

위의 불확실성을 초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초기 불확

실성에서는 음수인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음수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받아들이

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초기 불확실성을 보정하여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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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5)

여기서 ∥  는 불확실성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벌점항인데, 는 조율모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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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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의 최소비율이 5%여야 한다고 판단하

여 로 지정했다면 계산된 
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의 5%가 된다.

㉰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확산

이해관계자의참여는정책및프로그램의결정, 우선순위의조정, 문제의 해결, 공공서비스의제공,

지역사회요구또는민원의충족등다양한거버넌스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뤄진다. 특히투표행

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와 달리 시민위원회와 같은 ‘직접적인 참여’는 공동의 문제해결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이해관계자의 지식과 기술, 역량 등을 투입하는 과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적절한참여 기제를 확보해야한다. 또한, 참여 기제는 대표성을확보하고지식, 기술, 정

보의 제공및 공유 측면에서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교착상태(deadlock)’

에 있는 현안의 해결에는 시민위원회와 같은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

용하다. 그러나이경우정책 결정에 큰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정치리더십의강력한의지와행정·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안의

집행에 대한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와 같은 수단이 유용할 것이다. 결국, 참여 기제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참여의 목적을 구분하여 적절한 참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림 2.404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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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제시한평가지표에근거하여현행지방자치단체적응거버넌스의참여성을평가하였다. 평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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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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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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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보고서(인천광역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제 위원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학습을

강화하는 노력이나 홍보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림 2.405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조례 평가

㉱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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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 지자체의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과 관련된 법률 및 주요 정책.

수자원 부문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

인 개선 방안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자원 부문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 및 관련 법률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제안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수자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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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다. 그

런데 기후변화나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법률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규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법적 성격을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감소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다)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①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조사 및 분석모형 선정

㉮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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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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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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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엄 :　Ⅱ. 해양, 수문학 분야 및 Ⅳ. 기후변

화 예측시나리오’(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에서 김승 등(1993)이 기후변화가 수문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이래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수자원 전망’(한국수자원공사, 1993), ‘지

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문환경의 변화 연구’(윤용남 등, 199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수문기상 인자들에 대한 연구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에서의 영향 평

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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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영향평가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Multi-Model Ensemble 기법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로 3개 시나리오(A2, A1B, B1), 13개 GCM, 8개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109개 유역

에 39개의 미래 기후시나리오, 312개의 미래 수문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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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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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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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후시나리오 생산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유역의 수문모형의 수문시나리오로 입력하

여 유역의 수문량 변동성을 분석ㆍ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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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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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선형회

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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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6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영향 평가 국내 연구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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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해 이미 오래전부터 물순환 개선 기술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순환 개선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확보 측면에서의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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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존의 물순환 개선 기술은 홍수저감 및 비점오염원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도

시 지역의 소규모ㆍ분산형 물순환 개선 시설의 개별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 대부

분이었다. 따라서 소규모 물순환 개선 시설이 다중으로 분산되었을 경우나 유역 규모에서의 물

순환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국내외 물순환 개선 기술 연구는 도시 및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역 차원의 물순환

개선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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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view

Project view

Icon

Attribute

Toolbar

Main menu

Mini View

그림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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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87 CAT 모형의 유출 노드 및 물순환 개선시설 노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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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역 물순환 개선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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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은 기존의 개념적 매개변수 기반의 집중형 수문모형과 물리적(physical) 매개변수 기반

의 분포형 수문모형의 장점을 최대한 집약하여 장ㆍ단기적 물순환변 화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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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명 기호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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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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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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8 CAT 모형의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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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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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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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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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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 R기반 공개용 CAT 버전(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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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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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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 RCAT 모의결과(수문성분별 그래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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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RCAT 모의결과(저수지 모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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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였다. 이러한 기본 입력 자료들을 이용하여 CAT 모형의 물리적 매개변수들을 산정한 후

최종 출구점의 하천유출량을 이용하여 검ㆍ보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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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균절대오

차(Relative Mean Absolute Error, RMAE)를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효율성 검증은 Nash와

Sutcliffe(1970)가 제안한 모형효율성계수(Model Efficient, ME)를 사용하였다. 검ㆍ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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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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ㆍ보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의치의 유출경향은 실측치의 경향과 비교적 일치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안정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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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모형 검ㆍ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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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였다.

물순환개선기술은기후변화및토지이용변화가진행중에있거나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강우-유

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ㆍ회복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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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ological Data GIS Data Obser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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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ycle Improvement Facilities

그림 2.413 연구 흐름도 및 상세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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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4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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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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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물순환 해석 연구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형 매개변수의 불확

실성은 모델링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기존의 개발 모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착오에 의해 변수를 보정하게 되어 사용자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되곤 하

였다. CAT 모형 역시 시행착오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있어 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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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의 반복 계산

에 의해 매개변수를 추정할 수 있어 효율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파일럿 포인트(pilot

point), 정규화(regularization) 등 다차원 매개변수 추정에 사용되는 고급기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매개변수 기반의 물순환모형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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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8 6개 강우 사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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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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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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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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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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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vent 1 (b) Event 2

(c) Event 3 (d) Event 4

(e) Event 5 (f) Event 6

그림 2.415 최적화 매개변수를 이용한 CAT-PEST 모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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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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ㆍ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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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이 0.65 이상 나타났으며 향후 모형 검ㆍ보정 과정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시스템 구성 (b)장기 일유출 모형 매개변수 입력 화면

그림 2.416 장기 일유출 모형 연계시스템 및 매개변수 입력 화면

그림 2.417 CAT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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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8 GR4J 적용 결과

그림 2.419 TPHM 적용 결과

그림 2.420 TANK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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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1 SYMHYD 적용 결과

㉯ 시범유역 적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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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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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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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9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 비교

경안천 유역 수원 측후소의 1976∼2099년 기후변화 시나리오(FGOALS-s2, HadGEM-ES,

INM-CM4)를 적용하였고, 2020s, 2050s, 2080s RCP8.5 시나리오를 우선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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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은 수원 측후소 과거 30년 1971∼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수문성분

및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에 따른 수문성분을 비교ㆍ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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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22 경안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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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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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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logic

Component

Baseline

(1971∼

2000)

mm (%)

Scenario

Climate Change Improvement Facilities

FGOALS-s2

mm (%)

HadGEM2-ES

mm (%)

INM-CM4

mm (%)

FGOALS-s2

mm (%)

HadGEM2-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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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0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에 따른 물순환 평가 및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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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3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개선시설 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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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소프트웨어 안정화

㉮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기술 적용성 평가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안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를 위해 경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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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ㆍ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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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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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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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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갈수년 및 풍수년 수

그림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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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

고, 2080s 최대 갈수년(2088, INM-CM4)의 경우 122 mm/year 기저유출량 증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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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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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차년도에서는 정립된 TBL(Triple Bottom Line) 기법을 활용하여 경안천 유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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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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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7 편익의 현재가치(2006)

그림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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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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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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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모형이 개별 일유출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와 개발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429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해외 적용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기후변

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를 태국 Lam Takhong 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Lam Takhong 저수지는 유역면적 1,423 ㎢, 저류량 440 ⅹ 106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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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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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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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우리나라 기준 담수재배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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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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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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역 물순환 개선 평가 시스템 기술사업화

㉮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평가시스템 기술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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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일유출 모형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평가는 충청남도 보령댐 유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우 및 기상자료는 K-Water 도화담 관측소의 1999∼2017년 자료를,

관측 유량 자료는 K-Water의 보령댐 유입량 자료를 적용하였다. 모의간격은 일 단위이고, 소

유역은 보령댐 유역 면적인 164㎢에 대하여 1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에 적용하였다. 7개의 모형 중 GSM 모형의 경우는 융설 관련 관측자료가 없는 관계로 모

형 효율이 다른 모형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433 장기 일유출 모형 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보령댐)

7개의 장기 일유출 모형별 적용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융설 관련 관측자료가 없는 GSM 모

형을 제외하고는 보정 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모형 효율이 0.6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

형 검ㆍ보정 과정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물순환 해석 연구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모형 매개변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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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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4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CAT에 매개변수 수동보정 모듈을 탑재하여 시행착오법에 의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역최적화 기법인 SCE-UA((Shuffled Complex Evolution method

developed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기법을 추가하여 매개변수 자동보정 기법 또한 제

공하였다. 5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수동보정 기법과 전역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유역 물순

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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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2.434 보령댐 유역 현황 및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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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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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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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5.5℃로 계절변동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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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35 SIM_1 조건에서의 모형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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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6 SIM_2와 SIM_3 조건에서의 모형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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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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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본 연구의 5차년도(2018년)에서는 최종 목표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의 기술실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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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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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8 홈페이지 초기 화면

그림 2.439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 배포 및 홍보와 더불어 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기간 동안에 진행된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연 및 기술 홍보를 진행한바 있다. 전

시회를 통해 100여 명의 학회 참가자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20여 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

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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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0 전시회를 통한 소프트웨어 홍보

그림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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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2 기술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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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실용화(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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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ㆍ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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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 대전천 유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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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4 신천 유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시스템 구성

그림 2.445 CAT, SWAT 적용결과 비교(대전천 유역)

그림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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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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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ㆍ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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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Baseline에 대한 모형 적용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구단의 FGOALS-s2,

HadGEM-ES, INM-CM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후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

용에 따른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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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7 대전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그림 2.448 신천 유역 물순환 개선기술 시스템 구성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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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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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조적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 2가지의 구조적 개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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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49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대전천, 개선시설 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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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0 구조적 물순환 개선기술 적용 결과(신천, 개선시설 적용시 기저유출 7%, 

8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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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되었으며, 시스템 안정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의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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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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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에 참가하여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

연 및 기술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전시회를 통해 100여명의 학회 참가자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현재)까지 약 180여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

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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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기술지도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소프트웨어의 기술실용화를 위

하여 대학원생, 수자원 설계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6회에 걸쳐 수행한바 있다. 기

술설명회를 통해 산업 지원을 모색하고 향후 해외 산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기술을 국내외로 확

대 보급하여 실용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업 지원(기술지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림 2.451 유역 물순환 해석 플랫폼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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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①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관리방안 수립

㉮ 유역 생태수문모델링 기법조사 및 생태수문학적 영향평가기술개발 방향수립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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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취약성 평가를 위한 유역생태수문 모델링 및 생태수문학적 영향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수문생태

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 널 제 목 년 도 저 자 내 용

한국농림기상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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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

구원

수문·식생

모사를 위한

지표모델의

동아시아 적용

타당성 분석

2010 김연주

CLM을 동아시아에 대해 구동하여 이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형 향상을 위한 방법

제안하였다.

한국물환경학

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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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3 수문생태 관련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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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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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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meteor

ology

A comparison of the

Noah and OSU

land

surface models in the

ECPC seasonal forecast

model

2007 De Haan 등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상인자들을

OSU LSM과 Noah LSM 각각을

이용해 모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Noah LSM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강수의 변동성과 Temperature

climatology, Precipitation

climatology를 훨씬 현실적으로

모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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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4 수문생태 관련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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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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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내 수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침식으로 인한

제방파괴 및 시설물 파괴나 퇴사에 따른 하천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하천 하상변

동 예측 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상변동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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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특성 해석

2007

광정횡월류위어에서의 흐름특성을 3차원 수치모의를 통해

분석하여 본류 수로의 Froude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월류유량비와 횡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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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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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5 하상변동 관련 국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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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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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anasios N

Sediment Transport

Modeling Review -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2008

1, 2, 3차원 하상변동 모델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석

각 프로그램의 출처 및 검증 모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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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6 하상변동 관련 국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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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사상에 대한 탁수저감·관리기술개발 방향 정립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탁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탁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절한 관리・저감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개발지역에서 생긴 침식된 토사는 하류로 이송되어 장시간에 걸쳐 하류수역의 탁도를 증가

시켜 음용수 취수 수질문제를 일으키고, 수환경을 악화시켜 생태 서식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탁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②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변화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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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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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7 토양유실 관련 논문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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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8 국내 탁수관련 논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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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제목 년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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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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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향평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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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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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9 탁수 관련 국외 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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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단위 극한수문전망 및 생태수문 취약성평가 모델 체인 구축 및 적용

본 연구에서의 생태수문학적 기후변화 전망이란 유역에서의 식생(Vegetation)변화와 관련된

수문요소(Soil moisture, Precipitation, Temperature, Evapotranspiration) 등의 전망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식생은 강우, 온도 및 토양수분의 영향을 받으며 증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들 요소는 물리적 환경과 에너지 흐름에 의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정한 평형상

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 및 기온의 상승 등 교란이 발생

하면 1차적인 생태수문학적 요소의 변화와 2차적인 식생변화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평형상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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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생태수문변화 메커니즘을 가정할 수 있다. 강수 및 기온의 증가에 의해 잠재

및 실제 증발산량의 현재추세가 새로운 평형상태로 변하고, 이는 또한 새로운 식생대를 형성하

게 되며, 이는 실제증발산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생태수문변화 메커니즘 모

식도이다.

저 널 제 목 년 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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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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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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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2 생태수문변화 메커니즘 모식도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같은 장기시계열 자료의 연도별 통계분포모수에 추

세를 반영하는 비정상성 분위사상법을 제시하였다. 비정상성 분위사상법의 기준 시나리오는 실

제 관측자료, 미래 시나리오는 원시 GCM자료를 사용하여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구분하여 통계

분포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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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 Raw GCM자료 및 NSQM GCM을 통한 주요 다목적댐 유역 6곳에 대한 

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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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4.5 (b) RCP8.5

그림 2.454 소양강댐 유역 연강수량 및 연실제증발산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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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ARS는 Generalized Sediment Transport model for Alluvial River Simulation이다.

미개척국(U.S Breaue of Reclamation)의 Chih Ted Yang에 의하여 개발된 하상변동 모형이

다. 정류 혹은 준정류의 흐름 모의만 가능하여 유량 및 수위의 시간적 변화가 극심할 때의 적용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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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2.455)를 적용하였다. 수류튜브란 하천 단면을 하나 이상의 튜브로 나뉘어 각각의 튜브마다

하상변동을 따로 계산한다. 이를 통해 동일 단면에서도 하상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만곡이 진행되는 하천 혹은 하천내에 모래톱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단면내에서도 퇴적과 침

식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현상을 수류튜브를 이용하면 모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GSTARS4

도 퇴적과 침식이 아주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하천구조물 주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GSTARS4의 적용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모형을 활용하여야 한다 (안정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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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에 적용하여 재모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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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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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ARS 민감도 분석을 위한 모의 시나리오로 조도계수는 0.030∼0.032(한강 하천정비기본

계획보고서, 2009)을 적용하고, 유사량 공식과 유량 조건, 수류튜브 개수에 따른 변수를 설정하

여 시나리오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의시나리오 조건 총 48개(=4×4×3)로 다음 표와 같으며, 구

간별 횡단면 하상변동 결과와 최심하상고 비교결과에 대한 모의값과 실측치 비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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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oys(1879) Q 120% 5

표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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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을 모의 후 실측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과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함수

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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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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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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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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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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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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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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의 소유역 내에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농경지 일지라도 동일한 토지이용도와 토양도

를 가질 경우 하나의 HRU로 고려되기 때문에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RU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필지단위의 HRU 분할 기술과 분

할 된 HRU에 대하여 실측 경사장/경사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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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6 해안면 유역 

토양도

그림 2.457 해안면 유역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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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MUSLE와 4가지의 토양유실량 산정 공식을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모의한 후 각각의 모의 결과를 보정하여 실측 유사량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토

양유실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측 유사량 자료는 TERRECO(2010)

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안면 유역 최종 유출구 부분에 위치한 물골교에서 관측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확한 토양유실량 산정을 위하여 SWAT 모형의 지형인자 추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한 필지단위 HRU 분할 기술을 적용하였다. 필지단위로 분할

HRU는 실측 경사장/경사도 적용한 것이다. 해안면 유역의 SWAT 모형 모의 결과 보정 시 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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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8 유출량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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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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9 유사량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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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두유량 산정 기술개발, 토양유실 모의 및 탁수 거동 예측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탁수의 거동 해석을 위한 모델로 수위변동 해석. 수온성층해석, 저수지

내 밀도류 거동 해석, 대규모 수체에 적용 시 계산의 효율성, 소스코드 공개성, 수치해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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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

라 대부분의 인공저수지와 같이 폭이 좁고 길며, 수심이 깊은 저수지 수체에 매우 적합하고, 성

층화 현상 및 밀도류 유동해석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정세웅 등, 2005; Cole and Bu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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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Cole and Wells, 2004). W2 모델의 수리해석은 수위, 압력, 수평방향 유속, 수심방향 유

속, 물질의 농도, 밀도 등 6가지 변수를 연속방정식, x 방향 운동량 방정식, 정수압 방정식, 자유

수면 방정식, 밀도상태방정식, 물질 수지방정식 등 6개의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한차

분수치해석법(Finite Different Method : FDM)을 사용하여 푼다. 하천 구간에 대해 적용할 경

우 x 방향 운동량 방정식과 정수압 방정식은 하상경사(channel slope)를 고려해 준다. 운동량

과 정수압 및 자유수면 방정식을 포함하는 수리해석은 음해적 유한차분법(Implicit FDM)을 사

용하고 물질 이송항은 ULIMATE-QUICKEST 법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급격한 수온과

농도변화 모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확산과 수치진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y 방향에 대

해 평균화하기 때문에 x 방향 운동량 방정식은 횡방향에 대한 확산항을 가지게 되며, z 방향 운

동량 방정식은 정수압 방정식으로 가정한다. 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난류의 응력항들은 Prandtl

의 혼합길이 이론(mixing length theory)에 의한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항을 사용하여

속도경사와 와점성 계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수체의 수온은 유입수의 수온과 표층에서 교환되는 열에 의해 계산된다. 표층에서의 열교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태양 복사에너지 중 단파에너지(short wave

radiation)와 대기 중에서 복사되는 장파에너지(long wave radiation)는 수체에 열에너지를 공

급하고, 수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단파와 장파 에너지,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증발, 전도에 의한

열 손실 등에 의해 열 교환이 일어난다.

하천의 유입수와 저수지 수체의 밀도는 수온()과 SS의 농도(∆ )의 상태함수로 결정된다.

W2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ISS 모의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

는 침강속도상수()이다. 이 경우, 침강속도를 상수로 고려하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수온과

SS농도에 따라실시간으로 변화되는물의밀도와점성계수의 변화를반영하지 못하는한계가있다.

특히, 강우로 인해탁수가 유입하는동안 하천수의수온은 저수지 표층보다 5～10℃ 정도낮아지

며, 이로 인한 밀도증가(∆)는 1.2～2.6 kg/m3 정도 발생하여, SS부하에 기인한 밀도증가보다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유입수 밀도 증가 효과의 90% 이상은 수온에 의해 결정된다(정세웅 등,

2005; 정세웅과 오정국, 2006). 따라서 단순 침강속도를 변수로 입력할 경우 상당한 불확실도를 유

발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저수지 하층에서 실측값보다 과대평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기존 모

델은 비점착성 유사의 독립침강을 가정하여, 응집침강 해석 및 장기 탁수 예측에 취약한 특성을 가

진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극한 탁수사상에 대한 탁수 예측모델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수

온에 따른 밀도 변화 및 저수지와 하천에서 점착성 유사의 수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재 사용 중인 탁수 예측모델의 수정과 실측자료를 이용한 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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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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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강속도 식은 옵션 1인 Stoke’s 식과 옵션 3인 Hwang and Mehta 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수정 모델의 Stoke’s 침강속도 식은 수온의 변화에 따라 침강속도가 연동하여 변하였으

며, 수온이 높을수록 물의 점성계수가 낮아져 침강속도가 증가하였다. 유사의 침강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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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강속도

는 유사농도에 따라 급격히 변하였으며, 초기 유사농도 500 mg/L에서는 응집침강에 의해 15.7

m/d로 빠르게 침강한 반면, 농도가 낮아지면서 침강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461

(a)). 그 결과로 저수지 내 ISS 농도는 500 mg/L에서 100 mg/L까지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그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a) (b)

그림 2.461 저수지 I=20, 수심=5m지점에서 침강속도(a) 및 ISS농도(b) 시계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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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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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소양강댐 및 충주댐 유역 모두 기상수문요소(연강수량, 연평균

기온, 연실제증발산량, 연잠재증발산량)의 Baseline 기간 평균 값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RCP4.5 시나리오 적용 결과 보다 RCP8.5 시나리오 적용 결과가 증가율이 더 크게 전

망되었다. 미래 유역의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RCP4.5와 RCP8.5 모두

매년 연강수량 대비 연실제증발산량의 비율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홍수기 및 비홍수기

로 분석한 결과, RCP4.5는 홍수기와 비홍수기 모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RCP8.5는 홍수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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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

로 증발산 보완관계 그래프가 상향이동하였다. 이 결과는 평형증발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미래

기간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는 잠재증발산과 실제증발산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증발산의 증

가로 인한 대기수분의 증가는 대기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대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강수량의 증가뿐아니라 동시에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a) RCP4.5 (left: ETPM, right: ETHarg)

(a) RCP8.5 (left: ETPM, right: ETHarg)

그림 2.462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강수 및 기온 전망(2011∼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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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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망을 수행하였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RCP4.5의 경우, 풍·평·저·갈수량 모두 수치상 증가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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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으로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나, RCP4.5와 RCP8.5 시나리오 모두 유의할만한 증가추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충주댐 유역에서 RCP4.5의 경우, 풍·평·저·갈수량 모두 수치상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풍수량의 증가추세는 평·저·갈수량의 증가추세보다 상대적으로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다. 갈수량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정상(steady)에 가까운 추세로 분석되

었다. RCP8.5의 경우, 저수량을 제외한 풍·평·갈수량이 RCP4.5보다 큰 증가추세로 전망되었으

나, 풍수량을 제외한 평·저·갈수량 추세가 RCP4.5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결과적으

로 강수량대비 실제증발산의 큰 증가가 유황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a) RCP4.5 (left: 소양강댐 유역, right: 충주댐 유역)

(b) RCP8.5 (left: 소양강댐 유역, right: 충주댐 유역)

그림 2.463 BMA자료의 RCP시나리오별 유황 전망(Projection: 2011∼2100년)

취약성 평가지수 시범 적용을 위해 실제증발산량 및 강수량 자료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지수

(EPI; evapotranspir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앞서 산정된 강수량 대비 실제증발산량의 비

율 추세와 비슷하게 산정되었다. 소양강댐 및 충주댐 유역 모두 RCP4.5는 홍수기와 비홍수기

모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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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4 소양강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Projection: 

2011∼2100년)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465 충주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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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댐 유역에서 RCP4.5 및 RCP8.5 모두 약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a)소양강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b)충주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466 유역별 DW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Projection: 2011∼2100년)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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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67 하상변동 분석 지점

횡단면 분석결과, 지점별 하상의 변동이 달라지고 있으며 좌안에서 우안으로 하도가 낮아지거

나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래년도인 2040년으로 갈수록 하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양

상이 높게 나타났다.

강천보에서 55.5 km 상류 강천보에서 28.6 km 상류

강천보에서 1.1 km 상류

그림 2.468 지점별 횡단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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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tream Tube

Distance from

Gangcheon

Weir(km)

Range

(m)

2020

year

2025

year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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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 지점별 횡단면 분석결과

㉯ 시범유역의 토양유실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 구축 및 시범적용

현재 SWAT 모형에서 소유역 내 하천폭과 수심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유역면적에

대한 관계식과 홍수터폭 산정식은 미국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식이다. 이에 본 과업에서

는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대상으로 소유역별 하천폭과 홍수

터폭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SWAT 모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폭과 홍수터폭 산정

식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SWAT 모형에서 하천폭이란 일반적으로 만수위 상태(bankfull stage)에서의 하천폭을 의미

한다. 실제 자연하천에서 만수위 상태는 측면경사의 변화(changes in the bank slope), 제방에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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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9 항공/위성 영상 별 하천폭(빨간색)과 홍수터폭(주황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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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였다.

CurveExpert 소프트웨어는 Hyams (2011)이 개발한 회귀식 분석 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선

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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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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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산정식과 SWAT 모형의 기존 산정식을 통해 계산된 하천폭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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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식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형 홍수터폭 산정식과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의 결과를 비교해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한국형 홍수터폭 산정식은 평

균 12.0%,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은 평균 121.7% 차이를 나타냈으며, 충주댐 유역에

서는 각각 평균 12.7%, 131.9% 차이가 났다. SWAT 모형의 홍수터폭 산정식은 국내 하천의

실제 홍수터폭을 2배 이상 과대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형 홍수터 산정

식은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 모두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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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과

충주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2010년 ∼ 2100년)을 모의

한 결과이다.

그림 2.470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량 모의 결과(왼쪽: 소양강댐 유역, 오른쪽: 충주댐 

유역)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 모두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소양강댐 유역에서 일유량이 3,000m3/sec를 초과한 날은 2010년 ∼

2040년(2040s) 기간 중 2번 발생하였으며, 2041년 ∼ 2070년(2070s) 기간 중 7번, 2071년 ∼

2099년(2099s) 기간 중 3번 발생하였다. 충주댐 유역에서 일유량이 10,000m3/sec 이상 초과한

날은 2040s 기간 중 5번, 2070s 기간 중 10번, 2099s 기간 중 6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

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사상의 크기와 발생빈도의 증가로 연 최대 일유량 크기도 함께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두 유역 모두에서 2070s 기간에 극한호우사상 발생빈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은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사량을 모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 유역의 미래 예측 유사량 변화는 앞서 분석한 미래 예측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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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두 유역 모두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도 불구하고 유사량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양강댐 유역에서 유사량이 1,500mg/l를 초과하

는 유사량은 2040s 기간 동안 2번 발생했으며, 2070s 기간에 2번, 2099s 기간에 3번으로 큰 변

화를 나타나지 않았다. 충주댐 유역에서도 350mg/l를 초과하는 유사량은 2040s 기간 동안 2번,

2070s 기간에 3번, 2099s 기간에 3번으로 소양강댐 유역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나타나지 않

았다.

그림 2.47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사량 모의 결과

㉰ 저수지 탁수관리 운영기술 개발 및 적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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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수온은 2006, 2007년 수문사상을 대상으로 대기기온, 유

입유량과 유입수온의 회귀 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대기 기온은 RCP45 HadGEM2_AO

시나리오의 대관령 기상대 최고 및 최저기온의 중위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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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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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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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7 (b) 2040

(c) 2053∼2055

그림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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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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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수문사상의 경우 9월 말부터 탁수방류가 시작되었으며, 수온성층

이 약해지는 시기에 탁수가 댐 앞에 도달하였다. 탁수 층은 2027년 수문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꺼운 양상을 보였으며, 수온성층이 파괴되는 시점에 중층 탁수가 표층까지 전파되었다. 2054

년 수문사상은 탁수방류 초기에 강한 수온성층의 영향으로 탁수가 상부로 전파되지 못하고 중

상층에 머무르지만, 유입 탁수규모가 커 주 방류 구간을 TSS 100 mg/L넘는 탁수가 장기간 점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05 -

(a) 2006 (b) 2027

(c) 2040 (d) 2053-2055

그림 2.473 각 수문사상별 TSS 프로파일 시계열변화

(a) 2006 (b) 2027

(c) 2040 (d) 2053-2055

그림 2.474 각 수문사상별 TSS 프로파일 시계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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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의 확대적용

㉮ 생태수문전망 및 취약성 평가기술, 하상변동 영향 분석 확대 적용 및 취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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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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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수량이 갈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적인 추세경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2.475 안동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Projection: 

2011∼2100년)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476 임하댐 유역의 EP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Projection: 

2011∼2100년) (left: RCP4.5, right: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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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b) 임하댐 유역 (left: RCP4.5, right: RCP8.5)

그림 2.477 유역별 DWI 취약성 지수 적용결과 그래프(Projection: 2011∼2100년)

대하천 지형변화 예측에 관한 연계모델 적용 및 구간별 다차원 하상변동 예측은 낙동강 유역

으로 확대적용하여 하상변동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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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하였다. 중단기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2020 ∼ 2040년 기간(F.F.S) 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였

으며, 구간별 최심하상고(Thalweg) 와 횡단면(Cross section) 사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구

간은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미보 ∼ 칠곡보 구간이다.

2014년의 실측 하상데이터를 이용하면 검증 및 보정이 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명확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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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수위의 오차범위가 작고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SE와 R2의 경우 0.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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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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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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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모형의 상관성 분석결과

2개의 기후시나리오 조건에서 2100년까지 분석을 하기에는 장기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1

∼2040년의 Foreseeable Future Scenario (FFS) 기간을 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시나

리오 기간별 댐 유역의 SWAT 유출량 모의결과로부터 연간 댐 유입량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발생초과확률을 산정하였다.

(a) BMA 4.5 (b) BMA 8.5

그림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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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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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eriod

BMA RCP 4.5 BMA RCP 8.5
2011∼204

0

(FFS)

2041∼207

0

(MFS)

2071∼210

0

(LFS)

2011∼204

0

(FFS)

2041∼207

0

(MFS)

2071∼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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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S (Foreseeable Future Scenario), M.F.S (Mid-term Future Scenario), L.F.S

(Long-term Future Scenario)

표 2.204 구간별 극한사상 선정

수문모형을 통한 방류량 시나리오를 GSTARS 모형에 적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

다. 모의 구간은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간에 대해 모의를 실시하였다. 발생초과확률을 산정

하여 풍수년(10%), 평수년(50%), 갈수년(90%)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개의 기후시나리오에

대한 하상변동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의 최심하상고(Thalweg) 분석결과, 풍수년의 경우

에 강우증가에 따라 방류량 증가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여 하상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갈

수년으로 갈수록 변동 폭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기후시나리오의 경우 RCP 8.5의 풍수년

에 유속 1.05 m3/s 로 RCP 4.5의 1.02 m3/s 보다 높았다. 하상변동의 경우, 풍수년에 RCP 4.5

가 4.14 m, RCP 8.5가 4.29m 로 침식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냈다. RCP 4.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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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 최심하상고 분석결과(안동댐 ∼ 상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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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유역의 토양유실 예측/저감을 위한 맞춤형 최적관리기법 평가 및 탁수관리 및 저감
기술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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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식을

통해 하천 폭 및 수심을 산정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하천 폭의 5배를 홍수터 폭으로 가정하여

수문 및 수질을 모의한다. 이러한 경험식은 미국 지형을 바탕으로 개발된 식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한 국내 유역 및 하천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을 수 있으며 모의 결과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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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항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대상으로 소

유역별 하천 폭과 홍수터 폭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SWAT 모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하천 폭과 홍수터 폭 산정식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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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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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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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 R2는 0.78, 0.79, NSE는 0.70, 0.77이었다. 다음 그림은 안동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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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R2가 0.5이상이고 NSE가 0.4이상이면 모형이 자연현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보정된 결과로 보아 모형의 예측치가 실측치를 잘 모의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80 안동댐 유역 유량 및 유사 검·보정 결과(도산 관측소)

그림 2.481 임하댐 유역 유량 및 유사 검·보정 결과(영양 관측소)

그림 2.482 임하댐 유역 유량 및 유사 보정 결과(청송 관측소)

그림 2.483 유입량 검·보정 결과(left:안동댐, right:임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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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유역과 임하댐 유역에 대해 기후변화 시나리오(RCP4.5, RCP8.5)를 적용하여 미래 예

측 유량 및 유사량을 모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안동댐, 임하

댐 유역의 관측자료에 대하여 베이지안 모델 평균 기법으로 적용되어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였

다. 다음 그림은 안동댐 유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

(2014년∼2100년)을 모의한 결과이다.

안동댐 유역에서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2027년에 889m3/sec, 2063년 895m3/sec, 2072년

888m3/sec, 2096년 939m3/sec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사 모의 결과 2027년에

19,640ton, 2063년 19,420ton, 2072년 17,820ton, 2096년 19,110ton이 발생하였다. 3차년도 테

스트베드 충주댐, 소양강댐 유역에서 발생한 극한 사상의 일 최대 유량, 일 최대 유사량과 비교

하였을 시 수치상 큰 차이가 있지만 유역 특성 및 강우량 및 누적 강우량의 차이의 영향으로 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85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2014년∼2100년)을 모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2051년 965m3/sec, 2067년 926m3/sec,

2085년 1,110m3/sec, 2095년 1,299m3/sec로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유사 모의 결과

2051년 21,720ton, 2067년 19,550ton, 2085년 31,890ton, 2095년 41,000ton으로 RCP4.5 시나

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높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호우사상

의 크기와 발생빈도가 차이가 생기면서 일유량 크기가 증가하면서 일 최대 유사량도 함께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84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안동댐 

유역)

그림 2.485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안동댐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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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하댐 유역에도 동일하게 기후변화 시나리오(RCP4.5, RCP8.5)를 적용하여 미래 유량

및 유사량을 모의하였다. 우선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2028년에 885m3/sec, 2061

년 770m3/sec, 2081년 710m3/sec, 2096년 736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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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

은 78mm로 비슷한 강우가 내렸지만 일 최대 유사량의 차이는 약 3,000ton을 나타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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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067년 931m3/sec, 2081년

835m3/sec, 2098년 752m3/sec로 일 최대 유량이 발생하였으며, 일 최대 유사는 2050년

7,149ton, 2067년 11,720ton, 2081년 9,722ton, 2098년 7,478ton이 발생하였다. 2067년 6월 25

일, 2081년 8월 16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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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86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임하댐 

유역)

그림 2.487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른 유량 및 유사 모의 결과(임하댐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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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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를 보였다. 임하호의 유한차분 격자구성은 임하댐 퇴사량측정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2007b)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였다. 반변천 등 주요지류하천을 3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600∼900 m 간격으로 78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

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수위저수용량곡선과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R2값이 0.9998로 매우 높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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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8 안동호 및 임하호 CE-QUAL-W2모델 수치격자 구성

안동호 및 임하호 주요 수문 사상을 대상으로 물수지 재현성을 확인 하였다. 모의결과 안동호

의 저수위 예측 오차의 크기는 AME 0.065∼0.191m, RMSE 0.109∼0.311m, 임하호는 AME

0.043∼0.353m, RMSE 0.091∼0.475 m로 안동호와 임하호의 저수위 변화를 적절히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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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a) (b) (c)

임

하

(d) (e) (f)

그림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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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은 수온성층 구조 및 탁수층의 위치

와 두께, 최고 탁도값을 적절히 재현하였다.

(a) 안동 2006

(b) 임하 2006

그림 2.490 안동, 임하호 댐앞지점 수온 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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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 2006

(b) 임하 2006

그림 2.491 안동, 임하호 댐 앞지점 TSS 프로파일 비교

⑤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생태수문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권역별 생태수문학적 유역관리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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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

에 속하는 소양강댐 유역은 풍·평수량은 뚜렷한 감소추세가 나타났으며, 저·갈수량은 정상추세

로 나타났다. 충주댐 유역에서는 풍·평·저·갈수량 모두 뚜렷한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낙동

강유역에 속하는 안동댐 및 임하댐 유역은 풍·평·저·갈수량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금

강유역의 용담댐 유역은 풍·평·저·갈 모두 감소하였으며, 대청댐 유역에서 풍수량은 감소하였으

나 평수량 이하의 유황은 정상 또는 약간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섬진강유역의 섬진강댐 유역은

유황의 변화가 약간증가 또는 정상추세로 나타났으며 주암댐 유역의 풍수량은 약간감소, 평수량

이하의 유황은 정상추세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사상과 달리 증감의 추

세를 갖는 유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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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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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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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

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비정상성 분위사상법(문수진, 2014)를 적용하였다. 최종적

으로 BMA 강우 및 실제증발산으로부터 IHACRES모형을 통한 유입량을 전망하고, Percentile

에 따른 갈수전망을 수행하였다.

갈수량 전망 결과의 특정 값은 기후변화자료의 불확실성 및 장기유출모형에서 발생되는 불확

실성의 중첩으로 인해 절대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측값을 기준으로 미래구간별 전

망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구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전, 후의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에 전망 추세 산정시 앞뒤 10년을 반영하였다. 다음 표는 Baseline의 평균 관측 갈수량을 기준

으로 추세 적용 후 증감률을 산정한 결과이다.

(a) Soyang dam (b) Chungju dam

그림 2.493 한강유역(소양강댐/충주댐) 갈수전망 결과

(a) Andong dam (b) Imha dam

그림 2.494 낙동강유역(안동댐/임하댐) 갈수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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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침식 및 퇴사 영향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제3단계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수질 설정 모델인

QUAL-MEV 모형을 이용하여 하상변동을 고려한 하천수질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원활한

수질 모델 적용을 위해 수질 모델 적용 구간 구분은 수리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하천의 수리 또

는 지형 특성 등이 일정한 지점을 위주로 reach를 구분하고, 소구간(element)을 1 km 등간격

으로 하여 수질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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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하였다. 수질항목별 실측치와 모의치의 검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안동댐 하류부터 함안

보 구간에서의 검증결과 오차범위 20% 이내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후변화와 하천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질변화 예측을 위해 HadGEM3-RA RCP 4.5/8.5 미래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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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된 안동댐 하류 ∼ 상주보 구간에 대해 F.F.S 기간에 대한 기후시나리오별 수질모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후시나리오별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HadGEM3-RA RCP 4.5 보다 8.5 시나리오의 강수가 많고 그로 인해 유

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미보에서 칠곡보 구간에 대해 F.F.S 기간에 대한 기후시나리오별 수질모의를 실시한 결과

는 다음 그림과 같다. 분석결과, 풍수기는 수질이 개선되며, 평수기는 관측치와 비슷하고 갈수기

에는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대부분 수질기준 등급 “좋음” 이

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시나리오별 분석결과 RCP 4.5 보다 8.5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HadGEM3-RA RCP 4.5 보다 8.5 시나리오의 강수가 많고 그로 인해 유량도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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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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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차년도에서는 저수기 수질 영향분석을 위해 발생초과확률을 통

해 산정된 미래기후시나리오의 갈수년에서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를 선정하여 일단위 모의를

실시하였다. 관측치와의 비교결과, 풍수기에는 수질이 좋아지며, 평수기와 갈수기로 갈수록 유

량의 감소로 수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형변화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지형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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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을 때 수질이 크지는 않지만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상변동 분석시, 하

천의 단면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유속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Chl-a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HadGEM3-RA RCP 4.5

HadGEM3-RA RCP 8.5

그림 2.495 합천보-함안보 하천수질변화 분석 - F.F.S (HadGEM3-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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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저수지-하류하천-보 연계 탁수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작성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인간 행위로 인한 자연적인 변동을 포함한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정의되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태

풍,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IPCC, 2007).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침식 및 유실 문제는 농업,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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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별된 토양유실 우심 유역에 대해 환경 조건에 맞는 맞

춤형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토양유실 예

측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모형 내 적용 가능한 최적관리기법이 어떠한 종

류가 있는지 또는 최적관리기법 적용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토양유실에

취약한 유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최적관리기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

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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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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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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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Make knn 버튼을 클릭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SWAT-CUP 검보정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SWAT.mdb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txinout 폴더 내 하천단면 관련 속성도 자동적

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역단위 최적관리기법 적용에 따른 토양유실 저감 효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

양유실에 취약한 유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최적관리기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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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진은 3차년도에 국내·외 연구논문, 기관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구축된 최적관리기

법 DB를 바탕으로 토양유실 발생 및 유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최적관리기법에 대해 최

적관리기법 기능 및 SWAT 모형 적용에 필요한 변수 제시 등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2.496 최적관리기법 기능 및 모형 내 적용 방법 제시

극한 탁수사상 선정을 위해 본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CMIP5 GCM모델들을 RCP4.5/8.5 시나

리오 하에서 통계적으로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생성된 유역규모의 상세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60

개 종합기상관측(ASOS)지점에 대한 일단위 기후시나리오 자료이며, 이중 연구대상지역인 낙

동강 수계 안동,임하호 유역 인근에 위치한 영주(272), 영덕(277), 의성(278) 지점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RCP4.5/8.5 시나리오의 총 26개 GCM모델을 대상으로 미래 재현기간동안 연간 강수

량의 범위와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과거자료와 미래재현기간 T1(2017-2040), T2(2041-2070),

T3(2071-2100)을 구분하였으며, 미래로 갈수록 강우량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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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극한 탁수 해석을 위한 시나리오 선정



- 623 -

탁수 해석에 CE-QUAL-W2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4차년도에 기구축된 모델을 활용 하였다.

낙동강 본류와 주요 지류하천을 9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500 m 간격으로 148

개의 요소(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로 구성하였다. 반변천 등

주요지류하천을 3개의 branch로 구분하였으며, 흐름방향 600∼900 m 간격으로 78개의 요소

(segment)와 수직방향 1 m 간격으로 70개의 수층(layer)으로 구성하였다.

극한 탁수 해석을 위해 선정된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탁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문

사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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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온성층이 약화되는 시기에 탁수가 유입한 시나리오가 수온성층

이 강하게 형성되어있는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수 방류일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 안동호 (b) 임하호

그림 2.497 시나리오별 탁수 방류 초과(>25mg/L, >100mg/L) 일수

안동호에서 안정된 수온성층이 형성된 시기에 200year 빈도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case9) 저

수지의 탁수 점유율은 최대 44.9 %, 점유율 30% 초과 일수가 3일 나타났다. 반면 수온성층이

약화되는 시기의 경우(case10)는 최대 탁수 점유율이 79.7%로 나타났으며, 점유율 3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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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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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 Case9 안동-Case10

댐앞 Time-depth 댐앞 Time-depth

안동 본류 탁수 점유율 탁수 점유율

그림 2.498 안동호 200 year 빈도 강우 이벤트 모의 결과 비교(profile, 탁수 점유율)

⑥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통합전망 및 적응기술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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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정성 정도를 정하는 표준화된 기준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다음 표와 같이 댐별 설계당시 이

수안전도는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댐 설계기준(K-water, 2011)에

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빈도 갈수에도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 규모의

댐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수안전도 95%를 기준으로 하는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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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명
준공

년도

용수공급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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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국내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 기준 비교

연구에서는 댐 유입량 전망 결과를 HEC-ResSIM 모형에 적용하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

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다목적댐의 이수안전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수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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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 RCP 4.5/8.5 시나리오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전망(소양강댐, 충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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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 시나리오 및 댐-보 연계운영 개선에 따른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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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Ⅰ)(국립환경과학원, 2018)’에서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HadGEM3-RA RCP 4.5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불투수면과 물순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유량 및 수질 보정 및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 측정망 자료를 적용하여 모의치와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신뢰성과

모형 소유역 말단의 지점 부합도를 고려하여 검·보정 지점 선정하여 검·보정을 진행하였다.(국

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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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환경공단, 2018)의 낙동강 수계 중권역 및 소권역 불투수면적률을 활용하여 중권역 불투수면

적률을 분석한 결과 중권역 기준 불투수면적률은 금호강 중권역의 불투수면적률이 높게 나타났

으며 소권역 기준으로는 45∼50% (신천하류), 40∼45% (금호강하류), 20∼25% (금호강중류)

로 금호강 중권역에 포함된 소권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습지보호

상수원보호

멸종위기종 서식지

그림 2.499 중권역 및 소권역 불투수율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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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0 금호강유역 불투수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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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확률

에 따라 상위 90%, 50%, 10%에 해당하는 2092년, 2028년, 2053년도의 강우량을 선택하여 강

우량 시나리오로 적용하였다.

생성된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물순환 결과를 분석하였다. 금호강 내의 주요 소권역을 선정

하여 주요 소권역에서의 물순환 개선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물순환율은 HSPF

모형에서 직접유출량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1에서 직접유

출율을 제외함으로 산정하였다.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율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출량 모의결과로 10%의 모의결과에서 여름(7월)과 가을(10월)의 유출량 결과가 높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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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금호강중류 소권역 물순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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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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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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신천하류 소권역 물순환율 변화

㉰ 국내 하천 및 생태 특성을 고려한 극한 사상에서의 토양유실 예측 기술 개발

국내·외에서는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PEX(Agriculture Policy/Environmental eXtender)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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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일환

으로 본 6차년도 연구에서는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 인자 추출

기술 및 하천단면 적용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SWAT 모형 내 토양유실 산정 공식 등을 개선

하여 수질 모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어류 서식지 적합도 자료와 SWAT 모형에서 계산

된 유속과 수심 자료를 통해 하천 어류 서식처 환경을 검토하여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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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 가아천 유역은 전형적인 고랭지 유역으로 유역면

적 및 유역평균경사가 각각 47.8 km2, 42.1%이며, 평균고도가 608 m로 경사도와 해발이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이용현황은 산림 92.4%, 경작지(논/밭) 5.0%로 산림이 많은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아천 유역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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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경사지에도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강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토양유실이 심각하게 발생

하고 있다(환경부, 2017).

그림 2.501 가아천 유역

가아천 유역의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 개발을 위해 GIS의 유역 분할 기능을 활용하여 유

역을 12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면적을 산정하였다. 또한 항공 및 위성

사진 자료를 기준으로 소유역별 등간격으로 하천폭과 홍수터폭을 측정하여 소유역별 평균 폭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회귀곡선 산정 및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CurveExpert을 통해 하천폭 및

홍수터폭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하천폭 및 홍수터폭 형태는 기존 SWAT 모형의 하천단면 회귀

식 형태와 동일하지만 회귀식의 계수 및 지수는 상이하게 산정되었다.

그림 2.502 가아천 유역의 하천단면 회귀식 개발 결과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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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로 기존 SWAT 모형 내 고정되어 있는 하천단면을 적용하였을 때의 평균 유속 1.041

m3/sec 보다 약 21% 감소하였으며, 평균 수심의 경우 0.035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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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모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아천 유역 내 실제 경작지 및 하천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SWAT 모형을 통해 일단위로 모의된 가아천 유역의 유량에 대해 보정을 실시하였

다. 유량에 대한 보정은 유역 말단에 위치한 솔정교 지점에서 관측된 실측 유량 자료와 자동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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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SWAT 모형이 가아천 유역의 실제 자연현상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AT 모형 내 MUSLE 유출인자의 계수 및 지수가 토지이용별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형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으며, 가아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이용 및 강우패턴 등 특성이 반영

된 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의 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

정된 SWAT 모형을 통해 토지이용별 연평균(2008년∼2017년)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을 산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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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를 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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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인자의 계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 내 MUSLE를 통한 토양유실량 산정시 토양침식인자

()와 작물관리인자()는 앞서 구축한 지형자료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토양유실 발생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사장·경사도인자()는 Web GIS 기반 환경부 고랭지

밭 지리정보시스템(https://www.alarm.or.kr)에서 제공하는 경작지별 경사도와 Google Earth

Pro를 활용하여 측정한 경사장을 이용하였다. 토양보전대책인자()는 환경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토지이용 및 경사도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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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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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7 kg/yr로 토지이용별 면적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발생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국내 원

단위에 근사한 수치로 실제 가아천 유역에서의 토양유실 발생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토지이용별 MUSLE 유출인자 계수 적용에 따라 유역 말단에서의 유사 모의 정확도

는 기존 MUSLE를 적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503 토양유실 산정 기능 개선에 따른 유사 모의 정확도 향상

㉱ 기후변화에 따른 탁수영향 예측의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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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M모델

(HadGEM2-AO, CMCC-CM, CCSM4, MIROC-ESM-CHEM, INM-CM4, FGOALS-s2,

HadGEM-ES)을 소양호 인근의 춘천지점에 대하여 상세화한 자료를 APEC 기후센터에서 제

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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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양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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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하

며(Cole and Wells, 2017), 수온, 영양염류, 용존산소, 유기물, 퇴적물과 관계된 수질모델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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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2 -

그림 2.504 모델 구성도

댐 유입량 자료는 소양강댐의 유입부인 사구미교 지점의 SWAT 모의 유출 유량을 사용하였

으며, 댐 방류량 자료는 운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유입량 변화에 따른 저수지 물수지분석을 통

해 일별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미래 수온을 전망하기 위해 사용한 W2 모델은 200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하여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정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보정에 사용된 초기조건, 경계조건

등은 K-water에서 제공한 수문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수심별 수온 측정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 이슬점온도(℃), 전운량, 풍속(m/s), 풍향

(Radian)을 이용하였다. 기온 및 이슬점온도와 유입하천의 수온간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경계조

건의 수온을자료를 산정하였다(K-water, 2007). 유입 수온은 소양호의 상류지점 사구미교에

유입되는 유량(300 m3/s)을 기준으로 식계산하였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전망기간(2016∼2070) 춘천지점의 연평균 대기온의 변화를 과거(1966

∼2015) 실측 연평균 대기온과 비교하였다. 실측 대기온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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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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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층 수온은 RCP 4.5에서 0.016(±0.009)℃/year, RCP8.5에서 0.027(±0.010)℃/year로 각각 대

기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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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하여 모의 및 분석하였다. 전체 시나리오가 전망하는 소양호의 미래 전망기간(2016년 1월 1

일 ∼ 2070년 12월 31일)의 시나리오별 연평균 수온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각각의 기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전체 시나리오와 상·하층 모두에서 연 평균 수온이 상승과 하

강을 반복하며 미래 기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준편차 또한 증가

하여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장기 연속모의 및 상세자료 활용을 통한 예측기술 고도화

전체 전망 기간(2016∼2070) 동안의 탁수해석을 위해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2006년을 대

상으로 보정된 탁수예측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미래 전망기간에 대한 유입 TSS농도는 댐 유입

량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소양호 상류지점 사구미교에 유입되

는 유량 2,000 m3/s를 기준으로, TSS를 산정하고, 산정된 TSS를 60%, 30%, 10%의 비율로

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전망기간동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탁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GCM 모델별로 가장 큰 다섯

개의 사상을 비교하여 해당 탁수 유입시의 방류량과 강수량과 함께 도시하였으며, 소양호의 과

거 최대 극한 탁수사상인 2006년과 비교하여 2006년 사상을 능가하는 미래 탁수 사상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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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343.4 mg/L)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소양호에서 기존 최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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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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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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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5 시나리오별 탁수 방류 최대 농도·지속일 및 해당 탁수 유입시의 

강우량과 유입유량(상위 5개시나리오)

그림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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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로 총 42개 시나리오의 조합이 사용되었으며, 2016년부터 2070년까지 모의된 수온의 각 단계

및 시나리오별 월 평균 수온이 불확실성 정량화에 사용되었다. GCM과 W2 모델의 21개 시나

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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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변

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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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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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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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에서 GCM모델 중 불확실성이 큰 모델은 INM-CM4로 29.6%를

차지했으며, MIROC-ESM-CHEM 모델이 12.1%, HadGEM-ES모델이 8.8%로 뒤를 이었다.

3.3의 계절별 수온 변화 전망에서의 계절별 최저-최고 수온에 해당되는 모델들과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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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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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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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시나리오별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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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가) 글로벌 수자원 평가 및 분석 체계 구축

① 글로벌 수자원 평가의 요소기술 검토 및 기초자료 수집

㉮ 글로벌 수자원 평가/분석 기술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글로벌 관측자료 및 GIS 자료 구축

수문해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상자료는 표 2.214와 같이 다수의 기관에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PHRODITE (Asian Precipitation - Highly-Resolved

Observational Data Integration Towards Evaluation)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고해상도

의 기상자료를 제공하며, CPC (Climate Prediction Center),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및 NCDC (National Climate Data Center)에서는 다양한 생산 방법을

통해 각 목적에 맞는 전지구 자료를 제공한다.

APHRODITE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은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분포한 격자

자료로써 비교적 장기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NCDC 자료는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측자료를 품질관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자

료로써 글로벌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은 지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APRHRODIT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격자자료 생산에 NCDC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격자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APHRODITE 자료와 격자형태의 자료를 생산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NCDC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관명 제공자료 자료형태 자료설명

APHRODITE 기상

- 제공범위: 아시아

- 해상도: 0.25˚×0.25˚,

0.5˚ ×0.5˚, 0.05˚

×0.05˚(일본)

- 1950∼2007년까지 아시아권에 대한 기

상 정보를 제공

-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격자 기반의 고해상

도 강수 자료를 생산

- 강수자료를 이용해 장기 일 강수량

Dataset을 생산

CPC
강수, 기

온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0.5˚×0.5˚

- 자료기간은 1979∼2005년 까지의 격자

기반의 전지구 일자료를 제공

- 전지구 강수량 및 기온에 대한 시계열자

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및 시간에

따라 제공

표 2.214 전지구 기상자료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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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해석 시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 요구되는 수문자료는 표 2.215와 같은 기관에서 정보

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GRDC (Global Runoff Data Centre) 및 NCAR-UCAR

(Freshwater Discharge: 1948∼2004년)에서 전지구 수문자료를 제공한다. 지표수문해석 모형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상류, 하류의 수문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균질하지 않은 글로벌

자료의 특성상 다수의 지점에 대한 자료 확보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며, 글로벌 지역에 대해 다수의 지점 자료를 제공하고 있

는 GRDC의 유출량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기관명 제공자료 자료형태 자료설명

GPCP 강수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2.5˚×2.5˚, 1˚

×1˚

- 1979년부터 현재까지 2.5°의 해상도를

갖는 격자 기반의 월강수량을 추정

- 1996년 10월부터는 전지구에 대한

1°×1°의 해상도를 갖는 격자 기반의 일

강수량 자료 제공

- 계절에 따른 강우 관측의 변동성 분석

가능

NCDC 기상

- GHCN

- 제공범위: 전지구

- Version2에서는 장기간 월별 기온자료를

제공

- Version3에서는 GHCN-Daily 기온자료

와 USHCN-Monthly version2 자료 기

반으로 월별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정

보를 제공

- COOP

- 제공범위: 전지구

- 지역특성이 반영된 기상 자료(일 최고

및 최저기온, 적설량, 강수량, 증발량,

토양온도 등)를 제공

- MCDW

- 제공범위: 전지구

- 전세계 2,000개 관측소로부터 월평균기

온, 기압, 강수, 일조량 등의 자료를 수

집 및 제공

- 약 500개의 관측소로부터 월평균 상승기

온, 이슬점 격차 및 풍속 자료를 제공

- HPD

- CD

* HPD

- 기상청 및 연방 항공국 관할의 관측 강

우자료를 제공하며, 9개의 기간 (15분∼

24시간)의 최대강수량 정보 포함

* CD

- 월 및 연간 기후학적 자료(월 별 및 연

간 평균기온, 강수량, 극 온도값)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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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제공자료 자료형태 자료설명

GRDC 유출량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0˚×10˚

- 장기간 월 평균유출량과 연유출량의 특

성을 2,500km2 이상의 유역에 대해 기본

통계자료와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43개의 관측소 자료로부터 제공

- 관측소명, 하천명, 자료의 기간, 평균유

량, 최대 및 최소 유량 등의 정보를 제공

NCAR

UCAR
유량

- 유출량

- 제공범위: 전지구

- 전지구의 925개 하천들의 최하류에 위치

한 관측소에서 매 월 유량자료를 관측

- 자료는 1948년 1월에서 2004 년까지의

전지구 월 지표 유출량과 유량자료

표 2.215 전지구 수문자료 제공 기관

전지구 지형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USGS (U.S. Geological Survey), ISCGM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Global Mapping),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MD (University of Maryland) 등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표 2.216과 같다. 대표적으로 USGS에서는 전지구 DEM (Digital Elevation Model),

ISCGM 및 UMD는 토지피복, FAO는 토양도를 제공하며, 각 기관의 웹페이지로부터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관심지역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문해석에 필요한 지형자료로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를 수집하였다.

DEM은 자료의 특징 및 지표수문해석 범위를 고려하여 USGS의 GMTED2010 1km 해상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토지피복도는 지표수문해석 분야에서 여러차례 활용되어 활용성이 비교적

입증된 UMD의 1km 해상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토양도는 글로벌 지역에 확보가 가능한 FAO

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가공하여 토양 특성계수를 추정하였다.

기관명 제공자료 자료형태 자료설명

USGS DEM

- GTOPO30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km

- 8개의 래스터와 백터 소스를 이용하여

만듬

- GMTED2010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km, 500m,

250m

- 11개의 래스터 기반 고도 소스로 만듬

- 최소고도, 최대고도, 평균고도, 중앙값

고도, 고도의 표준편차 등의 정보 생산

ISCGM 토지피복

- GLCNMO Version1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km

- MODIS data 2003 (Terra)의 관측 자료

를 기반으로 생산

- GLCNMO Version2 - MODIS data 2008 (Terra & Aqua)의

표 2.216 전지구 지형자료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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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수문해석모형 조사 및 최적모형 선정

지표수문해석모델(Land Surface Model, LSM)은 에너지 방정식과 물수지 방정식을 통해 에

너지 플럭스와 물 플럭스를 모의하기 위한 모형으로, LSM의 구성요소로는 지면에너지 플럭스,

수문, 탄소 순환이 있다. 그림 2.507과 같이 대기와 지표는 에너지, 질량(물, 에어로졸, 화학적

요소) 등을 교환하며, 지표와 해양은 하천유출과 해풍을 통해 결합된다. 이처럼 LSM은 대기

와 해양과 지표의 순환을 모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507 지표수문해석모델의 모식도

기관명 제공자료 자료형태 자료설명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km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생산

- 토지피복은 FAO에 의해 개발된 LCCS

를 기반으로 총 20개로 구분

FAO 토양도

- HWSD

- 제공범위: 전지구

- 해상도: 1km

- 중국의 1:1,000,000 토양도, 다양한 지

역의 STOER 데이터(SOTWIS

Database) 및 FAO의 세계 토양도를

이용

- 데이터베이스는 표토와 심토에 대한 토

양 매개변수이 표준화와 각 토양도 단

위의 구성을 제공

UMD 토지피복

- 제공범위: 경도:–180˚

∼180˚, 위도:-64˚∼84˚

- 해상도: 1km

- 2001∼2012년까지의 토지피복 정보를

19개로 분류하여 제공

- MODIS MCD12Q1의 글로벌 모자이크

를 WGS 1984 좌표계에 맞게 재투영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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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문해석을 위해 여러 문헌조사를 통해 표 2.217과 각 모형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모형별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MOSAIC 모형은 대체로 증발산량을 과대추정, 유출량을 과소

추정하는경향이 있었고 Noah 모형의 경우 모의유량과 관측유량과의 비교결과 모형의 적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CABLE 모형은 전 세계의 평균유출량 산정에 활용된 바 있으며, 관측유량과의

비교분석 결과 유출의 공간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LES의 경우

Energy fluxes에 대한 분석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수문, 가뭄해석 및 평가에 관한 사례는 미흡

하였다. 이 중, VIC (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모형은 대규모 유역 또는 전 지구적 스케

일에 대한 수문해석에 활용되며, 중규모이상(mesoscale)의 수문해석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활용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및 동아시아 적용 사례에서 활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손경

환 등, 2010; 손경환 등 2011; 손경환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문해석 모형으로

VIC 모형을 선정하였다.

Model Mosaic Noah JULES CABLE VIC CLM4 HTESSEL

Agency
NASA

(1994)

NCEP

(1997)

Met Office

(1999)

CSIRO

(2007)

UW

(1994)

NCAR

(2003)

ECMWF

(2007)

Full domain run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put forcing data
seven

forcing2)※

seven

forcing※

seven

forcing※

seven

forcing※

seven

forcing※

seven

forcing※

seven

forcing※

Energy balanc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Water balanc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hannel rouging no no no yes yes yes yes

Num. of

parameters
31 41 46 44 46 Over  40

Subgrid variability yes no yes yes yes yes yes

Model soil layer 3 4 4 6 3 15 4

Model soil layer

depth (cm)
10, 30, 160

10, 30, 60,

100

10, 25, 65,

200

2.2, 5.8,

15.4, 40.9,

108.5, 287

10,

variable

1.8, 4.5, 9.1,

16.6,

28.9,49.3,82.9

,

13.8,22.9,34.3

7, 21, 79, 189

Surface and

sub-surface flow
yes yes

surface

flow
yes yes yes yes

Estimation method

of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Penman-

monteith

Penman-

monteith

Penman-

Monteith

Penman-

monteith

Penman-

monteith

Aerodynami

c

Penman-

monteith

Rooting depth 0.4 m
variable

(1 or 2m)

Variable

(0.5∼3m)

Variable

(top∼1m)

variable

(1.35-3m)

Variable

(top∼3.8m)

Variable

(top∼2.89m)

표 2.217 지표수문해석 모형 특성 비교

2) Seven forcing fields : Precipitation, downward solar and long wave radiation, 10m wind speed, surface pressure, 2m air

temperature, 2m air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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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모형은 199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의 Dennis Lettenmaier 박사 연구팀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대기와 식생 그리고 토양의 상호작용 등의 수문과정을 기반으로 Water

및 Energy Flux를 모의하는 분포형 모형이다(Liang et al., 1994). 모형은 크게 Water

Balance, Channel routing, Energy Bal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모형에서 적용 가능한 격자의 범위는 1/8°〜2° 정도로 다양한 공간분해능이 가능하

며, 현재 국외에서는 대유역 또는 전 세계에 대한 수자원 분석시 주로 사용하고 있다. Liang et

al. (1994)은 GCM (Global Circulation Model)에 VIC 모형을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

하였으며, Nijssen et al.(1997)은 대유역에 속하는 Colorado River(650,000) 및 Mekong

River(795,000)에 대해 VIC 모형을 활용하여 유출거동을 모의하였다. 또한 Nijssen et al.

(2001)은 전 세계를 2°×2° 해상도를 토대로 기후모델에 의해 생산되는 기후 시나리오를 VIC

모형에 적용하여 격자별 미래 토양수분의 거동을 모의하였으며, Adreadis et al. (2005)는 VIC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대륙에 대한 가뭄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다음 그림 2.508은 모형의 수문학적 거동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은 크게 차단층(canopy)

과 3개의 토양층(soil layer)으로 구분되며, 한 격자 내에서도 다양한 지형조건과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Large-scale에 적합한 장주기 수문해석을 수행한다. 차단층에서는 동일 피

복종류별 면적비를 고려하여 각 피복특성이 반영된 차단 및 증발()을 모의하며, 보통 식생지대

() 및 나대지()로 구분된다. 토양층의 경우 깊이에 따라 최상부토층(top thin layer), 상부토

층(upper layer), 하부토층(Lower layer)으로 구분된다. 이 중 최상부토층은 침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토양수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또한 중력식 배수를 통해 상부토층

으로 침루량()을 모의하며, 식생 및 나대지 지역의 여부에 따라 증산() 및 증발()모의가

결정된다. 상부토층에서는 최상부 토층과 더불어 강우시작 후 토양층의 포화여부에 따라 지표유

출()이 모의되며, 증산 및 하부토층에 대한 침루량()이 계산된다. 하부토층에서는 상부토

층에서 유입된 침루량으로부터 증산과 기저유출()이 모의된다(Liang, 1996).

그림 2.508 VIC 모형의 수문학적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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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미래/기후/수문전망 기술의 최신동향 및 기술개발 사례 조사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던 기존의 방법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요

구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지구 수자원 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전지구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 기법을 정립하고,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현황, 각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 수자원을 평가했던 사례들을 우선 수집 및 분석하였다(표 2.218). 수

집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지구에 대한 수자원 영향평가기법을 크게 그림 2.50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AOGCM에서 생산된 유출량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

법(Milly et al., 2005, Nohara et al. 2006), 두 번째 방법은 AOGCM 생산된 강수량 및 기상

자료를 수문모형에 직접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은 수문모형 적용 전에 관측기상

자료와의 편의보정을 수행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집된 사례를 통해 현재 전지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SRES 기반의 기후시나리오

를 활용하였으나, 2013년 AR5 발간 이후 RCP 시나리오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에는 AOGCM에서 생산되는 유출량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수자원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사례와 전지구 수문해석모형 이용하여 평가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참고문

헌에서 단일 GCM이 아닌 다수의 GCM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유량, 유출량, 수문

순환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지만, 생산된 기후 및 수문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홍수 및 가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평가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전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및 신뢰성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 2.509 전지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기법

구분 논문명 기후
시나리오 관측기상자료 수문모형 지역 목적

1 Nijssen et
al. (2001) 4개 GCMs Nijssen et al.

(2001b) VIC 전지구

전세계 9개 주요
강(아마존, 메콩강,
미시시피강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민감도 평가

2 Milly et
al. (2005)

A1B
12 GCMs X AOGCMs 전지구

기후변화에 하천 유량
및 물가용성의

전지구적 패턴 변화
평가

3 Nohara et
al. (2006)

A1B
19 GCMs

-
(GCM 모의

TRIP (Total
Runoff

전세계
주요

전세계 24개 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표 2.218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수문전망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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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Ⅰ)

○ 주요 수문 성분의 시-공간적 규모(scale) 문제

규모(scale)라는 용어는일련 과정, 관측 또는 모형의 특정한 시간적 또는공간적 길이를의미한다.

먼저시간적측면에서보면, 어떤과정들은종종작은규모(scale)로 관측되고모형화된다. 하지만추

정은매우긴시간-규모(time-scale)를필요로한다. 예를들면, 댐의수명을추정하는문제가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시간-규모는 분 단위부터 수 백년 단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공간적으로도 유사하

다. 작은공간-규모(space-scale)의실험실실험을통해결정된모형이나이론은큰유역규모에서의

구분 논문명 기후
시나리오 관측기상자료 수문모형 지역 목적

결과와 단순
비교 검증,
GPCP, GRDC)

Intergrating
Pathways) 24개강 21세기 하천유량을

평가

4 Lehner et
al. (2006)

A1B
2개 GCMs

Observed
temperature,
precipitation,
radiation
(New et al.,
2000)

WaterGAP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지역 평가

5
Hirabayas
hi et al.
(2008)

A1B
MIROC
Delta
method

CRU (Mitchell
and Jones,
2005)

MATSIRO
LSM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의 홍수 및 가뭄

위험성 전망

6 Murray et
al. (2012)

A2, B2
6개 GCMs -

LPX(Land
surface
Processes
and

eXchanges)

전지구
전지구 동적

식생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7
Arnell and
Gosling
(2013)

A1B
21개
GCMs

CRU TS 3.1
(climGen) MacPDM 09 전지구

전지구 스케일의
하천유량 regime의
변화를 평가

8
Schneider
et al.
(2013)

3개 GCMs - WaterGAP3 유럽전
역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
내 기후특성 별
하천유량 regime의

변화 평가

9 Alkama et
al. (2013)

RCP8.5
14개
GCMs

GRDC
하천유량 자료

사용
AOGCMs 전지구

TOD 기법을 이용한
전지구 관측유량 자료
및 미래 하천유량 변화
경향의 감지

10 Koirala et
al. (2014)

RCP4.5,
RCP8.5
11개
GCMs

X
AOGCM
유출량 사용
(River
routing)

전지구
극치 및 평균 하천유량
의 변화를 전망하고,
전망결과의 통계적 유
의성 검토

11
Zhang et
al. (2014)

RCP8.5,4.5
RCP6.0,2.6

19 GCMs

X

ESM (Earth
System
model),
CSMs
(Climate
System
model)

전지구
CMIP5 전지구
기온변화에 따른
유출량 민감도 평가

12
Arnell and
Hughes
(2014)

RCP8.5,4.5
RCP6.0,2.6
19 GCMs

CRU TS 3.1 MacPDM 09 전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물
스트레스 및 홍수 피해
인구 영향 분석

13
Lee and
Bae (2015)

A2
3개 GCMs

APHRODITE
University of
Washington

VIC 모형
아사이
몬순
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green
water 및 blue water의

변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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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문제에 사용된다. 반대로, 큰-규모(large-scale)의 모형과 자료들은 작은-규모(small-scale)의

예측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동등한 규모로의 전환을 위해 외삽법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정보들을변환시키게된다. 이러한정보의변환을 scaling이라고부르고이러한행위로야기되는문제

점들을규모문제(scale issue)라고하는것이다. 수문과정에대한규모문제(scale issue)는다음그

림 2.510에서와 같이 이들 과정의 시공간적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10 수문학적 과정의 시-공간 규모 범위(Dunne, 1978; Fortak, 

1982)  

자연유역에서시공간적 변동성(variability)과 이질성(heterogeneity)은놀라울 정도로크다. 예

를 들어 토양의 특성치들과 지표면의 조건은 공간에 따라 다르고 식생들의 피복조건이나 수분의

함량 상태 그리고 그 흐름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그림 2.511은 유역 내 수문과정의 시공간적

이질성과 변동성의 개념을 설명한것이다. 따라서 수문학 분야에있어 지표수문해석에도 규모 문제

(scale issue)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규모 문제(scale issue)란전지구지표수문해석모형을 통

해 지역의 지표수문에 관한 정보를 예측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표수문해석모

형이란 전지구를 대상으로 수문해석이 가능한 물리적기반의 분포형 모형을 뜻하며, 전지구 자료는

국가별로 수집된 정보와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구축한 기상, 수문 및 지형정보를 의미한다.

그림 2.511 유역과 수문과정의 이질성(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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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 관측자료에 대한 공간보간법

전지구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관

측된 전지구적 기후자료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전지구적 기후자료를 관측하는 위성관측기술이

고도로 개발되었지만, 위성관측자료의 경우 1970년대 이전의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Chen et al., 2008). 이에 따라, 장기간 기후변화 분석에는 오랜 기간 동안 관측된 지상관측

자료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된 지상관측자료는 기후변화

분석에 직접 이용되기 어렵다. 지상관측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전지구적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

하면 관측소가 밀집된 지역의 특성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특성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된다

(Strangeways, 2010). 이는 결국 분석 결과가 전지구적 기후변화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

는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관측자료는 전지구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격자형 자료로

합성되어 이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도별 평균자료(zonal average) 자료가 만들어져 이용되

기도 한다. 점으로 관측되는 지상관측자료를 격자형 자료로 합성하는 방법을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 method)라 한다. Li and Heap (2014)는 전지구적 기후자료에 적용 가능한 공간

보간법인 Trend Surface Analysis (TSA)과 Thin Plate Splines (TPS) 의 적용 절차 및 사

례를 정리하였다. 전지구 기후/수문 자료에 대한 대표적인 공간보간법으로는 최적 내삽법,

Climate Anomaly Method (CAM), First Difference Method (FDM), Reference Station

Method (RSM)이 있다. 아울러, 가장 오랜된 공간보간법은 연속수정법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합성기법 참고 문헌

연속수정법 Cressman (1957), Barnes (1964), Shepard (1968)

최적내삽법 Gandin (1965)

CAM Jones et al. (1986)

FDM Peterson et al. (1987)

RSM Hansen and Lebedeff (1987)

TSA Dessaint and Caussanel (1994)

TPS Franke (1982)

표 2.219 전지구적 지상관측자료의 공간보간법

○ 전지구적 기후자료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자료는 지상관측소가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해양지역의 기후를 분

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상관측자료와 더불어 위성관측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Jensen, 2009).

Spencer and Christy (1990)는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전지구 월 대기온도 아노말

리를 지상관측소의 지표면 온도 아노말리와 함께 나타냈다(그림 2.512). 그림 2.512에 나타난 결

과를 보면 지상관측자료와 위성관측자료의 시계열자료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둘의 상관관

계 또한 0.89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12에서 지상관측자료의 온도 아노말리가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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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의 온도 아노말리보다 2∼3배 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태양열에 의한 지

표면 온도 상승과 야간에 일어나는 온도 하강 때문이다. Barron and Kara (2006)는 NOAA의

인공위성인 TIROS-N를 이용하여 전지구 해양 온도 자료인 Modular Ocean Data Analysis

System Sea Surface Temperature (MODAS SST)를 생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TIROS-N 인

공위성의 Advanced Very-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의 비선형 해수면 온도 자

료를 이용하였다. 위성관측자료의 검보정을 위해서는 부표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2.512 지상관측자료와 위성관측자료로 생성한 전지구 온도 아노말리 시계열자료 

및 두 자료 간 상관관계 (Spencer and Christy, 1990)

GCM은 전지구적 기후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GCM을 이용

하여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산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나타내는 자료를 생성하는 등

기후변화 연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egates and Willmott, 1992). 본 보고

서에서는 주요 GCM들이 생성한 전지구적 기후자료들을 정리하였다.

Legates and Willmott (1992)는 4 가지 GCM으로 생성한 전지구적 강수량 자료를 지상관

측자료로 생성한 전지구적 강수량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4 가지 GCM은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GFDL) 모형(Manabe and Wetherald, 1987),

Oregon State University (OSU) 모형(Schlesinger and Zhao, 1989),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 모형(Hansen et al., 1984), United Kingdom Meteorological Office

(UKMO) 모형(Wilson and Mitchell, 1987)이다. 아울러, GCM 모의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

기 위해 이용한 지상관측자료는 Legates (1988)와 Legates and Willmott (1990)의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로 24,635개의 강우관측소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지상관측자료와 GCM 모의자료의 비교를 위하여 Legates and Willmott (1992)는 두 종류

의 자료를 이용한 위도 10° 구간별 평균 강수량을 산정하였다. 지상관측자료는 Willmott et al.

(1985)의 공간보간법으로 격자형 자료로 합성한 후, 격자의 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위도 10° 구

간별 평균 강수량을 산정하였다. GCM 모의자료의 경우 또한 자료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격자의

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위도 10° 구간별 평균 강수량을 산정하였다.

Samadi et al. (2010)는 4개의 GCM 모의 기온자료와 지상관측자료의 기온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GCM 모형은 NOAA의 GFDL 모형, Hadley Centr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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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의 HadCM3 모형, Austrailia’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의 CSIRO 모형, CCSNIES 모형이다. 지상관측자료는 이란에 위치한

Kermanshah synoptic 관측소의 1961-1990년 기온자료가 이용되었다.

○ 전지구적 수문자료

현장에서 수집한 실제 관측자료는 기후학적 분석, 모형의 개발과 평가, 그리고 원격탐사 자료

의 지상보정(ground truth)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된다. 전지구적 수문 해석을 위해서도 지표수

문해석모형과 전지구적 규모의 입력자료가 요구된다. 전지구 자료 중 기상 및 지형 정보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 공동 이용도 활발한 반면, 수문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양도 상대

적으로 적으며, 아울러 공동이용도 제한적인 편이다. 수문자료 중에서는 토양수분만이 거의 유

일하게 전지구 규모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양수분은 지표면과 대기 중의 물과 에너지 교

환 및 강우-유출, 지형변화 등 수문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문기상 인자이다. 또한, 지표의

온도, 가뭄, 홍수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토양수분 변화의 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Robock et al. (2000)는 전지구적 토양수분에 대한 지상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소위 ‘Global

Soil Moisture Data Bank (GSMDB)’라고 불리는 자료 은행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자료

를 가공하여 격자형태의 전지구적 토양수분자료를 생산하고 토양수분 변동의 시-공간적 규모

(scale)와 경향성(trend)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상 관측자료를 격자형태의 자료로 바꾸

는데 사용된 방법은 앞서 언급된 최적내삽법와 유사한 개념인 최적평균법이다. GSMDB에 모

이는 자료는 수백 개의 관측소로 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그리고 New Jerse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양수분 자료를 제

공받음으로써 이러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졌다. GSMDB로부터 제공되는 토양수분자료의 관측

소 분포는 그림 2.5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513 Global Soil Moisture Data Bank 관측소의 분포(네모로 표시된 

지역은 계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지역)(Robock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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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 자료의 분석 기법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기법은 전지구적 기후 및 수문자료의 주요 현상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료 분석 기법이다(Hannachi, 2004). 본 연구에서는 EOF 기법과 더불어

주기를 가지는 현상에 대한 분석 방법인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SEOF) 기법에 대한 적용 절차 및 사례를 정리하였다.

EOF 분석은 변수의 원래 형태를 그 변수들의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며 서로 상관성이 없는

원자료보다 더 적은 수의 변수들로 선형 변환하는 통계학적 기법이다. 기본적으로 EOF 분석의

목적은 원자료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다. 작고 상관성이 없는 자료는 그보다 크고 상관성이 있는

자료에 비해 분석이 쉽다. 일반적으로, 수문학자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수집된 서로 상관성이 큰

대규모 관측자료에 대해 EOF 분석을 적용한다. 즉, 주어진 자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단순

화시키기 위해 변수들을 그보다 적은 개수이며 원자료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진 변수들로 감소

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서로 직교하도록 분해된 성분을 EOF라 부른다.

Deser et al.(2010)은 HadISST의 전지구 해수면 온도 자료에 대한 EOF 분석을 수행하여

태평양에 발생하는 El Nino Southern Oscillation(ENSO) 현상을 분석하였다. HadISST에 대

한 EOF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원자료의 분산값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첫 번째 EOF는 ENSO

현상을 설명한다.

CSEOF 분석은 특정 주기를 가지는 패턴(연주기, 경년주기 등)을 가장 잘 추출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CSEOF 분석의 주성분 시계열을 이용하면 광역규모 변수와 지역규모 변수 사이의

물리적-역학적 연관성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모드를 가지고도 원래의 시계열의 대부분의 변

동을 포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광역규모의 모델결과에서 지역화된 기후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Lim and Kim, 2006; Lim et al., 2007). CSEOF 분석은 EOF 분석과 유사한 과정

을 거쳐 수행된다. CSEOF 분석 또한 고유함수식을 이용하여 원자료의 주성분 및 CSEOF를 추

출한다. 다만 EOF 분석과 다르게 CSEOF 분석의 CSEOF는 시간에 따른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CSEOF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들을 EOF 분석보다 정밀하게 표현한다.

Bergant et al.(2007)은 RegCM3 모형의결과와 Climate Research Unit(CRU)의 관측자료에대

한 CSEOF 분석을 수행하여 RegCM3 모형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기온, 강수량, 수증

기압에대한 RegCM3 모형과 CRU 관측자료의 결과가 비교되었으며, 자료의 관측기간은 1961-2000

년이다. RegCM3 모형의월평균강수량과 CRU의월평균강수량의차이에대한CSEOF 분석을수

행한결과첫번째 CSEOF가만들어졌다. 이첫번째 CSEOF의 경우전체분산의 2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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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 및 수문정보 분석

㉮ 글로벌 수문정보 생산 및 현황 분석

○ 글로벌 물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물산업은 협의의 물산업과 광의의 물산업으로 구분되는데, 협의의 물산업은 상수도, 하수도,

대체수자원을 포함하고 이에 관련된 건설, 제조, 운영 및 관리, 엔지니어링을 포함한다. 광의의

물산업은 “도시·산업·농업용수 공급,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 태풍·홍수 시 재해방지, 수력발전,

수상운송, 레크리에이션, 환경·어류·야생 동식물을 위한 물 공급 등(Grigg, 1993)” 물 순환 전

과정에 걸친 포괄적인 사업분야를 포괄하는데, 최근에는 물산업의 범주가 기존의 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광의의 물산업 전략을 추구하면서 해외 물시장 진출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

산업의 정의를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및 처

리를 하는 산업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정부합동, 2006, 2010).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 발생에 따른 수재해 대응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포괄적인 물산업 개

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물산

업 측면에서 해외 물산업 동향 및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실적을 분석하였다.

세계 물시장은 규모는 5,560억 달러(2013년 기준)로 연 4.2%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6,89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4). 현재 국가별 물시장 규모는 미국, 일

본, 중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순으로, 대부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국가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도, 중국, 멕시코, 동남아 국가 등 신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개도

국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14 분야별 글로벌 물시장 전망

- 국내 기업의 해외수자원 사업실적 조사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통해 국내 수자원사업의 해외수주 실적을 분석하였다. 세계 물시장 규모

는 이미 2010년 약 5천억달러 규모로 반도체(2,800억달러), 조선(2,500억달러) 시장보다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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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2013년 국내 기업의 평균 총 수주액은 전체 수주

액 대비 3.1%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미약한 실정이다. 연도별 계약금액은 2010년도에

17.27억 달러에서 2012년 37.3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9.86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종별 해외진출 비중은 2010년 담수화시설(84.3%), 2011년 상하수도(78.7%),

2012년 담수화시설(67.6%), 2013년 수력발전(78.6%)이 가장 높았다. 물산업 부문의 해외 계약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진출 업체 수는 2010년 29개사, 2011년 및 2012년 51개사,

2013년 55개사로 2010년 이후 뚜렷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공종　

2010년 계약현황

(천 달러)

2011년 계약현황

(천 달러)

2012년 계약현황

(천 달러)

2013년 계약현황

(천 달러)

기간

건수

기간

금액

금액

비율

기간

건수

기간

금액

금액

비율

기간

건수
기간금액

금액

비율

기간

건수
기간금액

금액

비율

해외

전체
593 71,578,807 100.0 625 59,144,314 100.0 620 64,880,678 100.0 682 65,211,657 100.0

상수도 14 33,697 0.05 24 267,762 0.45 26 382,655 0.59 19 28,193 0.04

하수도 12 122,015 0.17 18 947,263 1.60 22 335,549 0.52 34 137,661 0.21

수자원 3 2,716 0.00 7 23,683 0.04 10 8,657 0.01 10 5,669 0.01

하천 1 24 0.00 0 0 0.00 2 369,171 0.57 1 277 0.00

댐 1 540 0.00 2 1,406 0.00 5 20,488 0.03 0 0 0.00

수력발

전
2 111,490 0.16 8 170,751 0.29 9 95,242 0.15 8 775,938 1.19

담수화

시설
1 1,456,838 2.04 3 133,132 0.23 2 2,524,011 3.89 4 39,257 0.06

합계 34 1,727,320 2.41 62 1,543,997 2.61 76 3,735,773 5.76 76 986,995 1.51

표 2.220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수자원 사업실적

- KOICA 수자원 관련 해외 ODA사업 수행현황 조사

외교부 산하 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al

Agency)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자원분야 개발 원조를 수행하고 ODA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이다.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물의 중

요성이 대두되면서 녹색 및 수자원 분야와 관련된 ODA 사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수자원

관련 주요사업 분야로는 식수개발, 농업용수개발, 수력발전, 수재해 저감 및 대응, 물관리 마스

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1991∼2014년까지의 국내 물분야 ODA 사업은 총 2,400억 원 규모로, 식수위생 및 물 공급

시설 등 주로 용수공급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수자원 재해 관련분야는 상대적으

로 타 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2.515에서 보면 2008∼2010년에는 녹색 및 수자원

분야 ODA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감

소하였으나, 2014년 수자원 분야 ODA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313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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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bank)은 기획재정부 산하 대표적인 유상원조기관으로서 대외경

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협력기관인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수행된 물분야 사업 조사 결과 2014년까지

15개국에서 46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6건), 라오스와 스리랑카, 필리핀(4

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15 KOICA 물 분야 ODA 사업규모

- 해외 물산업 진출을 위한 제공자료 분석

해외 물산업 자료는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엔지니어

링 종합정보시스템 등 ODA 사업 지원기관 및 해외건설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

다. KOICA는 73개국에 대한 국가개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항목으로는 위치, 기후, 면

적, 인구, 수도, 주요자원 등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는 228개국에 대해 국가개요

정보 뿐 아니라 사회개발 지표, 경제지표 등 국가별 동향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는 73개국에 대한 국가개요 정보에 건설시장 현황, 투자환경 등 진출환경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종합시스템은 23개국에 대한 국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월

평균 기온 및 강우량 등의 기후정보를 타기관보다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제공정보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별 정보는 ODA 사업 지원기관과 건설종합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제공자료는 상세정보 보

다는 국가개요 및 통계정보 중심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국가보고서 등 해당국가 사업진출 전략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발행한 국가보고서를 번역하여 제공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자료로는 국외사업 진출을 위한 국가 및 시장동향 정보가 주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 진출시 필요한 기후자료는 대부분 기후대 구분을 통한 기후정보, 연평

균 기온 및 강수량 정도로 수문자료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국내 일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외

지사, 현지법인, 정보전문 매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며(국토교통부,

2012),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 등 관련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분야 ODA 사업 사전타당성(F/S) 조사항목

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시, 자료조사는 조사항목을 설정한 후 사전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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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사전조사는 현지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수집하고, 문

헌조사 및 인터넷 검색, 대상국을 통한 자료 취합하는 과정이다. 현지조사는 현지체류를 통하여

현장방문, 면담 및 자료조사에 해당한다. EDCF 수자원개발 분야 주요 조사항목 또한 국내와

차주국에 따라 상이하다. 국내에서는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

국 자료와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차주국에

서의 조사항목으로는 수자원개발 정책 및 인프라 현황과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가 있다. 수

자원개발 정책 및 인프라 현황은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 관련 제도, 법령 및 발전전략, 유역,

하천, 토지이용 현황, 수자원개발 분야 인프라 구축 현황을 포함한다.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

사는 유역 개황(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후 및 기상, 수질, 지형 등), 수문 자료(수문관측소 현

황, 강우, 유출, 홍수량 등), 용수수급 추정 근거 자료, 홍수피해 자료조사(발생 시기, 빈도, 홍수

량, 침수 관련 조사), 사업대상지 관련 자료(측량도, 부지경계, 이수·치수 규모 등) 등이 있다(한

국수출입은행, 2010). 이를 바탕으로 표 2.221과 같이 수자원 분야 개발에 필요한 인자를 도출

하였고 관측 및 수문모의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항목 자료종류

유역개황

기후자료 기후대 구분

기상자료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기상특성  

지형자료 토양 및 토지이용 특성

수문자료

수문관측소 현황 국가 내 수집가능 지점 수, 위치

강우량 자료
연, 계절 및 월평균 강우량, 유출량

유출량 자료

표 2.221 수자원개발 분야 주요 자료수집 인자

○ 전지구 지표수문해석모형 구축 및 평가

- 글로벌 지표수문해석모형 구축

대륙규모의 수문해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적용성이 검정된 VIC 모형을 이용하였다.

VIC 모형에서 요구되는 입력자료는 기상자료(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및 평균풍속), DEM,

토양도 및 토지피복도가 있으며,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해서는 관측유량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상, 수문 및 지형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 수문모형의 입력자

료로 활용하였다. DEM은 USGS에서 제공하는 1km 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토양자료

는 1km 해상도의 FAO 자료, 토지피복자료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UMD에서 제공하는 1km 간

격의 토지피복도를 자료를 활용하였다. 강수량 자료는 APHRODITE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

간해상도는 1/2°, 시간해상도는 일단위이다. 기후자료는 UW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0.5°×0.5°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일단위 기온, 평균풍속 등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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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2.516과 같이 아시아지역을 수문해석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범위는 남위

10.25∼북위 55.75, 동경 60.25∼150.75의 좌표를 가진다. 대상지역은 북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

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총 23개국)가 포함되며, 공간해상도는 1/2°(약 50km)로 선정하였다.

그림 2.516 아시아 수문해석 영역

수문모형의 입력변수는 대부분 지형자료(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등)를 통해 산정되지만,

매개변수는 유출결과에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수

문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계측유역에서의 정확한 유출해석이 중요하지만, 미계측유 역에서의 신

뢰도 확보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유역은

GRDC에서 제공하는 월단위 관측유량자료를 이용하였고, 미계측유역의 경우 기후특성을 고려

한 지역화 방법을 통해 매개변수 값을 전이하여 활용하였다. 지역화를 위해 쾨펜의 기후구분에

따라 기후대를 구분하였고, 동일 기후대인 경우 추정된 매개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미계측 유역의 지역화를 위해 쾨펜의 기후대구분법을 이용하여 기후대를 구분하였다. 기후구

분법은 대륙규모의 수자원 연구를 수행할 때 기후 특성 구분을 위해 여러 차례 활용된 바가 있

다(Awan and Bae, 2015; Bae et al. 2015; Awan et al. 2015; Awan and Bae, 2016). 기후

대 구분은 크게 열대기후(Tropical climates), 건조기후(Arid climates), 온대기후(Warm

temperate climates), 한대기후(Cold climates), 극기후(Polar climates)로 구분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건조기후 B(32%), 냉대기후 D(27%), 온대기후 C(21%), 열대기후 A(18%), 한대

기후 E(2%) 순으로 기후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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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7 아시아 지역의 쾨펜 기후대 구분(대분류 기준)  

- 지표수문해석모형 평가

VIC 모형의 평가 및 추정 매개변수의 검증을 위해 GRDC로부터 총 19개 유역의 관측유량정

보를 수집하였다. 이중에서 9개 유역은 계측유역으로, 나머지 10개 유역은 미계측 유역으로 가

정하였다. 각 기후대별 계측유역을 만족하는 대표매개변수를 산정한 후, 미계측 유역으로 가정

한 유역에 대해 유출해석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GRDC에서 제공하는 유량자료는 기본시

간단위가 월단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월단위로 평가하였으며 지표수문해석모형의 모의능력

을 통계적, 도식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2.222는 모의유량의 정확도를 통계적으로 평가한 결과이

다. 매개변수 지역화에 따른 모의능력 평가결과, CC는 0.58∼0.96, ME는 0.33∼0.92, RMSE는

1.10∼63.29mm/month로 나타났고, VE는 26% 이하였다. 특히, Buluh Kasap 유역과

Ishikari 유역에서 상관계수, 모형 효율성계수, RMSE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전지구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Climate

Zone
No. Basin

Statistics

CC3) ME4) RMSE5) VE6)

Cal.

A
⑳ Rajang 0.67 0.36 51.55 -4.84

⑱ Mekong 0.95 0.91 16.05 -2.25
B ② Kerulen 0.79 0.59 1.10 -6.83

C

⑤ Huai He 0.81 0.63 17.19 -11.50

⑦ Dong Jiang 0.87 0.66 27.29 -10.79
⑨ ChungJu Dam 0.96 0.88 31.05 -3.54

⑬ Tenryu 0.95 0.88 23.97 9.66

D ⑧ Sangwan 0.88 0.68 31.59 -25.72
E ⑯ Tokachi 0.73 0.45 32.25 19.01

Ver. A
⑲ BuluhKasap 0.58 0.33 63.29 0.46

⑰ Gangis 0.90 0.76 21.87 17.39

표 2.222 미계측 유역에서의 통계적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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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현황정보 생산 및 분석

- 아시아 지역의 수문현황 및 경향성 분석

수문현황 분석을 위해 수집한 기상인자 및 전지구 수문해석모형 모의결과를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연 및 계절평균 기온, 강수량,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아시아 전체의 연평균 기온은 10.

5℃, 강수량 672mm, 유출량 354mm, 강수량 대비 유출량의 비는 52.7%로 나타났다. 대륙별

연평균 기온은 동남아시아 25.0℃, 남아시아 21.6℃, 중앙아시아 6.7℃, 동아시아 6.0℃로 나타

났다. 강수량은 동남아시아 1,673mm, 남아시아 748mm, 동아시아 511mm, 중앙아시아 245mm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대비 유출량의 비는 45.3∼60.3%의 범위로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아

시아의 비율이 높았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몬순의 영향으로 수자원의 계절적 변동성이 크므로, 대륙의 위치에 따라

계절별로 기후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계절별로 평균 기온, 강수량 및 유출량 산정하

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절별 분석결과, 그림 2.518과 같이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여름철 기

온은 높고, 강수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의 경우 기온은 낮고, 강수량은 적었다. 이는 전형적

인 아시아 몬순의 특징으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과 일치하였다.

3) Correlation coefficient (CC) =  × ,   
 

,   
 ,   

 where  is

observed flow and  is simulated flow.

4) Nash-Sutchliffe efficiency (ME) =  
   

  


5) Root mean square error (RMSE) =   
 where n is a number of data.

6) Percent error in volume (VE) = ×  

-
Climate

Zone
No. Basin

Statistics

CC3) ME4) RMSE5) VE6)

B ④ Liao He 0.77 0.58 1.61 0.59

C

⑥ GanJian 0.89 0.79 27.79 1.32

⑩ Sendai 0.96 0.92 41.49 -2.68

⑪ Yoshino 0.93 0.85 28.10 5.54

⑫ Yodo 0.86 0.71 30.76 10.60

⑭ Tone 0.88 0.75 21.58 14.83

D ③
Songhua

Jiang
0.79 0.35 16.31 12.66

E ⑮ Ishikari 0.64 0.35 46.38 -8.52



- 656 -

그림 2.518 아시아 지역의 계절별 수문현황

장기적인 수자원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수문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향성 분석 방법은 장기간의 수문기상자료에 대한 경향성을 감지해서 수문기상인자의 변화 양상에

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자료의경향을분석하는방법으로는선형회귀분석, Mann-Kendall

test, Sen test 등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Mann-Kendall test 사용하여연및계절에대한평균기

온, 강수량 및 유출량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평균에 대한 분석결과, 그림 2.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아시아전역에서연평균기온은상승하였으나, 연평균강수량및유출량은감소하였다. 특히동남

아시아남부및남아시아남부지역전반에대하여강수량및유출량이감소하는경향이더욱두드러

졌다. 계절에 대한 분석결과도 연 단위 경향성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림 2.519 아시아 지역의 계절별 수문자료의 경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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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물가용성 평가 및 기후특성 분석

대륙 스케일의 물가용성 평가는 국가간의 수자원 분배나 연계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아

시아지역은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 이상이 밀집하고 있어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

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지역에 따라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 반면, 건조한 지역이 존재하며,

전체 양은 풍부하더라도 몬순의 영향으로 계절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여 물부족이 빈번하게 발생

한다. 실례로 EM-DAT (The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에 따르면 1900년 이후부터 물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받은 피해액의 40% 이상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물부족의 피해를 직접

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의 80% 이상이다. 향후 인구증가, 경제발전, 기후변화 등은

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용성 평가가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 부존량 산정을 위해 기후대별로 물 가용성(water availability)을 분석

하였다. 기후대별 물가용성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쾨펜의 기후구분을 활용하였다.

Climate
zone

Number
of Grid

Area
Ratio (%)

Af 725 6.6

Am 170 1.5

Aw 791 7.2

Bs 1,601 14.6

Bw 1,996 18.2

Cs 113 1.0

Cw 1,021 9.3

Cf 694 6.3

Ds 122 1.1

Dw 1,730 15.8

Df 1,316 12.0

ET 698 6.4

Sum. 10,977 100.0

그림 2.520 아시아 지역의 쾨펜 기후대 구분

기존 연구들에서는 직접 취수가 가능한 하천수, 지하수 등과 같은 용수를 물가용성으로 간주

하여 평가했었지만 최근에는 blue water와 green water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늘고 있다.

여기서 blue water란 하천, 지하수 등 직접적인 취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정의되며,

Green water는 토양, 식생 등에서 증발 또는 증산되는 물의 양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water availability는 크게 green water와 blue water로 나누었으며, blue water를 VIC

모형의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의 합으로 표현하였으며, green water를 실제증발산량으로 표현

하였다. 기후대별 연평균 기온, 강수량 Green water, Blue water, Blue water ratio를 나타내

었다. 각 기후대별 green water와 blue water를 산정한 결과 A 기후대는 blue water가 전체

water availability의 60% 이상, C 기후대는 51∼55%, Dw, Df, ET는 45∼49% 정도의 비율

로 발생하였다. Bs, Bw 기후대는 35%, 16%의 blue water ratio가 나타났는데, 이는 강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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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어 대부분의 강수량이 증발산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Ds 기후대는 증발산량이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게 발생함과 동시에 3, 4월에 융설로 발생하기 때문에

Green water에 비해 blue water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21 기후대 구분에 따른 월별 물 가용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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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Ⅱ)

○ 신뢰도 평가 대상 자료

CMIP5의 GCM 예측 결과는 WDCC (World Data Center for Climate)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WDCC에는 총 60여 종의 다양한 GCM 예측 결과가 소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네 가지 RCP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 결과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열 개의 GCM을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2.223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GCM의 기관, 격자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열 개의 GCM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관측 강수 자료는 GPCP 의 자

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GPCP 강수 자료를 GCM 예측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GPCP의 2006∼

2014년 전 지구 월 강수 자료를 수집하였고, GCM 자료와 마찬가지로 연 단위로 누가하여 연

강수 자료로 변환하였다. 그림 2.522는 열 개 GCM의 연 강수 자료와 GPCP의 연 강수 자료에

대한 전체 격자 산술평균값(전구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GPCP 연 강

수 자료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GCM 예측 결과는 여러 가지 부호를 이용하여 표시

하였다. 그림 2.522를 보면 열 개 GCM 예측 결과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CC-CSM의 결과를 보면 연 강수량의 변동 추세는 관측 자료와 상당히 유사

한 반면, 값 자체는 전체적으로 관측 자료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CSIRO-Mk3.6.0의 예측 결과는 연 강수량의 변동 추세는 관측 자료와 상당히 다르지만, 전체

No. GCM Institution Grid Resolution

1 BCM-CSM1.1 Beijing Clmate Center 2.813°×2.813°

2 NCAR-CAM5
National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1.250°×0.938°

3 MRI-CGCM3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1.125°×1.125°

4 CSIRO-Mk3.6.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Queensland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1.875°×1.875°

5 GFDL-CM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2.500°×2.000°

6 GISS-E2-R
NASA/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2.500°×2.000°

7 HadGEM2-ES Met Office Hadley Centre 1.875°×1.250°

8 IPSL-CM5A-LR Institute Pierre-Simon Laplace 3.750°×1.875°

9 MIROC5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and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1.406°×1.406°

10 NorESM1-M Norwegian Climate Centre 2.500°×1.875°

표 2.223 본 연구에서 고려된 CMIP5 GCM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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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강수량 값은 관측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GCM이 낫다

못하다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해상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 자료의 격자 크기는 2.5°×2.5°이

다. 그러나 GCM 예측 결과의 격자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각 자료에 대해 유도된 주요 성분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pattern

correlation과 NRMSE의 계산을 위해 GCM 예측 결과의 격자 크기와 관측 자료의 격자 크기

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격자크기의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격자를 이

용하였다. 모든 GCM을 고려한 격자 크기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이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되

는 격자 크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어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열 개의

GCM 평가 결과에는 이러한 해상도의 차이로 인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개 다른 격자 크기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522 GCM 모의 및 GPCP 관측 자료의 연평균 강수량

○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 방법

CSEOF 분석은 기후 및 수문 자료가 가지는 순환적 정상성을 고려하여 원자료의 주된 공간

적 변동성을 설명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 이용된다. EOF 분석과 다르게 CSEOF 분석에서는

추출되는 주요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로 주어지며, 이는 원자료에 푸리에 급수의 개념

을 적용하여 구해진다. 시공간적 주기성을 가지는 원자료를  는 CSEOF 분석에서 다음

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Kim and North, 1997; Kim, 1997; Lim et al., 2002; Seo and Kim,

2003).

   


    (2.56)

CSEOF 분석에서는 자료의 순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순환적인 특

성이 나타나는 변수가 자료에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전 지구 격자형 자료에 대한

CSEOF 분석은 자료의 공간적 순환성을 고려한 경우와 계절적 순환성을 고려한 경우로 나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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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에서는 경도에 따라 반복되는 자료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계절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자료의 특성을 분

석한다.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월 평균 강수 자료는 계절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에 적

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료로 계절

적 특성이 배제된 연 강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계절적 순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월 강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tter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에 대한

CSEOF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Pattern correlation은 행렬 또는 벡터로 주어진 자료의 상관

관계를 의미한다. Pattern correlation 결과인 은 다음 식과 같이 두 자료에 대한 상관계수

의 절대값으로 계산된다(Kim and North, 1993).

   


  



  
    

    (2.57)

위 식에서 은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총 개수,   는 관측 자료, 는 관측

자료의 평균,   는 GCM 예측 결과, 는 GCM 예측 결과의 평균, 는 관측 자료

의 표준편차,  은 GCM 예측 결과의 표준편차이다. 위 식으로 계산되는 pattern

correlation의 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만약 pattern correlation의 값이 1이면 두

자료는 완전한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값이 0이면 두 자료에는 선

형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산술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NRMSE를 산

정하였다. NRMSE는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오차를 관측 자료의 평균으로 나눈 무차

원 지수이며,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58)

위 식에서 은 GCM 예측 결과과 관측 자료의 총 개수,  는 관측 자료,는 관측 자

료의 평균,   는 GCM 예측 결과이다. NRMSE는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내므로 값이 작을수록 GCM 예측 결과가 관측 자료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글로벌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연 단위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CSEOF 유도 결과 모든 자료의 첫 번째 CSEOF가 원자료의

분산을 95% 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첫 번째 CSEOF를 이용하여 GCM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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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였다. 그림 2.523은 CSEOF 분석으로 얻은 열 개 GCM의 첫 번째 CSEOF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Taylor diagram (Taylor, 2001)으로 나타낸 것이다.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이용하여 GCM의 모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NorESM1-M

과 NCAR-CAM5의 모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GCM들도 원자료의 분산을 최대 70%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23 연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지역별 GCM의 모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2.524는 세계 3대 포장수력 개발 가능지역인 동아시아,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에 대한 열

개 GCM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Taylor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에 대한 GCM 예측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아메리카에 대한 GCM 예측 결과는 상당히 낮은 pattern correlation

값을 가져 원자료의 공간 변동 특성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동아시아 (b) 남아메리카 (c) 남아프리카

그림 2.524 개발 가능 지역의 연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추가로 수자원 관측 체계가 구축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대한 분석 또한 수행하였다. 그림

2.525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열 개 GCM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나타낸다.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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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분석한 결과, 유럽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남아프리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아메리카에 대한 GCM 예측 결과는 낮은 pattern

correlation 값을 가져 원자료의 공간 변동 특성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북아메리카 분석 결과 (b) 유럽 분석 결과

그림 2.525 개발 지역의 연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다음으로 계절적 순환성을 고려한 CSEOF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월 단위 GCM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월 강수 자료를 분석한 경우 첫 번째 CSEOF가 원자료의 분산을 76

∼8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 강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보다는 작은 수

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 CSEOF 분석의 분산 설명 비율이 다른 CSEOF 보다 월등히

크므로 이번에도 첫 번째 CSEOF를 이용하여 GCM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2.526은

CSEOF 분석으로 얻은 열 개 GCM의 첫 번째 CSEOF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Taylor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Patter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GCM의 모

의 성능 평가한 결과, NorESM1-M과NCAR-CAM5의 모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모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GCM들도 원자료의 분산을 최대 75%까지밖에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26 월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월 자료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별 GCM의 모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

였다. 동아시아,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에 대한 열 개 GCM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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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527과 같다. 세 가지 지역에 대한 열 개 GCM은 30% 미만의 낮은

pattern correlation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아프리카의 경우 NRMSE 또한 크게 나

타났다.

(a) 동아시아 (b) 남아메리카 (c) 남아프리카

그림 2.527 개발 가능 지역의 월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추가로 수자원 관측 체계가 구축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대한 분석 또한 수행하였다. 그림

2.528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열 개 GCM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나타낸다. 북아메

리카와 유럽에 대한 열 개 GCM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분석한 결과, 두 분석 결

과 모두 마찬가지로 30% 미만의 낮은 pattern correlation 값과 큰 NRMSE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북아메리카 (b) 유럽

그림 2.528 개발 지역의 월 단위 GCM 예측 결과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과 

NRMSE



- 665 -

③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기후/수문시나리오 변화 분석

㉮ 글로벌 기후/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분석

○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 기후시나리오 수집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인위적 온실가스 농도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반응을 모의

한 것이다. 최근에는 IPCC의 SRES에 기초한 시나리오 산출이 주를 이루는데, 모든 사회, 경제,

기술, 환경적 부분을 완벽하게 배출시나리오에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

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반응하는 미래 기후변화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현재로

는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시나리오이다(배덕효 등, 2007).

국내에서는 기존 AR4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덕효 등 2007a; 정일원 등 2007; 신상훈과 배덕효, 2013; Chang et al. 2007a; Chang et al.

2007b; 배덕효 등 2007b; Bae et al. 2008; Jung and Bae, 2011, Thanh and Bae 2013). 최근에는

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는 온실가스의 증가 양상에 대해 제 4

차 보고서와 달리 대표 농도시나리오를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농도 변화(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에 대한 시나리오를 결정하기 위해서 300여 개 이상의 논문과 보고

서에출간된시나리오들을점검하였다. 이중에서주요한복사강제력을고려한 30개의시나리오를후

보로선택하여각시나리오마다의온실가스배출최고ㆍ최저치를나타내었다. 그리고이 30개의후보

에서바람직한범위, 안정성, 개수, 분리성, 포괄성등에기초하여최종적으로가장이상적인 4개의 시

나리오를 선택하였다. 이 시나리오들은 4개의 그룹 (MES-A2R, AIM, MiniCAM, IMAGE)에서 개

별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각각 RCP8.5, RCP6.0, RCP4.5, RCP3이라고 명명하였다(그림 2.529).

이 시나리오는 각각 온실기체가 상승/안정화/하강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

에대해국내외 11개국 19개 GCM 결과를수집하였으며, 대표농도경로로는 RCP 4.5, 8.5 결과를수

집하였다. 수집한 19개의 GCM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GCM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림 2.529 대표적인 농도 변화(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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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GCM 선정

적정GCM 선정은각 GCM에대한평가를수행하여순위를매기고최적의GCM을선정하는과정

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거기간에 대해 GCM 모의 결과와 관측 또는 재분석 자료 간의 비교를

통해공간재현성평가를수행하고이를기반으로 GCM의 성능을평가하는방법이 있다. 재현성평가

는다수의기상변수를활용하여수행하며, 각변수는기후학적편의, 상관관계, 변동성, 극한사상, 지속

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다(Hayhoe, 2010).

본연구에서는총 9개의 변수를활용하여 평가를수행하였으며 활용한 변수는표 2.224와 같다. 각

GCM 별비교평가를위해 9개변수에대한관측자료와GCM 결과간의 RMSE, 상관계수기반의SS

(Skill Score)를 활용하였다. 표 2.224와 같이 19개 GCM의 9개 변수 평균값 보다 정확도가 높을 경

우해당 GCM의 SS를증가시키고낮을경우감소시켜최종적으로상대적인정확도를비교하였다. 여

기서 는상관계수, 는평균제곱근오차, 는 19개 GCM 평균, 는각 GCM을뜻한다.

비교 변수명 기초변수 단위

Precipitation PREC kgm-2s-1

Maximum temperature TMAX K

Minimum temperature TMIN K

TOA Outgoing Longwave Radiation RLUT Wm-2

Sea level pressure PSLS Pa

Sea surface temperature (SST) TOSS K

Air temperature TAIR K

Near-Surface Air temperature TASN K

Geopotential height ZGEO m

표 2.224 적정 GCM 선정 비교 변수

Skill Score  ≥   ≺ 

 ≤  +1 0

 ≻  0 -1

표 2.225 Skill Score 산정 방법

아시아 지역에 대한 GCM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에는 NOAA, ECMWF 자료를 활용하였

다. 평가는 1901년∼2010년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GCM 별 SS 산정결과 노르웨이에서 생산

된 NorESM1-M GCM이 SS 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그뒤로 bcc-cms1-1-m,

CNRM-CM5 , CMCC-CM5가 선정되었다. 본연구에서는 최적의 GCM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NorESM1-M을 적정 GCM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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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 상세화 및 후처리

GCM 기반의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얻기 위한 노력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세화’라는 이름의 연구분야로 자리잡았다(Im, et al. 2010; Lee

and Bae, 2012; Jung et al., 2013; Lee et al., 2013a; Lee et al. 2019b; Kim et al. 2018; 이

문환과 배덕효 2013). 상세화 기법은 크게 역학적 상세화, 통계적 상세화, 경험적 상세화기법으

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에 대해 장기간의 기후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있으

며, 비교적 계산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과

거 기후변화 연구에 비교적 여러차례 활용된 바 있는 이중선형 보간 기법을 통계적 상세화 기법

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선형 보간기법은 그림 2.530과 같이 격자의 네 끝점에서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식 (2.59)를 통해 격자 내부의 임의 점에서의 값을 추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수

문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Yoon et al., 2013; APN, 2014).

그림 2.530 이중선형 보간기법

 

   
(2.59)

통계적 후처리 기법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통계적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뜻한다. 대

표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은 Linear scaling, Quantile mapping, Change factor 기법 등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수문분야에 많이 활용되어 왔고 활용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Quantile

M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위사상법(qauntile mapping)은 비초과확률을 기반으로 한 편

의 보정 기법이다. GCM 기반 기상변수와 관측 기반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확률 분포의 누가밀

도 함수를 추정하여 활용한다. 그림 2.531과 같이 추정된 CDF (Cumulatvie Distribution

Function)를 기반으로 GCM의 기상변수()를 식 (2.60)을 거쳐 ′로 보정시킨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의 경우 GCM은 현실에 비해 매우 작은 강수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관측자료에서 강수가 발생하는 비초과확률 지점을 calibrated threshold라고 하여 그 확률

아래의 무강수로 가정하고 보정한다. 여기서 는 기상변수, 
′는 보정된 기상변수, 

 는

관측 기상변수 CDF의 역함수, 는 GCM 기상 변수의 CDF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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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그림 2.531 분위사상법 개념

○ 기후변화 수문 시나리오 생산

- 아시아 지역 수문시나리오 생산 개요

수자원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RCP 시나리오 및 GCM으로부터 생

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수문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때,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적정 GCM에 공간적 상세화 기법 및 통계적 후처리 기법을 적용한 것이

다(Bae et al., 2011; Lee and Bae, 2018; Mona and Bae, 2019; 배덕효 등, 2011; 이문환 등,

2016; 이문환과 배덕효, 2016). 이는 수문모형의 기상 입력자료로 활용되며, 수문모형 내 유출해

석 과정을 통해 수문시나리오가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형으로 VIC 지표수문모형을 활

용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개변수 검·보정 및 지역화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수문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해 상세화된 기후시나리오로부터

격자별 일단위 강수량(mm), 최고기온(℃), 최저기온(℃)을 구축하여 VIC 모형의 기상 입력자

료로 적용하였다. VIC 모형 구동 시, 유출모의가 수행되며 증발산량(mm), 토양수분량(mm),

유출량(mm) 등의 수문정보가 산출된다. 수문시나리오는 VIC 모형의 시·공간해상도에 따라 격

자별로 생산되며 시간해상도는 일 단위, 공간해상도는 0.5°×0.5° (약 50km)이다. 수문시나리오

의 총 자료기간은 1976∼210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그림 2.532와 같이 아시아 몬순지역

(60.25°E ∼149.75°E, 9.75°S∼54.75°N)으로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

아시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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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2 생산된 수문시나리오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수문시나리오의 평가기간은 그림 2.533과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간구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평년(30년)을 기준으로 과거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및 미래 3개

의 전망기간(Future period)으로 구분된다. 과거 기준기간(S0)은 1976∼2005년이며, 미래 전망

기간은 21세기 전반기(S1: 2020s, 2010∼2039), 21세기 중반기(S2: 2050s, 2040∼2069), 21세

기 후반기(S3: 2080s, 2070∼2099)로 구분하였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결과로는 2개의

대표적인 RCP 시나리오(RCP 4.5 및 RCP 8.5)를 활용하였다.

Historical Future

GCM1

GCMn

2005 2100

S0
(1976-2005)

S1
(2010-2039)

S2
(2040-2069)

S3
(2070-2099)

그림 2.533 수문시나리오 생산자료의 기간구분

○ 아시아 지역 미래 연평균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수증기, 식생, 얼음반사 등 기후피드백 작용에 의해 수문순

환에 영향을 끼치며(Trenberth et al., 2003; Held and Soden, 2006), 이는 지역의 물수지

(water balance)의 변화를 야기한다. 물수지는 지역 내 물의 유입과 유출에서의 균형을 의미하

며 크게 강수량, 증발산, 유출량 그리고 저류량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는 강수와 증발산을 변화

시켜 결과적으로 유출량과 저류량의 변화를 야기하므로(Bae et al., 2008),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기후 및 수문분석이 요구된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RCP 8.5 시나리오 및

CMIP5 GCM으로부터 산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3기간(2020s, 2050s,

2080s)의 기온, 강수량 및 유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인자별 변화량은 과거 대비 각 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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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대적인 변화율 개념으로부터 산정하였다. 기온은 과거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차이로부터

변화량(℃)을 산정하였고, 강수량 및 유출량은 과거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변화율(%)로부터 산

정하였다. 그림 2.534는 기준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기온, 강수량, 유출량

변화를 공간적으로 분포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미래 연평균 기온은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기간 대비 미래

기간의 연평균 기온은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1.1℃(2020s), +2.5℃(2050s), +4.3℃(2080s)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온변화는 지역별로 변동폭이 미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

보다는 고위도 지역에서 기온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먼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4.9%(2020s), +9.7%(2050s),

+16.1%(2080s)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공간적 변화패턴은 기온에 비해 지역별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 유출량의 경우 과거 대비 각 미래기간에 +2.6%(2020s),

+13.5%(2050s), +23.3%(2080s)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공간적 변화패턴은 연평균 강수

량의 공간적 변화패턴과 유사하였다. 특히, 미래 2080s 기간의 경우, 인도 남부지역은 최대

60%까지 유출량이 증가하며 중국 남부지역은 최대 -22%까지 감소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별 수자원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1℃

<2020s> <2050s>

+2.5℃

<2080s>

+4.3℃

(a) 기온

+4.9% +9.7% +16.1%
(b) 강수량

+2.6% +13.5% +23.3%
60 %

- 22 %

(c) 유출량

그림 2.534 미래기간 연평균 기후 및 수문변화 

아시아 지역은 몬순의 영향으로 기후의 계절적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연평균 변화

패턴에 있어 계절적 변화패턴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래기간 중 가장 먼 미래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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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s 기간에 대해 계절평균 기온, 강수량, 유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절은 봄철(3∼5월,

MAM), 여름철(6∼8월, JJA), 가을철(9∼11월, SON), 겨울철(12∼2월, DJF) 4 계절로 구분

하였고, 과거 대비 미래기간의 계절평균 값의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변화율 산정방법은 연평균

값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림 2.535는 기준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아시아 지역의 계절평

균 기온, 강수량, 유출량 변화를 공간적으로 분포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과거 대비 미래 계절평균 기온변화는 계절별로 +4.1∼4.4℃ 범위에서 증가하였

으며, 계절별 변화패턴 및 편차는 미미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온변화의 크기는 봄철에 가장 작고,

가을철(SON) 및 겨울철(DJF)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강수량의 변화는 계절별로 +12.1∼19.3%

범위에서 증가하였으며, 가을철(SON)에 증가율이 가장 높고, 여름철(JJA)에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강수량의 변화패턴은 계절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계절 내에서도 지역적 패턴변화가

상이하였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증가 혹은 감소패턴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도 남부

는 여름철(JJA) 및 가을철(SON)에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겨울철(DJF)에는 감소하는 변화패

턴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 남동부 지역의 경우, 여름철(JJA), 가을철(SON), 겨울철 (DJF)모두

강수량이 감소하는 변화패턴이 나타났다. 유출량 변화패턴은 강수량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강수량 특성과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출량의 변화는 계절별로 +14.9∼27.3%

범위에서 증가하였으며, 겨울철(DJF)에 증가율이 가장 높고, 여름철(JJA)에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출량의 계절별, 지역별 변화패턴은 강수량의 변화패턴과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다만, 유출량은 강수량에 비해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과거기간 대비 미래기간에 대한 변화율

을 산정했을 경우 변화율의 크기가 강수량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4.2℃ +4.4℃ +4.4℃

<MAM> <JJA> <SON> <DJF>

(a) 기온

+12.1% +12.0% +19.3% +14.8%
(b) 강수량

+20.3% +14.9% +22.2% +27.3%

(c) 유출량

그림 2.535 미래기간(2080s) 계절평균 기후 및 수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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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수자원 변동성 분석

- 물가용성 변화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체

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VIC 모형의 수문성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블루

워터와 그린워터를 산정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가용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2.536은 미래 기간에 대해 기상인자 변화에 따른 물가용성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주요

영향인자인 연강수량, 연평균기온과, 물가용성 지표 블루워터, 그린워터를 도시한 결과이다. 블

루워터 분석 결과 일부 전반적으로 강수의 증가에 따라 블루워터와 그린워터는 미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s 기간에 대해서는 블루워터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

로 강수의 증가량 보다 기온의 증가량이 크게 나타나 유출량보다 증발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블

루워터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블루워터는 대륙에 위치한 아시아

북부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해안가에 위치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터는 일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2020s>

+2.8℃

<2050s>

+4.6℃

<2080s>

(a) 기온

+1.6% +4.4% +8.5%

(b) 강수량

-2.3% 0.4% +6.7%

(c) 블루워터

+2.2% +5.1% +8.8%

(d) 그린워터

그림 2.536 미래기간 연평균 물가용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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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7은 계절별 봄(MAM), 여름(JJA), 가을(SON), 겨울(DJF)에 대한 물가용성 변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린워터의 계절별 변화 분포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그린워터의 분포는 강수량의 계절별 변화 분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워터

자체가 강수량에 매우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워터는 대륙에 위치한 지역의 감소가 뚜

렷하게 나타났으며, 중앙아시아, 일부 중국 북부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

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M> <JJA> <SON> <DJF>

+5.0% +2.2% +12.5% +6.8%

(a) 강수량

-6.4% +1.2% +2.1% -1.3%

(b) 블루워터

+6.8% +4.6% +14.7% +11.7%

(c) 그린워터

그림 2.537 미래기간(2080s) 계절평균 물가용성 변화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글로벌 지표수문 변화 평가

○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모의 자료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VIC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남북한 수문순환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고 평가하는 것에 있다. VIC 모형을 이용한 남한과 북한의 과거 30년 기간의 수문순환 모의결

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1983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남한과 북한의

지표유출, 토양수분, 증발산을 이용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비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남한과 북한에 해당하는 격자의 모의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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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주요 유역에 대한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VIC 모형을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평균 유출고를 모의한 결과 전 기간에 걸쳐 남한과 북한

모두 유출률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평균 유출률의 경우, 남한에 비

해 더 빠르게 유출률이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한의 유출률이 북한의 유출률에 비해 약

15.0∼20.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중 강우량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유출률은 전반적으로 북한

의 강우량이 남한의 강우량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유출률 변

동 폭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38 남북한 유출 모의 결과

○ CSEOF 분석을 이용한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모의 성능 정량화

VIC 모형으로 생성한 토양수분 모의결과의 해상도는 0.5°×0.5°이며, 모의 기간은 1985∼

2013년이다. 그리고 모의된 토양수분 모의결과는 일 단위 토양수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월 단위

로 누가하여 월 단위 토양수분을 구성하였다.

VIC 모형의 토양수분 모의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Soil Moisture

CCI(http://www.esa-soilmoisture-cci.org/)에서 제공하는 위성관측 토양수분이다. 위성관측

토양수분의 해상도는 0.25°×0.25°이나 토양수분 모의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0.5°×0.5° 격자 단위

로 합성하여 이용하였다. 아울러 위성관측 토양수분 또한 월 단위 자료를 이용하였고, 토양수분

모의결과와 동일한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2.539는 VIC 모형을 이용하여 일 단위로 모의한 토양수분 자료를 년 단위로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년 단위 토양수분은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의 일 토양수분을 평균하여 계산하

였다. 남한과 북한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남한의 토양수분이 북한의 토양수분보다 크게 나타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연도별로 작게는 1∼2%에서 크게는 7∼8%까지의 높은 토양수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기온과 식생의 차이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북한은 식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여서

침투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증발로 인한 수분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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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식생이 잘 보존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침투의 여력이 크고 또한 증발로 인한 수분의 손

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남한에서의 토양수분 변동 정도가 북한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남한의 토양수분은 최저 30% 이하에서 최고 4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토양

수분의 변동 정도가 최소 28%에서 최고 32% 정도로 작게 나타나는 북한과 크게 대비된다. 즉,

남한 토양수분의 변동 정도는 북한의 2.5배에 달하는 큰 값을 보인다. 이는 남한지역의 식생이

상당히 발달된 상태여서 기온 및 강수조건에 따른 증산량이 토양수분의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토양수분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그 증가 정도가 미미하기는 하

지만 최근 30년간 약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토양수분 증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량의 영향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39 VIC 모형을 이용한 모의 토양 수분 자료의 경년 변동

본 연구에서는 위성관측 토양수분 및 VIC 모형으로 유도된 토양수분 자료에 대해 CSEOF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CSEOF 및 각 CSEOF가 설명하는 원자료의 분산비(원자료가 갖는

변동성의 설명 비율)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림 2.540은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토양수분 자료를

가지고 구한 CSEOF 중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8월의 CSEOF를 나타낸 것이다.

CSEOF 분석의 특성 상 이들은 모두 서로 독립이며 서로 직교하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열 개의 CSEOF 중 첫 번째 CSEOF는 특이하게 모두 양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첫 번째 CSEOF가 토양수분의 평균적 공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부터 열 번째

까지의 CSEOF를 살펴보면, 세 번째 CSEOF와 열 번째 CSEOF는 양의 값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덟 번째 CSEOF와 아홉 번째 CSEOF는 음의 값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CSEOF와 열 번째 CSEOF의 영향이 커질수록 한반도 전체의 토양수분이 증가하며, 여덟

번째 CSEOF와 아홉 번째 CSEOF의 영향이 커질수록 한반도 전체가 건조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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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6은 VIC 모형을 이용한 토양수분 모의결과와 위성관측 토양수분에 대해 유도한 열 개

의 CSEOF들이 설명하는 원자료의 분산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

째 CSEOF가 설명하는 원자료의 분산은 최소 98% 이상으로, 다른 CSEOF에 비해 월등히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CSEOF의 경우는 모두 1% 미만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CSEOF는 토양수분의 평균적 공간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나머지

CSEOF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동을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열 가지 CSEOF 중 원자료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첫 번째 CSEOF를 토양수

분 모의결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하였다.

(a) 1st CSEOF (b) 2nd CSEOF (c) 3rd CSEOF (d) 4th CSEOF

(e) 5th CSEOF (f) 6th CSEOF (f) 7th CSEOF (f) 8th CSEOF

(i) 9th CSEOF (j) 10th CSEOF

그림 2.540 위성 관측 자료의 CSEOF(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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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OF

Observed Simulated

Ratio
Cumulative

Ratio
Ratio

Cumulative

Ratio

1 99.326 99.326 98.337 98.337

2 0.170 99.495 0.656 98.993

3 0.141 99.637 0.443 99.436

4 0.131 99.768 0.246 99.682

5 0.117 99.885 0.143 99.825

6 0.065 99.950 0.106 99.931

7 0.024 99.974 0.046 99.976

8 0.010 99.984 0.009 99.985

9 0.009 99.993 0.007 99.993

10 0.005 99.998 0.004 99.997

표 2.226 CSEOF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비율(%)

○ VIC 모형의 토양수분 모의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VIC 모형의 토양수분 모의결과에 대한 CSEOF와 위성관측 토양수분에 대한

CSEOF의 비교를 통하여 VIC 모형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CSEOF 사이의

pattern correlation과 NRMSE를 계산하였다. 먼저, 그림 2.541은 각 토양수분의 CSEOF가

가지는 pattern correlation 값을 보여준다. 사실, 두 번째 CSEOF 부터는 pattern correlation

이 토양수분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림에는 전체

CSEOF에 대한 결과를 참고자료로 함께 수록하였다.

그림 2.541을 보면 기간에 따라 pattern correlation이 0.1 이하에서 0.5 이상까지 다양하게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41 (a)의 결과 중 첫 번째 CSEOF에 대한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월에서 7월까지의 CSEOF는 0.3 미만의 pattern correlation을 가지고, 8월

에서 10월까지의 CSEOF는 0.3 이상의 pattern correl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8월과 9월에 대한 CSEOF는 0.5 이상의 pattern correl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기간 보다 해당 기간의 모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5월과 6월에

대한 CSEOF는 0.1 미만의 pattern correlation을 가지고 있어, 토양수분 모의결과가 위성관측

토양수분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ttern correlation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대체로 NRMSE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일관성을 갖는다. 그림 2.541 (b)

는 각 토양수분의 CSEOF가 가지는 NRMSE 값을 보여준다. NRMSE 또한 두 번째 CSEOF

부터는 토양수분 모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이 주지는 않는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NRMSE가 월별로 0.100 이하에서 0.900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CSEOF에 대한 결과를 예로 들면, 4월에서 10월까지의 CSEOF 모두 0.300이하의

NRMSE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7월의 CSEOF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0.127), 4월의 경우가 가장 큰 NRMSE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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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tern correlation (b) NRMSE

그림 2.541 모의 및 관측 토양 수분의 CSEOF를 이용한 pattern correlation 및 

NRMSE 산정 결과

○ 글로벌 미래 수자원 변동의 영향분석

수자원 시장 진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전 지구 규모의 위성 활용 강수와 토양수분 자료의 기

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위성 활용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D/B 구축에 유용한 자료

를 확인하여, 지역 맞춤형 위성 활용 솔루션에 제공될 D/B 구성 방향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강

수 위성 자료로는 IMERG, GSMaP, TMPA, AMSR-2가 대표적이며, 토양수분 위성 자료로

는 SMOS, SMAP, AMSR-2를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특성은 아래와 같다.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 (IMERG)은 모든 마이크로파 위성의 강수 측

정값과 마이크로파위성으로 보정된 적외위성 측정 값, 강수 게이지 분석 값들을 합성한 강수 자료

이다. GPM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은 마이크로파 위성으로 지구의 강우 및 강설

관측을 목표로 하며 발표 기관은 NASA이다. IMERG는 레이더자료와 마이크로파 위성 자료로

보정된 모든 적외위성, 그리고 지상관측자료를 합성한 자료이다. 레이더 자료는 마이크로파 위

성에 탑재된 자료이다. 지상자료는 Deutscher Wetterdienst (DWD)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Centre (GPCC)의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강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Global Satellite Mapping of Precipitation (GSMaP) 프로젝트는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의 고해상도 전지구 강수 지도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발표기관은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이다. 제공되는 강수자료는 시간당 강수량 ()으로 위도 -6

0～+60 이내의 전구를 대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산출되고 있다. 제공하는 자료형태는 준실시간 버

전 (Near-real-time version), 실시간 버전(Realtime version), 표준형 (Standard version), 지

상자료로 교정된 표준형 (Standard with gauge-calibration), 재분석 자료 (Reanalysis

version), 지상자료 교정된 재분석 자료(Reanalysis with gauge-calibration)가 있다. 준실시간

자료는 JAXA Global Rainfall Watch System을 이용한 관측 후 4시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Global Rainfall Map (Near-Real-Time)을 제공한다.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Multisatellite Precipitation Analysis

(TMPA)는 마이크로파 센서 강수자료와 적외 산출물을 3시간 주기의 0.25°×0.25° 격자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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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강수 산출물(3B42V7)이다. TMPA는 IMERG의 전신으로 TRMM 위성을 기준으로 다

양한 위성으로부터 산출된 강수자료와 가능한 지상 관측 자료를 합성하도록 설계되었다.

TMPA 산출물의 핵심 위성인 TRMM위성은 1997년 NASA와 JAXA에서 합동으로 진행한

마이크로파 기반 강수 측정 위성으로 마이크로파 수동 센서인 TMI(TRMM Microwave

Imager)와 능동 센서 PR(Precipitation Radar), VIRS 등이 탑재되어있다. TRMM 위성은

402km고도에서 연속적으로 열대지방의 강수량을 추적도록 설계되었다. 13.8GHz에서 작동하는

PR 센서는 247km의 swath폭을 4.3km의 공간해상도로 강수입자의 연직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어 3차원 강수분포를 알 수 있다. TMI는 2차원 강수분포를 얻지만 PR보다 넓은 영역

(759km의 swath폭)에서 10.65, 19.35, 21.3, 37, 85.5GHz에서의 V편파 혹은 H편파 편광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다. TRMM 위성은 수명을 다 하여 2015년 4월 9일부로 더 이상 자료를 산출

하지 않는다. TMPA 산출물 (V7)은 3시간(3B42), 일자료(3B42 derived), 월자료(3B43)의 3

종류의 다른 시간 해상도로 제공되며,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있다.

GCOM-W1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Water 1)위성은 일본우주국(JAXA)

에서 전 지구의 기후변화와 수문 순환 과정에 대한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상관측

등에 활용하고자 2012년에 발사하였다. 고도 약 700km 높이에서 1450km의 Swath폭으로 지

구를 관측하는 위성으로, GCOM-W1에 탑재된 AMSR-2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2)센서를 통해 강수와 토양수분을 비롯한 다양한 기상, 지표 물리량을 산출하고 있

다. AMSR-2 센서는 Aqua위성의 AMSR-E로부터 개선된 센서로, 기존 AMSR-E 채널에

7.3GHz 채널을 통한 측정을 추가하여 RFI (Radio Frequancy Interference)의 영향을 완화한

측정값의 획득이 가능해졌다. 700km 고도에 위치하며 안테나는 2m 크기이고, 오후

1:30(Ascending)과 오전 1:30(Descending), 하루에 두 번 적도를 지난다. AMSR-2는 6.9 ∼

89GHz사이에서 7개의 진동수와 14개의 채널을 가진다. 해상도는 진동수에 따라 변하며, 빔 폭

등이 진동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 IMERGE GSMaP TMPA AMSR-2

변수 강수량 (mm/hr) 강수량 (mm/hr) 강수량 (mm/hr) 강수량 (mm/hr)

정확도
개별 관측값 보다

높음

개별 관측값 보다

높음

개별 관측값 보다

높음

Ocean ±50 %

Land ±120 %

시간해상도
30분, 3시간, 1일,

7일,1개월
1시간, Daily 3시간 Daily, Monthly

공간해상도 0.1×0.1° (격자화) 0.1°×0.1° (격자화)
0.25°×0.25°

(격자화)

0.1°×0.1°;

0.25°×0.25°

(격자화)
관측범위 60°N-60°S 60°N-60°S 50°N-50°S 60°N-60°S

자료기간
March 2014 –

present
1998 – present 1997 – present 2012 – present

자료제공처 NASA JAXA NASA JAXA

표 2.227 위성강수자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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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토양수분 자료

SMOS (Soil Moisture and Ocean Salinity)는 토양수분과 해수 염분 농도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우주국 (ESA)에서 2009년에 발사한 위성으로, 간섭관측식 복사계(interferometric

radiometer) MIRAS (Microwave Imaging Radiometer using Aperture Synthesis) 센서를 탑

재하고 있다. MIRAS는 L-band(1.4GHz) 밝기온도의 전지구적 측정을 통해 해수의 염도와 함께

4%의 목표 정확도로 토양수분을 측정한다. 제공 자료는 시/공간 범위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1, 3,

10일 간격 자료와 월평균 자료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자료는 NetCDF 포맷으로 제공된다.

SMAP (Soil Moisture Active and Passive, Entekhabi et al. 2010)은 전지구 토양수분측

정 및 지면의 결빙과 해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미션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 및 물순

환 과정의 정량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SMAP 위성 (690 km 고도의 태양

동기궤도)의 탑재체는 L-band의 복사계(Radiometer)와 L-band 레이다(Radar)이다. 이들 탑

재체는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거나 후방산란되는 복사량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1000 km의 넓은 관측 폭을 이용하여 측정되는 자료들은 적도의 경우 3일, 45˚이상의 고위도 지

역의 경우 2일 정도에 전 지구를 커버(cover)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SMAP은 토양 지

표층 5cm 내부 수분의 양을 0.04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MSR-2에 대한 기초 정보는 강수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다. AMSR-2 토양수분 산출 알고리

즘은 식생피도비율(fractional vegetation coverage, )과 MODIS NDVI 자료가 보조 자료로 사

용된다.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지표의 토양수분량과 식생층의 효과와 관련된 지수인 토양습도지수

(ISW, Index of Soil Wetness; Koike 1996)와 편광지수(PI, Polarization Index; Paloscia and

Pampaloni 1988)를 파라미터로 미리 복사모델을 계산하여 조견표 만든다. 토양수분 산출 과정은

각 지점에서 주어진 관측 날짜, 위도와 경도에 해당하는 식생피도비율을 구하고 식생피도비율에 해

당하는복사모델조견표을선택한다. 10, 36 GHz에서관측된밝기온도로부터토양습도지수 IWS와

편광지수 PI를 계산하고 조견표와 비교하여 토양수분과 식생 수분량(VWC, Vegetation Water

Content)를 결정한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보조 데이터는 MODIS 데이터에서 계산 된 식생피도비

율  정보외에추가정보가필요하지않다. AMSR-2 토양수분산출물은강수산출물과마찬가지

로 전지구를 대상으로 0.1°×0.1°, 0.25°×0.25° 공간 격자자료를 일합성과 월합성 자료로 제공한다.

구분 SMOS SMAP AMSR-2

정확도 0.04   (4%)
0.06   (레이더), 0.04

  (복사계)

Ocean ±50 %

Land ±120 %

시간해상도
Daily, 3days, 10days,

Monthly
Daily Daily, Monthly

공간해상도 0.25°×0.25° (격자화)

3km×3km (레이다),

36km×36km (복사계),

9km×9km (합성)

0.1°×0.1°; 0.25°×0.25°

(격자화)

관측범위
90°N-90°S (얼지않은

육사)
90°N-90°S (얼지않은 육상) 60°N-60°S

자료기간 2010.12. – present 2015.4.13. – 2015.7.7. 2012 – present

자료제공처 CATDS NASA JAXA

표 2.228 위성토양수분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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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 물시장 진출의 요소기술 개발 및 평가

㉮ 글로벌 물산업 지원의 기반기술 개발

○ 전지구 수자원정보제공시스템 α-verision 검증 및 simulator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전지구 수문기상 자료 제공과 함께 GIS 지형정보, 댐 및 저수지 관련 자료, 인

문사회 자료, 물관련 통계자료, 물관련 재해자료 및 북한수자원 관련 자료 등을 웹으로 제공하

는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GWB, Global World Bank)을 개발하였다. 수자원 산업 적

응 요소기술의 적용 및 해외사업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유관시스템 분석을 수행하

였다. 시스템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 α-version을 설계하였으며, 개발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하

였다. 1단계는 기초자료 분석 및 구축으로 개발 컨텐츠 도출을 위한 국내외 해외진출 사례조사,

유관시스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분석을 행하였고 수문기상자료 분석 시 필요한 유역자

료, 격자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유역도, 하천망도를 수집하여 국가별 대권역·중권역 유역도 및

격자를 구축하였다. 2단계는 D/B설계 및 구축으로 수집된 기상 및 수자원 D/B의 속성자료와

세부구조를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맵핑 및 산출물을 작성

하였다. 3단계는 시스템 기획 및 설계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획하기 위해 시스템 컨텐

츠를 도출하여 메뉴 및 UI를 구성하고 해당 기획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의견사

항을 반영한 디자인 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4단계인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여 웹기반의 사용자 편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2.542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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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국내·외 수자원 관련보고서와 본 차년도에 조사한 국내외 유관기관 사이트 정보수집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표출에 필요한 개발 컨텐츠를 도출하고 해당 컨텐츠 별 관측정보(강수, 기

상, 유량), 전망정보(강수, 기상, 유량), GIS 정보(유역도,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일반현황

(수자원시설물, 인문사회자료) 자료를 수집하고 웹시스템에 표출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아래

표는 수자원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비교·분석한 정보로 타 시스템보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

면 해외 수자원 사업 시 사용자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My Water

물정보포털
GRDC

글로벌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관

측

정

보

◦ 관측강수
NCDC, NCEP

사이트 연계
× ○

◦ 기상(기온, 풍속)
NCDC, NCEP

사이트 연계
× ○

◦ 관측유량 GRDC 사이트 연계 ○ ○

전

망

정

보

◦ 강수전망
NCDC, NCEP

사이트 연계
× ○

◦ 기상전망
NCDC, NCEP

사이트 연계
× ○

◦ 유량전망 GRDC 사이트 연계 ○ ○
GIS 정보

(유역도,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토양이용도)

Water Base,

DIVA-GIS, USGS,

GDEM 사이트 연계

하천유역정보 ○

일반현황 정보

기후, 수자원, 수질,

인프라, 법령정책,

물관련 사업 등

전지구 유출량

통계

인문사회,

해외사업자료,

물재해, 물통계,

북한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
Web 기반

국가별

· 행정구역별

일단위/월단위

Web-GIS 기반

역별/행정구역별

일단위/월단위/연단

위
자료 다운로드 기능 △(일부) △(제한적) ○

표 2.229 수자원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비교

해외사업지역의 Master plan, 댐이나 보 등의 구조물 설계 시 미계측 지역의 유역평균 강수

량/기상자료 등 설계시 필요한 해당지역의 수자원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대륙별/국가별 유역도

및 하천망도 등을 수집하였다. 전세계 유역도는 Water Base (http://www.waterbase.org),

WRI(www.wri.org), USGS (https://gdex.cr.usgs.gov/gdex), 중국 유역도는 Harvard

Geospatial Center (HGC, http://www.gis.harvard.edu), 국내 유역도는 자체자료를 참고하

였으며, 하천망도는 USGS의 DEM자료와 USGS의 전세계 대하천망도, 국내의 2급 하천망도

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역도 작업은 Arc GIS를 활용하여 33개 국가의 691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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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과 1,531개의 중권역을 국가별 shp파일로 구축하였으며 해당유역의 유역명, 면적, 유역둘레

를 산정하였다. 또한 VIC모델 격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13,642개의 격자를 구축하였다.

(a) 유역도(Water Base) (b) 유역도(WRI)

(c) 유역도(USGS) (d) 대한민국 유역도, 중국 유역도(HGC)

(e) 하천망도(USGS)
(f) 대한민국 하천망도, 전세계

하천망도(USGS)

그림 2.543 유역도, 하천망도 수집자료

또한, NCDC, APHRODITE, GRDC의 강수, 기상, 유량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관측

자료는 분석하여 결측값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강수량자료는 33개국의 강수관측소

6,531개소의 일/월/연단위 강수 관측자료를 국가별로 구축하였으며, 10,977격자의 일/월/연단위

강수 격자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상자료는 33개국의 기상관측소 6,531개소의 일/월/연단위 기

온, 이슬점온도, 풍속, 평균해면기압의 관측자료를 국가별로 구축하였으며, 격자의 일/월/연단위

기온, 이슬점온도, 풍속, 평균해면기압의 격자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수문자료는 33개국의 수문

관측소 2,242개의 월/연단위 유량관측자료를 국가별로 구축하였으며, 10,977격자의 월/연단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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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출, 기저유출, 잠재증발산의 격자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별 일반현황정보(인문사

회, 홍수피해 등)을 DB를 구축하고 GIS기반 국가별로 매칭하여 웹상에 표출하였다.

구분 지점 수 항목

정보

제공

형식

시간/공간 단위 비고

강

수

량

관

측

소

33개국 6,531개소

(1929∼2016)
강수 관측자료

일/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격

자

33개국 10,977격자

(1950∼2015)
강수 격자분석

일/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기

상

관

측

소

33개국 6,531개소

(1929∼2016)

기온

이슬점온도

풍속

평균해면기압

관측자료
일/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격

자

33개국 10,977격자

(1950∼2015)

기온

이슬점온도

풍속

평균해면기압

격자분석
일/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수

문

관

측

소

33개국 2,242개소

(1865∼2011)
유량 관측자료

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격

자

33개국 10,977격자

(1950∼2015)

직접유출

기저유출

잠재증발산

격자분석
월/연단위

국가별

경위도좌표

WGS84

표 2.230 원시자료 DB 현황

-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기획 및 설계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컨텐츠를 도출하고 메뉴를 구성 후 기획된 메뉴 및

화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사용자 요구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별 운영 시나리오 및 전체 시스템 흐름도를 구성하며 시스템의 디자인

기획 및 화면설계에 반영한다. 본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메뉴

별 시스템 컨텐츠를 도출하였다. 국가와 유역에 대한 관측자료, 격자자료, 유역자료, 일반현황,

유역평균자료, 미래전망자료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GWB소개, 강수량, 기

상, 수문, 유역, 일반현황, 물재해, 수자원정보, 세계물통계, 북한상세의 대메뉴 10개와 소매뉴

43개를 구성하였으며, 각 소메뉴에 대한 상세 UI를 설계하였다.

그림 2.544 시스템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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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및 simulator 기능 설계

앞에서 설계 및 기획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Web기반

아키텍쳐를 구성하였으며, 실제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운영 및 편의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

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eb-GIS 기반으로 구축하

였으며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출정보를 표, 그래프 등 가시화 기능으로 제공하며 해당정보

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화면은 아래와 같다.

- 메인화면

: 국가 및 유역단위 선택창 구성

: 지도 또는 창에서 국가 및 유역을 선택

: 국가단위 -> 국가선택, 유역단위 -> 국가선택 -> 유역선택

(a) 국가별 선택

(b) 유역별 선택

그림 2.545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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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현황

: 항목 및 국가 선택창

: 기본값 - 메인화면에서 선택한 항목 및 국가

: 항목 - 국가, 유역

: 국가선택 - 나라명

: 항목 및 국가 선택시 해당정보로 변경

: 지도 표출

: 메인화면에서 선택된 국가의 관측소, 격자자료 지도에 표출

: 자료현황 표출 및 자료종류 선택 화면

: 관측자료와 격자자료의 강수, 기상, 수문자료의 현황 표출

: 세부정보는 자료종류의 강수, 기상, 수문 글자 선택시 이동

그림 2.546 자료현황 화면

- 강수/기상/수문 > 관측/격자/위성/미래 자료 > 격자, 관측소 선택

: 국가선택창 및 기초정보 제공

: 기본값 - 선택 국가

: 국가 변경 기능

: 선택국가의 제공자료 및 관측소 개수 정보 표출

: 지도 표출

: 메인화면에서 선택된 국가의 관측소위치 지도에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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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소 선택 기능

: 상세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기간조회 설정 및 선택값 조회 버튼

: 자료기간에 대한 관측소별 기초정보 표출

: 자료기간 조회 버튼을 통한 해당기간 자료 조회

: 해당 관측소 선택 및 선택값에 대한 조회 버튼

그림 2.547 강수 관측소 선택 화면

- 강수/기상/수문 > 관측/격자/위성/미래 자료 > 관측자료 생성

: 자료기간, 관측소목록 데이터분석 선택창

: 자료기간 선택 기능(일, 월, 연)

: 관측소목록 - 관측자료 선택으로 이동

: 데이터 분석 - 데이터분석창 팝업으로 생성

: 지도 표출

: 선택 국가의 관측소 지도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 선택 관측소 자료 그래프 표출

: 표에 생성된 관측소 선택 및 선택 관측소 그래프 생성

: 표의 선택버튼에 체크 후 조회버튼 클릭시 그래프 생성



- 688 -

그림 2.548 강수량 관측자료 생성 화면

- 강수/기상/수문 > 관측/격자/위성/미래 자료 > 관측자료 생성 > 데이터분석(팝업)

: 관측소별 해당기간 그래프 생성

: 해당기간의 그래프 생성

: 마우스 오버시 날짜와 데이터 정보 생성

: 관측소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 생성

: 해당기간의 원시자료 및 보정자료 생성

: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데이터 생성

: 다운로드 선택시 엑셀로 저장 가능

그림 2.549 강수량 데이터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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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물재해, 세계물통계

유역구분도일반현황 > 인문사회 일반현황 > 댐정보

일반현황 > 해외사업자료

일반현황 > 저수지정보

세계물통계물재해 > 홍수

그림 2.550 일반현황, 물재해, 세계물통계 화면

○ 글로벌 수자원 위험도 평가인자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수자원 위험도 평가인자 도출

자연재해 중 수자원 관련 재해는 홍수, 가뭄, 산사태, 태풍, 해일 등이 있으며, 그림 2.551를

보면 자연재해 발생건수 중 수자원 관련 재해가 70.4%를 차지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발생

한 재해로는 홍수가 29.8%를 차지하며, 태풍이 26.9%로 두 번째로 많은 발생비율을 차지한다.

수자원 재해 중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해는 가뭄으로 8.2%의 발생비율을 차지한

다. 가뭄은 홍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적지만 피해금액의 규모가 전체 자

연재해 중 두 번째로 크게 발생하였으며, 가뭄은 다른 재해와 비교해 봤을 때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발생건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비

교해 볼시 가뭄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수자원 관련 재해 중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홍수와 가뭄을 수자원 위험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552 전 지구적 자연재해 피해현황(1960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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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재해 발생현황 조사 및 대상지역 선정

수자원 관련 재해는 지역별로 발생건수가 1960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의 재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몬

순 기후에 해당하여 1년 중 대부분의 강수가 5월∼8월 사이에 집중되어 홍수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10월∼4월까지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뭄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인구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다수의 메가시티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로 인구 밀

도가 높을수록 재해에 의한 피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워 재해 발

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을 수자원 위험도 평가 대상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553 지역별 재해에 영향을 받는 인구 수 

- 세부지표 선정 및 검토

물 위험도 지수의 세부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수자원 지수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Sullivan,

2002; 최시중 등, 2009; 손민우 등, 2011). 문헌 조사를 통해 표 2.231과 같은 가용 세부지표가 산

출되었으며, 세부지표간의 인과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PSR (Pressure-State-Response)구조를 활

용하였다. PSR 구조는 모든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인간의 활동이(Pressure)

자연재해를 초래하여(State) 피해가 발생하고, 인간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시설물을

구축(Response)하며, 이는 인간의 활동(Pressure)에 해당한다. 따라서 PSR 구조는 순환하는 구

조를 가진다. 선정된 세부지표는 전 지구적 지표제공 기관(World Bank, FAO, EM-DAT)을 통

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지표의 가용년도, 가용국가의 일치성을 고려해 구축하였다.

구분 구조 세부지표

물 위험도

지수

홍수 위험성

지표
P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도시인구

  배출량

표 2.231 물 위험도 지수 가용 세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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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험도 지수 산정

물 위험도 지수는 홍수 위험성 지표와 가뭄 위험성 지표로 나누어져 있어 홍수와 가뭄에 대해

복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산정 방법으로는 홍수, 가뭄 위험성 지표를 식 (2.61)와 식 (2.62)

을 활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지표값 식 (2.63)에 대입해 물 위험도 지수를 산정한다. 각 지표 산

정시 세부지표와 검증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세부

지표의 경우 산정식의 분모에 대입하여 지표 값을 낮추며, 양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지표 값은

분자에 대입하여 지표값을 증가시킨다. 그림 2.554는 5개 국가에 대한 물 위험도 지수 산정결과

이다.

 


  






  





(2.61)

 


  






  





(2.62)

  
×

 (2.63)

여기서, F는 홍수 위험성 지표, D는 가뭄 위험성 지표, ,  는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세부지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세부지표를 의미하며, 는 가뭄 세부지표의 가중치

를 의미한다. 는 가뭄 위험성 지표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구분 구조 세부지표

S
월 최대 유출량
일 최대 강수량
3일 누적 강수량

R 고등교육 등록자 수

가뭄 위험성

지표

P
농경지 면적
  배출량
관개면적

S

지표온도 변화(year)
연 강수량
무강우 일수
최대온도
최소온도
곡물 수확량

R
개선된 수자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

GDP



- 692 -

물 위험도 지수 산정 결과를 국가별 및 지역별로 비교해 재해 취약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홍수 위험성 지표의 경우 그림 2.555 (a)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이 0.62로 가장 높은 지표 값을

보여 홍수에 가장 위험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몽골이 0.33으로 가장 낮은 지표 값을 보여 홍

수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국가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시 남아시아가 국가별 평균 지표값

산정 시 0.52로 가장 높은 홍수 위험도를 보였으며, 동아시아가 0.42로 가장 낮은 지표값을 보여

홍수에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도를 보였다. 가뭄 위험성 지표의 경우 국가별 비교 시 그림 2.555

(b)와 같이 타지키스탄이 0.79의 지표 값을 보여 가뭄에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일본

이 0.39로 가장 낮은 지표 값을 보여 가뭄에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도를 보였다. 지역별 분석에

서는 중앙아시아가 0.58의 지표값을 보여 가장 가뭄에 위험한 지역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아시

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순으로 가뭄에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 국가별 홍수 위험성 지표 (b) 국가별 가뭄 위험성 지표

그림 2.555 국가별 재해 위험성 지표

그림 2.556는 국가별 물 위험도 지수를 도시한 결과로 홍수, 가뭄 위험성 지표를 모두 고려한

물 위험도 지수의 국가별 분석결과 에서는 타지키스탄이 0.58의 지수값을 나타내 수재해에 가

장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0.38로 수재해에 가장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지역별 분석 결과에서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순으로 위험도가

높게 파악되었다.

그림 2.556 국가별 물 위험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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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Nino/La Nina를 고려한 글로벌 지표수문 변화 평가

○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진동지수의 경년 변동 특성 및 북극진동지수의 한반도 장마 및 태풍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and Wallace(1998)에 의

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AOI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 NCEP(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http://www.cpc.ncep.noaa.gov)의 자료 중 1950년부터 2016년까

지의 월별 평균 AOI 를 수집하였다. NCEP에서 제공하고 있는 1950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별

AOI의 기본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Stat.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ean -0.406 -0.427 -0.154 0.103 0.009 -0.008 -0.130 -0.139 -0.006 -0.033 -0.078 -0.133

STD 1.508 1.485 1.368 0.810 0.712 0.589 0.455 0.553 0.569 0.810 0.940 1.354

표 2.232 월별 AOI의 평균 및 표준편차(1950∼2016)

장마(Changma)는 우리나라의 주요 강수시기로, 동아시아 몬순 (East Asian monsoon) 시

스템의 일부이다. 여름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

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에 따른 습윤한 공기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

가 내리며 이러한 현상을 기상학적으로 장마로 일컫는다. 기후학적으로 6월 하순 한반도 주변으

로 상층 제트기류가 북상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격적인 발달과 더불어 하층 남서풍에 의한

습윤한 공기 유입이 강화되면서 장마가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마 통계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

서 제공하고 있는 강수일수 및 장마기간 내 전국 강수량 자료로 자료 보유기간은 1961년부터

2016년이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56년간 장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Stat.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장마기간 총 강수일수
Mean 345.5 17.2
STD 135.6 4.9

표 2.233 기상청 제공 연간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및 강수일수의 평균, 표준편차

태풍은 저위도 지방이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보다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데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한다. 태풍 활동에 대한 정보

는 국가태풍센터(National Typhoon Center)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국가태풍센터에

서는 연도별로 발생한 태풍의 개수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태풍들이 발생한 월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되고 있어 북극진동의 증감에 따른 이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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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발생

한 태풍 및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태풍(괄호로 표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 AOI와 장마 및 태풍의 변동 특성 분석

AOI와 장마, 태풍의 상관 분석에 앞서, 먼저 분석 기간은 장마 자료 보유기간에 따라 1961년

부터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AOI와 장마 및 태풍 간 상관 분석은 AOI 산출 기간에 따라 가.

3개월 평균 AOI(12월 – 2월), 나. 5개월 평균 AOI(11월 – 3월), 다. 7개월 평균 AOI(10월

– 4월), 라. 1년 평균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기간별 AOI에 대하여 장마 및 태풍에 대한 교

차상관분석을 수행하여 AOI와 장마 및 태풍의 추세 사이의 시차(time-lag)간 상관계수를 도출

하고 두 인자간의 상관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림 2.557는 3개월평균AOI와장마기간중총강수량, 장마기간지속일수, 태풍의발생횟수및우리나

라에영향을준태풍의수네가지인자에대한교차상관도를나타낸것이다. 참고로, AOI가독립변수, 그

리고장마, 태풍이AOI에영향을받는종속변수인경우를가정하였으며네가지인자가AOI의변동에대

한후행결과로나타날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에교차상관분석에서의시차는양수인경우만고려하였다. 3

개월 평균 AOI와 장마, 태풍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로 3개월 평균 AOI에 대해 태풍의 발생횟수를 제외한 모든 인자가 시차 1년의 경우에 높은 교

차상관을 보였다. 겨울철 3개월 평균 AOI가 양의 편차를 나타내는 경우 이듬해의 장마는 강수

량과 강수일수 모두 평년에 비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태풍의 경우, 시차 0년

인 경우 이외에 교차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평균 AOI와 장마, 태풍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7개월 평균 AOI는 거의 5개월 평균 AOI와 유사한 교차상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실

질적으로 11월에서 3월까지의 AOI와 10월에서 4월까지의 AOI의 변동이 당해 또는 이듬해의

장마 및 태풍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각 봄, 가을철

에 해당하는 4월과 10월의 AOI는 이후의 기후인자에 유의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림 2.559는 1년 평균 AOI와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장마기간 지속일수, 태풍의 발생횟수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 네 가지 인자에 대한 교차상관도를 나타낸 것이다. 1년 평

균 AOI와 장마, 태풍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1년 평

균 AOI에 대해 태풍이 시차 1년의 경우에 높은 교차상관을 보였다. 즉 태풍의 발생은 직전 해의

평균 AOI가 양의 편차인 경우에 태풍의 발생이 증가하며, AOI가 높은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의 AOI와는 대조적인 결과

이며, 이듬해 태풍의 경우는 직전 연도의 여름철 AOI와 높은 교차상관을 보임을 의미한다. 둘째로

장마기간 중 강수일수의 경우 같은 시차에 대하여 교차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태풍의

발생과는 달리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즉 장

마기간 중 강수일수는 1년 평균 AOI가 음의 편차인 경우에 긴 것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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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7 3개월 평균 AOI – 장마 및 태풍의 교차상관도

그림 2.558 7개월 평균 AOI – 장마 및 태풍의 교차상관도

그림 2.559 1년 평균 AOI – 장마 및 태풍의 교차상관도

앞선분석에이어각각의수집자료를 10년주기로나누어분석하고주기별로 3개월, 5개월, 7개월,

1년 평균 AOI와의상관성을파악하였다. 장마기간내발생한총강수량과북극진동지수의상관성을

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아볼수 있다. 먼저,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 강수량– AOI 간

의산점도를살펴보면 1960년부터 2010년대중반까지의 3개월, 5개월, 7개월, 1년 평균 AOI는 4절에

서 제시된바와 같이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 주기로 각각의 AOI를 장마 기간 내

평균 강우량과 비교한 경우, 앞선 결과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AOI는 약 20년 정도를

주기로 장마와 상관계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71년부터 1980년사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장마와 AOI간 상관계수가크게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으로상관계수

가 절대값이 0.5를 넘는 경우는 없어 이는 단순한 무작위변동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 696 -

장마 기간 중 강수일수와 기간별 AOI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볼 수 있다. 먼저 1960년

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강수지속일과 기간별 AOI의 경우, 4가지 경우 모두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1960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 간격으로 상관성 분석을 한 결

과, 2000년대 이후로 강수지속일과 5개월 이상의 AOI 간 상관계수는 0.5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 북극진동이 ‘양의 편차’를 나타내는 경우, 북극지방 주변의 냉기류가 제트기류의

세력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음의 편차’를 나타내는 경우 이와 반대로 냉기류가 남하하

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북극진동지수와 강수지속일의 상관관계로부터유추할 수 있는 가능

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북극진동지수가 약해져 냉기류가 하강하고, 이에 따라 장마전선을 유

지하도록 하는 정체전선이 보다 남쪽에 유지되어 한반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둘째는

북극진동지수가 높아져 냉기류가 극지방의 제트기류에 갇히고, 북반구가 전반적으로 더워지며 전

반적인 증발량이 증가하며, 정체전선이 보다 북쪽에 형성되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a) AOI-장마 총강우량 상관분석 (b) AOI-장마 강수일수 상관분석

그림 2.560 기간별 AOI –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상관분석

연간 태풍 발생 횟수와 AOI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

저 태풍과 AOI의 상관성은 2000년대를 전후로 상관관계의 음/양이 반대로 역전되었다. 또한

기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AOI 산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월 및 1년 평균 AOI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2010년 이후 반전되는 경향이 있다. 북극진동지수가 높은 경우,

제트기류로 인해 극지방에 냉기류가 갇혀있는 상황이 지속되며, 극지방의 에너지 고립이 심화되

는 상황을 유발한다. 이는 극지방과 저위도지방의 열에너지 격차를 심화시키게 되며, 보다 강력

한 태풍의 발생 또는 태풍 횟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한반도 영향권 내 태풍 발생 횟수와 AOI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한반도 영향권 내 태풍의 발생 횟수는 연간 6회 이하로, 산점도로 나타낼 경우 이

산적인 형태와 같이 보이게 된다. 한반도 영향권 내 태풍의 발생 횟수는 앞서 살펴본 장마 기간

중 총 강수량, 장마 기간 중 강수일수, 태풍 발생 횟수와 달리, 높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2010년 이후, 한반도 영향권 내 태풍 발생횟수와 4가지 AOI의 상관계수는 모두 -0.8

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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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 북극의 냉기류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한랭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 태풍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수량과 강풍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두 번째 경우는 북극진동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북극의 냉기류가 갇혀있으며,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과 증발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의 경

로는 에너지 차이가 보다 큰 다른 방향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다.

(a) AOI-태풍 발생횟수 상관분석
(b) AOI- 한반도 영향 태풍 발생횟수

상관분석

그림 2.561 기간별 AOI – 태풍 발생횟수 상관분석

㉰ 위성기반 강수 및 토양수분 정보 D/B 구축

본 연구에서는 위성 활용 자료가 수자원 시장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 검

증을 실시하였다. 강수 위성으로는 IMERG를 남한지역에 대하여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하였으

며, 동남아 지역도 전 지구 영역의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 검증하였다. 토양수분의 경우, 위성

MODIS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토양수분 산출 알고리즘을 남한 지역의 농진청 지상관측 자료

와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 위성기반 강수 정보 IMERG의 정확도 평가

- 남한 지역의 검증 결과

위성기반 강수 정보의 D/B 구축을 위해서 NASA에서 제공하는 IMERG가 활용되었다. 위성

강수 자료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남한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대해 위성 자료 IMERG와

지상관측 강수량을 정성,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두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정확한 강수량과 분포를 나타냄을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IMERG 자료는 다양한 마이크

로파 위성, 정지궤도 위성에서 관측한 강수 자료와 지상관측 강수량 등이 융합된 자료로써, 매

시간 또는 일 자료, 월 자료로 다년간 축적되어 있어, 수자원 시장 진출 시 지역 수문정보 파악

및 제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그림 2.562는 남한 영역에 대해서 지상 관측 자료인

AWS 강수 자료와 월 누적 강수 분포를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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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MERG AWS IMERG

그림 2.562 AWS와 IMERG 위성의 월별 강수패턴

다음 그림은 IMERG 위성 자료와 AWS 지상 관측 자료의 월별 누적 강수량을 비교한 것으

로, 매우 정확하게 강수량과 강수량 변화를 관측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시공

간 강수 패턴을 보이며, 상관계수는 0.88 정도의 높은 상관성이 보인다. 단점으로는 해안가에서

강수량에 대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림 2.563 IMERG와 AWS의 2016년 월별 평균 누적 강수량

- 동남아 지역의 검증 결과

남한이외에 D/B 구축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강수 자료 IMERG를

글로벌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2.564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동남아 영역에 대해서, 지상에서 관측된 GTS 강수량과 위성 자료 IMERG 강수량의 상

대적 차이 분포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이다. 인도네시아 등 특정 영역에서 태풍 등 집중호

우로 인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565는 동남아 영역

에 대하여 IMERG 위성 자료와 GTS 지상 관측 자료의 강수량 자료를 월별로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증 결과에 비해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강수량과 강수량 변

화를 관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시공간 강수 패턴을 보이며, 상관계수

는 0.76 정도의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동남아 영역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강수량 분

포가 약 1,000∼1,700mm/월에 분포하며, 그림을 살펴보면 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IMERG가 과소 측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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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4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지역별 상대편차 

그림 2.565 IMERG와 GTS의 2016년 월별 평균 누적 강수량

○ 위성 MODIS 기반 토양수분 산출 알고리즘 정확도 평가

광학저궤도위성(MODIS)을 기반으로 한 토양수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파 위성

에 비해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그림은

농진청에서 2015년 1월 1∼2주 기간 동안 지상 관측한 토양수분 분포(좌)와 위성 자료 MODIS

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산출된 토양수분 정보(우)이다.

그림 2.567 2015년 1월의 토양수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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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를 위한 지역 기후모델의 활용성 기반 구축

○ Generation and analysis of climate change scenario with high resolution by using

RCM

- Climate change scenarios

As indicated by the topography derived from the 30-m digital elevation model

(DEM) in Fig. 2.568, the geographical setting of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a

complicated mountainous terrain within the small peninsula. Therefore, GCMs have

limited accuracy in simulating the detailed climate features over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coarse grid system of GCMs fails to precisely describe the topographical

complexity and even often represents the southern part of Korea as an ocean grid

point (Im et al. 2012). Indeed, it is found that the GCM ensemble presented in the IPCC

AR5 could not determine the signals of the changes in soil moisture and runoff over

South Korea, which is located at the eastern edge of the large Asian continent.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generate reliable climate inform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regional to local scales, statistical and/or dynamical downscaling is necessary.

그림 2.568 연구대상지역

In this study, we analyze dynamically downscaled projections generated by different

combinations of GCMs and RCMs. The HadGEM2-AO (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2-Atmosphere-Ocean, hereafter referred to as HadGEM)

projections with a horizontal resolution of 1.75° (longitude) × 1.25° (latitude) are

dynamically downscaled using two RCMs, namely, WRF3.4 (Weather Re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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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hereafter referred to as WRF) and RegCM4 (Regional Climate Model

Version 4, hereafter referred to as RegCM). The domain of the RCMs covers the

eastern regions of Asia centered over South Korea (37.5°N and 127.5°E) with a 12.5

km horizontal resolution. WRF and RegCM downscaling results driven by HadGEM

are genera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downscaling project in South

Korea (KMA 2015; Suh et al. 2016). Using RegCM with the same configuration, we

perform the dynamical downscaling of ACCESS1.0 (Australian Community Climate

and Earth System Simulator Version 1.0, hereafter referred to as ACCESS) with a

resolution of 1.875° (longitude) × 1.25° (latitude), which makes it possible to examine

the uncertainty from different GCMs. All global projections generated using both

HadGEM and ACCES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MIP5 experimental design. Future

projections (2076-2100: 25-year) forced by the RCP4.5 and RCP8.5 scenarios are

compared against the simulation for a historical period (1981-2005: 25-year), which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future drought conditions in

response to the different emission forcing levels (RCP4.5 vs. RCP8.5). For simplicity,

WRF and RegCM driven by HadGEM are denoted HAD_WRF and HAD_REG,

respectively, while RegCM driven by ACCESS is denoted ACC_REG. Historical,

RCP4.5, and RCP8.5 scenarios are denoted HIST, R45, and R85, respectively.

- Concepts and methods of statistical bias correction

Both the global climate simulations from the GCM and its downscaled result using

the RCM have limited accuracy due to the systematic biases arising from imperfect

model dynamics and physical parameterizations (Bae et al. 2011). The RCM is

probably capabl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driving GCM to a certain

degree, demonstrating the added value in terms of spatial details and physical realism.

Nevertheless, no RCM results are perfect, and they are not accurate enough to be

directly incorporated into impact assessment models (e.g., hydrological models).

Therefore, post-processing GCM and RCM outputs to adjust for systematic biases are

a prerequisite prior to using them as inputs in most climate change impact studies. In

this study, we apply linear scaling (LS) and quantile mapping (QM) methods to

remove the systematic biases of the GCM and RCM to prepare input data for a

distributed hydrological model. Due to their simplicity and effectiveness, these two

methods are widely used for bias correction of climate model simulations (Teutschbein

and Seibert 2012; Lafon et al. 2013; Teng et al. 2015) under the assumption of

stationarity such that bias patterns do not change with time.

For the LS method, the correction factors are calculated as the climatological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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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the simulations and observations for the reference period on a

monthly time scale. Once each month’s correction factor is determined, that value is

uniformly applied to daily data in the corresponding month. The same bias correction

factors derived from the reference simulation are also applied to future projections

under the assumption of model bias stationarity. This method only works for the

correction of climatological mean patterns, and other important features, such as

variability, are not specifically considered. The LS method fo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s well described by Eqs. 2.64-2.67, which explain how the systematic

bias in climatological patterns is corrected at a certain location. The correction factor

for temperature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climatological mean of the reference

simulation from the observation in each month. The correction factor for precipitation

is calculated as a proportion of the simulation and observatio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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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Here, k denotes 12 months (January to December), and i is the number of days in

the corresponding month.    and     denote the observ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values for the specific month and a specific day.    (  ) and

   (  ) represent the simulated temperatures (precipitation) for the reference

and future periods.    (  ) and    (  ) represent the bias

corrected temperatures (precipitation) for the reference and future periods.

Although LS perfectly matches the monthly mean climatology in the simulations and

observations, QM matche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of raw outputs

to observations. Simply, QM is formulated as Eq. 2.68. Precipitation or temperature

( ) from the raw outputs of the GCM or RCM is replaced with a bias corrected value

( 
′) by fitting the simulated CDF to the observed CDF using daily time scale data



- 703 -

from the individual 12 months. The gamma distribution for precipitation and the

Gaussian distribution for temperature are used to estimat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Teutschbein and Seibert 2012).


′ 

  (2.68)

- Bias-corrected climate simulations

Fig. 2.569 (a)∼(b) shows the correction factors for precipitation calculated using the

LS method. The monthly variation in correction factors at 45 locations in the Chungju

Basin and their means are presented. A comparison between them derived from the

HadGEM and RegCM clearly demonstrates how different correction factors are applied

to precipitation at the different locations for a specific month. The magnitude of the

correction factors mirrors the model’s performance. If the correction factor is near 1,

the simulated precipitation is closer to the observation. During the summer season,

when both models have large biases, the maximum correction factors are calculated.

Specifically, the severe underestimation of summer precipitation characterized by the

HadGEM lead to a correction factor exceeding 3 for a certain location, which implies

that the model produces precipitation that is only one-third of the observed amount.

The improvement from the RegCM is apparent for the summer season, and the

enormous correction factors are reduced. For the QM, Fig. 2.569 (c)∼(d) compares the

CDFs derived from the HadGEM, RegCM, and observations for August and January,

which correspond to representative summer and winter months. The severe bias in the

raw data is directly manifested as the distance between the simulated and observed

distributions. The seasonal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August vs. January) is

similar to the annual variations of the correction factors for the LS method. Whereas

there is little notable difference between both the simulated and observed distributions

for January, the distribution derived from the RegCM is closer to the observed

distribution for August than that derived from the HadGEM. Therefore, different

correction factors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raw simulation are applied to

the daily precipitation values derived from both simulations. Because LS and QM

commonly modulate the raw outputs to make them statistically similar to observed

characteristics in terms of climatological means, these methods are restricted to

improvements in interannual variability and extremes based on a daily ti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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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9 LS 및 QM 편의보정 요소

Fig. 2.570 presents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climatological annual mean precipitation

derived from observations, the HadGEM and RegCM raw simulations, and their

bias-corrected simulations using two different statistical methods. First, the observed

spatial pattern shows distinct regional variations, with several localized maxima. By

comparing the raw simulations with the observations, the HadGEM and RegCM yield

quite different performances. The HadGEM systematically underestimates precipitation

over the entire domain and fails to capture any localized maximum, probably due to its

coarse resolution. Because the representation of topography over the narrow peninsula

depends critically on model resolution, the HadGEM hardly describes any mountain

slopes, which does not allow the topographically induced precipitation to be resolved.

The dynamically downscaled results using the RegCM improve the intense simulated

precipitation bands. More specifically, the RegCM reasonably reproduces two spatial

maxima, one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 and the other along the northeastern region.

The improvement is attributed to the more refined representation of topography in the

high-resolution RCM because these precipitation maxima are formed in response to

topographical forcing (Im et al. 2007). In addition to spatial details, the RegCM performs

quantitatively better in the simulation. For example, the area-averaged precipitation over

the Chungju Basin derived from the RegCM is 1,117 mm, which is closer to the

observed value (1,307 mm) than is that derived from the HadGEM (97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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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0 연평균 강우량 공간 분포

The LS and QM, which are arguably the most popular bias correction methods, are

applied to the HadGEM and RegCM raw simulations (hereafter referred to

HadGEM_LS, HadGEM_QM, RegCM_LS, and RegCM_QM). Compared with the raw

simulations, both the LS and QM show remarkably good performances regardless of

how large the bias in the raw output is. Indeed, both the LS and QM are extremely

effective at correcting the bias observed in the raw simulations, despite their

simplicity. In particular, the climatological mean patterns derived from the RegCM_LS

and HadGEM_LS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the corresponding climatological

means of the observations. For the QM that matches the CDF of the raw simulations

to that of the observations, both the RegCM_QM and HadGEM_QM tend to slightly

underestimate precipitation, particularly in the high intensity band in the western part

of the peninsula. However, the objective measures of performance explain how well

the QM fits the raw outputs to the observed ones.

○ Added value of dynamcial downscaling for hydrological projections

-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design hydrological simulations fed by six different meteorological

input datasets that all stems from global climate projections simulated by the HadGEM

for historical and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8.5) emission scenarios

but employing different procedures. Fig. 2.571 summarizes the modeling sequence of

how the coarse-grid information from the HadGEM is transferred to the input for the

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VIC) hydrological model at the basin level. First, the

HadGEM projection is spatially downscaled by either a simple disaggreg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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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bi-linear interpolation or dynamical downscaling using the RegCM. Subsequently,

two different bias correction methods, namely, linear scaling and quantile mapping, are

applied to the daily mean precipitation (PRE), daily maximum temperature (Tmax) and

daily minimum temperature (Tmin) derived from the disaggregated HadGEM outputs

and its dynamically downscaled outputs. These bias-corrected meteorological variables

are then provided as the input data for the VIC. For comparison, PRE, Tmax, and

Tmin values without the statistical bias correction procedure are also fed to the VIC

simulation. A total of twelve VIC runs (six for the present-day climate and six for a

future climate) are performed, and the resultant runoffs are comprehensively compared

in terms of variability and extremes (droughts and flood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determine whether RegCM has greater added value than HadGEM for

hydrological impact assessments under global warming and 2)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tatistical bias corrections on robust and meaningful hydrological projections.

그림 2.571 모형 모의 절차

- Variability analysis of historical simulated runoff

Fig. 2.572 presents the Morlet wavelet power spectrum of daily runoff derived from the

observations, raw outputs of the HadGEM and RegCM, and bias-corrected outputs of the

HadGEM and RegCM for the historical period (1981-2005). The wavelet power spectrum of

daily runoff fed by the observed meteorological data clearly shows the dominant mode of

annual variability at the 90% confidence level. A peak power appears at approximately 365

days over the entire data period. The peak power exhibits a direct link with precipitation

behavior, which is characterizes by a distinct annual cycle with a dominant peak during the

summer monsoon. A significant semiannual mode (approximately 180 days) is also

observed for some years, but its amplitude is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tha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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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mode. Note that the strong annual variance appeared in wavelet power does not

mean that the variance at other timescales is suppressed. Rather, it provides a way to

compare cross timescales and suggests the finding that annual timescale is indeed the

strongest. In addition, the red noise null hypothesis clearly shows which timescale is more

significant (the red noise lines in Fig. 2.572. The fact that red noise lines are changing with

respect to the timescale means that the significance test is independent across the

timescale. The annual mode for runoff based on the raw outputs of the HadGEM and

RegCM is not as strong as that from the observed runoff.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annual mode is limited to certain years, which implies that the annual cycle in

nonsignificant years is not strong enough to represent the dominant summer runoff

resulting from heavy summer precipitation. Although both the HadGEM and RegCM reveal

similar limitations, the wavelet power spectrum of daily runoff simulated by the RegCM is

closer to the observed pattern in terms of both the extent and amplitude of the significant

region exceeding the prescribed 90% confidence level.

그림 2.572 일 유출량 Wavelet power spectrum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RegCM is more explicitly exposed by the

comparison of the annual cycle of runoff on the basis of individual years (Fig.

2.573). The observed runoff shows a prominent annual cycle with dominant

summer peaks each year,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wavelet power spectrum of

daily runoff. However, based on climate model simulations, the annual cycle of

runoff shows quite different behavior between the years with significant (Fig.

2.573 (b)∼(e)) and nonsignificant (Fig. 2.573 (c)∼(f)) wavelet power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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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pancies in the observations are found in nonsignificant years, either

underestimating the summer peak or overestimating the spring peak. Although the

utility of dynamically downscaled meteorological inputs could not completely

resolve the problem embedded in the driving GCM, some improvements are found

in the RegCM-driven runoff pattern. For example, the annual cycle of the

HadGEM-driven runoff in nonsignificant years (1986, 1997, 2002 and 2003)

becomes significant in the RegCM-driven runoff pattern with the enhanced runoff

in the summer season. Furthermore, better performance in RegCM than in

HadGEM seems to be retained in these years after applying bias correction 2.165

(d)∼(g). The amplitudes of annual cycles of runoff for 1986, 2002, and 2003 are

more enhanced in RegCM_QM than in HadGEM_QM. Moving back to wavelet

analysis (Fig. 2.573 (c)∼ (e)), the limitations seen in the seasonality of the runoff

driven by the raw output of the HadGEM and RegCM can be overcome to some

extent by applying a bias correction to the meteorological input data. Although it

shows that both HadGEM_QM and RegCM_QM significantly improve the signals

of the annual cycle of the runoff, the runoff driven by the RegCM_QM shows

better agreement with the observed pattern, with a persistent significance

throughout the entire data period. This feature is rather distinct compared to the

observation that HadGEM_QM and RegCM_QM present almost identical

performance in simulating climatological mean precipitation (Fig. 2.573 (d)∼(g)).

그림 2.573 평년 월 평균 유출량

- Effect of high flow estimation

When fed by bias-corrected meteorological inputs from the HadGEM_QM and

RegCM_QM, the VIC produces intensified runoff and consequently high flow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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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omparing the results from the raw and bias-corrected meteorological inputs, the

bias correction works differently for the HadGEM and RegCM. For the HadGEM, the bias

correction renders a 118% increase in high flow averaged over the historical period, from

35.8 mm/day to 77.9 mm/day. The runoff amount intensified by bias correction is

relatively less for the RegCM, with a 29% increase in high flow averaged over the

historical period, from 45.8 mm/day to 59.2 mm/day. These differential results are clearly

exposed in the temporal sequences of high flow (Fig. 2.574 (a)∼(b)). Compared to the

difference in fluctuations of the high flows driven by the HadGEM and HadGEM_QM, the

high flow characteristics driven by the RegCM raw output are not disturbed much after

applying the bias correction, which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t level of correction factors.

This result is important because it influences future changes in extreme events. Notabl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bias correction in the future projections of runoff extremes

seen in HadGEM directly lead to distortion in change signal in response to emission

forcing (Fig. 2.574 (d)∼(f)). A high coherence between the temporal sequences of high

flows driven by the raw and bias-corrected outputs enhances the reliability of future

projections from the RegCM. However, a substantial discrepancy between the runoff

extremes driven by the HadGEM and HadGEM_QM may add another source of

uncertainty. A large correction factor to compensate for the poor performance of the raw

output can remove the systematic bias of the monthly mean climatology seen in the

HadGEM historical simulation, but it can also introduce suspicious behaviors in extremes

on the daily time scale, particularly when the correction factor is applied to different

periods (e.g., future projections) from the calibration period (e.g., the historical simulation).

Whereas the future projection of extreme runoff driven by the HadGEM_QM is greatly

exaggerated compared with the projection from the HadGEM, the RegCM_QM tends to

slightly intensify the runoff extreme but preserves the general patterns. These studies

have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future chang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bias

(or performance) of the historical simulation, and a smaller bias for the historical period

tends to preserve future changes in signals derived from raw and bias-corrected outputs.

그림 2.574 연 최고 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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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of drought analysis

Changes in the seasonality and interannual variability of runoff can directly affect

the severity of drought. Fig. 2.575 shows the SRI for 6 months (SRI6), and the

monthly runoff averaged over the Chungju Basin. For the historical period, the SRI6

values derived from the observations, the HadGEM_QM and RegCM_QM are mostly

distributed between -2 and 2, repeating the dry and wet conditions. For the extreme

droughts categorized by SRI6 less than -2, the RegCM_QM-driven SRI6 is in better

agreement with the observed value in both frequency and severity of extreme

droughts than is the HadGEM_QM-driven SRI6. For future projections, the drought

severity indicated by the SRI6 is significantly alleviated in the HadGEM_QM. For

example, the occurrences of moderate droughts (-1.00>SRI6>-1.49) and severe

droughts (-1.50>SRI6>-1.99) decrease from 42 and 15 for the historical period to 31

and 1 for the future period, respectively, although there is no change in the occurrence

of extreme droughts (one time) between the historical and future periods. The

RegCM_QM projection is unlikely to introduce relevant changes in statistics of SRI6

between historical and future periods in terms of moderate and extreme droughts.

However, the category of severe droughts is slightly reduced from 17 occurrences for

the historical period to 11 occurrences for the future projection. A potential reason

responsible for the different behaviors seen in the SRI6 driven by the HadGEM_QM

and RegCM_QM may be the difference in runoff projections.

그림 2.575 SRI6 및 6개월 누적 유출량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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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요소기술의 보완 및 글로벌 대기/지표/수문/ 지하수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요소기술의 검증 및 보완

○ 글로벌 수자원 위험도 및 시장동향을 고려한 시범유역 선정

- 수자원 시장동향

세계 물 시장은 연평균 5.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600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자원산업의 해외 진출 가시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5∼10년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수자원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 사업

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 국제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3) 민자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종합기술, 삼안, 유신, 건화 및 이산과 같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진출 사례를 조사하였다.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 현황은 총 116건의 진출

사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76은 116건의 해외 진

출사례의 사업형태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DA 형태의 사업이 55%로 가장 크며, MDB

형태의 사업은 7%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수자원산업의 사업종류별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43건), 댐 및 수력발전(42건), 수자원사업(16건), 하천사업(9건), 관개시설(6건) 순으

로 상·하수도 및 댐(수력발전) 관련 사업이 73%를 차지한다(그림 2.576).

(a) 사업형태별 진출 현황(%) (b) 사업종류별 진출 현황(%)

그림 2.576 국내 기업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 현황

그림 2.577은 대륙별, 국가별 해외진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륙별 수자원산업은 아시아(83

건), 아프리카(16건), 중동(10건), 유럽(4건), 남아메리카(3건) 순으로 아시아권 지역에 진출이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사가 진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16건,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

9건, 필리핀 8건, 베트남 7건 등으로 전체 사업의 71%를 차지한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및 댐(수력발전)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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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7 대륙별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 현황

- 글로벌 수자원 위험도 평가

수자원 위험도 평가는 국가별 상황이 상이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량화 및 국

가별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지수를 활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

으며, 지수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재해 취약성 지수(Water Disaster Vulnerability Index,

WDVI)를 활용하였다. WDVI는 홍수취약성 지수와 가뭄취약성 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정

방법은 식 (2.69)와 같다(김민국 등, 2018). WDVI의 평가기준은 표 2.234와 같으며, 각 지수의

퍼센타일에 따라 매우 취약(high vulnerability), 취약(vulnerability), 보통(normal

vulnerability), 안전(low vulnerability)로 구분하였다.

  
  



  
  



 (2.69)

여기서 와 는 각각 민감도 지표와 가중치를 의미하며, 와 는 노출도 지표와 가중치

를 의미한다.

boundary 0-25(%) 25-50(%) 50-75(%) 75-100(%)

class High vulnerability Vulnerability
Normal

vulnerability
Low vulnerability

표 2.234 WDVI 평가기준

각 재해에 대한 취약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홍수 및 가뭄에 취약한 국가의 세부지표를 비

교하였다. 그림 2.578은 국가별 세부지표를 공간적인 분포를 통해 도시한 것으로 홍수 관련 세

부지표의 경우 청색에 가까울수록 홍수 취약성이 높아지고, 적색에 가까울수록 홍수 취약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가뭄 관련 세부지표의 경우 적색에 가까울수록 취약성이 증가하고, 청색에

가까울수록 취약성이 낮아진다. 홍수 관련 세부지표의 경우 민감도 관련 세부지표 중 PN90,

WETM, PX1D, RX1D에서 지표 값이 크게 산정된 국가가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서고츠 산맥, 브람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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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 4개 세부지표에서 모두 높은 지표 값을 보였으며, 상위 25%∼50% 내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데칸고원 지역 등에서도 해당 세부지표가 높은 값을 보였다. 따

라서 홍수의 경우 강우빈도와 강우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에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뭄 취약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몽골, 중국 사막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경우

ANNUAL, PN01, DRYM, MDRY 세부지표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가뭄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당 세부지표에 대해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뭄의 경우 강우의 발생 빈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며, 연중 동일한 강우량에서도 강우의

발생일수가 적을수록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재해별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세부지표

검토 결과 홍수와 가뭄의 경우 수문ž기상학적인 세부지표가 인문ž사회학적인 세부지표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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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

(a) PN90 (b) WETM

(c) PX1D (d) RX1D

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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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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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b) PN01

(c) DRYM (d) MDRY

그림 2.578 가뭄 및 홍수 세부지표

각 국가별 수재해 취약성 지수의 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2.579와 같이 1960년 대비 2006

년의 국가별 홍수 및 가뭄 취약성 지수 값의 증가율을 그래프로 표출하였다. 적색 실선은 DVI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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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을 나타내며, 청색 실선은 FVI 증가율을 나타낸다. 홍수 취약성 지수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

이 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아시아의 경우 –2.6%, 동아시아의 경우 –3.2%, 중앙아시

아 지역은–10.4%로 대부분지역에서 홍수 취약성이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의 전체

국가 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필리핀이 2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남아시아의 방글라데

시가 23.0%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수 값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동남아

시아로 6개 국가에서 취약성이 증가하고, 남아시아에서는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취약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에서는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취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중앙아시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취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취약성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이 약 21.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5.3%,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1.5%로 증가율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증가율의 경우 카자흐스탄이 2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였으며, 브루나이가 –31.7%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필리핀, 방

글라데시, 태국의 경우 가뭄 취약성이 약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 취약성 역시 증

가하여 높은 강도의 강우 사상 발생 빈도는 증가하지만 강우 발생 빈도는 줄어들어 홍수와 가뭄

에 대한 취약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79 국가별 가뭄 및 홍수 취약성 증가율

- 시범유역 선정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자원 진출,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활용성이 가장 높

은 지역을 시범유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시장동향 및 수자원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시장동향 조사결과 국내 기업은 개발도상국 ODA 형태로 해외 사업에 가장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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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에 진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국가로는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의 국가가 있다.

수자원 위험도는 비교적 수재해에 취약한 아시아 몬순지역 30여개 국가에 대하여 홍수와 가

뭄으로 나누어 평가 및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홍수의 경우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국가로는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말레이시아 등이 있었다. 가뭄의 경우 주로 내륙에 위치한 국가

들이 위험도가 높았으며, 주요 국가로는 몽골,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동향과 수자원 위험도를 고려하여 아시아 몬순 지역 내 국가를 시범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

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으로 11개를 선정하였다.

○ 시범유역 적용 및 검증

- 시범유역 자료 수집

본연구에서는수자원위험도및시장동향을고려하여 11개 국가, 26개 유역을시범유역으로선정하

였다(표 2.235). 시범유역의 면적은 151∼77,604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규모 저수

지 유역부터 한강과 같은 대권역 규모의 유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역별 연평균 강수량은 231mm∼

3,050mm까지분포하며, 건조기후부터열대습윤기후까지다양한기후의유역을시범유역으로선정하

였다. 시범유역의적용및검증을위해각유역의 Local 관측 강수, 기상, 수문, 지형자료를수집하였다.

강수자료는 238개 지점, 기상자료는 106개 지점, 수문자료는 73개 지점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No. Country Basin name Area(km2)
Average Rainfall

(mm)
1 Afghanistan Harrirod 7,539 250
2 Afghanistan Upper Harrirod 33,461 231
3 Afghanistan Herath 77,604 250
4 Bhutan Wangchu 4,647 973
5 Cambodia Srepok 28,816 1,872
6 Indonesia Citarum 151 2,124
7 Lao Sekong 27,848 2,185
8 Myanmar Bago 69,460 2,297
9 Myanmar Chindwin 4,883 2,985
10 Nepal Karnali 2,926 2,220
11 Nepal Bagmati 1,550 1,750
12 Nepal Tamor 4,377 2,298
13 Nepal West Seti 4,342 1,336
14 Nepal Buri Gandaki 3,936 1,307
15 Nepal Indrawati 602 3,050
16 Nepal Tamakoshi 2,926 2,502
17 Pakistan Satpara 14,000 900
18 Pakistan Hub 289 431
19 Pakistan Swat 10,000 180

표 2.235 시험유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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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유역 검증 결과

선정한 시범유역에 위치한 지점에 대하여 글로벌 강수 및 기상관측자료의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활용성 평가는 품질관리 전, 품질관리 후 global 자료와 local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비교에는 BE (Bias Error), MAE (Mean Absolute Error), PBIAS (Percent

BIAS), BRMSE (Bias Root Mean Squared Error), CC (Correlation Coefficient, CC)를

활용하였다. 그림 2.580은 Surin 지점의 global 관측자료(R1), global 품질관리 자료(R3), local

관측자료(L1)를 도시한 것으로 R1과 L1은 서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1에는 L1보다 많은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3는 R1에 비해 결측값이 보정되어 결측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큰 값이 이상치로 판단되어 보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관측값에 가까운 값마저

이상치로 판단되어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품질관리 기법 개선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a) global 관측자료

(b) global 품질관리 자료

(c) local 관측자료

그림 2.580 글로벌 및 로컬 강수 자료 비교 검토(Surin 관측소)

No. Country Basin name Area(km2)
Average Rainfall

(mm)
20 Pakistan Ravi 1,772 671
21 Sri Lanka Kotmale 313 1,000
22 Thailand Songkhram 12,880 1,600
23 Thailand Nan 5,061 1,235
24 Thailand Yang 11,620 1,350
25 Thailand Lam chi 4,134 1,497
26 Vietnam Saigon bas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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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요소기술의 시스템 적용 및 평가

- 품질관리 기술 조사 및 개발

장기간의정확한수문기상자료의확보는수자원관련연구를진행함에있어아주중요한이슈중하

나이다. 국내에서는다양한기관에서장기간의수문기상관측자료확보를위해예산및인력을소비하

고있다. 국내에서는대표적으로기상청에서지상기상관측자료로종관기상관측, 지역상세관측자료를

수집하고있으며, 이외에도원격탐사자료로레이더, 위성 등을활용한자료수집을수행하고있다. 국

토교통부에서는 지상 기상관측자료, 레이더 자료, 유량자료, 수위자료 등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관측장비를 통한 관측자료라도 자료 관측, 가공,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문제

로는 자료의 부정확성(inaccuracy), 불일관성(inconsistency), 불충분성(insufficiency), 불완전

성(incompletion)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자료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비교적 관측밀도가 높

고 장기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자료의 품질이 우수한 편이지만 글로벌 자료의 경우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측자료의 이

상치 및 오류는 추적하기가 어렵고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외에서 아직까지 보편적인 품질관리 기법이 제시된 사례는 없다. 여러 기관 및 연구사례에서 매뉴

얼 및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상지역, 자료 특성 등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품질관리

기법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에 적합한 기법을 도출하였다.

품질관리 기법은 크게 품질검사와 보정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검사는 자료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단계이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품질검사는 범위검사, 시계열 검사, 일치성

검사, 공간 동질성 검사, 수치모델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 검사는 관측자료가 기후범위 또

는 관측기기가 측정 가능한 물리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별하는 검사이며, 범위에서 벗어날 경

우 이상치로 판단한다. 이상치를 판별하는 범위는 과거 관측했던 극값(ex 세계 일 최대 강수

량),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ex 풍속이 0m/s 이하), 통계적 범위(ex 자료의 신뢰도 99%에 속

하는 범위) 등을 활용한다. 일치성 검사는 관측자료간의 일치성을 판단하는 경우로 각 변수별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 이상치로 판단하는 검사이다. 예를 들면 최고기온이 최저기온보다

낮을 경우 이상치로 판별하며, 이러한 이상치는 주로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 시계열 검

사는 자료의 시계열에 따른 검사로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없는 값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이상치로 판별한다. 예를 들면 분 단위 시계열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10℃이상 변화한다거나, 자료가 10일 이상 0값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주로 관측기기에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에도 국가별로는 상이한 결측값

표기, 단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공간 동질성 검사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관측값 간의 동

질성을 판단하는 검사로 인접하는 관측소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이상치로 판별한다. 수치

모델(위성) 검사는 관측자료의 거동 및 특이값을 판별하기 위해 수치모델 모의값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료의 불일관성을 판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측자료와

모델 모의 값을 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통계적 특성이 변화할 경우 자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

다고 판별할 수 있다.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주로 관측기기 변경, 관측지점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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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가 있다. 특히 최근 수치모델 및 원격탐사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다. 자료의 보정은 수문기상 관측자료를 수자원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결측치 및 이상치를

보정하는 기법으로 주로 선형보간 기법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2.236과

같이 WMO, NCDC, APHRODITE, 기상청,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의

품질관리 기법을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의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기관 범위 일치성 시계열 공간 일관성 수치모델

WMO ¡ ¡ ¡ ¡ ¡ ¡
NCDC ¡ ¡ ¡ ¡ X X

APHRODITE ¡ X ¡ ¡ ¡ ¡
기상청 ¡ ¡ ¡ ¡ X X

건설기술연구원 ¡ X X ¡ X X
한국수력원자력 ¡ X X ¡ X X
본 연구 ¡ ¡ ¡ ¡ X X

표 2.236 기관별 품질검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일 단위 강수량,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이슬점온도, 평균풍속, 해면기

압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기관들의 품질관리 기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

사인 범위, 일치성, 시계열, 공간 동질성 검사를 품질검사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비교 자료 확

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관성, 수치모델 검사를 제외하였다. 품질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의

오류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결측 및 이상치에 대한 표기를 구분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상치 표

기도 검사별로 상이하게 사용하였다. 자료의 보정기법은 선형보간 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방향에 위치한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RDS (Reciprocal

Distance Squared)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의 기본 정보 산정을 위해 월 단위, 연 단위

로 가공하였으며, 기초 통계치를 산정하였다. 품질관리의 주요 절차는 그림 2.581과 같다.

지점별 고유 코드 배정

지점 위경도

지점 고도

국가

관측기간

지점정보
전지구 자료

내적 일치성 검사

중복성 검사

기후범위 검사

공간 동질성 검사

RDS 보정 기법

QC for metadata

QC procedure

Output results

통계치 산정

월 단위 자료 산정

연 단위 자료 산정

NCDC, CPC

NOAA, GRDC

APRHODITE, UW

그림 2.581 품질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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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B 시스템 simulator 개발 및 시스템 타 지역 확대적용

- 타 지역 가용 글로벌 자료 조사

GWB 시스템 대상지역은 비교적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향후 수자원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몬순, 아프리카, 남미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기존 구축한 아시아 몬

순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지형,

기후,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수문, 기상, 지형, 인문사회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수문해석 모형

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전지역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형, 수문, 기상 가용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한 자

료는 표 2.237와 같다. 지형자료로 DEM, 토양도, 토지피복도, 유역도, 하천망도를 수집하였다.

기상자료로는 일 단위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문자료로

는 일 단위 유출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 아프리카 지역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이 다수 위치하여 비교적 수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며, 다수의 기후가 분포

하고 있어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 Njissen et al. (2001)은

전 지구를대상으로 VIC 모델 구축을수행하였으며, 아프리카지역 콩고강, 세네갈유역에 대해매

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한 바 있다. van Vliet et al. (2012)는 전 세계 대유역에 대한 수문, 수온 모

델링을 위해 VIC 모델과 RBM 모델을 연계하여구축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Orange

강 유역에 대해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van Beek et al. (2011)은 전 지구의 Green water와

변수 제공기관 가용기간 파일형식
DEM USGS (30m 격자) - TIFF
토양도 FAO (0.0833° 격자) - TIFF

토지피복도 UMD (1km 격자) - TIFF
유역도 USGS - shp
하천망도 USGS - shp

일 강수자료
CPC (0.5° 격자, Daily) 1979∼현재 Binary
NCDC (지점, Daily) 지점별로 상이 Ascii

일 최고기온
CPC Unified Data

(0.5° 격자, Daily)
1979∼현재 NetCDF

NCDC (지점, Daily) 지점별로 상이 Ascii

일 최저기온
CPC (0.5° 격자, Daily) 1979∼현재 NetCDF

NCDC

(지점, Daily)
지점별로 상이 Ascii

일 평균풍속
NCEP-NCAR 재분석자료

(2.5° 격자, Daily)
확보(1948∼현재) NetCDF

NCDC (지점, Daily) 지점별로 상이 Ascii

관측 유출량
GRDC (지점자료, Daily

or Monthly)
지점별로 상이 Ascii

표 2.237 아프리카 지역 자료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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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water 분석을 위해 PCR-GLOBWB 일 단위 분포형 모델을 구축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유

역에는 Congo, Niger, Nile 유역에 대하여 적용한 바 있다. Schuol et al. (2008)은 아프리카 지역

의 Blue water와 Green water를 분석하기 위해 SWAT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해안가에 위치한

유역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Beck et al. (2016)은 전 지구에 대해 분포형 모델인

HBV을 적용하였으며, 매개변수 검보정 유역 선정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

서는 대부분 격자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지표수문해석 모형을 아프리카에 구축하였으며, GRDC의

유량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매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모델의 모의 성능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모델

의 입력자료, 검증자료의 선정 및 수집에 유의할 점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표수문해석 모형은 기존 아시아 몬순지역에 활용하였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적용사례가 있는

VIC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아프리카 유역에 구축하였다. 모델의 공간해상도는 계산의 효율성과 입

력자료의 공간해상도를 고려하여 0.5°를활용하였다. VIC 모델 구축을위한 지형자료는 DEM, 토

양도, 토지피복도가 활용되며, 모델 모의를 위해 0.5°로 가공한 지형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상자료는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풍속자료가 필요하며, 0.5°로 가공하여 일 단위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

림 2.582은 10,555개의 격자에 대해 구축한 VIC 모델 입력자료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DEM

의 경우 남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피복의 경우 북쪽의 사하라

사막을 적절하게 나타내었다. 연강수량의 분포는 적도가 통과하는 아프리카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났으며,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연강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DEM (b) 토지피복도

(c) 토양도 (d) 연평균 강수량

그림 2.582 VIC 모델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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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모델 구축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하기 전에

초기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초기 모의 수행결과를 기반으로 연평균 유출고를 산정하였다. 2.90

은 VIC 모델 모의 연평균 유출고와 아프리카 지역 쾨펜 기후대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두 분포

도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산정되었으며,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모델의 초기 구축은 적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a) 모델 모의 연평균 유출고 (b) 쾨펜 기후대

그림 2.583 VIC 모델 초기모의 결과 검토

VIC 모델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해 GRDC의 유량자료를 검보정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아프

리카 전역에 대해 약 400여개의 지점 유량 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매개변수 검보정 유역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매개변수 검보정 유역을 선정하였다.

· 10년 이상의 유량관측자료 확보 가능

· 유역면적이 10∼10,000 이내

· 건조, 열대, 온대 기후 포함

· 주요 하천 포함

· 상류에 수공시설물이 없는 지역

그림 2.584은 각 유역의 매개변수 검보정 수행결과로 온대의 경우 비교적 강수와 유량 간의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건조와 열대 기후의 경우 오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건

조기후의 경우 기저유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였다. 추후 지

속적인 매개변수 튜닝을 통해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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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4 VIC 모델 매개변수 검보정 결과

- 아프리카 지역 GWB 시스템 개발

아프리카 지역 글로벌 수자원 분석 시스템은 그림 2.585와 같이 강수량, 기상, 수문, 유역, 일

반현황, 수자원 분석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몬순지역 GWB와 북한상세를 제외한 모

든 구성이 동일하게 구축되었다. 자료는 8개 분야 33개 종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수, 기상, 수

문, 유역 자료의 경우 자료의 분석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eb-GIS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출정보를 표, 그래프 등으로

가시화 하고 다운로드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자료는 국가 및 유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국가 또는 유역을 선택하여

공간적 범위의 설정이 가능하다. 국가는 아프리카 내의 위치한 국가 현황을 고려하여 구축하였

으며, 유역은 USGS 전세계 유역도와 하천망도를 활용하여 소유역, 중유역, 대유역 자료를 구축

하였다. 시스템의 세부 구성화면은 아래와 같다.

- 메인화면

: 국가 및 유역단위 선택창 구성

: 지도 또는 창에서 국가 및 유역을 선택

: 국가단위 -> 국가선택, 유역단위 -> 국가선택 -> 유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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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5 GWB 아프리카 메인 화면

-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소 선택

: 국가선택창 및 기초정보 제공

: 기본값 - 선택 국가

: 국가 변경 기능

: 선택국가의 제공자료 및 관측소 개수 정보 표출

: 지도 표출

: 메인화면에서 선택된 국가의 관측소위치 지도에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 관측소 선택 기능

: 상세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기간조회 설정 및 선택값 조회 버튼

: 자료기간에 대한 관측소별 기초정보 표출

: 자료기간 조회 버튼을 통한 해당기간 자료 조회

: 해당 관측소 선택 및 선택값에 대한 조회 버튼

그림 2.586 관측소 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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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자료 생성

: 자료기간, 관측소목록 데이터분석 선택창

: 자료기간 선택 기능(일, 월, 연)

: 관측소목록 - 관측자료 선택으로 이동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 창 팝업으로 생성

: 지도 표출

: 선택 국가의 관측소 지도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 선택 관측소 자료 그래프 표출

: 표에 생성된 관측소 선택 및 관측소 그래프 생성

그림 2.587 자료조회 화면

-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자료 생성 > 데이터분석(팝업)

: 관측소별 해당기간 그래프 생성

: 해당기간의 그래프 생성

: 마우스 오버시 날짜와 데이터 정보 생성

: 관측소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 생성

: 해당기간의 원시자료 및 보정자료 생성

: 최대, 최소, 평균 데이터 생성

: 다운로드 선택시 엑셀로 저장 가능

그림 2.588 데이터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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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진동(AO)을 고려한 북반구 지표수문변화 평가

○ 북극진동과 El Nino/La Nina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은 북극의 공기단의 차가운 소용돌이가 약 수십 일에서 수십 년

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북극진동은 극관(polar cap) 지역과 중위도 지

역 사이에 상반되는 지표의 기압 변동이 특징이다. 즉, 극지방에서 해면의 기압이 높게 형성되

면 중위도에서는 낮아지고, 반대로 극지방에서 해면의 기압이 낮게 형성되면 중위도에서는 기압

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극지방과 중위도 지역에서의 해면의 기압은

반대의 위상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 북극진동지수

(Arctic Oscillation Index; AOI)이다. AOI가 양수인 경우, 북극 상공의 소용돌이의 세력이 강

화되는 시기에 제트기류는 북극 근처의 상공에서 올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북극의 냉기류를

극지방 근처에 가두어 둔다. 반대로 AOI가 음의 수치를 보이면 북극의 냉기류를 잡아두는 북극

상공의 소용돌이의 세력이 약해지며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북반구 전반에 남하하게 된다.

엘니뇨(El Nino)는 적도 부근 중앙∼동부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 수온 이상으로 높아지

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라니냐(La Nina)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해수

면 온도가 평년 수온 아래로 하락하여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는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며, 해수 온도가 평년에 비해 얼마나 상승, 하강한 것을 엘니뇨

와 라니냐로 정의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 엘니뇨와 라니냐를 정의하는 기준으로는 남방

진동지수(Southern Oscillation Index, SOI)가 있다. 남방진동(Southern Oscillation, SO)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주목받기 이전부터 Walker (1932)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된 현상으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 Tahiti섬과 오스트레일리아 Darwin 지역의 기압 차이의 변동을 일컫는다.

이 두 지역의 기압 차를 표준화한 지표를 남방진동지수라 한다. 이후 Bjerknes (1969)는 남방

진동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연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남방진동지수의 경년 변동 특성 및 남방진동지수의 한반도 장마 및 태풍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진동지수(Arctic Oscillation

Index, AOI)의 복합적인 영향 또한 고려하기 위하여 NCEP(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http://www.cpc.ncep.noaa.gov)의 자료로부터 1961년부터 2016

년까지의 월별 평균 AOI 를 수집하였다. 또한 월 SOI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

NCEI(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https://www.ncdc.noaa.gov/)의

자료를 참고하여 1961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별 SOI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NCEI와 NCEP

에서 제공하고 있는 1961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별 SOI 및 AOI의 박스도표는 그림 2.58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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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OI (b) SOI

그림 2.589 월별 AOI와 SOI 박스도표

SOI와 AOI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AOI와 SOI 두 자료

모두 겨울철(12월 – 2월)에 분산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자료의 값은 다른 시기에

비해 겨울에 절댓값이 크게 나타난다. 그 값은 양수인 경우도, 음수인 경우도 있음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중앙값은 여름에 증가하고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분산이 최소가 되는

시기는 AOI와 SOI가 다르다. SOI의 경우 늦은 봄에서 여름에 해당하는 4월부터 6월에 박스도

표의 꼬리가 짧은, 즉 분산이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AOI는 이와 달리 5월부터 9월까지 박스도

표의 꼬리가 짧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두 자료의 평균값이 다른 것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SOI의 경우 표준화된 지표로 산출되는 값이기에 그 평균값이 0에 수렴하나, AOI의 경우 그렇

지 않다. AOI는 평균값이 음수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여름철에도 AOI의 중앙값은 거의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장마의 어원에 따르면 장마란 단순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한다. 허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장마의 의미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장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장마의 개념이다. 반면, 두 번째는 기상학적 개념으로, 장

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의미 한다(류상범, 2001).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장마일수 및 장마

시 강수량 등의 자료는 두 번째 관점에 따라 장마의 시점을 분류하고 강수량 등의 자료를 수집

한 자료이다. 장마(Changma)는 우리나라의 주요 강수시기로, 동아시아 몬순 (East Asian

monsoon) 시스템의 일부이다. 여름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남쪽의 온난습윤

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다.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에 따른 습윤한 공기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이러한 현상을 기상학적 장마라 칭한다. 기후학적으로 6월 하순 한

반도 주변으로 상층 제트기류가 북상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격적인 발달과 더불어 하층 남

서풍에 의한 습윤한 공기 유입이 강화되면서 장마가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마 발생 특성 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수일수 및 총 강수량이다. 총 강수량은 장마기간 내 전국 강수량을 의미한다. 자료 보유기간

은 1961년부터 2016년이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56년간 장마에 대한 자료를 박스도표로

나타낸 것은 그림 2.590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로 두 자료

모두 박스도표의 중앙값과 1사분위수, 중앙값과 3사분위수의 차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평

균과 중앙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정규분포의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심극한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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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두 자료는 완벽한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고 있으며 두 자

료 사이에는 서로 다른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총 강수량의 경우, 박스도표의 꼬리가 위쪽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나타나며 총 강수일수의 경우 반대로 나타난다. 꼬리의 길이 또한 두 자료

가 다르게 나타나며, 장마기간 중 강수일수의 박스도표 꼬리가 비교적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료의 평균값에 비해 강수일수의 경우는 분산이 큰 편이며 총 강수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

산이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b) 장마기간 총 강수일수

그림 2.590 장마기간 중 총 강수량 및 강수일수 박스도표

태풍은 저위도 지방의 열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열에너지 불균형은 상대적

으로 고위도에 위치한 지역이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를 더 적게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태풍은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 적도에서 5도 이상의 바다위에서 수증기가

한 곳에 뭉치면서 형성된다.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열대성 저기압 현상을 태풍이라 한다. 발생

하는 지역에 따라 이는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태풍 활동에 대한 정보로 국가태풍센터(National Typhoon Center)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사

용되었다.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연도별로 발생한 태풍의 개수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태

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태풍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되고 있어 SOI 및

AOI의 증감에 따른 이듬해의 태풍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961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발생한 태풍 및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태풍 발생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시기는 주로 6월부터 9월로, 드물게는 5월, 9월에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 7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1월

부터 3월에도 드물게 태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태풍은 7월과 8월에 한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월보다는 9월에, 5월보다는 10월에 더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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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진동지수 및 북극진동지수와 장마 및 태풍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AOI와 SOI의 주기성 및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지표에 대한 자기상관

도(autocorrelogram)를 먼저 작성하였다. 자기상관도는 주어진 지체시간에 대한 자기상관계수

를 나타낸 도표로 시계열 분석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보이기도 하다. 1961년부터 2016년까

지 AOI와 SOI와 월 평균자료에 대한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2.591과 같다.

(a) AOI (b) SOI

그림 2.591 SOI와 AOI의 자기상관분석

AOI와 SOI의 자기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먼저 두 자료 모두

AR(1)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두 자료 모두 월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성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추정된 상관길이는 SOI의 경우가 AOI의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AOI의 상관길이는 3개월로 매우 짧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SOI는

자기상관계수가 신뢰상한 아래로 하강하는 시점까지의 시차인 상관길이가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

다. 1개월 지체 상관계수는 AOI와 SOI가 각각 0.30, 0.63으로 SOI가 더 높은 자기상관을 보인다.

이러한 자기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장마 및 태풍과의 상관분석에서 이동평균의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AOI, SOI와 장마 및 태풍 발생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은 두

지표 사이에 유의한 선형관계가 나타나는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그림 2.592는 AOI와 태풍 및 장마 특성의 상관분석을 위한 산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앞

선 분석 결과에서 AOI는 상관길이가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1월을 기준으로 3

개월 이동평균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AOI와 장마와 연관된 특성값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OI와 태풍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특성은

장마에 비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93은 SOI와 태풍 및 장마 특성의 상관분석을

위한 산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SOI는 상관길이가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반영하여 1년 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단순한 상관분석에서는

장마 및 태풍의 발생 특성과 SOI의 증감 사이에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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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수일수 (b) 총 강수량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592 AOI와 태풍 및 장마 특성의 상관분석

(a) 강수일수 (b) 총 강수량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593 SOI와 태풍 및 장마 특성의 상관분석

앞선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AOI와 SOI 모두 장마 및 태풍 발생 특성과의 상관성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SOI와 AOI는 한반도 여름철 기후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선 분석에서는 두 현상 사이의 시차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여름 초기에 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며 태풍은 여름 후기에 한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있다. 한편 AOI는 늦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 변동이 뚜렷

하며, SOI의 경우는 늦은 겨울부터 봄철 사이에 변동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AOI와

AOI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장마 및 태풍의 특성과의 시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상관분석,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더불어 SOI, AOI와 장마 및 태풍의 특성

사이에 내재된 선후관계를 파악하고자 교차상관도를 유도하고 검토하였다. 1961년부터 2016년

까지 SOI와 AOI 월 자료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는 그림 2.594와 같다. SOI와 AOI에 대한 교차

상관분석을 통해 SOI와 AOI가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하는지 또는 연관성을 나타내며 거동하는

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SOI를 선행으로, AOI를 후행으로 가정하였다. SOI와

AOI 사이에는 lag-0에서 유의하지만 매우 작은 수준의 상관계수가 나타난다. 이후 나머지 지

체시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교차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체시간 72개월, -24개월에서

교차상관계수가 신뢰하한보다 약간 큰 값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즉 교차상관분석 결과로부터 AOI와 SOI는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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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4 SOI와 AOI의 교차상관도

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경년 변동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수 및 한반도에 영향력

을 행사한 태풍의 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교차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는 그림 2.595와 같다. 이 분석에서는 SOI와 AOI를 각각 선행으로, 장마 및 태풍의 발생 특

성을 후행으로 가정하였다. SOI의 경우,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와 한반도에 영향력

을 행사한 태풍의 수 모두 지체시간 6개월에서 가장 큰 교차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SOI가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이 시기와 한반도에 태풍이 미치는 시

기인 늦은 여름부터 가을의 시차와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때의 교차상관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사례와 유사하게 태풍의 발생은 엘니뇨인

남방진동의 온난모드인 경우보다 라니냐인 남방진동의 한랭모드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SOI와 태풍 발생의 교차상관은 약 6개월∼1년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OI와 태풍 발생의 교차상관은 이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AOI와 북서태평양에

서 발생한 태풍은 지체시간 9개월에서 가장 큰 음의 교차상관을 나타낸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과 AOI의 교차상관은 지체시간 8개월에서 가장 큰 교차상관을 보이며 12개월마다 신뢰 하

한 이하의 값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OI의 경우 겨울철에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이 태풍 발생의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8∼9개월의 지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SOI의 경우와는 달리 AOI는 태풍의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AOI가 음의 편차를 가지면 북극의 제트기류가 중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

이 생기게 되는데 제트기류의 하강이 중위도 지방의 기압을 낮추므로 인해 태풍의 빈도가 빈번

히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SOI –

태풍(북서태평양)

(b) SOI –

태풍(한반도)

(c) AOI –

태풍(북서태평양)

(d) AOI –

태풍(한반도)

그림 2.595 SOI 및 AOI의 태풍에 대한 교차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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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의 장마 및 태풍 발생에 있어 특정한 어떤 한 인자의 영향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 AOI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개수와 큰 연관

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개수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SOI의 경우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개수와의 교차상관분석

결과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개수와의 교차상관분석 결과에 비해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앞선 상관분석, 자기상관분석, 그리고 교차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기상관분석 결과, SOI와 AOI 모두 주기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관길이는

SOI가 AOI에 비해 4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SOI와 AOI 모두 약한 상관관계만이 나타났으나, 이는 시차나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OI의 경우,

AOI의 진동이 태풍의 발생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발생한 태풍의 진로나 영향 범위에는 영향을 행사하여 AOI의 세력이 비교적 강한, 음의 위

상을 나타내는 해에는 태풍의 세력이 한반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OI의

경우 이와는 다르다. SOI의 경우에는 태풍의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발생한 태풍

의 진로, 영향 범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 한반도에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차가 고려된 교차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수준의 교차상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차상

관분석 결과, 교차상관도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이 모든 결과에서 확인되

고 있으나, 이때의 증감이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OI, AOI

와 장마 및 태풍의 관련성은 시차 이외의 다른 주기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남방진동지수 및 북극진동지수와 장마 및 태풍의 웨이블릿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남방진동지수와 북극진동지수가 장마 및 태풍에 행사하는 영향력과 그 주기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 및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을 수행하였다. 웨이

블릿 변환은 신호, 시스템, 프로세스 모형 등을 특수한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 특수

한 함수는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파를 기저 함수로 하여 천이, 확대, 축소 과정을 통하여 임

의의 파형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웨이블릿 분석은 앞선 교차상관분석 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한 SOI 및 AOI의 장마 및 태풍과의 관련성, 주기성 등을 파악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분석

에 사용된 입력자료는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SOI와 AOI의 월별 자료이다.

시간에 대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기 위해 통상 푸리에 변환이 많이 사용

되어 왔다. 푸리에 변환은 사인 함수 및 코사인 함수를 기저 함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주기성을 분석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푸리에 변환을 통해 시계열로

표현되는 신호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 주파수를 추출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의 정보를 얻기

는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단위로 분할한 다음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

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이 개발되었다. STFT를 이

용하면 기존 푸리에 변환에 비해서는 시간 또는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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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window)를 사용함에 따라 시간 분해능과 주파수 분해능 중 하나

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웨이블릿 변환이다. 웨이블릿 변환은 STFT와

는 달리 시간과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무한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시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푸리에 변환과는 다르

게,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유한한 길이의 기저 함수(basis function)를 이용하여 기존의 시계열

자료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푸리에 변환과 달리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신호의

변화되는 부분을 잘 나타낼 수 있어, 신호의 불연속적인 지점을 식별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림

2.596은 일반적인 푸리에 변환, STFT, 그리고 웨이블릿 변환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a) Fourier transform (b) STFT (b) Wavelet transform

그림 2.596 웨이블릿 변환과 푸리에 변환의 개념적 차이

웨이블릿 변환의 기저 함수를 모 웨이블릿(mother wavelet)이라 하며, 모 웨이블릿의 척도

변환(scaling) 및 전이(transition)를 통해 시간 도메인에 있는 기존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

환한다. 식 (2.70)은 연속 웨이블릿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CWT)의 기본적인

공식이다. 여기서, 는 모 웨이블릿 함수를 나타내며 위첨자 *는 켤레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와 는 모 웨이블릿 조정을 위한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는 척도 매

개변수(scale parameter)로 모 웨이블릿의 크기를 조정하며, 는 전이 매개변수(transition

parameter)로 모 웨이블릿을 시간축 상의 특정 위치를 이동시킨다. 아울러   는 와 를

매개변수로 가지는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의미한다. 는 시간축에 존재하는 입력신호를 의미

한다.

   

 
 ∞

∞


   (2.70)

웨이블릿 분석을 위해서는 모 웨이블릿이 선택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모 웨이블릿이 존

재하며,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모 웨이블릿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Ngui et al., 2013). 단변량 모 웨이블릿 분석 시, Morlet 모 웨이블릿이 타 모 웨이블릿에 비

해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조화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Aguiar-Conraria et al., 2008; R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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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뿐만 아니라, 이현욱 등 (2019)에서는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서도 Morlet 모 웨이블릿

이 타 모 웨이블릿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Morlet

모 웨이블릿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OI와 SOI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는 그림 2.597과 같다. 이 그림에서 y-축은 스

케일(scale)를 나타내며 x-축은 연도를 나타낸다. 참고로, Morlet 웨이블릿의 경우 스케일과 거

의 동일한 값을 주기로 가진다(Torrence and Compo, 1998). 고려한 스케일은 1년부터 32년까

지이나 자료 기간을 고려하면 20년 이상의 주기성은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서, 빨간색은 강한 주기성을, 반대로 파란색은 약한 주기성을 의미한다. AOI의 경우 가장 뚜렷

하게 확인되는 성분은 약 16년 부근의 강한 주기 성분이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5년

이하 단주기성이 강화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SOI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주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 이전에는 약 4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후에는 10년 정도의 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a) AOI (b) SOI

그림 2.597 AOI와 SOI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

장마 특성 및 태풍(북서태평양, 한반도)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는 그림 2.598와

같다. 태풍에 비해 장마 특성이 비교적 긴 주기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수량의

경우 1970년대에는 약 4년 정도의 주기성이 관찰되지만, 이후에는 약 20년 부근의 장주기 성분

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강수일수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태풍의 경우 약 1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강약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더욱 짧

은 주기 성분이 일부 관찰된다.

(a) 강수량 (b) 강수일수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598 장마 특성 및 태풍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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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분석을 통해서는 두 시계열 간의 간섭 정도나 동시에 발생하는 성질을 정량화할 수 없

다. 이로 인해 웨이블릿 분석에서는 두 비정상 시계열의 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두 시계열 스

펙트럼의 상관성(correlation)을 활용한다(Chatfield, 1989).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가 존

재하지만, 통상 cross wavelet power (XWP)와 wavelet coherence (WC)가 주로 사용된다.

XWP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두 시계열 사이의 국지적인 공분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Rayeezuddin and Reddy, 2015; Kristoufek, 2017). 아울러 Wavelet coherence (WC)는

XWP를 각 신호의 스펙트럼으로 정규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OI/SOI와 장

마 특성 및 태풍 간 이변량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동조(co-movement) 특성을 추가적으

로 확인하였다.

그림 2.599와 그림 2.600은 AOI와 장마 및 태풍 특성에 대한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이

다. 먼저 XWP 결과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AOI-장마 특성 분석 결과, 약 16년 정

도의 장주기에서 강한 XWP가 나타나며, 태풍 개수-AOI 분석 결과에서는 약 1년 정도의 단주

기에서 강한 XWP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WC에서는 모든 결과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허나 AOI-장마 특성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1년 이하의 짧은 주기에서의 동조가 확

인되는 반면, AOI-태풍 결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phase에서는 AOI가 장

마에 선행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아울러 AOI가 북서태평양 태풍에 선행하며, 한반도 태풍에 대

해서는 후행하는 점 또한 확인된다.

(a) 강수량 (b) 강수일수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599 AOI와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Morlet, XWP)

(a) 강수량 (b) 강수일수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600 AOI와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Morlet, WC)

그림 2.601과 그림 2.602는 SOI와 장마 및 태풍 특성에 대한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이다.

먼저 XWP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앞서 AOI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태풍과의 결과에 비해 장마

특성과의 결과에서 보다 긴 스케일에서 강한 XWP가 나타난다. 반면 WC에서 또한 AOI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phase에서는 AOI와 마찬가지로 SOI가 장마에 선행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반면 북서태평양 태풍 및 한반도 태풍에 대해서는 후행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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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수량 (b) 강수일수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601 SOI와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XWP)

(a) 강수량 (b) 강수일수 (c) 태풍(북서태평양) (d) 태풍(한반도)

그림 2.602 SOI와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WC)

본 연구에서는 AOI와 SOI가 한반도의 장마 및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AOI와 SOI가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개수 및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 장

마기간 중 총강수량 및 장마기간 중 강수일수와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기

간은 자료가 모두 가용한 1961년에서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단변량 웨이블릿의 분석 결과를 보면 AOI에서 대략 16년의 주기성이 나타나며, SOI에서는

1990년 이전에는 약 4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후에는 10년 정도의 주

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장마 특성의 경우 강수량에서는 약 20

년, 강수일수에서는 약 10년 정도의 장주기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태풍의 경우 북서태평양 및

한반도 모두 약 1년 정도의 단주기 성분이 강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변량 웨

이블릿 분석 결과, AOI와 SOI는 장마 특성과는 장주기에서 태풍과는 단주기에서 강한 XWP가

확인되었으며, WC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 모 웨이블릿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측에 목적을 둔 분석에 있어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결과 분석을 보면 기존의 자기상관분석과 교차상관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유의한 결과를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유의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 엘

니뇨/라니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에서처럼 유의하기는 하나 너무 작은 상관

계수, 주기성이 보이기는 하나 모형화하기에는 너무 불규칙적인 패턴 등의 문제 또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Wen, 2002; Zhang et al., 1996). 이는 기본적으로 장마 및 태풍의 특성을 어

느 하나의 인자로 인한 영향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러 특성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결과들은 향후

Teleconnection Pattern의 분석 및 예측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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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기반 강수 및 토양수분 D/B 구축

5차년도에는 전 지구 영역 D/B 구축을 위해 활용될 위성 강수 자료 IMERG와 위성 토양수

분 자료 SMAP의 특성을 3차년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GWB 시스템 환경에

맞춰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GWB 시스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위성 자료의 시

공간 해상도 및 데이터의 특성, 관측범위, 관측 기간 등을 조사하였고, 저해상도화 및 자료의 시

계열 처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WB 시스템에 위성 기반 D/B 구축

- 강수 위성 IMERG D/B 구축

5차년도 과제에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세 지역을 기준으로, GWB 시스템에 탑재

하기 위한 강수 자료로써 IMERG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저장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또한

GWB 시스템 환경과 자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 변환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은 GWB 시스템에서 표출될 예정인 세 영역을 보여주며, 표는 표출 영역의 위도와 경도의 범위

를 나타낸다.

그림 2.603 GWB용 DB 영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Area
Longitude Latitude

min. max. min. max.

Asia 60.25 149.75 -9.75 54.75

Africa -20.25 53.25 -37.75 39.75

South America -93.75 -32.75 -57.75 13.75

표 2.238 표출 영역의 위도와 경도 범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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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B DB용 위성 강수 자료의 형태와 관심영역, 파일 포맷 등은 다음과 같다.

· 자료형태: APHRODITE 자료형

· 시간해상도: 격자별 일단위 시계열자료

· 공간해상도: 0.5°X0.5°

· 기간: 2014년 4월 – 2018년 5월 (1542일)

· 포맷: ASCII 파일

· 변수: 위도, 경도, 강수(mm), 최대온도(°C), 최저온도(°C), 풍속(m/s)

자료의 생성방법으로는 원본 IMERG 자료가 0.1°X0.1°이고, GWB 시스템에 요구된 공간해

상도는 0.5°X0.5°이기에 원본자료의 최대 강수 정보 등이 잘 나타나도록 Cubic Spline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을 하였다. 다음 그림은 2017년 9월 27일에 해당하는 IMERG 원본 강수 자료와

GWB용 강수 자료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강수 패턴이 잘 일치하면서, 최대 강수 영역들도 잘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604 저해상도화된 강수 자료.

그림 2.605 GWB에 구현된 강수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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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수분 위성 SMAP D/B 구축

GWB DB용 위성 토양수분 자료의 형태와 관심영역, 파일 포맷 등은 다음과 같다.

· 자료형태: APHRODITE 자료형

· 시간해상도: 격자별 일단위 시계열자료

· 공간해상도: 0.5°X0.5°

· 기간: 2015년 3월 31일 – 2018년 6월 (1184일)

· 포맷: ASCII 파일

· 변수: 토양수분자료

자료의 생성방법으로는 원본 SMAP 자료가 0.373°X0.373°이고, GWB 시스템에 요구된

공간해상도는 0.5°X0.5°이기에 격자에 맞도록 가장 가까운 원본자료를 사용하여 재생산하였다.

다음 그림은 2015년 9월 14일에 해당하는 SMAP 원본 토양수분 자료와 GWB용 토양수분 자

료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토양수분 값과 패턴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06 저해상도화된 토양수분 자료

그림 2.607 GWB에 구현된 토양수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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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델의 활용성 평가

○ Impact of the spatial variability of precipitation on hydrological projections

-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behavior of daily precipitation in terms of spatial

variability and its impact on hydrological projections. Because precipitation is

characterized by its highly discrete nature and distinct variation, state-of-the-art

GCMs and RCMs still show a limited ability to reproduce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daily precipit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how the deficiency in

simulated precipitation is transferred into hydrological processes, which will provide

insights into the model-dependent implications of this common deficiency in

hydrological modeling studie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First, the

analysis focuses on the comparisons of the spatial variability of daily precipitation

derived from two RCMs, which are RegCM4 and WRF3.4, and their driving GCM

(HadGEM). All projections used in this study were generated to establish Korean

national standard climate change scenarios. Both raw outputs and bias-corrected

outputs using quantile mapping (QM) from the GCM and two RCMs are compared to

identify whether the GCM and two RCMs show different performances in simulating

the spatial variability of daily precipitation and how effectively bias correction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raw outputs.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ability of

climate models to capture the spatial similarity or dissimilarity of daily precipitation as

a function of distance, we introduce two useful statistical methods, namel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rndtsson, 1988) and variogram (Cressie, 1993).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precipitation, hydrological

modeling with SWAT (Arnold et al., 1998) is then performed over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using the twelve different climate input datasets which include the raw and

bias-corrected GCM, and raw and bias-corrected two RCMs outputs for the reference

and future periods. The assessment of how differently the GCM and RCM simulate the

spatial variability of daily precipitation with and without statistical bias correction and

the effect on hydrological simulations will facilitate the proper use of dynamically

downscaled climate information. These results will directly aid the hydrological

modeling community in employing the climate simulations that are most suitable for

their research.

- Analysis of spatial variability of daily precipitation

We begin our analysis by comparing the precipitation derived from different climate

models in terms of their performance in simulating the spatial variability over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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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sing 60 in situ stations; then, we focus on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Han River basin. Fig. 2.608 present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Cs calculated

using daily precipitation data between the Seoul station and the remaining 59 stations.

This provides an illustrative example of how the spatial similarities in terms of

temporal coherence between two stations vary according to distance. For the

observations, the CC decreases as the distance from the Seoul station increases.

Majority station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coastal region appear to be marginally

related to the precipitation temporal evolution at the Seoul station. Similar to the

observed pattern, all model simulations show a gradual decrease in the CCs with the

distance. However, they behave differently in terms of the gradient in the decrease in

the CCs. HAD_RAW shows consistently higher CCs than REG_RAW and WRF_RAW.

Therefore, HAD_RAW still retains CC of at least 0.7 (yellow color) around 36°N,

which is more than 100 km from Seoul station. The critical deficiency of HAD_RAW

can be foun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Inje and Sokcho stations. The actual

distance between the Inje and Sokcho stations is not that far; however, the

precipitation pattern between them is quite different due to the effect of the

geographical settings. The main ridge of the Taebaek Mountains stretching from north

to south along the eastern coastal region lies between the Inje and Sokcho stations. As

a result, Sokcho is located in the plain coastal region, whereas Inje is located further

into the inland mountainous region. Because the representation of geographical settings

largely depends on the model resolution, HAD_RAW, which has a coarse grid, is not

able to accurately resolve the complex geography (e.g. topography and land-sea

contrast), which may be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to capture the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observed pattern. More specifically, only HAD_RAW shows

higher CCs of both the Sokcho (CC=0.87) and Inje (CC=0.94) stations than the

observations and two downscaled results. This result implies that HAD_RAW tends to

produce precipitation at both Sokcho and Inje stations which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at at the Seoul station. In contrast, REG_RAW and WRF_RAW produce much lower

CCs in Sokcho than in Inje, which is closer to the observed pattern. However, whether

this deficiency in the raw output can be improved using bias correction remains to be

determined. Because climate model simulations are not completely accurate, the

statistical bias-correction method is widely applied. In this study, we apply QM to the

raw GCM (e.g., HAD_RAW) and raw RCMs (REG_RAW and WRF_RAW)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bias correction on the spatial variability of precipitation. A

comparison of the results with and without bias correction indicates that bias

correction does not lead to any notabl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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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8 일 강우량 지점 간 거리에 따른 상관계수

The aforementioned are more clearly revealed in Fig. 2.609, which presents a

scatterplot of the CCs of daily precipitation versus distance for all pairwise

combinations of the 60 stations. The total number of combinations is 1,770 pairs.

Consistent with the spatial pattern of the CCs in Fig. 2.609,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observed daily precipitation decreases sharply with increasing distance, especially

at a distance of less than 100 km. Focusing on this relatively short distance between

paired data (e.g., less than 100 km), the well-defined pattern that differentiates the

downscaled RCM results from the driving GCM can be found. The most notable

difference appears in the decreasing gradient in the CCs. HAD_RAW retains CCs

exceeding 0.8 of CCs until a distance of 100 km, which is not surprising considering

the horizontal resolution employed in HAD_RAW. In contrast, REG_RAW and

WRF_RAW are able to captur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decreasing in the CCs,

which are similar to the observations, thus indicating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s in

simulating localized precipitation patterns. A narrow CC spread is another weakness of

the HAD_RAW simulation. In the observations, the CCs show a large scatter ranging

from 0.8 to 0.3 at a distance of 100 km, which indicates that the nature of precipitation

over Korea is not simple or monotonic. Instead, the precipitation over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distinct seasonal and regional variability governed by different

mechanisms (Im et al., 2013), which induce localized and synoptic-scale precipitation

patterns on a case-by-case basis. By comparing the CC distribution that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distance, both REG_RAW and WRF_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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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show better agreement with the observed pattern than HAD_RAW. An

important aspect for bias correction can be derived from the comparison of raw

simulations and bias-corrected simulations. Identifying the relevant difference from

simulations with and without bias correction is difficult. QM does not appear to be

able to modulate the relationship in daily precipitation across stations. Although the

statistical bias correction method (e.g., QM) can improve the climatological mean

precipitation at individual locations (Lee et al., 2019a), it may not effectively adjust the

occurrence of precipitation and the interstation relationship. This drawback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그림 2.609 일 강우량 지점 간 거리에 따른 상관계수 분포도

- Impact of the spatial variability in precipitation on the hydrological simulations

Problems with the runoff pattern that directly respond to precipitation will affect the

streamflow. Because the same bias correction factors derived from the reference

simulations are applied to the future projections, it is important to compare the

precipitation and resultant streamflow from the raw and bias-corrected output for the

future period. Fig. 2.610 presents the daily streamflow hydrograph and precipitation for

September 2085 because this month includes one of the highest streamflow events,

which occurs on the 10th of September, for all hydrological simulations driven by

HAD_QM, REG_QM, and WRF_QM.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n

the dispersion and basinlag when forming the peak flow, we investigate the

streamflow and precipitation averaged over the Paldang Dam basin. Regardless of the

basins, the most distinct pattern appearing in the bias-corrected GCM i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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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precipitation and resultant streamflow compared to the raw output. The

precipitation amounts averaged over the Paldang Dam basin from HAD_RAW and

HAD_QM are 302 mm and 689 mm from the 7th to 12th of September. The corrected

precipitation rate is 2.3 times higher, and this provides a peak flow that is roughly 3.0

times higher, resulting in unrealistic streamflow of 38,770  from HAD_QM.

However, the corrected rates of precipitation from REG_QM and WRF_QM are

approximately 1.6 times and 1.2 times, which subsequently leads to increases in the

peak flow of approximately 1.4 times and 1.1 times, respectively. Therefore, the peak

flows driven by the bias-corrected output are completely different among HAD_QM

(38,770 ), REG_QM (20,840 ) and WRF_QM (19,060 ), although

HAD_RAW, REG_RAW, and WRF_RAW produce similar values.

그림 2.610 팔당 댐 상류 유역 일 유출량 및 강수량 시계열

The distinctly different responses between the bias-corrected GCM and

bias-corrected RCMs can be partly explained by Fig. 2.611, which show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unoff from the 8th to 11th of September 2085.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unoff driven by HAD_RAW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REG_RAW and

WRF_RAW. While the spatial variability of runoff driven by RCM-based precipitation

primarily comprises both very low and very high values, the runoff driven by

HAD_RAW shows a different behavior exhibiting similar values across most of the

basin. The highest runoff driven by HAD_RAW occurs near the Paldang dam, and the

runoff amount decreases slowly in the upper basins. In contrast, the RCM-based

runoff is highest in the Chungju and Soyanggang basins, which is because the

precipitation from HAD_RAW is affected by one GCM grid point, which is near the

Paldang dam, whereas the RCM-based precipitation is generated by considering the

spatial variations of detailed topographical and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mountainous effect and wind fields. After the bias corr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variability do not change significantly, although a large increase in runoff is

found in all simulations. Because HAD_RAW fails to capture the spatially distinct



- 744 -

pattern of runoff, the increase in precipitation in HAD_QM does not occur locally.

Consequently, the streamflow feeding HAD_QM results in unrealistically high flows

that are converged by broadly intensified runoff.

그림 2.611 한강 유역 유출량 공간 분포도(2085년 09월)

㉲ 대륙-지역규모 수문모델의 비교평가 및 전지구 수문해석 모델의 활용성 제시

- Overall methodolgy

The performance of local (SWAT) and global (VIC) models are analyzed for selected

basins of Asia. For this local and global model are set up for each basin and compared

the statistical performance of both model. According to past studies local model can

perform well in both small and large scale but there is no any comparison in performance

by taking large samples. So, this study gives the significant meaning of choosing global

and local hydrological model in different study region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different Asian river basin will be assess in three different time windows viz. 2040s,

2060s, and 2080s. The Fig 2.612 below illustrates the overall methodological flowchart for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n hydrology and comparison of SWAT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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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d VIC (global model) in selected river basin of Asia.

Step 1: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SWAT model in selected basins

Step 2: Preparation of climate change scenarios as future climate inputs to SWAT

model

Step 3: Simulation of hydrology of selected basins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Step 4: Comparison of results from SWAT and 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VIC)

models

그림 2.612 연구수행 절차

- Performance evaluation of SWAT model

There are several statistical parameters which can be used to evaluate the model

performance such as Efficiency Index (EI),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Error (MAE), Percentage Bias (PBIAS),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Nash Sutcliffe Efficiency (NSE), Volume Error (Dv) etc. In this research

performance of SWAT has been evaluated by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PercentBias (PBIAS), and Nash Sutcliffe Efficiency (NSE), RMSE-observation

standard deviation ratio (RSR) and weighted R2.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provides the measure of how well the model can simulate the output. This value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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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tween 0 and 1. Zero indicates poorest simulation and 1 indicates very good

simulation. NSE shows the goodness of fit of observed and simulated data. PBIAS

analyze the trend of observed and simulated data, it observed whether the simulated

value is smaller or larger than observed value. According to many research NSE

should be greater than 0.6 for perfect match between the observed and simulated

value, whereas the PBIAS should be less than 15% for perfect match (Shrestha et al.,

2016).

Performance

rating
PSR NSE

PBIAS (%)

Streamflow Sediment Nitrate

Very good 0≤PR≤0.5 0.75≤N≤1 PBIAS<±10 PBIAS<±15 PBIAS<±25

Good 0.5<PR≤0.6 0.65<N≤0.75 ±10≤P<±15 ±15≤P<±30 ±25≤P<±40

Satisfactory 0.6<PR≤0.7 0.5<N≤0.65 ±15≤P<±25 ±30≤P<±55 ±40≤P<±70

Unsatisfactory PSR≥ 0.7 NSE≤ 0.5 PBIAS≥±25 PBIAS≥±55 PBIAS≥±70

표 2.239 모형 평가 기준(Moriasi et al., 2007)

- Model set up

The model setup in the SWAT begins with the delineation of watershed. The

primary inputs for the analysis are the DEM, the land use map and soil map of the

area of interest (AOI) i.e. Swat watershed Pakistan. The detail model set up process

is illustrated in Fig. 2.613.

그림 2.613 SWAT 모형 구축 절차

- SWAT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Model calibration is a process in which a generalized model is adjusted to represent

the site-specific process and conditions more realistically. Validation is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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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a model with the parameters that were determined during calibration process

with a data set which is not used for calibration. Calibration will be done with the help

of manually options or auto calibration tool like SWATCUP (Shrestha et al., 2016).

SUFI-2 is very convenient to use, but it needs good knowledge on the parameters and

their effect on outputs (Yang et al., 2008). It provides two methods for sensitivity

analysis, namely one-at-a-time sensitivity analysis (OAT) and global sensitivity

analysis. OAT is tested first in order to select a set of sensitive parameters from

available literature (Nguyen et al., 2017) for the model calibration. Global sensitivity

analysis is incorporated with calibration in SUFI2 and results will be used to evaluate

the sensitivity of selected parameters. SWAT-CUP allows the daily observed flow

data in the form of observed _rch file. Calibrating a model with more number of

parameters is a difficult task. Hence, to reduce the calibration effort sensitivity

analysis was done. Three quantitative statistics, including correlation coefficient (R2),

Nash-Sutcliffe (NS), and Percentbias (PBIAS) are commonly used in SWAT

applications and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Moriasietal.(2007), the

model performance is considered satisfactory when R2 and NS is greater than 0.5, and

Percentbias (PBIAS) ranged between ±25% as for a monthly time step’s simulation.

Setting up the model is not final steps that the model is ready to be used. Before

using any hydrological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is necessary to avoid the

uncertainties of the modeling work. Hydrology has vital impact on sediment yield and

water quality so before doing any modeling calibration and validation of flow is

necessary.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another independent model SWAT-CUP was

used. Calibration processes includes the identifying the sensitive parameter and define

the sensitive rank which has notable impact on flow. SWAT was calibrated and

validated for flow, sediment, and nitrate-nitrogen sequentially. Sensitivity analysis is

very important in modeling work so that we can reduce the number of less sensitive

parameter. Here, SWAT-CUP (SUFI-2) was used for sensitivity analysis.

SN Country, River Basin

Calibration Validation

NSE R2 PBIAS RSR NSE R2 PBIAS RSR

1 Afghanistan (Harrirod) 0.42 0.56 57.3 0.77 0.13 0.66 84 0.93

2 Afghanistan (Harrirod upper) 0.42 0.50 48.5 0.77 0.19 0.36 46.7 0.9

3 Afghanistan (Herath) IP7) IP IP IP IP IP IP IP

4 Bhutan (Wangchu) 0.37 0.51 38.79 0.79 0.11 0.23 44.63 0.99

표 2.240 SWAT 모형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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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Country, River Basin

Calibration Validation

NSE R2 PBIAS RSR NSE R2 PBIAS RSR

5 Cambodia (Srepok) 0.76 0.76 -3.02 0.48 0.63 0.63 -0.17 0.59

6 Indonesia (Citarum) 0.66 0.67 7 0.58 0.57 0.58 -4.3 0.66

7 Lao (Sekong) 0.47 0.58 -28.3 0.73 IP IP IP IP

8 Myanmar (Bago) 0.88 0.80 -16.50 0.58 0.83 0.87 -22.7 0.41

9 Myanmar (Chindwin) 0.84 0.86 13.25 0.40 0.77 0.86 13.28 0.48

10 Nepal (Karnali) 0.75 0.80 25.3 0.66 0.66 0.69 17 0.72

11 Nepal (Bagmati) -1408 0 -1003 IP IP IP IP IP

12 Nepal (Tamor) 0.82 0.85 17 0.39 0.83 0.90 22 0.32

13 Nepal (West Seti) 0.76 0.82 25 0.42 0.79 0.86 27 0.42

14 Nepal (Buri Gandaki) 0.56 0.74 38.7 0.67 0.62 0.75 33.6 0.61

15 Nepal (Indrawati) 0.82 0.85 17.7 0.43 0.87 0.88 8.5 0.36

16 Nepal (Tamakoshi) IP IP IP IP IP IP IP IP

17 Pakistan (Satpara) 0.56 0.55 -6.8 0.67 0.38 0.45 42.8 0.79

18 Pakistan (Hub) 0.68 0.69 37 0.57 -0.53 0.01 35 1.24

19 Pakistan (Swat) 0.61 0.63 11.7 0.62 0.52 0.60 21.6 0.69

20 Pakistan (Ravi) -0.05 0.24 90.3 1.03 -0.24 0.14 91.4 1.12

21 Sri Lanka (Kotmale) 0.19 0.19 -0.5 0.9 -1.66 0.06 99.8 1.63

22 Thailand (Songkhram) 0.74 0.80 9.6 0.51 0.76 0.81 1.30 0.49

23 Thailand (Nan) 0.67 0.70 13.54 0.57 0.58 0.61 -19.96 0.56

24 Thailand (Yang) 0.76 0.83 13.44 0.49 0.64 0.72 13.46 0.60

25 Thailand (Lam chi) 0.58 0.59 -19.25 0.65 0.60 0.61 -1.59 0.63

26 Vietnam (Sesan) 0.52 0.54 7.6 0.69 0.52 0.78 6 0.69

27 Vietnam (Saigon) 0.58 0.64 -8.4 0.65 0.48 0.58 -4.2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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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was first calibrated for flow and SUFI-2 programming was used to

calibration, valid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Firstly, we had selected 39 hydrological

parameters and runs the SWAT-CUP by 500 simulations, then after only fifteen

sensitive parameters were selected and runs the SWAT-CUP by performing 1,500

simulation.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NSE) was used as objective function and

the threshold value was set by 0.5. Table 2.240 shows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of some selected river basin of Asia.

-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hydrographs of different river basins during

calibration and validation period

· Songkhram River Basin, Thailand

그림 2.614 Songkhram river basin 매개변수 검보정 결과

· Buri Gandaki River Basin, Nepal

그림 2.615 Buri gandaki river basin 매갭견수 검보정 결과

7) IP :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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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GWB 시스템 보완 및 검증

㉮ GWB 시스템 타지역 확대 적용

○ 중남미 지역 개요

- 중남미 지역 개요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개발도상국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확률이 높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수문해석 모형, GWB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주 대륙을 국가들의 인문사

회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을 때, 영어권에 해당하는 북미(Anglo-America) 스페인어 권

에 해당하는 중남미(Latin America)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미국을 북미로 분류

하고 멕시코 이남을 중남미로 분류한다. 중남미에는멕시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중남미의 전체면적은 약 2,000만이며, 인구는 약 6억 3천만명이 거주하

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위도 -56.25∼33.75°, 경도 -119.25°∼-35.25°에 위치하고 있다.

○ 중남미 지역 자료수집 및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

- 입력자료 구축 및 초기모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표수문해석 모형 구축을 위하여 지점 기상, 격자 기상, 수문, 지형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각 자료의 출처 및 규모는 표 2.241과 같다. 지형자료는 USGS의 DEM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토양도 자료는 FAO의 토양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도 자료는 UMD

의 1km 해상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상자료는 지점기상자료와 격자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지

점기상자료는 NCDC의 2,400여개 지점을 수집하였으며, 격자기상자료는 0.5° 해상도의 CPC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표수문해석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한 관측 유출량 자료는 GRDC

에서 수집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에 대해 1,000여개 수집하였다.

구분 출처 및 특징 규모

지형자료(DEM)
USGS DEM 자료

(0.5° 격자)
-

토양도
FAO 토양도

(0.0833° 격자)
-

토지피복도
UMD 토지피복도

(1km 격자)
-

지점기상자료 NCDC (지점자료) 2,404개 지점

격자기상자료
CPC (0.5° 격자)

NCEP/NCAR (2° 격자)

7,765 격자, 1979∼2018년

기간

관측 유출량 GRDC (지점자료) 1,084개 지점

표 2.241 자료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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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수문해석 모의

중남미 지역에 대해 GRDC를 통해 수집한 유량 관측소는 총 1,084개이며, 유역면적을 기준으

로 424개의 지점을 선정하였다. 유역면적이 너무 작아 VIC 모형으로는 유출모의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유역(면적 100km2 이하)과, 유역면적이 너무 커서 인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역(면적 10,000 이상)을 제외하였다. 기상자료와 유량자료의 가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상의 자료확보가 가능하고, 결측률이 1% 이하인 99개의 지점을 선정하였다.

SEDEC의 저수지, 댐 유입량 위치자료, USGS의 하천망도, 99개의 GRDC 지점 비교검토를 수

행하였음. 유량관측소 상류에 저수지 및 댐이 위치하거나, 관측소의 위치가 하천망도에서 벗어

나는 지점을 제외한 77개를 선정하였다. 중남미 지역에는 열대(A), 건조(B), 온대(C) 기후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선정된 77개 지점 중 열대에 속하는 지점 50개, 건조에 속하는 지점 4개, 온대

에 속하는 23개가 분포하고 있다. 선정된 유역에 대해 강수-유량 시계열을 도시한 후, 최종적으

로 모의 유역을 기후대별로 선정하였다.

유역별 평년 강우-유출 및 월별 강우-유출 관계를 분석하였다. 강우량은 CPC의 격자 강우량

을 보간하여 활용하였으며, 모의 유출량은 VIC 모델 결과, 관측 유출량은 GRDC의 유량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역은 평년 및 월별 강우-유출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의 및 관측 유출량의

거동이 상당히 유사한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70여 개의 유역 분석 결과 36개의 유역에 대해 강

우-유출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출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유역에 대해서는 강우-유출 간의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출량의 크기는 비교적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역 면적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하천망도와 비교하여

유역면적을 보정한 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대별로 비교적 모의 정확도가 확보

된 유역은 열대 17개, 온대 15개, 건조 4개로 나타났다.

그림 2.616은 유역별 평년 평균 강우, 유출 관계와 강우, 유출 연 시계열을 나타낸 것으로 모

의 결과와 관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열대지역에 속하는 유역은 강우-유출 간의 관계

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강우량과 유출량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대 지역

에 위치한 유역의 경우 또한 강우량과 유출량 간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유출량 정확도가 비교적 우수하였다. 건조 지역의 경우 강우량이 대부분 유출량으로 나타나지

않고 증발산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출량의 모의 정확도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하수 자체의 영향 또한 상당히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조 지역

에 대해서는 유출량 모의를 위해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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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6 지표수문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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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B 시스템 개선 및 중남미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수정 및 보완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에 구축한 GWB 시스템 확장 및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

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림 2.617은 시스템 확장에 따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시스템

이동을 위한 플랫폼 및 이동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영역별 이동을 돕기 위해 시스템 우측상단에

플랫폼 선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통합 플랫폼 화면 구축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영

역에 대한 이동성과 공통정보인 공지사항과 게시판 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 접속시 플랫폼 화

면이 메인화면이 되어 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a) 플랫폼 화면

(b) 플랫폼 선택 화면

그림 2.617 플랫폼 화면 및 선택 기능 추가

메인화면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단위와 유역단위에 대한 선택창의 색상

변경, GIS창 마우스오버시 국가명과 유역명 정보를 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 전체버튼을 디폴트로

설정하였지만 사용자의 정보제공 편의를 위해 국가단위로 디폴트로 변경하였다. 전체버튼을 선택하여 생

성되는 전체정보는 Layer 팝업형태로 변경하였다.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 및 정보를 추가 및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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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경 전

(b) 변경 후

그림 2.618 메인화면 정보제공 개선

메뉴 표출형태 화면개선 사항으로 선택된 국가명 또는 유역명이 상단에 표출되었는데 하단에

선택창이 있어 중복된 정보를 제공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메뉴 선택후 소메뉴 정보가

사라져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어 소메뉴 정보가 표출되도록 고정하였으며, 선택된 화면의 소메뉴

는 두껍게 표출되도록 하였다. 자료현황 정보 표출에 대한 기능개선 사항으로는 GIS 화면에 수

문관측소를 추가하여 강수/기상관측소, 수문관측소, 격자정보가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화면크기

를 변경하여 테이블 크기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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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경 전

(b) 변경 후

그림 2.619 메뉴 표출형태 및 자료현황 정보 표출 추가

자료리스트는 선택된 국가 또는 유역의 자료현황을 표출하는 화면으로 GIS와 테이블로 구성

되어 있으며, 관측소 선택기능이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제공을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하

여 화면개선과 기능개선을 진행하였다. 기존에는 GIS에서 관측소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관측소

를 선택해야 정보가 생성되는 정적인 구조에서 마우스 오버시 관측소 정보가 생성되는 동적인

구조로 변경하였다. 관측소 말풍선 표출정보에 결측율도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측소

포인트의 색과 크기를 변경하여 시각화 정보제공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개선을 하였다. 테이블

은 관측소 수를 보여주는 ‘No.’ 컬럼을 역순으로 표출하여 전체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표 간격을 고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원시자료와 보정자료선택 변경시 테

이블을 다시 불러와 깜빡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코딩방법을 기존의 서브밋(Submit) 기능을 아

작스(Ajax)로 변경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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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경 전

(b) 변경 후

그림 2.620 자료리스트 화면 및 기능 개선

자료 상세정보는 선택된 관측소의 자료를 그래프 및 테이블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의 편의성과 정보제공을 위해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화면개선과 기능개선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는 GIS에서 선택된 관측소의 말풍선에 있는 추가삭제 버튼을 관측소 클릭시 선택 및 취소가 되

도록 변경하였다. 말풍선 표출정보도 자료리스트와 동일하도록 결측율을 추가하였으며 관측소

포인트의 색과 크기를 변경하였고 선택된 순서에 따라 관측소 번호를 제공하여 시각화 정보제

공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개선을 하였다. 테이블은 관측소 정보 선택기능을 삭제하고 표 간격을

조정하였으며, 통계자료 테이블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해당하는 연도(월)을 표시하여 사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측소-격자, 격자-관측소에 대한 맵핑 기능을 구축

하였다. 관측자료를 선택시 관측소가 위치한 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격자자료 선택시에

는 인접한 관측소에 대한 관측소 자료를 표출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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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경 전

(b) 변경 후

그림 2.621 사용자 상세정보 화면 및 기능 개선

- 중남미 지역 GWB 시스템 개발

중남미 지역 글로벌 수자원 분석 시스템은 강수량, 기상, 수문, 유역, 일반현황, 수자원 분석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몬순지역 GWB와 북한상세를 제외한 모든 구성이 동일하게

구축되었다. 자료는 8개 분야 33개 종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수, 기상, 수문, 유역 자료의 경우

자료의 분석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Web-GIS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표출정보를 표, 그래프 등으로 가시화 하고 다운

로드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자료는 국가 및 유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에서 국가

또는 유역을 선택하여 공간적 범위의 설정이 가능하다. 국가는 아프리카 내의 위치한 국가 현황

을 고려하여 구축하였으며, 유역은 USGS 전세계 유역도와 하천망도를 활용하여 소유역, 중유

역, 대유역 자료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의 세부 구성화면은 아래와 같다.

· 메인화면

: 국가 및 유역단위 선택창 구성

: 지도 또는 창에서 국가 및 유역을 선택

: 국가단위 -> 국가선택, 유역단위 -> 국가선택 -> 유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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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2 중남미 버전 메인화면

·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소 선택

: 국가선택창 및 기초정보 제공

: 기본값 - 선택 국가

: 국가 변경 기능

: 선택국가의 제공자료 및 관측소 개수 정보 표출

: 지도 표출

: 메인화면에서 선택된 국가의 관측소위치 지도에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 관측소 선택 기능

: 상세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기간조회 설정 및 선택값 조회 버튼

: 자료기간에 대한 관측소별 기초정보 표출

: 자료기간 조회 버튼을 통한 해당기간 자료 조회

: 해당 관측소 선택 및 선택값에 대한 조회 버튼

그림 2.623 관측소 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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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자료 생성

: 자료기간, 관측소목록 데이터분석 선택창

: 자료기간 선택 기능(일, 월, 연)

: 관측소목록 - 관측자료 선택으로 이동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 창 팝업으로 생성

: 지도 표출

: 선택 국가의 관측소 지도 표출

: 줌인/줌아웃 기능

: 선택 관측소 자료 그래프 표출

: 표에 생성된 관측소 선택 및 관측소 그래프 생성

그림 2.624 자료조회 화면

· 강수량/기상/수문 > 관측자료 > 관측자료 생성 > 데이터분석(팝업)

: 관측소별 해당기간 그래프 생성

: 해당기간의 그래프 생성

: 마우스 오버시 날짜와 데이터 정보 생성

: 관측소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 생성

: 해당기간의 원시자료 및 보정자료 생성

: 최대, 최소, 평균 데이터 생성

: 다운로드 선택시 엑셀로 저장 가능

그림 2.625 데이터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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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위험도 평가

홍수 및 가뭄에 대한 취약성 평가 시 지수화를 통한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지수화란 특

정 현상에 대한 주요 인자를 세부지표로 구성해 정량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및 지

역 간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취약성 평가사례는 연

구사례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륙단위의 분석 보다는 단일국

가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일국가 및 지역에 대한 취약성 평가 시 해당 지

역 내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분석은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강수특성 및 공간적 분

포의 변화를 전부 고려하기에는 하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시아 몬

순 지역의 수재해 취약성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626은 연구대상 지역과 해당 국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전체 적용범위로는 위도

S9.75°∼N54.75°, 경도 E60.25°∼E149.75°에 해당되며, 해당 국가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지역의 인도, 방글

라데시, 부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서아시아 지역의 인도, 유라

시아의 러시아가 포함된다. 아시아 몬순지역은 해양 풍 으로 인한 우기와 대륙풍으로 인한 건기

로 홍수과 가뭄에 취약하다.

그림 2.626 물위험도 지수 산정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몬순지역의 국가별 수재해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격자별 일 강

수량 자료, 일 유출량 자료, 인문ž사회 자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강수량은

APHRODITE 자료, 일 유출량 자료는 VIC 모형 모의결과, 인문ž사회 자료는 World Bank의

지형학적, 사회ž경제학적 자료를 1960∼2006년 기간에 대해 수집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선정한 13개 GCM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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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재해 취약성 지수산정 및 분석

그림 2.627은 미래기간 홍수 및 가뭄 취약성 지수의 기간별 변화율의 평균값을 공간적인 분포로

나타낸 분포도 이다. 홍수 취약성 지수의 경우 청색에 가까울수록 가뭄 취약성 지수의 경우 적색에

가까울수록 지수 값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홍수 취약성 지수의 경우 S1, S2, S3 기간에 대하여 대

부분 국가 및 지역에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2 기간에 가장 높은 지수 증가율

을 보였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수 취약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아시아북부,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 홍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취약성 지수의 경우 S1, S2, S3 기간에 대하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취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홍수 취약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취약성 모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FVI DVI

S1

S2

S3

그림 2.627 FVI, DVI 공간분포도

홍수 취약성 지수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포함되는 국

가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 미얀마 Shan plateau 지역의 경우 9∼12%의 지수 증가

율로 전체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홍수관련 민감도 세부지

표 중 RX1D, PN90, WETM 세부지표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우사상과 강우 발생 빈

도의 증가로 단기 유출량이 증가하여 홍수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시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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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동일하게 RX1D, PN90, WETM 세부지표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PN90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호우사상의 빈도 증가로 인하여 홍수 취약성

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 취약성 지수의 경우 남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남아시아 지역에 포함되는 국가에서 가뭄 취약성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PN01, 7DMR 세부지표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ANNUAL, DRYM, 7DMR 세부지표의 증가율이 높

게 나타났다. ANNUAL, 7DMR 세부지표의 증가는 가뭄 취약성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DRYM

이 증가할 경우 무강우 일수의 증가로 강우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홍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호우사상의 빈도와 연 강수

량이 증가하며, 무강우 일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수, 가뭄 취약성에 대하여 양

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북극진동, 엘니뇨/라니냐와 지표수문 변화 평가

○ 북극진동과 El Nino/La Nina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단변량 분석을 통해서는 각 신호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가지는 세기를 알 수 있으나, 두 시

계열 간의 간섭 정도나 동시에 발생하는 성질을 정량화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웨이블릿 분석에

서는 두 비정상 시계열의 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두 시계열 스펙트럼의 상관성(correlation)을

활용한다(Chatfield, 1989). 이와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가 존재하지만, 통상 cross wavelet

power (XWP)와 wavelet coherence (WC)가 주로 사용된다. XWP 산정을 위한 cross

wavelet transform ()은 식 (2.71), WC는 식 (2.72)와 같이 정의된다(Liu, 1994;

Torrence and Compo, 1998; Grinsted et al., 2004).

        
 (2.71)


   

    
 ·    

 

   


(2.72)

여기서 는 평활 연산자(smoothing operator)이며, 나머지 기호들은 앞서 정의한 것과 같다.

WC는 두 신호가 가지는 시간-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국부적인 상관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두 시계열의 동시 발생영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WC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두 시계열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약하며, 1에 가까울수록

두 시계열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abat et al., 2005).

다양한 종류의 모 웨이블릿이 존재하며,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모 웨이블릿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Ngui et al., 2013). 웨이블릿 분석은 이산 웨이블릿 분석과

연속 웨이블릿 분석으로 대별되며, 분석 종류에 따라 주로 사용 가능한 모 웨이블릿 또한 달라

진다.



- 763 -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위해서 Bump, Mexican hat, Morlet, Paul 모 웨이블릿 등이 주로 사

용된다. Mexican hat, Paul 모 웨이블릿은 시간 영역에서의 해석에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Morlet 모 웨이블릿은 반대로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에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liunas et al., 1997; De Moortel et al., 2004). Bump 웨이블릿은 띠 형태를 하고

있어 주파수를 국지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Jiang and Suter, 2017).

본 연구에서는 총 네 가지의 모 웨이블릿(Bump, Mexican hat, Morlet, Paul)을 고려하였다.

이들 모 웨이블릿의 선정은 Dyllon and Xiao (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Dyllon and Xiao

(2018)에서는 웨이블릿 분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비록 단변량 시계열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

나 특히 모 웨이블릿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Morlet 모

웨이블릿이 주파수 영역 해석에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단

변량 웨이블릿 분석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이변량 분석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Bump, Mexican hat, Morlet, Paul 모 웨이블릿은 식 (2.73)∼(2.76)로

표현되며, 이들 4개의 모 웨이블릿의 형태는 그림 2.6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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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a) Bump (b) Mexican Hat (c) Morlet (d) Paul

그림 2.628 본 연구에서 고려된 모 웨이블릿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로 AOI (arctic oscillation index)와 SOI (southern oscillation

index)가 고려되었다. 먼저,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은 북극의 공기단의 차가운 소용돌이

가 약 수십 일에서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북극진동은 극관

(polar cap) 지역과 중위도 지역 사이에 상반되는 지표의 기압 변동이 특징이다. 즉, 극지방에서

해면의 기압이 높게 형성되면 중위도에서는 낮아지고, 반대로 극지방에서 해면의 기압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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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면 중위도에서는 기압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극지방과 중위도

지역에서의 해면의 기압은 반대의 위상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 북극진동지수(Arctic Oscillation Index; AOI)이다. AOI가 양수인 경우, 북극 상

공의 소용돌이의 세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제트기류는 북극 근처의 상공에서 올가미와 같은 역

할을 하며 북극의 냉기류를 극지방 근처에 가두어 둔다. 반대로 AOI가 음의 수치를 보이면 북

극의 냉기류를 잡아두는 북극 상공의 소용돌이의 세력이 약해지며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북반

구 전반에 남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and Wallace (1998)의 정의를 토대로

AOI를 분석하여 관리하는 NCE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http://www.cpc.ncep.noaa.gov)의 자료 중 1961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 단위 AOI를 수집하

여 이용하였다. 그림 2.629 (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월 단위 AOI의 시계열 그림을 나타낸다.

남방진동(Southern Oscillation, SO)이라는 개념은 Walker (1932)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

다. Walker (1932)는 열대 태평양의 동부와 서부의 해면기압차가 주기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SO라 정의하였다. SO를 정량화하여 만든 지수들은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지수로 남방진동지수 SOI (Southern Oscillation Index)와 엘리뇨/남방진동지수

(ENSO)를 들 수 있다. 먼저 SOI 지수는 월별로 표준화된 타히티의 기압에서 다윈의 기압을

뺀 것이다(Troup, 1965). ENSO 지수는 SOI 지수와 적도 태평양의 표면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을 결합하여 만든 지수이다(Ropelewski and Halpert, 1986). 이외에도

OLR (Outgoing Longwave Radiation), ONI (Oceanic Nino Index) 등 다양한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1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 단위 SOI 자료를 NCEI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https://www.ncdc.noaa.gov/)에서 수집하였다. 그림 2.629 (b)

은 SOI 월 단위 자료를 나타낸 그림이다.

(a) Arctic oscillation index (AOI) (b) Southern oscillation index (SOI)

그림 2.629 월자료 (AOI(1) and SOI(1)) 및 12개월 이동 평균(AOI(12) and SOI(12))

AOI와 SOI에 대한 XWP 결과는 그림 2.630과 같다. 먼저, Bump 모 웨이블릿을 적용한 경

우의 XWP는 0.6년 정도의 스케일(주기 0.8년)에서 미세한 강세가 최근에 나타난다. 1년 이하

의 매우 국부적인 스케일 영역에서 몇 가지 신호들이 있기는 하나, AOI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이해된다. Morlet 모 웨이블릿을 적용한 경우에서도 약 2-4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약 20년

정도의 빈도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Morlet 모 웨이블릿을 적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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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년 주기에서 강한 XWP를 보여준다. 이 특징은 1990년 이후 주기가 짧아져 약 10년 정도

의 주기로 바뀌어 나타난다. Mexican hat이나 Paul의 경우에서도 주기 2-4년(각각 스케일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의)이 약 20년 정도의 빈도로 반복되는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Morlet의 경

우에서 확인된 약 16년 정도의 주기는 Mexican hat의 경우나 Paul의 경우에서는 명확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기 2-4년 성분이 매 20년마다 교차하는 것이 이 두 시계열

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시계열에 대해 유도한 WC의 경우도 XWP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그림 2.631). AOI

와 SOI의 WC 결과에는 phase angle 또한 함께 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보면 짧은 스케일에서

는 SOI가 선행하며, 긴 스케일에서는 AOI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두

시계열의 WC는 XWP의 경우보다 더 결과 해석이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두 시계열의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주기성분이 없어 나머지 약한 주기성분에도 모

두 큰 값이 대응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XWP 및 WC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Bump (b) Mexican hat (c) Morlet (d) Paul

그림 2.630 AOI와 SOI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 비교(XWP)

(a) Bump (b) Mexican hat (c) Morlet (d) Paul

그림 2.631 AOI와 SOI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 비교(WC)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 있어 모 웨이블릿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모 웨이블릿으로는 기존 Dyllon and Xiao (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련 연구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총 네 가지(Bump, Mexican hat, Morlet, Paul)를 선정하였다. 실제 시계열

인 북극진동지수(AOI)와 남방진동지수(SOI)를 이변량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을 위해 가장 무난한 모 웨이블릿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exican hat과 Paul 모 웨이블릿의 경우에는 스케일 간섭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특정 스케일이 아닌 전후 스케일을 포괄한 큰 영역에서 강한 XWP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시계열에 장주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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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긴 상관거리를 갖는 시계열의 분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문제점은 WC에서도 잘 확인되었다. Bump와 Morlet 모 웨이블릿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기가 다른 두 시계열의 분석에서 이들의 공통주기에 따라 자료가 반복되는

소위 동조화(co-movement)를 탐색하는 능력은 Morlet과 Paul 모 웨이블릿이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Morlet의 경우 이 특성이 더욱 명확히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OI와

SOI 자료의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서는 2-4년 정도의 주기성분이 약 20년 빈도로 서로 동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약 8-16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에서 모 웨이블릿의 영향은 동일한 시계열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정도로 크다. 만일 하나를 선택한다면 Morlet 모 웨이블릿이 최선책이라 판단된다. 모

의 및 실제 자료 분석 결과, 스케일 간섭도 적고, 또한 두 시계열 사이의 동조화도 잘 포착하는

것 나타난다. 참고로,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Morlet 모 웨이블릿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WC은

보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XWP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목적

으로 WC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특히 비선형 시계열의 경우는 많은 다양한 장주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서도 아주 뚜렷하게 의미 있는 특징을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사전 분석을 통해 예상하는 결과가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 웨이블릿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시계열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한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목적에 따라 선택된 모 웨이블릿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반드시 판단해보아야 한다. 아

울러 모 웨이블릿에 적용되는 매개변수 또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최적의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자료를 고려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모 웨이블릿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웨이블릿 분석을 이용한 AOI 및 SOI의 시계열 확장

웨이블릿 변환은 주어진 함수(모 웨이블릿)에 대한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의 개념이

므로, 역회선적분(deconvolution) 또는 역필터(inverse filter) 개념을 이용하면 원 시계열 자료

를 복원(reconstruction)할 수 있다. 이를 보통 웨이블릿 역변환(inverse wavelet transform)

이라고 하는데, 연속형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위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통상 모 웨이블릿과 완

전히 다른 함수를 도입하여 역변환을 수행한다(Georgiou et al., 2001). 가장 쉬운 방법은

Dirac delta 함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원자료가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원자료 시계열은 식

(2.77)과 같이 웨이블릿 스펙트럼의 실수 부분을 활용하여 복원 가능하다(Farge, 1992).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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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복원된 시계열을 의미한다.  ,  그리고 는 앞서 정의된 것과 같다. 는

원점에서의 모 웨이블릿 함수 값을 의미하며, 이는 스케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는 스케일 , 시간 에서의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의미하며,  은 웨이블릿 스펙트

럼의 실수 부분을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는 모 웨이블릿 함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이

며, 식 (2.78)과 같이 Dirac delta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이때 는 Dirac delta 함수에

대한 연속 웨이블릿 변환을 의미한다. 이때, Morlet 모 웨이블릿( )의 경우,  값은

0.776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스펙트럼의 확장을 위해 block re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lock resampling은 Bullmore et al. (2001)에 의해 제안된 ‘random (free) permutation’ 방

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Random permutation은 단순하게 동일한 스케일 내의

스펙트럼을 임의로 섞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스펙트럼이 가지는 선형적인

관계는 모두 제거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Breakspear (2003)은 일련의 블록

크기로 스펙트럼을 나눈 뒤 이를 재추출하는 방식인 block resampling을 제안하였다.

Block resampling 적용을 위해서는 재추출을 위한 시간 단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

한 시간 단위를 블록 길이(block length)라고 한다. Breakspear (2003)에서는 스케일별로 각기

다르게 블록 길이를 설정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블

록을 모든 스케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두 가지 방법, 즉 (1) 각 스케일에 따라 다른 블록 길이를 고려하는 방

법(block resampling with scale-dependent block length)과 (2) 모든 스케일에 동일한 블록

길이를 설정하는 방법(block resampling with constant block length)을 모두 고려하였다. 편

의를 위해 각 방법을 Method (1), Method (2)라고 칭하고자 한다. 추가로, Method (1)이나

Method (2)와 같이 개별 스케일 별로 독립적으로 추출하는 것 이외에 모든 스케일에 대해 같

은 블록이 선정되게 하는 방법(block resampling with same block length at the same

time)을 고려하였다. 이를 Method (3)이라 부르기로 한다. Method (3)은 스케일 간 상관성을

보존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Method (2)와 구분된다. 각 방법에 대한 개념도는 다

음 그림 2.633과 같다.

(a) Method (1) (b) Method (2) (c) Method (3)

그림 2.633 웨이블릿 재추출을 위한 방법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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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블록 길이의 결정은 자료 확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의 자기상관성과 교차상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

없이 해당 스케일의 전·후 스케일 평균값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도 하나(Erkyihun et al.,

2017), 이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Breakspear et al. (2003)도 블록 길이는 원

자료 스펙트럼의 상관성(correlation)에 대한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 즉, 상관거리

(correlation length)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시간축에서 분석이라면 상관거

리는 상관시간(correlation time)으로 부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불록 길이의 결정에 상관

거리의 개념을 고려하였다.

상관거리는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의 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간단히 상관

거리는 자기상관함수가 포괄하는 면적으로 정의된다. 자기상관이 양(+)과 음(-)을 반복하는 경

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 함수로 근사화하여 상관거리를 추정한다. 만일 AR(1)모형의 특성을 보

인다면 그 면적은 상관계수  에 해당하는 길이와 같다. 이런 이유로 상관거리를 e-folding

dist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Rodríguez‐Iturbe and Mejía, 1974).

본 절에서는 앞서 고려되었던 관측 자료인 AOI 및 SOI를 이용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웨이블릿 확장에 앞서 AOI 및 SOI에 대한 단변량 웨

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단위는 월이며, 자료 기간은 1961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고

려된 기간은 총 56개년으로 월 단위 자료 672개가 존재한다. AOI의 원자료 시계열 및 원자료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는 그림 2.634와 같다. 분석을 위해 앞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

었던 Morlet 모 웨이블릿이 사용되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AOI는 약 2년 이하

의 짧은 주기 성분이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SOI의 경우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AOI

의 경우 약 2-4년의 단주기 성분이 강할 때는 장주기 성분이 약하며, 약 16년 부근의 장주기 성

분이 강한 시기에는 단주기 성분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하게 SOI의 경우 약 5년 및

약 10년 주기 성분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a) AOI (b) SOI

그림 2.634 AOI 및 SOI에 대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된 단변량 웨이블릿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관측 기간()의 5배 길이

를 가지는 기간()에 대해 자료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확장되는 자료의 길이는 280년이다.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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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릿 재추출에 앞서 먼저 스펙트럼 재추출(resample)을 위한 블록 길이가 산정되었다. 그 결

과는 그림 2.635와 같다. 스케일 증가에 따라 상관거리 또한 함께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AOI에 비해 SOI의 상관 거리가 다소 길게 나타나는 점 또한 관찰된다. 이렇게 산정된 스케

일별 상관거리가 Method (1)의 블록 길이, 이들 중 최대 상관거리가 Method (2), (3)의 블록

길이로 설정되었다.

(a) AOI (b) SOI

그림 2.635 스케일에 따른 상관거리

관측자료에 대한 웨이블릿 스펙트럼이 각 방법에 따라 확장되었으며, 역변환 과정을 통해 가

상 기간에 대한 확장 시계열 또한 생성되었다. 먼저, AOI에 대한 결과는 그림 2.636과 같다. 먼

저,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양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Method (1)의 스펙

트럼이 원자료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 1년 이하의 짧은 주

기에서는 스펙트럼이 매우 약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다른 방법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Method (2)에서는 원자료에서 확인되었던 스펙트럼의 스케일 간 상관성(즉, 단

주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날 때 장주기 성분이 약화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해

Method (3)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잘 표현된다. 역변환된 자료를 살펴보면 세 방법

모두 원자료와 유사한 거동을 보지만, 모의자료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게 Method (1) 및 (2)

에서는 극단적인 값들이 다소 완화되어 나타난다.

SOI에 대해 산정된 확장 스펙트럼 및 역변환된 확장 시계열은 그림 2.637과 같다. SOI의 경

우 약 2년 이하의 스케일에서 크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거의 없으므로 세 방법 모두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Method (1)의 경우 2-4년 주기 성분이 다소 단절되어 나타나

며, Method (2)의 경우 Method (3)와는 달리 장주기 및 단주기에서 강한 스펙트럼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관찰된다. SOI에서도 마찬가지로 Method (3)에서 극단적인 음의 SOI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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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1

(b) Method 2

(c) Method 3

그림 2.636 각 방법별로 확장된 스펙트럼 및 확장 시계열 비교(AOI)

(a) Method 1

(b) Method 2

(c) Method 3

그림 2.637 각 방법별로 확장된 스펙트럼 및 확장 시계열 비교(SOI)

모의 자료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법별로 확장된 시계열 자료와 원자료의 Box-plot를 비교

한 것은 그림 2.638과 같다. 고려된 방법들 중 원자료와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은

Method (3)이다. Method (1)과 (2)의 경우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보다 적게 나타난

다. SOI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

(a) AOI (b) SOI

그림 2.638 원자료 및 확장 자료에 대한 박스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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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OI와 SOI의 원자료에 대한 XWP 및 WC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원자료

에 대한 이변량 분석 결과는 그림 2.639와 같다. XWP의 경우 약 2-4년 정도의 주기 성분이 약

20년 정도의 빈도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약 16년 주기에서 다소 강한 XWP

를 보여준다. 아울러 WC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약 2년 정도 이하의 간헐적 성

분들이 새롭게 확인된다. 약 8-16년 정도의 장주기 WC가 1970-2000년 정도에 걸쳐 크게 나타

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Phase angle을 보면 전반적으로 AOI가 SOI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XWP (b) WC

그림 2.639 원자료에 대한 이변량 웨이블릿 분석

이어서 AOI 및 SOI의 확장 자료에 대한 방법별 XWP 및 WC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2.640과같다. 먼저XWP를보면세방법모두가원자료와매우유사한형태를보여준다. Method (1)

에서는타방법에비해약 2-4년의주기성분이다소단절되어나타난다. 이역시모의자료에서살펴

본 것과 같이 짧은 스케일에서 타 방법에 비해 짧은 블록 길이가 고려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한편 WC의 경우 방법 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Method (1)의 약 2년 이하

의 짧은 주기 성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나타난다. 아울러 세 방법 모두에서 원자료 간의 결과에

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약 16년 이상의 장주기 WC 성분이 관찰된다. 원자료의 WC에서 약

20년 기간에 걸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8-16년 주기의 스펙트럼은 Method (3)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한편, phase angle에서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a) Method 1

(b) Method 2

(c) Method 3

그림 2.640 각 방법별로 확장된 스펙트럼의 XWP(좌) 및 WC(우) 비교



- 772 -

본 절에서는 웨이블릿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확장을 수행하였다. 본 절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OI와 SOI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Method (3)이 원자료 스펙트럼의 스케일 간

동시간적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였다. 또한 확장된 자료의 분포를 평가한 결과, 원자료와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은 Method (3)으로 확인되었다. Method (1)과 (2)의 경우 중앙값에

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보다 적게 나타났다. SOI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변

량을 이용한 평가 결과 XWP는 세 방법 모두 원자료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WC의 경우

Method (2)와 Method (3)이 이변량의 동조화를 상대적으로 잘 보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측자료에 대해 모의된 자료들의 이변량 분석 결과에서 phase angle은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절에서는 원자료가 시간-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가지는 정보들만으로도 비정상적

특성을 가지는 자료들에 대한 장기간 시계열을 모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Method (3)의 경우 모의된 자료들이 원자료의 분포는 물론 이변량의 동조화까지도 충분히 보

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모든 스케일에 걸쳐 스펙트럼 재추출을 통해 자료를

확장하고자 할 때에서는 스케일 내 스펙트럼의 상관뿐 아니라 스케일 간 스펙트럼의 상관을 충

분히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시계열의 분석

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한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려된 방법은 단기간의 예측 목

적은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위성자료 기반 GWB D/B 확대 지원

6차년도에는 5차년도에 수행했었던 GWB 시스템 환경에 맞춘 위성 자료의 저해상도화 및 시

계열 처리를 바탕으로, 강수와 토양수분 위성 자료의 기간을 모두 연장하였다. 기간 연장을 하

기 위한 위성 강수 자료로는 TMPA, 위성 토양수분 자료로는 SMOS가 사용되었다. 또한,

GWB 표출을 위한 자료의 출력 형식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자

료 처리 코드 및 수행 방법은 기술보고서에 첨부하여 작성하였다.

○ GWB 시스템에 위성 기반 D/B 구축 (기간 연장)

6차년도에는 기존 강수 자료 IMERG와 토양수분 자료 SMAP보다 다른 위성 자료를 추가하

여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였다. 추가된 위성 자료로는 강수는 TMPA, 토양수분은 SMOS 자

료를 추가하였다. 다음 표는 기존 위성 자료와 추가된 위성 자료의 개략적인 형식을 나타내며,

사용 가능한 자료의 기간을 보여준다.

위성 자료시작날짜 자료종료날짜 해상도
자료

형식
현재 받은 자료

기존
IMERG 2014.03.12 2018.06.30 0.1 .nc4 2014.03∼2018.05
SMAP 2015.03.31 2019.02.11 0.36 .h5 2015.03∼2018.06

추가
TMPA 1998.01.01 2018.12.30 0.25 .nc4 1998.01∼2018.12
SMOS 2010.12.31 2018.12.31 0.25 .nc 2010.01∼2018.12

표 2.242 기존 위성 자료와 추가된 위성 자료의 자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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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요청받았던 표출된 자료의 형식은 시계열별로 강수 및 토양수분 값만 입력되어

있었지만, 출력 자료의 형식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자료 처리 코드를 수정하여 최종 출력

형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출력 자료 형식은 위도, 경도 날짜, 데이터 순으로 입력된 텍스트 파

일이다. 그림 2.641은 요청받은 출력 자료의 수정된 형식이며, 그림 2.642는 수정 전과 후의 출

력 자료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료 형식과 함께 기존 남미 영역이었던 GWB 시스템 공간 도메인

이 중남미 영역으로 확장되어 변경되었다. 변경된 도메인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정확한 위, 경

도 수치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위성 자료 처리 코드에서 자료의 포맷과 공간 도메인을 수

정하여 기존 위성 자료 IMERG와 SMAP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2.643과 같다.

그림 2.641 요청받은 강수 및 토양수분 출력 자료의 수정된 형식

(a) (b) (c) (d)

그림 2.642 형식 변경된 출력 자료 결과

구분
위도 경도

Min. Max. Min. Max.

변경 전 -57.75 13.75 -93.75 -32.75

변경 후 -57.25 33.75 -119.25 -33.25

표 2.243 공간 도메인의 변경 전과 후의 위, 경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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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3 변경된 출력 자료 형식과 공간 도메인을 수정하여 강수 자료 

IMERG와 토양수분 자료 SMAP에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GWB 시스템 환경에 맞춰 수정된 형식과 자료 처리 코드를 바탕으로 강수와 토

양수분 자료의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하기 위해 또 다른 강수 위성 자료 TMPA와 토양수분 위

성 자료 SMOS의 저해상도화 및 시계열 처리를 수행하였다. SMOS의 관측 위도 범위는

SMAP과 마찬가지로 90°N∼90°S 이며, TMPA의 위도 범위는 50°N∼50°S이다 (IMERG의

관측 위도 범위는 60°N∼60°S). 강수 자료 TMPA와 토양수분 자료 SMOS의 출력 영상은 아

래 그림과 같이 표출된다.

그림 2.644 위성 자료의 표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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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자료 처리 코드를 바탕으로 추가되는 TMPA 강수 자료와 SMOS 토양수분 자료에

적용하여 기간 연장된 최종 시계열 출력 자료를 산출했다. 기존 자료에 자료 처리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GWB 시스템 환경에는 맞는 0.5°×0.5°로 해상도를 낮춰 자료를 수정하였고, 전구 영

역의 일 자료로 되어 있는 자료를 지역별 시계열 자료로 변경하여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였다.

㉲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델의 활용성 평가 및 CMIP6 기반 수문
변화 전망

○ To assess the added value of improved physical process for a hydrologic impact

study and to quantify the role of convective precipitation that is critical for

simulating sub-daily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customized regional climate modeling system for very

high-resolution climate data over Korea

The typical range of horizontal resolution employed in RCMs is approximately 10–50

km for long-term climate change experiments. For performing the project in the third

and forth years, the grid spacing of 12.5km is mainly appli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ydrological impacts by comparative analysis with GCM results. Simulations with very

high resolutions (less than 10 km) for a term long enough to allow the assessment of

climate statistics (e.g., decades) are still quite limited.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data, the added value of using RCMs over the driving GCMs has been well documented

based on comparisons with the best available observational data. However,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prove the advantage of the application of very high resolution against

simulations whose resolution is already considered to be good enough (e.g., 10–20 km),

owing mainly to the lack of sufficiently high-resolution, high-quality observational

datasets. Nevertheless, it is imperative to check whether the climate simulations with

the very high resolution show the critical improvements because the typical resolution

of RCM is not sufficient to hydrological impact assessments. Therefore, we developed

a one-way double-nested modeling system (5km and 20km) using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The mother domain covers northeastern Asia and adjacent

seas with 20 km resol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RF20), whereas the nested

domain focuse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5 km resol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RF05).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5 km grid spacing is the finest resolution

for RCMs that has so far been used to produce long-term climate change projections

focusing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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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ed value for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Simulations from both the mother and the nested domain show reasonable

performance in captu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mme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terms of temporally and spatially averaged quantities. However, the

added value from the nested domain with its higher resolution is apparently found in

the reproduction of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extreme events. Fig. 2.645 gives us

an insight into whether the added value obtained from the higher resolution is limited

to the spatial details or is retained after spatial aggregation. If the added value can be

found when upscaling the fine grid to the coarse grid, but not vice versa, this is an

effective way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physically based high resolution, but that

similar benefits could not be obtained from spatial disaggregation. This result clearly

indicates that WRF05 can provide added value not only at fine scales but also at the

upscaled coarse grid. In contrast, the deficiency of the raw output in capturing

precipitation extremes appears not to be improved by spatial disaggregation from

coarse resolution to the higher resolution.

그림 2.645 여름철 일 강수량 확률밀도분포 및 box plot

- Added value for partitioning of convective and large-scale precipitation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validation of a single variable of temperature or

precipitation against observational data, assessing whether higher resolution can

improve the representation of a physical process being modeled is much more

challenging because of the very limited observed values available and their

uncertainties. In this project, we attempt to explore the dependency of the resolution

on the partitioning of convective/large-scale precipitation and its variation al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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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ranges. A realistic balance between the convective (CP) and large-scale

(LP) precipitation is key for successful simulation of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given that convective precipitation is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increases

than is large-scale precipitation, exploring the disentangled behavior of these two

types of precipitation will help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precipitation change

under global warming. Fig. 2.646 presents the monthly time series of CP fraction of

total precipitation and the 8-year (1998–2005) JJA(June-July-August) mean CP and

LP fractions averaged over South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value from

TRMM 3A12, WRF05 manifests a CP fraction close to TRMM observation, whereas

WRF20 largely overestimates the CP fraction throughout the whole period, indicating

that this problematic behavior is systematic. Therefore, the climatological seasonal

fraction of CP simulated by WRF20 reaches up to 60%, which is opposite to the ratio

of CP and LP seen in TRMM observations (i.e., CP: 40% and LP: 60%). The

enhancement of LP at the expense of CP with increasing resolution has been reported

(Gomes and Chou 2010), and WRF05, with its higher resolution, reveals an improved

partitioning of CP and LP.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amount of CP fraction,

WRF05 also shows skillful performance in capturing the inter-annual and

intra-seasonal variations seen in monthly mean CP from TRMM observation. A

strong similarity seen in CP fraction between WRF05 and TRMM observation can

support the role of resolution in improving the physical process.

그림 2.646 여름철 대류성 월 강우량

To further investigate the different behaviors of CP and LP as they vary with

temperature in the WRF05 and WRF20 simulations, Fig. 2.647 presents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otal precipitation, CP, and LP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precipitation tend to decrease beyond a certain temperature

because of the decrease in relative humidity at higher temperatures, form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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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like shape of precipitation in response to temperature. Although WRF05 and

WRF20 produce a peak-like pattern in the frequency of total precipitation (the green

dashed lines) in response to different temperature ranges, the details are quite different

between them. Whereas WRF05 shows the maximum frequency of precipitation at

around 22°C, similar to the observed one, the peak for WRF20 appears at 24°C and has

a much higher frequency. However, the most striking feature is not the difference in

total precipitation but the ratio of CP (the red dashed lines) and LP (the blue dashed

lines). In the WRF05 simulation, the frequencies of total precipitation and LP are

almost identical at temperatures below 22°C because there is little contribution from

CP events. The frequency of CP gradually in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reaches its peak at 26°C, but its fraction of total precipitation is still less than 40%. In

contrast, WRF20 produces a much larger CP fraction, and its maximum exceeds 80%

at temperatures over 26°C. In addition, the peak frequency of CP, which i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WRF05,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e unrealistically

high frequency of total precipitation around its peak. After selecting extreme events

exceeding the 99th percentile intensity (the solid lines) within each temperature bin,

the same analysis is performed in order to ascertain the extent to which the CP and

LP behaviors differ for extreme cases. For heavy precipitation, WRF05 tends to

decrease LP events but increase CP events compared with the fractions derived using

all events. As temperature increases, the CP fraction increases in both extreme cases

and all cases, but the rate of increase is higher in extreme cases than in all cases. For

extreme precipitation, the fraction of CP surpasses that of LP at temperatures above

25°C, and CP-dominated precipitation occupies up to 75% at 28°C. For the peak

frequencies of CP from extreme cases and all cases, WRF20 behaves differently from

that of WRF05. The fraction of CP is higher in extreme cases than in all cases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to 25°C, but the opposite occurs above 25°C. This behavior of

CP as seen in WRF20 might provide a clue for understanding why WRF20

overestimates JJA mean precipitation but severely underestimates the extreme

precipitation. WRF20 clearly reveals that the unrealistic ratio of CP and its

oversensitivity to temperature change are carried over to the limited performance in

simulating precipitation intensity and extremes, which reinforce the impact of

resolution on modeling heavy convective events. In contrast, WRF05, with its higher

resolution, displays the ability to produce a more realistic partitioning of LP and CP,

which is crucial in climate change studies because different types of precipitation will

react differently to rising temperature. In this regard, such an analysis performed in

this project can be a good illustrative example of physically based evaluation for added

value. Furthermore, CP dependency of temperature has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hort-duration precipitation extremes (e.g. sub-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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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7 홍수사상 확률밀도함수

- Sensitivity of summer precipitation over Korea to convective parameterization within

the regional climate modeling system.

As seen the results described above, the realistic ratio of CP is critical to determine

the model performance in simulating the precipitation extremes. While CP shows the

large sensitivity to the horizontal resolution, CP is also critically affected by convective

parameterization scheme (CPS). It is because CPS plays a critical role in triggering

and developing convective clouds at an unresolved sub-grid scale, and subsequently,

the modified vertical profiles of thermodynamic variables through the parameterization

of CP can modulate the processes for resolved grid-scale precipitation. Fig. 2.648

clearly explain how differently CPS can act within climate model .Convective inhibition

(CIN) may provide a clue for explaining the different amounts of convective

precipitation derived from the two CPSs, which represent the best (lE-oE: Emanuel

scheme over land and ocean) and worst (lK-oK: Kain-Fritsch scheme over land and

ocean) performances, respectively. Fig. 2.648 presents the time-latitude cross-section

of climatological (1998-2007:10-year) daily CIN, zonally averaged from 126°E to

129.5°E for the month of June through September. Because CIN indicates the amount

of energy inhibiting convection, a larger CIN indicates a more unfavorable condition

for convection. Consistent with the precipitation pattern, the CIN calculated using the

output from lK-oK simula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from lE-oE simulation. In

particular, lK-oK simulation exhibits a very high CIN at the timing when lE-oE

exhibits an intense precipitation band, explaining why lK-oK simulation suffers from a

substantial dry bias. This result clearly demonstrates that selecting a suitable CP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ecipitation formation in the model, especially for summer when

precipitation is predominantly convective in nature. Therefore, finding the optimal 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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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target region i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model configuration if there is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multiple schemes under the same modeling framework.

그림 2.648 Time-latitude 관계

○ Effect of the horizontal resolution of climate simulations on hydrological

applications

- Methodology

To assess whether a finer resolution of dynamical downscaling can improve

hydrological simulations, high-resolution climate simulations of South Korea were

performed using a one-way double nested modeling system via WRF4.0. The basic

concept of this system is that the mother domain simulation covering Northeast Asia

with a 20-km horizontal resolu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WRF20) is first completed

and then provides lateral boundary forcing fields for a nested simulation over South

Korea with a 5-km horizontal resolu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WRF05). Subsequently,

the climate information (daily precipitation, daily maximum temperature, daily minimum

temperature, and daily wind speed) are spatially interpolated by the Thiessen polygon

method. These three datasets are then provided as input data for the hydrological model,

i.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The resultant streamflows are

comprehensively compared in terms of the FDCs and high and low flows. The used

stations include rain observation gauges include 60 weather stations and 141 rain gauges,

which have collected more than 30 years of data in South Korea, and all of South Korea

except for the oceans is covered by 241 grid points within the grid system employed in

the WRF simulation with a 20-km resolution. Thus, the horizontal resolution of WRF20

is sufficient to represent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climatology at lo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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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which is the largest Korean river

basin (excluding the Imjin River basin) and has an area of 26,219 . Fig. 2.649 shows

the elevation map of the Han River basin derived from a 30-m digital elevation model

(DEM),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Han River basin are characterized by a

complicated mountainous terrain. The basin-averaged annual precipitation is

approximately 1,286 mm in the period 1986-2005, and strong seasonality is observed, with

more than 72% of precipitation occurring in June to September. The Han River basin is

a major water resource; therefore, a stable water supply is very important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Han River is largely divided into the South Han River and

North Han River, and the convergence of the South and North Han rivers forms the

inflow to the Paldang (PD) dam. The Soyanggang and Chungju multipurpose dams (SY

and CJ dams, respectively) are located in the upstream basins of the North Han River

and South Han River, respectively. To compare the streamflows, three dam basins are

selected, namely, the SY, CJ, and PD dam basins, which have basin areas of 2,783 ,

6,705 , and 23,756 , respectively. The measured dam inflow (MS) data were

collected to calibrate the hydrological model parameters and assess the simulated

streamflows through the Korean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그림 2.649 4대강 유역

- Analysis of the streamflows

FDCs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streamflows and are used to compare the daily streamflow characteristics between

WRF05 and WRF20. FDCs determined using measured dam inflows and all simulated

streamflows driven by observations, WRF05, and WRF20 for the 3 dam basins are

plotted in Fig. 2.650 First, the estimated FDCs from measured dam inflows and

simulated streamflows driven by observations are compared. The FDC of the SY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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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by observations is slightly underestimated in the 30-90 percentiles. The FDC

derived from the observations of the CJ dam is slightly overestimated in the 10-30

percentiles except for high and low flow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statistical performances because the VEs are 6.2% (CJ) and -9.9% (SY). The FDC

derived from the observations of the PD dam is overestimated in the 1∼25 percentiles,

whereas that derived from the measured dam inflows has a consistent value of

approximately 100-300 m3/s because the dam inflow at the PD dam is artificially

maintained to prevent a base streamflow because of the effects of dam operations at

upstream dams, including the CJ and SY dams. For that point on, the measured dam

inflow data are only included as a reference and the streamflows simulated by the

SWAT model based on the observations are considered as true values. The FDCs

driven by WRF05 and WRF20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e FDCs driven by

observations in most percentiles except for high flows (below 10%). The FDC driven

by WRF20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driven by WRF05. The gap between the FDCs

driven by WRF05 and WRF20 is wider above the 90th percentile, and the FDC-derived

WRF05 is close to that derived from observations.

그림 2.650 모의 및 관측 유출량 유황곡선

Because the Q5-Q75 values of the WRF20 based streamflow have a similar pattern

to those of WRF05, the AMDS and Q95 for the 3 dam basins are also analyzed. Fig.

2.651 shows the AMDS and Q95 in descending order of streamflow values for all

periods (20 years). The AMDS of SY has a remarkably better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AMDS driven by WRF05, which is much closer to the observation-based AMDS.

However, the two highest streamflow events exhibit better results, although certain

events are lower than the WRF20 results for the CJ dam basin. Due to these effects,

the AMDS of the PD dam of the 3 highest streamflow events are close to those of the

observation-based streamflow. The other event is similar to that between WRF05 and

WRF20. The effect of the horizontal resolution is the highest in the SY dam basi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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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low simulation. The effect of the horizontal resolution is dependent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RF05 exhibits a consistent improvement for

simulating the Q95 values of the 3 dam basins. Although the Q95 values derived from

WRF05 and WRF20 are always overestimated compared to the Q95 value derived from

observations, the Q95 value derived from WRF05 is always lower than that of WRF20.

In particular, the effect of WRF05 is emphasized by the lowest Q95 values of the CJ

dam and PD dam basins. WRF05 tends to improve the high flows and low flows

compared to WRF20.

그림 2.651 연 최고 관측 일 유출량

㉳ 시범유역에 대한 글로벌 분포형 모델과 로컬 준분포형 모델 활용성 비교 검토

○ 활용성 비교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분포형 모델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로컬 준분포형 모델과 활용성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분포형 모델은 VIC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로컬 준분포형 모형은

SWAT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아시아 지역 위도 -7°N – 35°N 및 경도 72°E –

108°E에 위치한 18개 유역을 선정하였다. 유역은 면적을 고려하여 가장 작은 284 크기의 소

유역부터 가장 큰 69,924 대유역을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은 아시아 몬순 지역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강우량이 비교적 크며 변동성이 크다. 특히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한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태양열의 변화, 아시아 대륙의 토

양 설토 및 토양 수분, 우세한 바람의 위치와 강도 등 많은 요인이 강우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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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자료 비교 검토

글로벌 분포형 모델과 로컬 준분포형 모델은 모형 특성에 따라 다른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구

축되었다. 글로벌 분포형 모델의 경우 글로벌 격자 기상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구축되었으

며, 로컬 준분포형 모델은 로컬 지역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구축되었다. 글로벌 자료는 로

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자료이기는 하나, 수많은 자료를 수집,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 자

체에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한 자료 구축시 일부 로컬자료 만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따라

서 글로벌 자료는 로컬 자료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 유역에 대해

가장 참값에 근접한 자료가 로컬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로컬 자료를 참값이라고 보고

글로벌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652는 아시아 4개 유역에 대해 글

로벌 및 로컬 강수량 관측자료를 비교검토한 자료이다. 글로벌 자료와 로컬 자료 비교 결과 일

부 유역에 대해서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유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 간의 비교 검토 시 모형 뿐만 아

니라 입력자료의 경우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Attapeu 유역 (b) The Wang Pha 유역

(c) Dadelhura 유역 (d) Nakhon Phanom 유역

그림 2.652 강수량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글로벌 자료의 오류 중 시계열이 어긋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료를 보정하였다. 표 2.244은 오류 보완 전과 오류 보완 후의 강수량

상관계수(CC)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비교결과 오류 보완 전에는 상관계수가 평균 0.478이었으

나, 오류 보완 후 평균 0.725로 보완 전보다 51.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강수자료의 경우 시계열 자체의 오류만 해결하면 자료 자체의 활용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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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ions Country CC before CC after

1 Attapeu Laos 0.597 0.850

2 Dadeldhura Nepal 0.887 0.887

3 Kathmandu Nepal 0.503 0.531

4 Tha Wang Pha Thailand 0.410 0.837

5 Nong Khai Thailand 0.446 0.804

6 Udon Thani Thailand 0.418 0.821

7 Nakhon Phanom Thailand 0.464 0.852

8 Sakon Nakhon Sok Thailand 0.415 0.844

9 Nan Thailand 0.390 0.808

10 Nan Agrometeorological Station Thailand 0.616 0.914

11 Nakhon Phanom Sok Thailand 0.395 0.575

12 Surin Meteorological station Thailand 0.064 0.087

13 Surin Agricultural station Thailand 0.613 0.616

Average 0.478 0.725

표 2.244 글로벌 및 로컬 강수량 비교 결과

○ 모형 적용성 비교 검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의 활용성 비교 검토를 위해 관측 유출량과 각 모델별

유출량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관측 유출량은 로컬 지역의 관측 유출량을 활용하였다. 표

2.245는 글로벌 및 로컬 모델 기반 유출량과 관측 유출량을 비교한 표이다. 비교 결과 평균적으

로는 로컬 모델이 글로벌 모델에 비해 모든 통계치에서 관측유출량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위의 시계열 그래프 결과에서 보듯이 일부 수공시설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규모 하천유역과 글로벌 모델의 특성상 반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역의 경우 글로벌 모델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중규모 유역에서는 로컬모델과 글로

벌 모델 자체의 정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모델의 경우 수공시설물이 위

치한 대규모 하류유역 또는 소규모 유역을 제외한 중규모 유역에 대해서는 활용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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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n
Area

()

SWAT model VIC model

R2 NSE RSR PBIAS R2 NSE RSR PBIAS

Tamor 4375.5 0.85 0.85 0.39 2.85 0.64 0.51 0.70 40.72

West Seti 4322.2 0.85 0.85 0.39 0.77 0.62 0.45 0.74 36.85

Bagmati 3587.1 0.71 0.70 0.54 -1.23 0.63 0.50 0.70 -31.46

Bago 4880.7 0.80 0.77 0.48 -24.52 0.69 0.68 0.57 9.60

Sesan 18393.9 0.82 0.75 0.50 21.99 0.56 0.25 0.87 42.69

Bandung 1815.5 0.63 0.63 0.61 9.05 0.29 0.21 0.89 27.79

Budhi
Gandaki 3848.4 0.82 0.74 0.51 22.45 0.75 0.50 0.71 47.60

Chindwin 69924.3 0.88 0.87 0.36 -2.04 0.26 0.00 1.00 62.27

Indrawati 1230.0 0.86 0.82 0.43 17.68 0.67 0.44 0.75 13.99

Lamchi 5139.1 0.60 0.60 0.63 -9.60 0.35 0.33 0.82 -32.86

Nan 11620.0 0.80 0.79 0.45 -1.47 0.67 0.56 0.67 25.78

Satpara 284 0.55 0.53 0.68 11.16 0.05 -0.06 1.03 37.64

Srepok 30639.8 0.45 0.39 0.78 -12.91 0.51 0.47 0.73 23.41

Swat 5728.4 0.62 0.54 0.68 24.99 0.02 -1.02 1.42 86.69

Tamakoshi 2912.3 0.79 0.79 0.46 -0.21 0.64 0.43 0.76 48.57

Yang 4117.2 0.84 0.84 0.40 7.29 0.72 0.61 0.63 31.20

Sekong 28227.4 0.83 0.80 0.45 16.12 0.58 0.40 0.78 40.06

Sangkhram 12884.6 0.83 0.80 0.45 8.31 0.48 0.43 0.76 30.47

Average 0.75 0.73 0.51 5.04 0.51 0.32 0.81 30.06

표 2.245 글로벌 및 로컬 수문모델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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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 기술

① 수자원 안보전략의 기초자료 조사

㉮ 북한 수자원 관련 기초자료 현황 조사

북한지역은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지역의 수자원과 관

련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WMO나 UN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수문 관련 정보가

있으나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자원 관련 정보 현황을 분석 및 평가가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수자원 개발전략을 위한 북한 지역 수자원의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절은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월부터 다음해 2월의 평균

으로 정의하였다.

북한의 연평균기온은 8.5℃로서 계절별 평균 기온은 봄철 8.2℃, 여름철 21.2℃, 가을철 10.

2℃, 겨울철은 영하 5.6℃로서 계절별로 여름 > 가을 > 봄 > 겨울의 순서로 나타난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6.8℃ 정도로 큰 편이다. 연평균 일교차는 10.4℃이고, 봄철에 최대 일교차

11.4℃, 여름철에 최소 일교차 8.7℃로 남한의 경향과 유사하다. 북한 지역은 동쪽의 산맥발달

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해안지대가 내륙지방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

이다. 또한 동쪽과 서쪽이 각각 동해와 황해와 면하고 있지만 대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대

륙에 접한 북쪽으로 갈수록 한서의 차가 심한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남부해안지대는 가장 추운 1월 달의 평균기온이 약 2℃내외인데 비하여 북부 고원지대는 영

하 18℃로 남북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2012년 기준 혜산의 연평균 기온이 3.5℃인데 비하

여 해주 및 원산은 11.5℃와 10.7℃로써 각각 8℃와 7.2℃ 정도의 차이가 있고 1월 평균기온은

원산의 영하 2.3℃에 비해 혜산은 영하 16.4℃로서 약 14℃ 정도의 차이가 있다.

겨울은 대체로 약 5개월 동안 지속되어 남한지역에 비해 기간이 길다. 하천의 결빙기간만도

두만강은 4개월 이상, 압록강 및 대동강은 3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된다. 그러나 여름철의 7월

평균기온은 양강도의 혜산은 20.6℃와 평안북도의 신의주 23.7℃로 약 3℃ 정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45℃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30년간 1.4℃ 상승하였으며,

남한의 10년의 0.36℃ 정도의 상승추세경향보다 온도상승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여름철 기온상승이 10년에 0.39℃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안남도 내륙, 그리고

원산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해안지역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강수는 생활용수, 농업, 공업용수, 수력발전용수로 사용될 뿐 아니라 강수의 양은 지역의 산업

활동이나 주민의 생활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남,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연평균 강수량

은 1162.2㎜로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 속하나 강수량의 연변동과 계절적 변

화가 심한 편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잦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수, 치수가 수자원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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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연평균 강수량은 919.7㎜이며, 남한의 연평균 강수량 1307.7

㎜의 70.3% 수준이다. 그 중 여름철 강수량은 59% 정도로 남한에 비해 여름철 강수 집중 경향

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겨울철 강수량은 5% 정도로 남한에 비해 기여도가 적다. 계절별 수

치로는 여름철 542.7㎜, 가을철 181.9㎜, 봄철 148.6㎜, 겨울철 46.4㎜ 순으로 나타난다. 북한 주

요지역으로 살펴보면 개성 연간 강수량은 1197.2㎜, 신의주는 1032.6㎜이며, 내륙지방인 개마고

원 북쪽의 혜산과 청진은 각각 로 591.4㎜, 622.2㎜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연평균 강수량은 북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부지방에서는 서고동저의 형태를 보이며, 구성, 신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평안북도가 지형이

높은 함경도에 비해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포를 중심으로 한 평안남

도와 황해도 북부는 낮은 지형과 해양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며, 내륙으

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해안의 장전, 원산 등은 지형적 강수와 해류의 영향으로

북한지역에서는 강수량 최대지역으로 꼽힌다.

북한의 하천들은 대체적으로 지류가 발달되어 있고, 하천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하천

밀도는 0.4-0.5㎞/㎢로서 조밀한 편이다. 그러나 하천 발원지의 고도가 높아 구배가 급하고 좁

은 골짜기를 흘러 수력발전에는 유용하나 내륙수로로서의 이용은 불리하다. 대륙성 기후권인 북

부의 대부분 하천들은 겨울철에 동결되는데 두만강이 약 4개월, 압록강과 대동강이 약 3개월 정

도 지속된다. 또한 계절적 유량의 변화가 심하여 최고수위는 강수량이 집중된 8월중에 나타나

며, 해빙으로 인하여 4월에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남한의 하천들과 다른 점이다. 또한 남한의

하천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하천의 경사가 급하다.

북한에서는 하천의 하구와 유출방향, 수계의 지형 등 하천의 특성에 따라 유역을 나누고 있으

며, 크게 북부고원구, 서해안구, 동해안구로 구별된다. 북부고원구에 경우 압록강, 두만강 등으

로 이루어 져있고 유출방향이 서해로 향하는 서해안구는 대동강을 비롯해 청천강 예성강, 장연

남대천강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구는 압록강, 대동강과 같이 큰 강보다는 비

교적 작은 수성천, 온포천, 성천강, 금진강 등으로 여러 본류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받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상청을 통해 북한의 강우관측소 현황을 파악하였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북한의

강우관측소는 총 27개 지점이다.

북한의 전 유역과 27개의 관측소의 티센망도를 작성하여 북한의 유역별 강수량을 산정하였으

며, 강우자료는 표 2.246의 북한 강우관측소별 평균 평년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2.653은 북한 유

역을 강우관측소에 위치에 따라 적용한 티센망도이며, 표 2.246은 유역별 월평균 및 연평균 강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금야강,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임진강, 장연남대천, 청천강 총

7개의 유역에 대해 유역별 강수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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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3 북한의 티센망도

유역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

균

금야

강
15.8 18.7 28.3 50.5 83.6 116.8 263.9 242.6 129.5 49.7 43.3 21.7

1064.

4

대동

강
11.4 13.6 25.7 47.3 76.4 97.8 258.7 212.4 99.6 41.8 36.2 16.9 937.5

두만

강
11.9 14.0 24.1 46.5 74.8 112.2 177.7 132.2 76.1 34.9 27.1 16.6 748.1

압록

강
8.6 11.0 19.4 44.3 69.7 110.0 206.0 171.2 73.9 39.2 28.6 13.7 801.4

예성

강
13.2 15.1 27.9 47.7 92.9 104.7 296.1 255.3 115.5 33.1 41.2 18.3

1059.

5

임진

강
15.5 45.3 26.9 44.6 76.8 101.0 282.2 228.4 107.6 35.6 37.3 18.4

1121.

4

장연

남대

천

13.5 15.8 30.9 47.9 92.9 107.1 343.3 260.4 125.1 39.6 41.8 16.5
1134.

6

청천

강
11.6 22.5 25.2 52.4 75.2 112.9 310.1 252.6 94.0 47.7 40.6 17.4

1064.

5

표 2.246 북한의 유역별 월평균 및 연평균 강수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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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관련 기술 조사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태풍 및

극한 강우, 폭설과 한파, 온난화 현상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북한지역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난

으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어 홍수 및 이수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이

렇게 예상되는 대규모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기상 및 기후 예측 정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로 예측

한 한반도 지역별 상세 기후변화 전망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체 대응 및 적응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 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Prediction Ungauged Basin(PUB)는 계측된 관측자료의 질이 좋지 않은

유역들과 관측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미계측 유역에 대한 수문학적 반응과 그와 관련된 불

확실성을 예지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수문반응은 기대되는 기후 또는 토지이용

의 장래의 변화를 고려하고 기후 입력(관측치/ 예측치/ 특정한 입력치), 토양, 식생, 지질, 지형

을 사용하여 예측하지만, 특정한 수문학적 반응을 관측한 시계열 관측자료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확률 또는 직접적인 보정에 대한 허용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보정을 하지

않고 수문과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계측 지역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수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기상관측과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호우 예보는 빠른 속도의 기술적 발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수 전후의 자원탐사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지역과 농경지 피해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PUB 개념과 Remote Sensing 기법을 이용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한 지역에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각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구체

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수변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식수의 안정성,

홍수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며 수자원과 수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어떤 유역에 관측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환경이 크게 변한다면 미계측 유역이 된다. 그러므로

임의의 시·공간 스케일을 넘어서 수문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여 환경변

화에 대한 미계측 유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수문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ydrological Sciences, IAHS)에서

는 수문학 및 기후, 지역적 요소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예측불확실성(Predictive

uncertainty)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미계측 유역에 대한 예측을 연구하

기 위한 10개년(2003-2012)계획을 수립하였다.

PUB science plan (Sivapalan et al, 2003b)은 PUB의 발전을 도모하고 PUB Decade의 시

작 당시 시작점을 제공하였다. PUB Decade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PUB의 많은 발전

가운데 다음의 성과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유역 강우-유출수 및해설-유출수 반응의 배후에 놓인 과정들의총체에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

고 PUB의 한계와 피드백 과정 및 그로부터 나타나는 조직의 원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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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을 포함한 관련된 모형을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증진이 가장 핵심적

이었다. 즉, 모형과 유역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역 반응의 적절한 조직화 원리를 식

별할 필요성을 알아내고 다루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 특정 장소의 주도적인 과정에 더 집중하면 예측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양한 유역에서 모형 조정 및 모형 반증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접

근법이 매우 활용적이며 유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PUB 10개년 계획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

· 유역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형의 잠재력은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비록 Data의 정확한 수치화를 이루진 못했지만 수문학은 체계적이고 불확실성의 다양한 원

천에 대한 인정과 정량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결국은 유역 반응의 조직화 원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비교 수문학(comparative

hydrology)의 필요성 편익이 인식되었으며, 비교 수문학은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 유역 특징(catchment signature)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은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에 따라, 기능에 따른 유역 분류를 위한 첫 걸음이 되었다.

· 뉴턴적 접근법과 다원적 접근법 등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종합과 과정에 대한 이해, 유역

형태와 기능 사이의 연계, 최종적인 통합 이론 과정이 개관되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

제들도 몇가지 노출되었다.

·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예측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즉 지금까지 진행

되어 온 성과의 대부분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역이 아닌 측정이 이루어진 유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가능하게 수자원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전략을 개발하는데 지

장이 되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PUB Decade에서 희망사항인 모형화 전략의 조화를 성취하는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전략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노력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2.654 PUB 관련 국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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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저자 연도 내용

1

미계측 유역의 수문학적

가뭄 평가 및 감시를 위한

원격탐사의 활용

이진영

외 2
2014

○Aqua위성에 탑재된 MODIS 센서의 1×1 km 공간

해상도의 지표면 온도와 5×5 km 공간해상도의 대기

연직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최고 및 최저 대기

온도를 추정하였으며, Hargreaves 방법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미국몬태나주립대학교에서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존

자료(MOD16)의 잠재 증발산량과 비교함

2
미계측 소유역에서의

홍수위험지수 산정
이재한 2014

○홍수도달시간이 짧고 유출특성이 관측되고 있지

않은 미계측 소유역에서 강우자료만으로 발생홍수의

심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수를 산정함

3

미계측 유역의 저수지

유입량 산정을 위한

강우-유출 모형 매개변수

지역화에 관한 연구

문형관 2014

○강우 및 유입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계측 유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계측유역의

특성인자와 강우-유출 모형의 매개변수들을 지역화

하는 방안을 모색함

4

추계학적 하천망 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유역에서의

수문곡선 예측의 가능성

서용원 2014

○하천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에 기반을

바탕으로 미계측 유역에 대한 수문곡선의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충주댐 유역에의 적용을 통해

추계학적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수문곡선 예측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

5

미계측 유역 유출 모의를

위한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지역화

강민구

외 2
2013

○미계측유역인 저수지 상류유역의 유출을 모의하기

위하여Tank모형의 구성성분을 개선하고 매개변수를

지역화 하였으며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함

6

하류 유량자료를 이용한

상류유역의 미계측 유출량

추정

정영훈

외 4
2012

○미계측 유역의 유량추정 방법으로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유량법과 지역회귀방법 및

강우-유출 (SWAT) 모형을 이용한 유량추정 방법을

적용함

7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계측 유역의 유출

분석

김동현

외 3
2012

○유출 결과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확정론적 유출 모델링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8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중소유역의 유량

추정

최윤석

외 2
2010

○물리적 기반의 분포형 모형인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이용하여 유출구 지점에

대해 모형을 보정하고 이를 통해 상류 하천지점에

대한 유량을 추정함으로써 동일 수계에서 유량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소하천의 소유역에 대한

모형의 지역화 기능성을 평가함

9

미계측 유역의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이진원 2009
○HEC-HMS 모형을 이용하여 유출곡선지수를 산정

후 비교함

표 2.247 PUB 관련 국내 연구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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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저자 연도 내용

10
SWAT을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유출곡선지수 산정

이진원

외 3
2009

○미계측 유역에서 유역수문모형 SWAT (Arnold et

al., 1993)의 수문성분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유출곡선지수 산정방법을 제시함

11

레이더 강우와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홍수유출모의

김병식

외 3
2008

○유역면적의 약 2/3가 미계측 지역인 임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반의 Vflo™ 모형과 가

분포형(Quasi-distributed) 수문모형인 ModClark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유출 모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함

12

예측 불확실성의 감소를

통한 미계측 유역에 대한

예측(PUB)

구혜진 2007
○미계측 유역에 대한 예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PUB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13

지형학적순간단위도를

이용한

미계측 소유역의

한계유출량 산정 검증

최현

외 1
2006

○지형학적 단위도(geomorphoclimatic unit

hydrograph, GIUH)로 미계측 소유역의

한계유출량을 산정에 관한 연구임

14
미계측 지점에서의 유출

모의 및 예측

안상진

외 3
2005

○미계측 지점인 평창강 수질자동측정망 지점에

유량예측 신경망 모형을 적용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WMS 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함

15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수문정보추출

채효석

외 2
2004

○미계측 유역과 관련하여 원격탐사 영상의 향후

기능 분야나 제약점 등 수문 인자를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격탐사 영상에 대하여

소개함

16

미계측 소유역의

설계홍수량

산정에 관한 연구

이정민

외 3
2002

○강우의 시간적 분포모형으로 Monobe, Huff,

Yen과 Chow가 제안한 절차에 의한 분포모형을

4가지의 강우유출모형에 연계하고, 재현기간별,

지속시간별 각 강우유출모형에 대한 분포모형들을

전산프로그램화 하여 실무에 적용에 함에 있어 신속,

정확함과 편리성을 도모함

17
인공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미계측 지점의 우량 산정

박대규

외 2
2002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 이론을 이용하여 미계측

지점의 시우량을 산정하고 역거리법과 비교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는것이 목적임

18
미계측 유역의 장기 물수지

분석에 관한 연구

유금환

외 2
1991

○월 강우량과 월 증발량 자료만 있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장기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론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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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측 지역에 대한 연구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미계측 소유역에서의 홍수위험지수 산정

(Lee, 2014)을 시작으로 돌발홍수지수 산정법을 개선하여, 실측 유량 대신 장기실측 강우사상으

로 모의된 홍수유출수문곡선의 특성을 정량화하였다. 또 미계측 소유역에서 발생홍수의 심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홍수위험지수 NFI의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류 유량자료를 이용한 상류유역의 미계측 유출량 추정(Jung et al., 2012)에서는 금호강 유

역의 홍수예보 지점인 동촌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상류 유역인 금호 지점을 미계측 유역으로

가정한 후 미계측 유역의 유량추정법인 비유량법과 지역회귀방법, 강우-유출모형인 SWAT을

적용하여 유량추정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중소유역의 유량 추정(Choi et al., 2010)에서는 유

량 관측치가 있는 유역내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보정된 모형의 단일 매개변수를 이 지점의 상류

에 있는 또 다른 계측 지점의 유량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관측된 수문곡선과 비교함으로써 미계

측 지점에서의 유량 추정의 기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자연유역특성을 가지는

유역인 유등천의 복수유역과 낙동강의 위천 유역에 GRM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GRM 모형은 중소유역의 단기간 강우-유출 모의에서 유역 내 임의 지점에 대한 적용성이 충분

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레이더 강우와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홍수유출모의(Kim et al., 2008)는

격자형으로 제공되는 강우레이더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임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분포형 수문

모형의 활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공간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된 지역의 경우 모형의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 공간자료의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출모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미계측 유역에 대한 가 분포 모형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레이더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유출모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계측 유역의 수문학적 가뭄 평가 및 감시를 위한 원격탐사의 활용(Lee et al., 2014)에서는

원격 탐사(RS)자료를 이용하여 관측값이 부재한 지역에 MODIS 센서의 지표면 온도와 대기

연직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온도를 추정하였으며 증발산량을 산정하고 강수량과 수문학적

가뭄을 평가·감시하는 방법을 검증하였다. 또 최고 및 최저 온도만을 이용하는 Hargreaves 방

법을 이용하여 습도의 영향을 반영하면서도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피하도록

하였다. 강수량은 남한강상류 유역에 대하여 TRMM에서 자료를 도출하였고 P-PET의 백분위

를 구해 유량 백분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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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반도 수자원 가용 DB 구축

㉮ 북한 수자원 관련 정책, 기술 등의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수자원 가용 DB 구축을 위해 북한 수자원 관련 정책, 기술, 제도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정책, 기술, 제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의 수자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기근과 전력난이 발생

을 겪으면서 주요 정책이 농업 수확량 증진과 에너지난 극복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

에 주요 사업은 관개공사, 토지정리, 중소형발전소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수자원 관련 기술 조사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북한의 기술수준

을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기술분야 서적의 경우, 한 해에 네 번씩 발행되는 『수문과

기상』과 『농업 수리화』 등이 있다.

『수문과 기상』의 경우 기상관측과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위주로 구성되었

으며, 기상레이더관측을 이용하여 강수량 분포특성을 분석하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 수리화』의 경우의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을 잘 고려한 농업 연구 위주로 구성되

었으며, 신축되는 댐이나 관개수로에 적용되는 공법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방향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농업 수확량 증진과 에너지난 극복이며, 최신 GIS를 이용한 연구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자원 관련 법 비교를 위해 세계법정보센터와 통일 법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북한의 관련 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수자원과 관련이 있는 북한 법들

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남한의 법들과 비교하였다. 수자원과 관련된 북한 법들은 남한의

법들과 상당히 유사한 체제 및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예경보 등에 대한 관련 조항들도 찾

아볼 수 있다.

구분 북한법 유사한 남한법

수자원, 하천
하천법

- 지하수법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물자원법

수자원
이용

에네르기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중소형발전소법

표 2.248 북한 수자원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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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하천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남한에서는 국토교동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국가하천

과 지방하천으로 하천이 구분된다. 북한에서는 하천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대하천, 중

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한다. 둘째 남한에서는 주로 10년 단위로 하천 정비 사업을 계획 및 시행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관리청장은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북한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기

과, 기업소, 단체가 하천 정리 사업을 집행한다. 셋째 남한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홍수예보를 실시

하며, 북한에서는 기상수문기관이 지표수를 측정하고 하천의 수위와 유효우량, 예상되는 강우량

을 계산하여 홍수위험을 기관, 기업소에 전달한다.

남북한 지하수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용어정의가 다르다. 남한에서는 하천과 지하수를

분리하여 법을 제정하였지만, 북한에서는 하천, 지하수, 호수를 포함하여 물자원법을 제정하였

다. 둘째 남한에서는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북한에는 물자

원에 대한 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수립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승인한

다. 셋째 홍수 발생 시 남한에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홍수예

경보를 실시한다. 북한에서는 통일적인 지휘를 위해 비상시 큰물관리지휘부가 조직된다.

북한에서 수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에네르기법과 중소형발전소법이 있다. 북한은 낙차

가 크고 골짜기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댐 건설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대비 북한

수자원 개발에서 북한의 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과 전력의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남한의 경우, 댐 개발 및 설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댐설계기준

(2011)과 비교하였다.

남북한 수력발전 관련 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발전소를 화력, 원자력, 수력으로 구

분하고 있다. 특히 댐 분야 법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 있으며, 댐설계기준

을 통해 계획, 설계, 관리 등을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석탄,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등

으로 생산되는 열과 동력을 에네르기라 말하고 이를 에네르기법으로 통제한다. 남한에서의 댐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지자체 장이

관리한다. 북한에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각자 물과 수위를 관리한다.

㉯ 북한 수문현황 및 수자원 시설 DB 구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북한지역은 정치적·사회적인 영향으로 미계측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북한지역의 과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수문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수문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먼저 북한의 강우 및 기상특성과 가장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수문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위성

영상자료와 GIS자료를 구축하여 RS 및 GIS 기반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운영 중인 우량관측소 중 세계기상 기구(WMO, World Meteorologic

Organization)를 통해 우량자료가 입수 가능한 지역은 총 27개 관측소가 있다(그림 2.655).

이중 1973년부터의 자료가 존재하는 관측소는 13개소이며, 나머지는 1981년부터 자료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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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량관측소의 자료는 결측된 기간이 많아 WMO의 자료만으로는 북

한의 강우 특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성으로부터 유도된 강우자료 활용과 남한의

레이더 관측자료를 조합하여 전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수문특성 파악

이 될 것이다.

그림 2.655 북한지역 우량관측소

북한지역의 수문현황을 구축하기 위하여 Terra MODIS 위성영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0

년부터 위성영상자료를 획득하기 시작한 Terra MODIS 위성은 영상정보 활용의 획기적인 전

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자원, 수문관련 공간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간해상도를 250m, 500m, 1000m 수준으로 보급

하여 수자원분야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 수치표고모형(DEM) 구축

지형의 표고는 수문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IS 위성영

상 자료를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추출하고 GIS 기반의 지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GIAR CSI

에서 1㎞ 해상도의 글로벌 지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수치표고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유역인 평창강 유역과 삼척 오십천 유역, 그리고 임진강 유역의 자료

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CGIAR CSI에서 제공받은 1㎞ 해상도의 글로벌 영상자료는

그림 2.6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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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6 위성영상자료(MODIS)를 이용한 1km Global scale DEM

○ 토지피복도(Land Cover) 구축

MODIS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하여 제공받은 토지피복도는 18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8분류 체계로 재분류를 하였다. 토지피복 분류

는 CN값에 따라 GIS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수역, 시가화, 나지, 습지, 초지, 산림지,

논, 밭으로 8분류하는 재분류 과정을 거친 후 토지피복도를 구축하였다.

○ 토양도(Soil type) 구축

MODIS 영상에서 추출한 토양도는 16분류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GIS기반의

4분류로 재분류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의 토양도 분류는 수문학적 토양그룹에 대한 침투 속도

(McCuen, 1998)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Soil Description은 다음과 같다(표 2.249).

ID Soil Description HSG(Hydrological Soil Group)
1 20, 23, 32 A
2 30 B
3 10, 12, 13, 21, 31 C
4 14, 24, 34, 40, 41, 42, 43 D

표 2.249 우리나라 기준의 토양도 분류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미계측 지역의 신뢰성 있는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홍

수유출모의를 실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계측 지역이며 수문 기상자료가 양호하고 비교적 신뢰

성 있는 과거 유출량의 실측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강원도 지역의 평창강 유역과 삼척 오십

천 유역을 미계측 유역으로 가정하고 MODIS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GIS 기반의 지형자료

를 구축한 뒤, 기 구축 된 평창강 유역의 지형자료와 홍수유출모의에 의한 수문유출곡선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비교 및 검증 과정에서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미계측 지역의 적용을 위해 수문자료 및 지형자료의 사용이 용이한 비교 및 검증지역으로 평

창강 유역의 지형자료를 WAMIS로부터 제공받아 지형자료(DEM, Land cover, Soil)를 구축

하였다. 또한 MODIS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평창강유역의 지형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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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MIS에서 제공하는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GIS 기반의 지형자료로 구축한 평창강 유역 수

치표고모형 표고의 높은 지점은 1,372m이며, 낮은 지점은 307m이다. 또 토지피복도의 피복종

류는 수역, 시가화, 나지, 습지, 초지, 산림지, 논, 밭으로 8종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유역의

대부분이 산림지로 구성되어 있고 논과 밭이 곳곳에 분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토

양도는 A, B, C, D의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MODIS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평창강 유역 수치표고모형의 높은 지점은 1439m

로 1372m인 WAMIS 지형자료보다 67m 높게 구축되었으며 낮은 지점은 300m로 WAMIS 지

형자료보다 7m 낮게 구축되었다. 또 토지피복도의 종류는 시가화, 초지, 산림지, 논, 밭으로 총

5개의 분류가 이루어 졌으며, 평창강 유역의 대부분은 산림지로 이루어져 있고 논과 밭, 그리고

시가화/건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도는 식양질 내지 미사식양질 및 자갈이 있는 사양질

내지 모래 식양질로 총 2개의 토양도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창강 유역의 강우 사상

은 2009년 7월 1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2009년 7월 14일부터 2009년 7월 15일 사상으로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형 수문 모형인 S-RAT을 이용한 평창강 유역의 홍수유출모의 결과는

그림 2.657과 같다.

(a) 2009.07.12 ∼ 2009.07.13

(b) 2009.07.14 ∼ 2009.07.15

그림 2.657 평창강 유역의 모형 적용 및 비교 검증

지형자료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창강 유역은 매개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평창강 유역

의 유출모의 결과를 살펴보면 WAMIS 자료와 MODIS 위성영상 자료의 관측치가 흡사하고

WAMIS와 MODIS의유출곡선이비슷한것을확인할수있다. 또지형자료의비교를위해매개변수

를보정하지않은평창강유역의사상1번WAMIS 지형자료의유량은 2036.11CMS 였으며MODIS

지형자료의 유량은 2648.81CMS 였다. 사상 2번의 유량은 WAMIS 지형자료가 1116.36CMS이며

MODIS 지형자료가 1370.07CMS로 분석되었다. 평창강유역의통계분석을통해첨두홍수량오차, 표

준편차오차, 절대평균오차, 평균오차를 살펴보면 그림 2.658부터 그림 2.6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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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 2009.07.13

그림 2.658 평창강 유역의 WAMIS 및 MODIS 통계분석(Event-1)

평창강 유역의 사상 1번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첨두홍수량오차, 표준편차오차, 절대평

균오차, 평균오차 4개의 분석 결과가 WAMIS 지형자료를 이용한 유출모의보다 MODIS 지형

자료를 이용한 유출모의가 더 높게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07.14 ∼ 2009.07.15

그림 2.659 평창강 유역의 WAMIS 및 MODIS 통계분석(Event-2)

평창강 유역의 사상 2번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첨두홍수량오차, 표준편차오차, 절대평균

오차, 평균오차 4개의 분석 결과가 WAMIS 지형자료를 이용한 유출모의보다 MODIS 지형자료

를 이용한 유출모의가 더 높게 분석되었고, 평균오차는 실측치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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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변화 및 통일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조사

㉮ 통일 후 북한의 수자원 변동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북한 전력 개발 사업을 위하여 북한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

여 북한 수자원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수자원 시설 능력 평가를 위해서 댐 개발

가능 지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미래 한반도 수자원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리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수력발전소의 현황은 북한에서 발

행되는 간행지 또는 일간지와 남한에서 연구된 보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함경남도 금야군

에 위치한 금야강유역의 금야강발전소의 경우 2010년 7월 29일 완공되었음을 중앙방송에서 발

표하였으며, 설계규모는 18만㎾이다. 청천강유역의 희천발전소는 2012년 3월에 완공된 발전소

로 청천강 상류에 건설되 유역변경식 발전소이다. 발전 용량은 30만㎾로 알려지며 최근에는 용

림댐의 물을 비상 방류하는 등 가동이 부실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유

역내의 포장수력의 이용률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므로 실제 가동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예성강유역과 임진강유역에도 중소규모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정확한 현황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압록강 유역의 6개 지점, 두만강 유역의 3개 지

점, 대동강 유역의 5개 지점, 금야강 유역의 1개 지점, 청천강 유역의 3개 지점, 동해안 유역의

5개 지점, 북한강 유역 1개 지점의 발전 출력 및 유효저수량을 조사하였다.

북한은 하천의 고도가 높고 구배가 급하며 좁은 골짜기를 흐르는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이용

하여 평균 200천㎾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용량 수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개마고원과

같은 높은 고도에서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며, 유효저수량의 대부분을 발전하는 용도로 이용한

다. 남한 수력발전소의 경우, 홍수기의 홍수조절 및 갈수기의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수력발전까

지 담당하는 다목적댐이며, 이는 남한 전체 댐의 16%에 해당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원

조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전까지는 대용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대부분의 수력발전소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 계획보다 작은 발전량을 가진다. 최근 건설된 백두산영웅청년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무리한 시공일자로 인하여 누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계획된

발전용량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된다. 운봉발전소, 태평만발전소와 같은 중국과 인접한 지역의

대용량 발전소는 중국과 합작으로 건설되어 발전량의 50%는 중국으로 송전된다. 최근에는 20

년 전부터 석유와 석탄 수입이 어렵고 수력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소형 발전소 건

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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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0 북한 기존 수력발전소

북한 수자원 현황 조사 연구(한국수자원공사, 1998)에서 선정한 댐 개발 지점은 38개이다. 북

한 댐 개발 지점 38개 중에서 구양댐과 십일댐은 압록강유역이지만 중국의 영지에 속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36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댐 개발 36개 지점에 필요한 수치표고자료로 USGS(미국 지질조사국)에

서 제공되는 SRTM 30m를 이용하였다. 기상자료는 세계기상지구(WMO)에서 제공되는 북한

27개 지점의 강우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SGS에서 제공되는 STRM 30m의 신뢰도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해 우리나라에 최근 건설된 영주댐, 보현산댐, 부항댐의 수치 표고 자료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북한 댐 개발 36개 지점 중에서 29개 지점은 SRTM 30m를 이용한 분석 값보다

더 큰 값으로 확인되었다. 유역면적의 경우, 기존 자료와 SRTM 30m자료의 차이는 –131∼

90%였으며, 상고댐, 사창댐, 용흥댐을 제외한 다른 댐의 경우가 차이는 10%내외이다. 유역면적

의 차이가 가장 큰 댐 개발 지점은 사창댐으로 기존 자료에서는 181.20㎢이였으며, SRTM

30m에서는 495.91㎢로 63% 증가하였다. 유역면적이 차이가 가장 작은 댐 개발 지점은 장미댐

으로 기존 자료에서는 2,302.60㎢이였으며, SRTM 30m에서는 2,311.92㎢로 유역면적이 유사

하였다.

북한 수자원 현황 조사 연구(한국수자원공사, 1998)에서 분석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이용한

SRTM 30m의 저수용량을 비교하였다. 북한 댐 개발 36개 지점 중에서 총저수량의 기존 자료

와 SRTM 30m 자료의 차이는 73∼3,065%로 분석되었다. 총저수량의 차이는 기존 자료에서

사용된 지형도의 정확도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북한 수자원현황 조사 연구(한국수자원공사,

1998)에서 “여기서 제시한 수치고도자료에 의한 설계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정도의 정확

성을 갖는 것”이라 평가하였다. 북한 수자원 현황 조사 연구(한국수자원공사, 1998) 이후, 댐 개

발 가능 지점 근처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이는 기존 지형과 차이를 보이면서 저수량 차

이의 또 다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소평창댐, 생천댐, 삼등댐 지당댐, 구창댐, 용흥댐

의 경우, 주변에 개발된 수력발전소가 있는 것을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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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자원 현황 조사 연구(한국수자원공사, 1998)에 따르면 1998년 북한댐의 저수용량을

비교해 보면 금강산댐의 저수용량이 2,195백만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무창댐이 22백만

㎥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북한 댐의 저수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금강산댐이 1,980백만 ㎥으로써 1998년과 같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저수용량이 가장

작은 유역은 입억댐으로 2백만 ㎥으로 나타났다.

북한 댐의 유역 면적을 비교해본 결과 금강산 댐이 3,150 ㎢으로 가장 큰 유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삼등댐, 장미댐, 생천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해당 유역면

적 및 유출량과 비례하기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의 유출량 자료를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유출고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지야마 방법

을 이용하여 유출고 및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가지야마 방법은 1929년에 일본의 가지야마가 발

표한 공식으로 가지야마공식은 댐의 저수용량 및 용수량 산정에 많이 이용된 방법으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유출 자료가 전혀 없는 지점에 대해 유하량을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79)

여기서, R= 월 유출고(㎜), P= 월 강수량(㎜), f= 유역특성계수, E= 월별갱정계수를 뜻한다.

북한 유역특성계수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평균값이 1.0을 선택하였다.

월별갱정계수는 월별 강우량의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되며 3월, 7월, 8월, 11월, 12월의 경우 0

(영)으로 산정하였으며, 다른 월의 경우 월강우량에 따라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RTM 30m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여 북한 댐 개발 36개 지점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가지야마 공식을 이용하여 유출고를 산정하였다. 계산된 유역면적과 유출고를 곱

하여 댐 개발 36개 지점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댐 개발 지점별 출력을 계산하였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에너지에 의해 수차 발전기

를 회전시켜 전력을 발생시킨다. 즉, 물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고 운동에너지를 다

시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2.80)

여기서,  : 출력(㎾),  : 물의 밀도 = 1,000㎏f/㎥, (온도 4℃, 표고0m, 대기압 1기압에서 1,000

㎏f/㎥),  : 자유낙하의 가속도(m/s²),  : 사용수량 (㎥/s),  : 유효낙차 (m),  : 터빈의

효율 × 발전기의 효율

사용수량은 댐별 저수량의 70%를 이용하였다. 유효낙차는 댐별 저수량의 70%에 해당하는

수위와 지반고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터빈의 효율은 80%, 발전기의 효율은 92%로 계산하였다.

북한 댐 개발지점의 연간발전량을 산정할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 수력발전기를 가동

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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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 댐 개발 지점별 발전용량을 산정하였다. 연간발전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1월부

터 12월까지 24시간 수력발전기를 가동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하였다. 출력은 1초간 발생하는 전

력의 크기를 출력(㎾)을 T시간 발생했을 때 전기량을 발전량이라 하고 ㎾시(㎾h)로 표시한다.

유역명 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두만강

박천댐 8.7 8.7 11.1 22.1 20.5 18.6 62.2 51.4 31.2 18.3 12.3 11.3 276.4

봉오댐 8.7 8.7 11.1 22.1 20.5 18.6 62.2 51.4 31.2 18.3 12.3 11.3 276.4

영산댐 8.6 8.7 11.2 22.6 21.6 20.8 71.6 53.5 33.5 18.3 11.9 11.0 293.5

압록강
상고댐 8.6 9.1 12.2 28.5 25.2 29.6 180.6 160.4 41.1 22.6 15.9 11.0 544.7

장무댐 8.0 8.9 11.9 28.1 26.8 31.6 160.2 136.5 45.8 24.5 13.6 10.7 506.6

서해안 용두댐 8.6 9.1 12.5 30.3 25.4 38.9 236.8 194.3 43.4 22.8 16.5 11.2 649.8

청천강

소평창댐 8.7 8.8 11.9 27.6 23.7 28.3 199.7 143.2 49.4 22.1 16.3 11.5 551.2

탑골댐 8.7 8.9 12.1 28.1 24.7 30.6 213.6 157.8 49.3 22.8 16.6 11.5 584.8

서고저댐 8.7 8.9 12.3 27.5 24.5 27.6 206.0 151.0 48.6 22.5 15.7 11.3 564.6

대동강

사창댐 7.9 7.9 11.4 24.1 20.5 21.5 99.3 61.9 38.8 18.7 12.3 10.5 334.8

박골령댐 7.9 7.9 11.5 24.2 20.7 21.7 101.6 64.9 40.0 18.1 12.5 10.6 341.7

생천댐 8.0 8.6 11.6 25.1 22.3 22.3 137.9 93.0 43.5 19.5 13.8 10.9 416.3

송평댐 8.7 8.9 12.1 27.6 24.7 29.4 195.7 148.4 51.8 21.6 15.7 11.6 556.3

심탄댐 8.6 9.0 12.4 27.2 25.8 29.5 169.0 141.8 52.9 20.0 14.0 11.5 521.6

월암댐 8.6 9.0 12.4 27.2 25.8 29.5 169.0 141.8 52.9 20.0 14.0 11.5 521.6

삼등댐 8.7 9.0 12.5 27.0 25.0 28.4 175.8 146.4 54.5 19.7 14.4 11.5 532.8

예성강 직해댐 8.8 9.0 13.0 25.4 32.5 25.0 204.2 167.5 61.3 18.5 16.0 11.4 592.7

임진강

지당댐 10.2 10.8 14.6 27.6 32.3 37.5 226.5 181.9 94.1 25.3 19.6 12.4 692.7

면학댐 9.0 9.4 13.0 27.1 27.8 31.0 187.1 158.0 67.1 21.8 16.0 11.8 579.0

장미댐 9.2 10.2 13.7 27.3 29.3 33.7 210.9 168.4 75.2 23.1 17.1 11.9 630.0

동해안

무창댐 7.8 8.6 11.6 23.9 23.7 24.0 98.3 59.2 41.4 18.5 11.1 10.4 338.6

월산댐 7.8 8.6 11.6 23.9 23.7 24.0 98.3 59.2 41.4 18.5 11.1 10.4 338.6

소청댐 7.8 8.6 11.5 23.9 23.7 24.0 98.0 59.1 41.3 18.5 11.1 10.4 338.0

아양댐 8.7 8.7 11.1 22.1 20.5 18.6 62.2 51.4 31.2 18.3 12.3 11.3 276.4

보상댐 8.7 8.7 11.1 22.1 20.5 18.6 62.2 51.4 31.2 18.3 12.3 11.3 276.4

주을온댐 9.4 9.1 11.2 23.6 18.0 16.3 58.7 48.8 38.1 20.1 14.5 12.4 280.2

용양댐 8.9 8.9 11.2 22.9 19.6 18.0 64.3 51.8 33.2 18.9 13.0 11.6 282.3

입억댐 9.4 9.1 11.2 23.6 18.0 16.3 58.7 48.8 38.1 20.1 14.5 12.4 280.2

자동댐 9.4 9.1 11.2 23.6 18.0 16.3 58.7 48.8 38.1 20.1 14.5 12.4 280.2

고양댐 7.9 7.9 11.1 22.6 18.3 22.1 69.7 65.0 31.8 18.4 11.5 10.6 296.9

구창댐 8.6 8.6 11.9 24.5 22.3 21.6 106.3 81.3 46.6 19.4 15.0 10.8 376.9

용흥댐 8.6 9.0 12.3 27.1 25.4 28.7 165.5 137.5 52.3 20.0 14.0 11.5 511.9

덕지댐 8.7 9.1 12.5 27.2 26.4 30.0 169.7 144.0 55.8 20.6 14.3 11.6 529.7

고성댐 16.2 15.9 20.7 31.4 30.4 46.4 175.4 199.2 139.7 52.1 41.0 16.7 785.1

북한강
회양댐 14.5 14.3 18.4 29.9 30.9 44.3 178.3 195.5 135.9 44.2 34.5 15.4 755.9

금강산댐 12.4 13.0 17.0 29.3 33.0 40.9 212.7 188.6 106.6 32.9 27.0 13.9 727.5

표 2.250 북한 신규 수력발전소별 월평균 및 연평균 유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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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댐 개발 지점 발전가능량을 조사하였다.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제공하는

SRTM 30m와 세계기상기구에서 제공하는 강우관측소의 월평균 강우량을 기본 자료로써 이용

하였다. 우관측소 티센망을 산정하여 북한의 댐 개발 가능 지점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분석하였

다. 가지야마 공식에 따른 유출고와 해당 유역별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댐 개발 지점별 연평균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시간당 출력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가정으

로 댐 개발 지점별 발전용량을 분석하였다.

댐명 출력(㎾)
발전량

(천㎾h)
댐명 출력(㎾)

발전량

(천㎾h)
박천댐 15,826 138,631 면학댐 50,171 439,500
봉오댐 52,014 455,640 장미댐 51,983 455,375
영산댐 2,911 25,501 무창댐 399 3,496
상고댐 65,193 571,089 월산댐 557 4,875
장무댐 3,572 31,288 소청댐 404 3,539
용두댐 1,705 14,935 아양댐 710 6,218
소평창댐 21,758 190,603 보상댐 1,113 9,753
탑골댐 183 1,599 주을온댐 1,280 11,214
서고저댐 12,823 112,328 용양댐 7,763 68,004
사창댐 26,676 233,681 입억댐 95 829
박골령댐 21,469 188,070 자동댐 553 4,842
생천댐 28,094 246,099 고양댐 587 5,139
송평댐 405 3,548, 구창댐 899 7,876
심탄댐 9,858 86,355 용흥댐 11,396 99,829
월암댐 27,405 240,068 덕지댐 141,092 1,235,967
삼등댐 53,521 468,847 고성댐 16,731 146,564
직해댐 12,432 108,901 회양댐 25,115 220,007
지당댐 23,695 207,570 금강산댐 280,163 2,454,232

표 2.251 북한 신규 수력발전소별 초당 출력(㎾) 및 연간발전량(천㎾h)

연구 결과, 북한의 댐 개발 가능 지점의 연간설비용량은 971천㎾이며,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댐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24시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때 발전용량이므로 실제 가동과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댐 개발 가능 지점이 가지는 연간발전량은 85억㎾h이며, 이

는 1월부터 12월까지 댐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24시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때 발전

용량이므로 실제 가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댐 개발 가능 지점이 가지는 연간발

전량은 금강산댐> 덕지댐 > 상고댐 > 삼등댐 > 봉오댐 > 장미댐 > 면학댐 > 생천댐 > 월암댐

> 사창댐 > 회양댐 > 지당댐 > 소평찬댐 > 박골령댐 > 고성댐 > 박천댐 > 서고저댐 > 직해댐

> 용흥댐 > 심탄댐 > 용양댐 > 장무댐> 영산댐 > 용두댐 > 주을온댐 > 보상댐> 구창댐 > 아

양댐 > 고양댐 > 월삼댐 > 자동댐 > 송평댐 > 소청댐 > 무창댐 > 탑골댐 > 입억댐순으로 총발

전량이 많다. 북한의 댐 개발 지점 가능량의 경우 북한 댐 개발지점이 가지는 총저수량은 2,239백

만㎥이며 저수량으로 보면, 북한강 유역 > 대동강유역 > 임진강 유역 > 금야강 유역 > 두만강 유

역 > 압록강 유역 > 동해안 유역 > 청천강 유역 > 예성강 유역 > 서해안 유역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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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RCP4.5, RCP8.5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남한

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관측치를 대신할수 있는 현재기후자료와의 비

교를 통해 기후변화가 미래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MIR-CGEM3 모델의

RCP4.5, RCP8.5시나리오 모의 결과 연 평균기온의 경우 Future 1 기간일 때 남한과 북한은

지금보다 최대 0.6℃, Future 2 기간일 때 남한은 최대 1.7℃ 북한은 1.6℃, Future 3기간일 때

남한은 최대 2.9℃북한은 최대 2.8℃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한의 연강수량의 경우

2100년까지 약 28%, 남한은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온과 강수

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북한보다 남한에서 그 변화량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

다. 그림 2.661∼그림 2.664에 각각 RCP4.5, RCP8.5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연강수량과 연평

균기온의 공간분포를 도시하였다. RCP4.5시나리오일 때 연강수량을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연강수량의 차이가 약 510㎜ 이며, Future 3기간일 때 남한지역의 경상도 남쪽부근에서 크게

증가하리라 전망되었다. 또한 북한의 경우 Future 3기간일 때 북한의 서쪽지역에서의 연강수량

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었다. 연평균기온의 미래로 갈수록 한반도 전역에서 기온이 상승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RCP8.5시나리오일 때 연강수량의 공간분포는 RCP4.5시나리오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단지 연강수량이 증가하는 변화폭이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평균기

온의 경우도 RCP4.5 시나리오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 Current (b) Future 1

(c )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61 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연강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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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b) Future 1

(c )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62 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기온 변화

(a) Current (b) Future 1

(c )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63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연강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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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b) Future 1

(c )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64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기온 변화

○ köppen-geiger 기후구분법을 이용한 기후대 변화 전망

통상적으로기후는약 30년 동안어느지역에서나타나는평균적인일기상태로기온, 기압, 습도,

강수량, 풍속, 풍향, 일사량와 같은 기후요소들의 평균과 변화량을 모두 포함하므로 매우 복잡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온대기후

에서 열대 기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변화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

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기후 전망을 위해

köppen-geiger 기후 구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CP기후변화시나리오와 köppen -

geiger 기후 구분법에 근거하여 미래 한반도에서의 기후대 변화와 그 양상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실제 관측값과 MRI-CGEM3모형의 현제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1986년∼2005

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252에 관측과 같은 기간의 현재기후 기간의 기후

대 면적분포를 나타내었고, 그림 2.665에 기후대의 공간분포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관

측의 경우 Dma(냉대기후, 계절풍(짧은건기), 뜨거운 여름)가 약 72%, Dwa(냉대기후, 겨울건

조, 뜨거운 여름)이 약 20%, Dfa(냉대기후, 습윤, 뜨거운 여름)가 약 7.3%, Cfa(온대기후, 계절

풍(짧은건기), 뜨거운 여름)가 0.2%로 나타났다. Current 기간의 경우 Dma가 약 79%, Dwa가

약 19%, Dfa가 약 1.1%로 나타났으며, Cfa기후대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Current가 전반적으로 관측을 잘 모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RCP 4.5와 RCP 8.5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미래 기후대 변화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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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Dma Dwa Dfa Cfa
관측

(1986년∼2005)
72.4 20.1 7.3 0.2

Current

(1986년∼2005)
79.7 19.3 1.1 0.0

표 2.252 관측치와 모의(Current)의 구성비율 비교

(a) Historical (b) Simulation

그림 2.665 관측치와 모의(Current)의 기후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köppen-geiger 기후 구분법을 적용하여 앞서 구축한 RCP기후변화시나리

오를 토대로 2011년부터 30년 평균값으로 2100년까지 3개의 기간(Future 1: 2011∼2040년,

Future 2: 2041∼2070년, Future 3: 2071∼2100년)으로 구분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비교하였

다. 표 2.253에 미래 기간별 기후대 면적변화로써, 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의 경우 Dma 기

후가 미래로 갈수록 감소 경향을 보였고, Dwa, Dfa, Cfa기후는 미래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

고 있었다. 특히 아열대 기후인 Cfa기후는 Future 3기간일 때 약 1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의 경우 미래로 갈수록 Dma기후가 급격히 감소하리라 전망되었으

며, 특히 Cfa기후가 Future 2일때 약 4%, Future 3기간일 때 약 22%의 비율로 증가하리라

전망되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진다. 그림 2.666과

그림 2.667은 각 시나리오별 미래의 공간분포로 RCP4.5 기후변화시나리오의 경우 Cfa기후가

미래로 갈수록 남해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북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옆서 분석한 강수와 기온의 공간분포도를 살펴보면 해당지역의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이 미래

로 갈수록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의 경우 Future 2기간일

때 Cfa기후가 경상남도 남쪽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Future 3기간일 때 전라도, 경상도 일대

로 확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Dfa지수의 경우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Dma기후의 경우 Future 3기간 일 때 면적대비 1%로 크게 축소되

리라 전망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기후에서 내륙지방에 분포하고 있던 냉대기후(D)

가, 미래에는 온대기후(C)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강수와 기온의 변동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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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기후대가 변화하는 지역의 연강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평균기온이 최대 2.9℃까지 상

승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한반도에서의 평균기온의 상승과 그로 인

한 유역 내 수문순환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단위 : %)

Scenarios Dfa Dwa Dma Cfa
Current 79.7 19.3 1.1 0.0

RCP4.5
Future 1 70.4 29.6 0.0 0.0
Future 2 68.4 29.4 2.0 0.2
Future 3 64.2 11.9 15.5 8.4

RCP8.5
Future 1 64.2 11.9 15.5 8.4
Future 2 67.2 17.5 14.3 1.1
Future 3 40.6 31.0 22.6 5.7

표 2.253 기간별 기후대 면적 변화 분석

(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68 RCP4.5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대 분석결과

(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69 RCP8.5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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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반도 수자원 변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분석

㉮ 수자원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기존/신규 북한 수자원 시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

저, 지역별 현재 강우량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198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강우를

(a)1981∼1990년, (b)1991∼2000년, (c)2001∼2015년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평균 강우량 또한 (A)2011∼2040년(30년), (B)2041∼2070년(30년), (C)2071∼2100년(30년)

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평균 강우량의 변동성은 큰 차이는 없으나,

선봉 및 청진 관측소 주변에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강우량 패턴은 현재 강우량(1981∼2015년)의 경우 7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8월, 6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강우량의 월평균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11∼2040년의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월별 강우량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2041∼2070년과

2071∼2100년은 5월에 비해 100㎜ 이상 6월에 높은 강우량을 나타내는 패턴이 유사하게 분석

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월별 강우량은 현재와 다르게 6월에 강우가 가장 집중될 것

으로 분석되었고 6월 평균 강우량은 2011∼2040년에 178.0㎜, 2041∼2070년에 243.8㎜, 2071

∼2100년에 220.3㎜로 분석되었다.

구분 2011∼2040년 2041∼2070년 2071∼2100년

1 월 52.3 57.3 57.9

2 월 52.2 76.5 92.8

3 월 105.2 119.1 126.7

4 월 152.3 158.0 175.8

5 월 148.8 139.6 157.5

6 월 178.0 243.8 220.3

7 월 150.7 160.1 164.4

8 월 92.4 98.2 100.4

9 월 61.8 89.6 78.5

10 월 64.1 55.9 69.7

11 월 84.2 82.5 83.1

12 월 82.8 76.1 78.4

표 2.25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량 변화

(단위: mm)

현재/미래 기존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의 경우, 송원댐, 부전댐 등 일부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현재 기존 수자원 시설의 연평

균 유입량의 합계는 388.0㎥/s이고, 2011∼2040년(Target1)은 391.0㎥/s, 2041∼20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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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2)은 453.0㎥/s, 2071∼2100년(Target3)은 475.5㎥/s로 미래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현재 연평균 유입량 보다, 2011∼2040년(Target1)은 약 1.01배 증가했으며, 2041∼

2070년(Target2), 2071∼2100년(Target3)은 각각 1.17배, 1.2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기존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은 송원댐이 59.2㎥/s로 가장 높고, 부전댐 (29.4㎥

/s), 연탄댐(26.0㎥/s)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하송댐이 2.1㎥/s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

2040년(Target1)의 기존 수자원 시설 연평균 유입량은 부전댐이 50.1㎥/s로 가장 높고, 송원댐

(49.8㎥/s), 내중리댐(30.0㎥/s) 순으로 높으며, 연두평댐이 0.3㎥/s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2041∼2070년(Target2)은 송원댐(60.5㎥/s), 부전댐(53.4㎥/s), 장진댐(31.2㎥/s) 순으로

높으며, 2071∼2100년(Target3)은 송원댐(63.8㎥/s), 부전댐(57.2㎥/s), 내중리댐(34.1㎥/s) 순

으로 높고, 연두평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미래 신규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의 경우, 금강산댐 등 일부 시설의 연평균 유입

량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미래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이 현재 연평

균 유입량에 비해 1.1∼1.3배 높게 분석되었다.

현재 신규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의 합계는 514.0㎥/s이고, 2011∼2040년(Target1)

은 587.9㎥/s, 2041∼2070년(Target2)은 717.2㎥/s, 2071∼2100년(Target3)은 709.3㎥/s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래 신규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은 현재 연평균 유입량 보다, 2011

∼2040년(Target1)은 약 1.14배 증가하고, 2041∼2070년(Target2), 2071∼2100년(Target3)

은 각각 1.40배, 1.38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함경북도 지역 관측소(선봉, 김책) 값이

2071∼2100년(Target3) 보다 2041∼2070년(Target2)에 높게 나타난다.

현재 신규 수자원 시설의 연평균 유입량은 금강산댐이 72.1㎥/s로 가장 높고, 삼등댐(51.3㎥

/s), 장미댐(46.4㎥/s)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무창댐이 0.9㎥/s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래 신

규 수자원 시설 연평균 유입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강산댐, 삼등댐, 장미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댐은 2011∼2040년(Target1)과 2041∼2070년(Target2)에 장무댐, 2071∼2100년

(Target3)에는 자동댐으로 나타났다.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의 현재 발전량은 7,895,772.5천㎾h로 분석되었고, 미래 발전량은 2011

∼2040년(Target1)은 6,783,033.1천㎾h, 2041∼2070년(Target2)은 7,916,303.3천㎾h, 2071∼

2100년(Target3)은 8,124,365.4천㎾h로 나타나 미래 발전량은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시설별 발전량은 송원댐, 부전댐, 연탐댐 순으로 높게 타나나며, 미래 시설별 발전량은

부전댐, 송원댐, 장진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부전댐의 경우 현재 발전량(997847.4천㎾h)에

비해 미래 발전량(1,396,578.9∼1,554,041.7천㎾h)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송원댐은 현재 발

전량(1,400,921.2천㎾h)에 비해 미래 발전량(904,344.4∼1,184,212.7천㎾h)이 약 0.7배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2011∼2040년(Target1)의 경우 현재보다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연평균 발전

량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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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명
현재

(천㎾h)

Target1

(천㎾h)

Target2

(천㎾h)

Target3

(천㎾h)
봉래댐 209,974.7 152,044.6 192,384.2 181,287.1

대하댐 453,679.0 264,121.9 353,648.0 358,632.4

예의댐 204,639.9 127,580.8 144,752.5 156,960.0

구월댐 134,374.9 116,077.8 139,795.5 148,543.3

구암댐 156,937.9 100,369.4 109,138.6 117,129.6

부전댐 997,847.4 1,396,578.9 1,451,774.3 1,554,041.7

장진댐 545,532.6 600,477.9 659,791.4 667,320.2

석담댐 151,699.8 103,692.0 110,011.8 121,530.1

취야댐 202,266.3 138,255.9 146,682.4 162,040.2

하송댐 17,116.8 15,088.8 20,842.4 17,882.7

내중리댐 171,837.5 286,573.1 275,770.3 316,840.2

사초평댐 119,230.4 198,840.4 191,344.9 219,841.4

수풍댐 431,160.4 285,630.8 373,066.5 386,724.2

신곡댐 529,173.5 368,933.5 489,586.8 418,032.6

태성댐 24,811.1 22,329.4 27,574.7 28,485.3

연두평댐 129,471.1 599,774.0 577,165.0 663,121.0

장수댐 71,299.0 55,504.4 63,972.7 69,262.3

서홍댐 213,802.6 162,204.0 185,814.0 200,506.2

봉덕댐 550,238.2 445,558.2 597,541.9 548,179.3

운봉댐 244,525.2 289,856.8 323,139.7 341,604.9

만풍댐 159,896.1 105,926.4 138,352.0 143,416.9

연탄댐 613,686.5 470,568.2 574,011.8 576,726.8

송원댐 1,400,921.2 904,344.4 1,150,645.5 1,184,212.7

위원댐 161,650.2 166,477.9 190,889.7 198,534.1

합계 7,895,772.5 6,783,033.1 7,916,303.3 8,124,365.4

표 2.255 현재/미래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의 연평균 발전량

신규 북한 수자원시설의 현재 발전량은 10,889,762.7천㎾h로 분석되었고, 미래 발전량은

2011∼2040년(Target1)은 10,407,189.8천㎾h, 2041∼2070년(Target2)은 13,164,872.5천㎾h,

2071∼2100년(Target3)은 12,352,332.2천㎾h로 분석되었다. 미래 발전량은 현재 발전량 보다

2041∼2070년(Target2)과 2071∼2100년(Target3)은 각각 약 23억㎾h, 15억㎾h 높게 분석되

었으며, 2011∼2040년(Target1)은 현재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 마찬가

지로, 미래 발전량은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시설별 발전량과 미래 시설별 발전량

모두 금강산댐, 삼등댐, 장미댐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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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명
현재

(천㎾h)

Target1

(천㎾h)

Target2

(천㎾h)

Target3

(천㎾h)
박천댐 122,423.9 353,941.1 396,304.3 388,103.8
봉오댐 224,771.5 649,839.3 727,618.6 712,562.4
영산댐 25,405.3 75,740.3 86,129.5 86,189.9
상고댐 368,443.3 214,318.5 260,224.3 281,035.1
장무댐 34,303.1 19,678.0 26,105.6 26,618.6
용두댐 33,316.2 18,095.4 20,970.2 23,532.9
소평창댐 466,817.5 316,186.8 397,463.1 408,818.1
탑골댐 20,607.6 13,051.8 16,310.1 17,009.0
서고저댐 221,678.0 141,969.1 174,153.1 182,568.8
사창댐 182,502.2 215,742.8 241,827.9 245,363.1
박골령댐 341,619.4 406,012.5 457,406.1 463,304.0
생천댐 775,239.5 739,750.9 867,297.1 881,057.5
송평댐 23,909.0 17,039.5 22,138.9 21,806.8
심탄댐 208,183.3 173,086.8 230,992.7 211,406.7
월암댐 359,485.8 298,882.0 398,872.4 365,051.7
삼등댐 1,097,854.7 871,557.8 1,156,917.5 1,046,457.0
직해댐 298,052.6 192,403.5 244,805.2 251,946.8
지당댐 388,522.7 282,176.2 374,463.6 327,948.3
면학댐 656,324.4 550,183.2 750,499.9 656,427.9
장미댐 981,707.3 760,344.3 1,025,309.9 890,637.3
무창댐 3,710.6 10,727.8 12,011.8 11,763.2
월산댐 6,488.8 18,759.8 21,005.1 20,570.5
소청댐 14,887.7 42,953.5 48,078.9 47,104.0
아양댐 18,936.7 39,883.3 41,855.0 45,397.7
보상댐 42,404.8 89,310.5 93,725.9 101,659.1
주을온댐 61,738.5 102,681.6 112,779.8 111,570.1
용양댐 187,133.2 372,591.4 395,503.4 413,988.5
입억댐 20,318.1 33,792.5 37,115.8 36,717.7
자동댐 14,889.4 24,763.6 27,199.0 26,907.2
고양댐 31,180.5 47,334.2 52,459.3 60,255.4
구창댐 53,070.4 80,998.8 100,898.5 93,829.2
용흥댐 254,152.7 484,620.4 634,826.3 601,960.4
덕지댐 520,744.9 402,544.7 531,441.1 502,744.4
고성댐 130,997.4 108,913.2 145,350.0 133,025.6
회양댐 334,076.1 270,029.6 363,044.3 313,213.0
금강산댐 2,363,865.7 1,967,285.0 2,671,768.3 2,343,780.4
합계 10,889,762.7 10,407,189.8 13,164,872.5 12,352,332.2

표 2.256 현재/미래 신규 북한 수자원시설의 연평균 발전량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 발전량의 경우, 현재 보다 약 1.14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 70개 중 좌표 확인 가능한 24개 시설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발전량은 78억㎾h로 분석되었으며, 중국에 송전하는 발전량은 고려하지 않았다(일부 압

록강 주변 발전량은 중국으로 송전함). 기존 수자원시설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결과,

Target1은 67억㎾h, Target2 79억㎾h, Target3 81억㎾h 으로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

났으며, Tatget3같은 경우 북한 총 수력 발전량 수준에 가까운 발전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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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북한 수자원시설 발전량의 경우, 현재 보다 약 1.1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북한 수자원 시설 36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신규 신설 시 현재 수력 발전량에 약 2배로 늘어

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규 수자원시설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결과, Target1 104억,

Target2 131억, Target3 123억으로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Tatget3 같은 경우

Tatget2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함경북도 지역 관측소(선봉, 김책)

값이 Target3 보다 Target 2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강우 피크치

값이 Target2가 Tatget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댐명
현재

(천㎾h)

Target1

(천㎾h)

Target2

(천㎾h)

Target3

(천㎾h)

기존 수자원시설 7,895,772.5 6,783,033.1 7,916,303.3 8,124,365.4

신규 수자원시설 10,889,762.7 10,407,189.8 13,164,872.5 12,352,332.2

표 2.257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된 기존/신규 북한 수자원시설 연평균 발전량

2015년 기준 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7.6% 수준이며, 총 발전량은 3.6%

로 수준이다. 북한의 총 발전량은 주로 수력 및 화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수력 발전

량이 60%로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수력 발전량은 100억㎾h, 우리나라는 58억㎾h로 2배 가량

높은데도 불구하고 총 발전량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량은 주로 화력 및 원자

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자원시설 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 유출변화에 따른

발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신규 수자원시설별 유역면적, 저수용량, 유출고, 유입량, 유출량,

발전량 등 DB를 구축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북한의 향후 기후에 대한 변동성

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강우패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7월, 8월에 집중되어있다. 북한 현재(1981∼

2015) 연평균 강우량은 약1,000㎜, 우리나라 약1,387㎜로 강우량은 비슷하며, 홍수기 또한 비슷

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 결과, 강우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북한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

은 현재 보다 약 1.3배로 높게 분석되었다.

기존/신규 북한 수자원시설 분석 및 평가 결과,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은 북한의 총 수력 발전

량 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70개의 댐 중 24개만 해당하여 발전량이 낮게 분석되었다. 신규

북한 수자원시설은 북한의 총 수력 발전량과 비슷하게 분석되었으며, 신규 수자원시설 신설 시

북한의 수력 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된 기존/신규 수자원시설의 유입량은 강우가 늘어남에 따라, 유입량

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발전량 또한 약 1.1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

오가 반영된 기존 북한 수자원시설의 경우, Target1 67억, Target2 79억, Target3 81억으로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반영된 신규 북한 수자원시설의 경

우, Target1 104억, Target2 131억, Target3 123억으로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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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가 재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기후변화의 변동성 및
이로 인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11개 도ㆍ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재해영향
성을 고려하기 위해 취약성 부분으로는 인구밀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도ㆍ시의 경제력지수를
이용하였다. 각 단계별로 Flood Load , 인간위험지수(Human Risk Index; HRI), 재해영향지
수(Disaster Impact Index; DII)에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 Flood Load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27개 기상관측소의 관측 강수량 자료와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Flood Load를 산정하였다. Flood Load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2.81)

   (2.82)

여기서, : GEV분포에 따른 확률 빈도, : 확률빈도,  : 설계빈도를 뜻한다.

표 2.258을 살펴보면 평양, 황해도, 개성, 강원도, 함경도의 경우 미래로 갈수록 Flood
Load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으며 자강도, 평안도의 경우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지역 Current F1 F2 F3

강원도 C B B A

양강도 D B D D

자강도 C D C B

평안남도 B A B C

평안북도 A B D B

함경남도 B B C D

함경북도 D C C A

황해남도 C C B B

황해북도 D A A B

평양시 D C C C

표 2.258 Flood Loa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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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70 각 지역별 Flood Load 분석결과

○ Human Risk Index (HRI)

전 세계적으로 홍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방재 개념보다는 감재의 개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접근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무조적적인 구조적 대책이 증가하는 강우량

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 홍수방어, 피해 최소화라는 측면의 위험관리 개념으

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Jang,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Hazard)에 대한 접근보다는 위험이 도달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함과 약함의 정도로 취

약성(Vulnerability)과 노출성(Exposure)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홍수 취약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으로 UN에서 발간한 홍수피해경감 가이드라인(2006,

UN)에서는 빈곤, 고인구밀도, 교육수준, 여성 및 재해의존인구(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자)를

예를 들고 있다. 빈곤은 다른 표현으로 국가적 재정 상태를 의미하며, 교육수준은 구조적 대책

이 아닌 비구조적 홍수대책에서 교육 및 학습효과가 떨어져 실제 경보 및 상황발생시 그 피해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중 도시화를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구밀도

를 고려하여 인간위험지수(HRI)를 평가하였다.

   × 인구밀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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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1 각 지역별 인구밀도 분포

그림 2.672는 현재와 미래의 HRI의 결과값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평양, 황해도가 가장 위
험하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및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Flood Load결
과와 비교해보면 비교전 안전했던(C, D) 평양, 황해도 일대지역이 HRI결과 위험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Flood Load 값이 크게 나타난 지역들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집중도가 낮아 상대적
으로 안전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분 Current F1 F2 F3

강원도 C C C B

양강도 D C D D

자강도 C D D C

평안남도 B A B C

평안북도 A B C C

함경남도 B B C D

함경북도 D C C B

황해남도 C C B C

황해북도 D A A B

평양시 B A A A

표 2.259 Human Risk Index (HRI)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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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72 각 지역별 HRI 분석결과 도시

○ Disaster Impact Index (DII)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역은 재해 안전도가 높게 나타나며(2007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소방방재청) 이는 사회 기반 시설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
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산정된 HRI의 결과가 사회
적 취약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접근했다면 지자체의 재정지수를 고려하는 경우는
재해에 대한 경제적 강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의 시, 도 지역의 북한경제백서(2002)에서 제시한 북한의 도별 현금유통량을 이용
하여 지역별 재해영향지수(DII)를 제시하였다.

  현금유통량


(2.84)

그림 2.673 각 지역별 유통현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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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urrent F1 F2 F3
강원도 A B B A
양강도 D D D D
자강도 D D D C
평안남도 A B C C
평안북도 C D D D
함경남도 B C D D
함경북도 D D D B
황해남도 A B B A
황해북도 B A A A
평양시 D C C B

표 2.260 Disaster Impact Index (DII) 분석결과

그림 2.674 의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면, 북한 남부지역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

해영향정도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양의 경우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Future 3기간에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의 경우 경

제력 지수로 인해 재해영향 정도가 D등급으로 산정되었다.

(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74 각 지역별 DII분석 결과 도시

구분 Current F1 F2 F3
강원도 C > C > A B > C > B B > C > B A > B > A
양강도 D > D > D B > C > D D > D > D D > D > D
자강도 C > C > D D > D > D C > D > D B > C > C
평안남도 B > B > A A > A > B B > B > C C > C > C
평안북도 A > A > C B > B > D D > C > D B > C > D
함경남도 B > B > B B > B > C C > C > D D > D > D
함경북도 D > D > D C > C > D C > C > D A > B > B
황해남도 C > C > A C > C > B B > B > B B > C > A
황해북도 D > D > B A > A > A A > A > A B > B > A
평양시 D > B > D C > A > C C > A > C C > A > B

표 2.261 HII의 종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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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전략 도출

㉮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시나리오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사상변화시나리오 작성

본 장에서는 WMO에서 제시한 ETCCDI극한지수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미

래 극한사상변화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RCP8.5기후변화시나리오의 기온관련 극한지수 결과

를 살펴보면 FD0는 남쪽지역에서 미래로 갈수록 크게 증가, SU25는 Future 1일 때 북쪽지

역에서 크게 증가함을 나타냈지만 Future 3갈수록 남쪽지역의 경향성이 증가함, TXx는 미

래로 갈수록 북쪽지역이 크게 증가하며 TNn도 마찬가지로 북쪽지역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수관련 극한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RX1day와 RX5day를 살펴보면 남쪽지

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R10㎜와 R40㎜도 마찬가지로 남쪽지역에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75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관련 극한지수 공간분포도(F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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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그림 2.676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강수관련 극한지수 공간분포도(R40mm)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변화시나리오 작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가뭄을 분석하기 위해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를 통해 수집된 북한지역의 27개 지점의 기상관측소 총 27개 관측소의 1981

∼2016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뭄분석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3개의 기간(Future 1:

2011∼2040년, Future 2: 2041∼2070년, Future 3: 2071∼2100년)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된 미래 표준강수 증발산량지수(SPEI)시계열 중 , -1이하의 가뭄사상 횟수에 대해 공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RCP8.5의 결과를 살펴보면 Future 1의 경우 강원도 동해안지역에

서 가뭄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uture 2의 경우 가뭄발생빈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Future 3의 경우 전지역에서 가뭄발생빈도가 급격히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미래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지만, 온도역시 증가에 따른

증발산량 역시 증가하여 미래에 가뭄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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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uture 1(2011 ∼ 2040) (b) Futrue 2(2041 ∼ 2070)

(c) Future 3(2071 ∼ 2100)

그림 2.677 RCP 8.5 시나리오 가뭄발생빈도 공간분포

○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시나리오 작성

- 만풍저수지

만풍저수지는 북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압록강유역의 하류에 해당된다. 유역면적

12,380.61㎢, 저수면적 10.9㎢ 이며 인근 기상관측소는 수풍, 희천, 강계, 중강, 장전, 풍산, 관측소

가 위치하고 있다. 구암저수지의 월유출고변화를 Boxplot와 Matrixplot로 나타낸 그림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유출고가 증가함을 나타내고있고 극치값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구암저수지의 기간별 유황곡선과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변화를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

록 유출고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갈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 RCP 4.5 (b) RCP 8.5

그림 2.678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출고 전망(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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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79 RCP 4.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월유출고 변화 전망(만풍)

(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80 RCP 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월유출고 변화 전망(만풍)

(a) RCP 4.5 (b) RCP 8.5

그림 2.681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곡선 산정(만풍)]

(a) RCP 4.5 (b) RCP 8.5

그림 2.682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변화 전망(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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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U
RCP 4.5 (㎜) RCP 8.5 (㎜)

Future 1 Future 2 Future 3 Future 1 Future 2 Future 3
풍수량 53.1 65.7 61.9 67.4 62.3 69.5 74.6
평수량 12.8 35.0 35.2 35.5 33.8 37.0 40.2
저수량 2.8 19.1 18.6 15.5 15.4 16.6 21.4
갈수량 0.2 5.1 5.2 5.0 5.1 4.7 6.3

표 2.262 유황 분석 결과(만풍)

- 봉래저수지

구암저수지는 북한의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670.1㎢, 저수면적 13.4㎢ 이며

인근 기상관측소는 해주와 사리원 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다. 구암저수지의 월유출고변화를

Boxplot와 Matrixplot로 나타낸 그림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유출고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

고 극치값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암저수지의 기간별 유황곡선이과 기후

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변화를 살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유출고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특히 갈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 RCP 4.5 (b) RCP 8.5

그림 2.683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출고 전망(봉래)

(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84 RCP 4.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월유출고 변화 전망(봉래)

(a) Future 1 (b) Future 2 (c) Future 3

그림 2.685 RCP 8.5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월유출고 변화 전망(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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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그림 2.686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곡선 산정(봉래)]

(a) RCP 4.5 (b) RCP 8.5

그림 2.687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유황변화 전망(봉래)

구분 CU

RCP 4.5 (㎜) RCP 8.5 (㎜)

Future 1 Future 2 Future 3 Future 1 Future 2 Future 3

풍수량 71.2 82.7 86.2 88.7 74.0 94.6 96.2

평수량 22.0 35.5 38.8 39.4 37.4 41.3 48.3

저수량 6.6 16.4 18.3 17.6 17.9 19.2 22.3

갈수량 0.7 5.5 5.2 4.4 4.1 6.3 7.8

표 2.263 유황 분석 결과(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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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수자원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수립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1998)에서는 38개의 북한지역 신규댐 개발 가능지점 중 기 개

발된 5개 지점을 제외한 33개 지점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규댐 개발가능 지점은 함

경북도가 13개 지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와 평안북도가 각각 5개 지점, 평안남

도 4개 지점, 황해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2개 지점, 량강도와 자강도가 각각 1개 지점이다.

댐 개발 가능지점 위치의 재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제

공하는 최신의 30m 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위성영상을 결합하여 댐 개발지점의

3D 위성영상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3D 위성영상은 지형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고도에 따른 수

몰지역 확인이 용이하여 댐 개발 가능지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DEM과 위성영상의 결합

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QGIS의 ‘Qgis2threejs’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간단히 구축할 수 있으

며, 회전,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고도에 따른 수몰지역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북한지역에 대한 지형검토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신규댐 개발 지점의 위

치, 즉 유역출구를 결정한 후 GIS tool을 이용하여 유역면적, 만수위, 저수면적, 저류량을 산정

하였다. 33개 지점의 평균 유역면적은 705㎢이고, 최대 유역면적은 십일댐 2,289.2㎢, 최소 유

역면적은 무창댐의 82.5㎢이다. 평균 저수량은 314.84 백만㎥이고, 최대 저수량은 덕지댐의

2211.7 백만㎥, 최소 저수량은 고양댐의 13.8 백만㎥이다.

수력발전댐의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연간발전가능전력량을 산정하는 것이

다. 연간가능발전전력량을 산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댐 계획단계에 적용하는 발전량 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간가능발생전력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85)

여기서, : 발전능률(%),  : 발전기 출력(㎾), 발전능률은 풍수량을 사용할 경우 66%를 적용

   (2.86)

여기서,  : 수차효율(%),  : 발전기효율(%),  : 사용수량(㎥/s),  : 유효낙차 (m)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의 값은 기기의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

획단계에서는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의 곱인 합성효율을 0.85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계

획단계에서 유효낙차는 총낙차의 91∼93%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수량은 풍수량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효낙차는 제시된 값의 중간 값인 92%를 사용하였으며, 풍수량

을 산정하기 위해 33개 댐 유역에 대한 장기유출분석을 수행하였다. 장기유출분석을 위해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33개 댐 유역에 대해 1988년부

터 2017년 까지 30년간의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SWAT 모델은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모델

로서 유역내의 유출과 유사 및 농업화학물질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Park et al., 2017).

SWAT 모형에서 수문순환 예측을 위해 물수지 방정식에 근거를 두고 강수, 증발산, 지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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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유출, 지하수 등에 대한 모의를 각 수문반응단위 별로 계산할 수 있다(Jeong et al., 2013).

SWAT 모형에서 사용하는 물수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87)

여기서,  : 최종 토양수분량(㎜),  : i일의 초기 토양수분량(㎜), t: 시간(day),  : 강

수량(㎜),  : 지표유출량(㎜),  : 증발산량(㎜),  : 토양면으로부터 투수층으로의 투수

되는 총량(㎜),  : 회귀수량(㎜)을 뜻한다.

SWAT 모형의 입력자료 구축을 위해 기상자료는 WMO에서 제공하는 북한 일 기상자료를

활용하였고, DEM은 JAXA에서 제공하는 30m 해상도 자료, 토양 및 토지이용 자료는

Waterbase에서 제공하는 전지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출량 모의를 수행하고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매개변수의 검보정이 필요하나, 북

한지역의 관측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동일한 DEM, 토양도 및 토지이용도를 활

용하여 국내 유역에 적용한 후 적용성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남한강 상류유역에 기상자료를

제외한 모든자료는 북한에 적용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모의를 수행하고, 국가수자원관

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장기유출량 자료와 비교하였다.

유출모의를 통한 일 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하고, 연도별 풍수량을 산정한

후 30년간의 평균 유출량을 연간가능발생전력량을 산정하기 위한 수량으로 사용하였다. 33개

지점의 연간가능발생전력량의 합의 약 38.9억 ㎾h로 현재 북한 전체 수력발전량의 약 28% 수

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용수 이용량을 토대로 도별 공업지구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나라의 인구변화 추이를 적용한 북한의 도별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도별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개발 가능댐의 저수량과 연간가능발생전력량을 토대로 도내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현재 북한의 정확한 전력통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전력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제공하는 북한 에너지 통계자료이다. 하지만, 이 또

한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이며, 도별 사용량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전력

사용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1년 915

㎾h에서 2016년 9,699 ㎾h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산업부분의 전력소비가 많기 때

문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국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나, 가정부분은 전력소비는 오히려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력의 사용량이 전체의 53%로 사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발전한다

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업

용 전력뿐만 아니라, 산업 중심지로 인구의 이동으로 일반용, 가정용 전력의 사용 또한 공업단

지, 대도시 중심으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별 산업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별 공업용수 사용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활용하였다.



- 829 -

도별 공업용수 사용량은 1990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지리전서의 수문지리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물이용과 관련된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이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공업도시 중심으로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게 될 것이

므로 공업용 전력뿐만 아니라, 일반 및 가정용 전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의 지원을 받아 1993년 제1차 인구센서스를 실시

하였으며, 15년 후인 2008년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과 UNFPA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Kim (2010)은 두 차례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북한 인구의 규

모, 구조적 특징, 인구 이동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993-2008년 북한의 연

평균 도시인구증가율은 농촌인구증가율보다 낮다고 하였으며, 도시화의 진행이 사실상 거의 정

지 상태에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의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북한의 사회적 특성으

로 인해 인구이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총인구,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등

에 대한 추계는 산정하였지만, 도별 인구 전망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의 제한적

인 인구이동과 경제적 몰락이 지속되어 온 상태의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도별 장래 인구추정

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도별 인구 인동에 대한 전망은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수

도권과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추정할 수밖

에 없다. 경제발전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도별 인구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된 시기의 인구이동을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1975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고, 부산, 울산

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인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약 30% 증가하였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은

약 7%가 증가하였으며,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은 약 9%가 증가하였다. 이외의 지역은 국내

총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전북은 약 24%, 강원은 약 20%,

광주를 포함한 전남은 약 16%, 충북은 약 4%가 감소하였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약 20년 후의 북한의 인구 증

가 전망은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 지역에서 약 2배, 공업시설이 많은 지역, 즉 공업용수 사용

량이 많은 지역 중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는 약 30%의 증가, 평안북도는 약 10%의 증가

를 가정하였고, 이외의 지역은 20%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산업시설의 규모와 인구증가 시나리오를 적용한 장래인구를 활용하여 도별 우선순위를 선정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각 지표에 대해 표준화하였다.

maxmin
min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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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우선순위는 연간가능발생전력량뿐만 아니라 용수공급량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저수

량을 인자로 평가하였다. 각 인자에 대한 가중치는 북한의 수력발전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

을 감안하여 연간가능발생전력량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도별 우선순위와 같이 연간가능

발생전력량의 가중치를 0.6에서 0.9까지 0.1씩 증가시키고, 저수량의 가중치는 0.4에서 0.1까지

의 가중치를 감소시키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도별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해 공업지

구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공업용수 이용량과 장래 인구전망에 대해 표준화한 결과와 각 인자

의 가중치, 그리고 도별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공업용수의 가중치가 0.9이고 인구에 대한 가중

치가 0.1일 때, 1위와 2위의 순위가 바뀌었고, 나머지의 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산업시설의 규모에 따른 인구의 증가를 추정하여 두 변량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별 우선순위는 공업단지의 규모가 크고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 평안남도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공업단지의 규모가 클 것으로 전

망되는 함경남북도, 황해북도의 순위가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38개 중 기 건설된 5개

댐 중 4개가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에 건설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지역

과도 일치하고 있다.

도

점수 가중치에 따른 점수

공업용수

사용량

(1)

인구

(2)
가중치

(1) 0.6

(2) 0.4

(1) 0.7

(2) 0.3

(1) 0.8

(2) 0.2

(1) 0.9

(2) 0.1

평안남도 0.90 1.00

점수

(순위)

0.940(1) 0.930(1) 0.920(1) 0.910(2)

평안북도 0.26 0.17 0.224(5) 0.233(5) 0.242(5) 0.251(5)

황해남도 0.01 0.09 0.042(8) 0.034(8) 0.026(8) 0.018(8)

황해북도 0.63 0.15 0.438(4) 0.486(4) 0.534(4) 0.582(4)

량강도 0.10 0.00 0.060(7) 0.070(7) 0.080(7) 0.090(7)

자강도 0.12 0.03 0.084(6) 0.093(6) 0.102(6) 0.111(6)

강원도 0.00 0.04 0.016(9) 0.012(9) 0.008(9) 0.004(9)

함경북도 0.87 0.17 0.590(3) 0.660(3) 0.730(3) 0.800(3)

함경남도 1.00 0.24 0.696(2) 0.772(2) 0.848(2) 0.924(1)

표 2.264 도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공업용수 이용량 및 장래 인구전망 표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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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댐명

점수 총 점수

전력

(1)

수자원

(2)
가중치

(1) 0.6

(2) 0.4

(1) 0.7

(2) 0.3

(1) 0.8

(2) 0.2

(1) 0.9

(2) 0.1

평안남도

사창댐 0.423 0.705

점수

(순위)

0.536(2) 0.508(2) 0.479(2) 0.451(2)

박골령댐 1.000 1.000 1.000(1) 1.000(1) 1.000(1) 1.000(1)

송평댐 0.000 0.000 0.000(4) 0.000(4) 0.000(4) 0.000(4)

심탄댐 0.350 0.222 0.299(3) 0.312(3) 0.324(3) 0.337(3)

함경남도
고양댐 0.000 0.000 0.000(2) 0.000(2) 0.000(2) 0.000(2)

덕지댐 1.000 1.000 1.000(1) 1.000(1) 1.000(1) 1.000(1)

함경북도

구양댐 0.507 0.326 0.435(3) 0.453(4) 0.471(4) 0.489(4)

박천댐 0.553 0.246 0.430(4) 0.461(3) 0.492(3) 0.522(3)

연산댐 0.105 0.083 0.096(9) 0.098(9) 0.101(9) 0.103(9)

봉오댐 1.000 1.000 1.000(1) 1.000(1) 1.000(1) 1.000(1)

무창댐 0.000 0.000 0.000(13) 0.000(13) 0.000(13) 0.000(13)

월산댐 0.037 0.010 0.026(12) 0.029(12) 0.032(12) 0.034(12)

소청댐 0.090 0.050 0.074(10) 0.078(10) 0.082(10) 0.086(10)

아양댐 0.148 0.037 0.104(8) 0.115(8) 0.126(8) 0.137(8)

보상댐 0.238 0.006 0.145(7) 0.168(7) 0.192(6) 0.215(6)

주을온댐 0.302 0.024 0.191(5) 0.219(5) 0.246(5) 0.274(5)

용양댐 0.940 0.157 0.627(2) 0.705(2) 0.783(2) 0.862(2)

입억댐 0.191 0.138 0.170(6) 0.175(6) 0.180(7) 0.186(7)

자동댐 0.038 0.015 0.029(11) 0.031(11) 0.033(11) 0.036(11)

황해북도
월암댐 1.000 1.000 1.000(1) 1.000(1) 1.000(1) 1.000(1)

직해댐 0.000 0.000 0.000(2) 0.000(2) 0.000(2) 0.000(2)

평안북도

상고댐 0.959 1.000 0.975(1) 0.971(1) 0.967(1) 0.963(1)

장무댐 0.000 0.026 0.01(5) 0.008(5) 0.005(5) 0.003(5)

용두댐 0.041 0.000 0.025(4) 0.029(4) 0.033(4) 0.037(4)

탐골댐 0.509 0.793 0.623(3) 0.594(3) 0.566(3) 0.537(3)

서고저댐 1.000 0.573 0.829(2) 0.872(2) 0.915(2) 0.957(2)

자강도 소평창댐 - - - - - -

량강도 십일댐 - - - - - -

강원도

면학댐 0.427 0.136 0.311(3) 0.340(3) 0.369(3) 0.398(3)

장미댐 1.000 0.302 0.721(2) 0.791(2) 0.860(1) 0.930(1)

고성댐 0.000 0.063 0.025(5) 0.019(5) 0.013(5) 0.006(5)

회양댐 0.062 0.000 0.037(4) 0.043(4) 0.05(4) 0.056(4)

금강산댐 0.809 1.000 0.885(1) 0.866(1) 0.847(2) 0.828(2)

표 2.265 도내 우선순위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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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공유하천 재해위험도 평가

㉮ 남북 공유하천 미래 극한강수량 변화 전망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걸쳐 흐르는 주요 하천으로는 북한강과 임진강을 들 수 있다. 북한강유

역은 전체 유역면적 10,124㎢, 유로연장 291.3㎞이며, 임진강유역은 유역면적 8,118㎢, 유로연

장은 254.6㎞이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해당 유역에 대한 공동의 수리권을 점유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류, 남한이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유역면적 대비 점유비율은 북한

강유역의 경우 남한 76.9%, 북한 23.1%이며, 임진강유역은 남한 37.1%, 북한 62.9%이다. 임진

강유역 및 북한강유역에 인접한 강우관측소는 반경 20㎞ 내 11개소이며, 그중 남한에서 5개소,

북한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관측자료의 비정상성에 기반을 둔 분석 또는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분석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남북공유하천유

역의 극한강수량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기후변화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른 미래기간별 극한강수의 변동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RCP4.5, 8.5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81-2005년을 참조기간으로 설정하

고, 미래는 2011년부터 30년 간격(2011∼2040년(Future 1; F1), 2041∼2070년(Future 2; F2),

2071∼2100(Future 3; F3))으로 기간을 구분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GCM 모

델은 지구시스템을 모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학적 모수화의 차이, 연직 및 수평 공간해상

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를 모의하는 데 있어 상이한 성능을 보인다. 정임국 등 (2018)

은 SDQDM (Spatial Disaggregation with Quantile Delta Mapping)으로 상세화된 GCM

모델 간 과거기간 재현성 평가를 실시하여 한반도 지역기후 설명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

였으며, 군집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공간특성에 적합한 13개 GCM 모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기후특성 모의능력이 높은 13개 GCM 모델을 기후변화 대

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Climate Change Adaption for Water Resources, 이하

CCAW)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후변화시나리오의 과거 관측자료 모의능력 검토를 위해 11개 강우관측소의 실제 관측값과

GCM 모델간 월강우량 평균과 연최대강우량을 비교하였다. 월강우량 평균 비교 결과 GCM 자

료의 월강우량 평균이 관측값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연최대강우량 비교 결과 관측자료의 연

최대강우량이 11개 강우관측소 전 지점에서 GCM 자료 분포의 1∼3사분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극한강수량 변동성 검토를 위해 GCM 자료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빈도해석에 사용된 확률분포함수는 Type-1 극치분포인

Gumbel 분포를 이용하였다.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ME, 2019)에서는 지점빈도해석 확률강우량

산정에 최적 확률분포형으로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Gumbel

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누가확률분포 함수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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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축척매개변수(scale parameter),  : 위치매개변수(location parameter)이다.

매개변수 와 의 추정 방법으로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모멘트법은 표본자료의 연수가 짧아 자료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상치에 지나치게 민감

한 문제점이 있으며, 확률가중모멘트법은 재현기간이 큰 경우 지나치게 큰 설계값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윤용남, 2008). 최우도법은 표본자료들의 발생결합확률 또는 확률분포 모수의 함수

로 정의되는 우도함수를 결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를 최적치로 결정하는 방법이

며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왜곡특성을 크게 나타내지 않고 자료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권현한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우도법을 적용하여 빈도해

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GCM 모델을 활용하여 남북공유하천유역 인접 11개 관측소에 대한 지속

기간 24시간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현기간은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이다. 빈도별, 기간별 확률강우량 산정결과는 아래 표 2.266∼2.267에 제시하였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참조기간 대비 F1기간에서 평균 11.0%, F2기간에서 평균 19.1%로 증

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F3기간에서는 증가폭이 감소하여 평균 18.7%로 F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의 F1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17.5%, 최소 4.8%의 확률강우량

증가를 보였으며, 신계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장전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의 F2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28.6%, 최소 10.7%의 확률강우량 증가를

보였으며, 신계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대관령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의 F3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23.6%, 최소 8.8%의 확률강우량 증가를 보였으며,

대관령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양평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에

서는 참조기간 대비 F1기간에서 평균 10.3%, F2기간에서 평균 19.8%, F3기간에서 평균 35.1%

의 증가율을 보였다. F1기간에서는 RCP4.5 시나리오에 비해 작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F2, F3

기간에서는 그 변화폭이 더 컸으며, F3기간에서 증가폭이 감소하는 RCP4.5 시나리오와는 달리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RCP8.5 시나리오의 F1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15.6%, 최소 5.5%의 확률강우량 증가를

보였으며, 평강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양평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의 F2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31.4%, 최소 11.4%의 확률강우량 증가

를 보였으며, 신계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양평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의 F3기간에는 참조기간 대비 최대 51.6%, 최소 19.8%의 확률강우량 증가를 보였으

며, 양덕 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홍천 지점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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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지역과 북한지역 관측소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RCP4.5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지역 관측소

가 남한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1.8∼6.5%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RCP8.5 시나리오 또한 북

한지역 관측소가 2.8∼9.0%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Reference(1981-2005)

Station ID
Precipitation(㎜)

20 30 50 80 100

52 187.9 202.8 221.5 238.5 246.6

55 239.8 257.4 279.4 299.6 309.2

61 246.4 263.6 285.1 304.8 314.1

67 194.9 208.9 226.4 242.4 250.0

70 225.9 243.0 264.4 283.9 293.2

75 223.8 240.7 261.9 281.2 290.4

100 381.6 413.8 454.1 490.9 508.4

101 261.7 282.1 307.7 331.1 342.2

201 317.3 343.0 375.3 404.8 418.7

202 254.8 273.3 296.5 317.7 327.7

212 243.7 261.5 283.7 304.1 313.7

표 2.266 참조기간 빈도별 확률강우량

Scenario Period
Station

Location

Average Rate of Change(%)

20 30 50 80 100

RCP4.5

F1
North Korea 11.9 12.0 12.1 12.1 12.2

South Korea 10.1 10.0 9.8 9.7 9.6

F2
North Korea 21.3 21.6 21.8 22.1 22.2

South Korea 16.0 15.9 15.8 15.7 15.7

F3
North Korea 21.1 21.1 21.2 21.2 21.2

South Korea 16.3 16.0 15.7 15.4 15.3

RCP8.5

F1
North Korea 11.8 11.7 11.7 11.6 11.6

South Korea 9.0 8.8 8.5 8.3 8.2

F2
North Korea 23.5 23.6 23.7 23.7 23.8

South Korea 15.9 15.6 15.2 14.9 14.8

F3
North Korea 38.7 38.7 38.7 38.7 38.7

South Korea 31.0 30.8 30.7 30.5 30.5

표 2.267 참조기간 대비 확률강우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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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극한강수량 변화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F1, F2, F3 기간 100년 빈

도 확률강우량과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차이를 지점별로 계산하여 역거리가중법

(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으로 지역분포하였다.

F1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참조기간 대비 약 15∼57㎜ 증가하였으며, RCP4.5 시나

리오에서는 임진강유역 서부와 북한강유역 동남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보였다. RCP8.5 시

나리오에서는 임진강유역 중부와 북한강유역 서북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나타내었다.

F2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참조기간 대비 약 37∼82㎜ 증가하였으며, RCP4.5 시나

리오에서는 임진강유역 서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임진강

유역 서부와 북한강유역 동남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나타내었다.

F3기간의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참조기간 대비 약 30∼175㎜ 증가하였으며, RCP4.5 시

나리오에서는 북한강유역 동남부와 임진강유역 및 북한강유역 중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보

였다. RCP8.5 시나리오에서는 임진강유역 북부와 북한강유역 동남부가 비교적 높은 증가량을

나타내었다.

(a) (b) (c)

(d) (e) (f)

그림 2.688 참조기간 대비 미래기간 확률강우량 증가량 분포(mm)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간의 극한강수량 빈도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조기간 100년 빈

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 변화를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RCP4.5 시나리오의 F1에서는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34.6∼70.2년으

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49.0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4.5 시나리

오의 F2에서는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21.0∼54.8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66.3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의 F3에서는 참

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25.4∼53.8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

균적으로 65.7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의 F1에서는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37.4∼67.2년으

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47.0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8.5 시나리

오의 F2에서는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18.0∼46.0년으로 변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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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67.2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8.5 시나리오의 F3에서는 참

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강우의 재현기간이 10.6∼28.5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

균적으로 82.8년의 재현기간 감소를 보였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F1기간과 F2기간의 재현기간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F3

에서는 감소폭이 작아져 F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CP8.5 시나리오에서는 RCP4.5 시

나리오와 달리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tation

Return Period

RCP4.5 RCP8.5

F1 F2 F3 F1 F2 F3

52 43.8 31.8 27.8 58.6 27.2 10.6

55 45.0 29.6 28.0 51.2 22.8 12.2

61 70.2 35.0 34.2 51.4 38.6 20.0

67 34.6 21.0 25.4 37.4 18.0 12.2

70 47.6 27.8 30.0 51.0 28.2 19.0

75 46.6 27.2 28.2 38.4 25.2 13.0

100 51.0 54.8 29.2 65.6 41.0 15.8

101 66.0 32.6 34.8 56.6 35.8 18.4

201 47.2 33.4 39.6 48.0 36.4 18.0

202 50.2 38.2 53.8 67.2 46.0 22.0

212 59.3 39.6 46.5 57.6 41.8 28.5

표 2.268 참조기간 100년 확률강우량의 미래 재현기간

㉯ 남북 공유하천유역 유출량 변화 분석

북한강은 대표적인 남북공유하천으로 평화의댐을 기준으로 총 유역면적 3,224㎢, 유역길이

291.3㎞, 평균고도 587m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 약 3,000㎢, 남한 180㎢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남한과 북한의 유출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하였으며 분석결

과 북한강 전체 유출량에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유출량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는 유출량 94% 많

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많은 강우가 발생하는 여

름철에 북한강에 유입되는 유출량을 고려하여 강원도 수자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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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9 북한강 유역 현황

그림 2.690 남북한 유역의 유출특성 분석

㉰ M-RAT 모형 고도화 및 적용성 검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발된 장기유출모형 M-RAT 모형에 대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중랑천,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랑천유역의 강수 기상자료

는 서울 기상관측소 의 강수량 기온(1984년∼2016)를 사용하였으며, 중랑교 수위관측소의 유량

자료(1984년∼2016)를 수집하였다. 그림 2.691는 중랑천유역의 현황을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2.692는 중랑천유역의 수문,기상자료 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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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1 중랑천유역의 현황

(a) 월평균 강수량 변동성 현황 (b) 월평균 기온 변동성 현황 (c) 월 유출량 변동성 현황

그림 2.692 중랑천유역의 수문,기상 자료 현황

평창유역의 강수 기상자료는 평창 기상관측소 의 강수량 기온(1984년∼2016)를 사용하였으

며, 평창수위관측소의 유량자료(1984년∼2016)를 수집하였다. 그림 2.693은 평창강유역의 현황

을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2.694는 평창강유역의 수문, 기상자료 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693 평창강유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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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평균 강수량 변동성 현황 (b) 월평균 기온 변동성 현황 (c) 월 유출량 변동성 현황

그림 2.694 평창강유역의 수문,기상 자료 현황

M-RAT모형의 모의능력을 검토하기위해 중랑천과 평창강, 오십천의 각 유역의 수문 기상자

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유역별 매개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랑천유역과 평창강유역은 1981∼

2000년, 오십천유역은 1988∼200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목적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변수값을 전

술한 VA05A(Hopper, 1976)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 보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정된 매개변수

를 이용하여 각유역의 2001∼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검증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모의능

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값과 모의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인 결정계수( R 2)를 확인하였으

며, 비선형 유출모형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나

타내는 통게적 지표인 평균제곱근오차(RMSE)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Nash와 Sutcliffe가 제안한

통게적 기준으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무차원 계수인 모형의 효율성 계수를 산정하였다.

○ 중랑천

중랑천의 중랑교 수위관측소의 경우 결정계수( R 2)는 0.92이며, 평균제곱근오차(RMSE)는

136.15이며, 모형의 효율성 계수(ME)는 0.87을 나타내었다. 그림 2.695와 그림 2.6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유출량이 관측유출량을 대체로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검증결과

결정계수( R 2)는 0.88이며, 평균제곱근오차(RMSE)는 164.94이며, 모형의 효율성 계수(ME)는

0.85로 모의유출량이 관측유출량을 대체로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천유역의 매개변

수는 표 2.269와 같다.

(a) 월 유출량 분석 결과 (b) Q-Q plot

그림 2.695 중랑천유역의 매개변수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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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 유출량 분석 결과 (b) Q-Q plot

그림 2.696 중랑천유역의 매개변수 검증 결과

매개 변수 a1 a2 a3 a4 a5 a6

Values -5.892 -14.817 0.206 0.056 0.000057 0.000004

표 2.269 중랑천 유역의 최적매개변수 현황

○ 평창강

평창강의 경우 결정계수( R 2)는 0.83이며, 평균제곱근오차(RMSE)는 70.23이며, 모형의 효율

성 계수(ME)는 0.82를 나타내었다. 그림 2.697과 그림 2.698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의유출량이

관측유출량을 대체로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검증결과 결정계수( R 2)는 0.91이

며, 평균제곱근오차(RMSE)는 63.57이며, 모형의 효율성 계수(ME)는 0.89로 모의유출량이 관

측유출량을 대체로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강유역의 매개변수 는 표 2.270와 같다.

(a) 월 유출량 분석 결과 (b) Q-Q plot

그림 2.697 평창강유역의 매개변수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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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 유출량 분석 결과 (b) Q-Q plot

그림 2.698 평창강유역의 매개변수 검증 결과

매개 변수 a1 a2 a3 a4 a5 a6

Values -8.075 -19.544 0.206 0.056 0.000065 0.000007

표 2.270 평창강 유역의 최적매개변수 현황

남한의 유역에서 M-RAT모형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한 후 국외 미계측 지역에 적용

하여 모형의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오스지역의 Nam Kor River 유역에 적용하

였으며 GWB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Nam Kor River 유역은 유역면

적 810㎢, 유역길이 41㎞, 최저고도 573m, 최고고도 1,727m로 소하천으로 OUDOMXAY 관측

소의 평균 강수량은 1,411㎜이다. Nam Kor River 유역의 유출특성 분석결과 여름, 가을철 강수

가 집중되어 8∼10월에 많은 유출량이 흐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RAT 모형을 이용하여 미

계측 유역의 수자원평가 및 수문시설물 설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699 라오스 Nam Kor River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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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 (b) Land Cover (c) Soil

그림 2.700 라오스 Nam Kor River 입력자료

(a) 강우자료 수집 (b) 기온자료 수집

그림 2.701 라오스 Nam Kor River 기상자료 수집

(a) 수문곡선 (b) 월 평균 유출량

(c) 유황곡선

그림 2.702 라오스 Nam Kor River 유역의 유출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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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 체계 구축

① 국내·외 가상수 연구동향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 가상수 및 물발자국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공공재인 수자원의 가치가 재조명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의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가상수 기반의 물발자국 산정을 통해 효율적 물

이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연구동향

국내에는 2009년부터 저널(농어촌과 환경, 한국농공학회)을 통하여 가상수와 물발자국 이론

이 소개되었다. 유승환 등(2009)이 처음으로 농산물의 가상수 산정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환경공학분야에서 몇 편의 논문과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유승환 등(2009)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상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작

물통계연보와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44개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

간 가상수 사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상수량을

추정하였다. 안재현 등(2010)은 물발자국 산정방식을 논의하고 Chapagain and Hoekstra

(2004) 연구의 농축산물별 가상수 소비량을 결정한 절차를 살펴보았고, 산정된 우리나라의 단위

가상수량을 이용하여 전체 가상수 수출입량을 산정하고 품목별 소비량을 분석하였다. 유승환 등

(2012)은 2003-2007년 동안의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수출입 교역을 통한 가상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가상수 교역에 따른 글로벌 및 국내 물 절약성을 평가하였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가상수 교역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 2011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성적표의 일환으로 물발자국 산정을 도입하고

자 하는 취지 가운데 LCI DB활용 및 물에 대한 영향평가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림수산식

품부 관련기관과 환경정책·평가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에서 진행된 ‘농업부문 가상수(virtual water)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

구’는 곡류(옥수수, 쌀, 보리, 밀, 기타 곡류)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부산물)의 품목별 가상수

사용량및소비량을분석하여 2015년및 2020년의시나리오작성을통한가상수필요수량을산정하였다.

또한가상수및물발자국에관한이론을검토하여물발자국산정결과와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농업용수

사용량과의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중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외 가상수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에서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의 정책적 도

입과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물 발자국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지리적, 사회적, 경제

적, 환경적 지속성 평가 분석과 스페인,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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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2012-2013)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한 물발자국 산정 및 적용’ 연구

를 통하여 주요 농산물의 녹색, 청색, 회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품목별 물 발자국 산정

및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수 및 물 발자국 산정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산업분야의

물 사용량과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 농산물과 전 세계 가상수 교역량을 산정하여 우

리나라의 가상수 의존도와 전 세계 가상수 교역의 중심지를 분석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식품과

공업제품(옥수수 수염차, 두부, 세탁기)의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탄소 발자국의 연장선상에서 환경공학 전공자들의

연구 참여가 많으며, FTA추진에 따른 농산물 교역증대와 관련하여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가상

수 및 물 발자국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 국외 연구동향

국외 물발자국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Hoekstra and Hung(2002)는 각 국가별 물발자

국을 가장 먼저 산정하였으며 1995-1999년의 국가별 작물 생산량 및 수출입량을 이용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후 Chapagain and Hoekstra(2003)는 가공품에 대해 생산 비율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여 각 국가별 축산 및 축산가공품에 대한 가상수 산정을 하였다.

Chapagain and Hoekstra(2004)는 위 두 연구를 종합하여 1997-2001년의 통계 자료를 바탕

으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공산품에 대하여 가상수를 산정하였다. 농산물의 가상수 산정에

필요한 작물필요수량은 FAO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2, 3차 가공품은 생산비율과

가격비율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산정되었다.

국가 간 교역에 의한 가상수의 흐름은 순 수입되는 제품의 수량과 제품이 생산된 국가, 즉 수

출국에서의 제품별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국가별 가상수량의 산정 결과를 살펴보

면, 높은 증발산량과 고소득 국가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각각 2260, 2330, 2390 ㎥

/yr/cap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물발자국 산정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고소득 국

가임에도 기후특성에 따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는 약 1245, 1220, 1440 ㎥/yr/cap로

적은 물발자국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 등(2008)은 중국에 대하여 물발자국의 개념을 확대 적용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중국

의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물 요구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의

식품 당 물 요구량은 1961년에 약 255㎥/cap/yr이고, 2003년에는 약 860㎥/cap/yr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 동안 축산물에 대한 소비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2003년의 식품 총 물 요구량은 1127k㎥/yr로 나타났고 향후 30년 동안의 소비패턴 변화에 의

한 물 요구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low, medium, high modernization의 세 가지 소비패턴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미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의 총 물 요구량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증가하고, 2003년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407-515 k㎥/yr의 물 요구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연구는 현재 국가별로 농축산 주요 품목 및 바이오에너지, 식품가공품 등에 대한 물발

자국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을 수자원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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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배의 도구로서 활용 즉, 물의 생산성을 현재 물 이용패턴과 이용 가능한 패턴을 비교함으

로써 효율적 물이용 대안을 찾는 도구로 활용 중에 있다.

㉯ 가상수 및 물발자국 관련 국내외 활용 및 대응현황

○ 국내 활용 및 대응현황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부 차원의 물발자국 관련 연구 및 정책적 도입 시도가 시작되었다.

2001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은 물발자국을 ‘한 국가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연구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식품 및

제품의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전 제품의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11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13년 이후에는 물발

자국의 소비 비중이 80% 이상인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연구를 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2014년 1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제

37조의2 신설)을 개정하여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 정보

(environmental information)에 포함시켰다. 비록 물발자국 개념을 직접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물발자국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014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는 UN이 정한 제 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외 물발

자국(Water Footprint)도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물발자국은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과 같은 환경발자국 개념 가운데 하나로 개인

이나 지역, 집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물 소비는 수자원 고갈

을 야기하며 수자원 고갈은 보건, 농업생산력, 작물생산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

며 “물발자국 개념을 도입하여 물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러나 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준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8)

주목해야할 점은 국내 기업에서 물발자국 인증 획득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국내 기업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LG전자의 세탁기가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하였

다. 세계적 공인 인증기관인 UL에서 ‘Water Footprint Inventory'를 인증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의 타 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 제품은 확대될 전망이다.

○ 국외 활용 및 대응현황

- 일본

일본 동경도시대학 연구소는 2010년 물발자국을 산출하기 위한 물 소비 원단위 데이터베이스화를

8) 물사랑신문사, 2014, “국회입법조사처, ‘국내외 물발자국 도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물발자국’ 개념 도입 필요하다”, 워

터저널, 제116호,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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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초로 성공하였다. 약 400 품목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제품의 물발자국및 생애주기평가를보

다쉽게수행하는것이가능해졌다. 데이터베이스를만들기위하여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였으며, 해

당 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고소비되는모든물의양을산정할수있게만들어졌다. 해외생산제품

은국내제품생산에서소비되는물의양과동일한것으로가정하고있다. 해당데이터베이스는강물,

지하수, 우수 등 물의 종류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물발자국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9)

가상수 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상수 수입국인 일본의 정치계는 최근 가상수

와 국내 식량자급과의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일본 공명당의 ‘카토(加藤脩一)의원’

은 2010년 2월 참의원 의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첨부하였다.

대정부 질의서에서 보이는 물발자국의 국제 표준화에 따라 가중될 가상수 수출국에 의한 부

담요구에 대한 대응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자체적인 ‘수자원 함양’ 방안을 요구하는

점은 대단히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대정부 질의 내용

○ 식량자급율의 향상과 가상수와의 관련에 대하여

일본의 식량 수입율은 60%에 이르고 있다. 상당량의 식료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의 수량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국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정부는 가상수와 직접수 및 간접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② 가상수의 개념에 따르면 일본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가상수를 사용하는 일본에 대하여

가상수에 상당하는 부담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가상수와 관련된 부담을 정리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만이 해외의 가상수를 자국의 물처럼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할 것과 본질적으로 가능한 가상수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내의 수자원을 함양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③ 식량자급율의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식량 자급율 45% 및 50%의 각 단계에서 수량의

수요·공급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자치단체 및 각 지역에 있어서 수량수급의

균형이 충분한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④ 수량의 수요·공급 분석에 있어서 앞으로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적설량이나 봄철 잔설량이

변화하여 영농뿐 아니라 상공업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수조건이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적설한 냉지의 적설량 실태조사와 농업 등에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표 2.271 일본 카토의원의 대정부 질의서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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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은 가상수 수출국 3위에 해당하며,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그레이스사에서 물발자국 계산기

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용수사용에 관한 인식제고를 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의 물발자국 산정은 가정과 경작지, 다이어트, 운송 및 에너지 사용, 소

유한 물건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실시된다. 각 범주에 대한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

하여 총 물발자국의 값을 구하여 일반인들에게 개개인의 물발자국 값을 제공하고 있다.10)

그레이스사는 각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물발자국 값을 19개의 질문을 통해 산정한 후 물 절

약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11)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그레이스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 사용에 관한 기초자료는 미국 지질조

사국(U.S. Geographic Survey), 미국 에너지 관리청(U.S. Energy Info. Admin.), 미국 환경

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Energy Star Program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이다. Energy Star는 기업과 개인이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통해 기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미국 환경보

호청에서는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Water Sense 라벨 제품의 안내 및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

며, Water Sens 라벨은 제품의 설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12)

Water Sense Label 부착 의미

- 국가 수준에서의 물 절약을 실현하는 제품임을 인증

-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사양, 효율성, 성능, 라벨 사용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기존 제품의 평균보다 20% 이상의 물 사용 효율을 가지고 있음

- 물 절약을 위한 측정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표 2.272 물 절약 라벨

Quantis는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

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Ecoinvent’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는 지

역적 특성과 직접수와 간접수의 사용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제품 물 사

용량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다양한 영향 평가 방법에 기초하여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측정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물의 공급과 사용 단계별 직접수와 간접수의 물발자국을 고

려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물 관련 위험을 판별하여 공급망 전체에

물 관련 인식을 향상시킨다. 분석결과는 공급망 안에서 핫스팟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며, 이해관

계자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제품 또는 기업의 물발자국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13)

10) http://environment.nationalgeographic.com/environment/freshwater/change-the-course/water -footprint-calculator/
11) http://www.gracelinks.org/1408/water-footprint-calculator/
12) http://www.epa.gov/watersense/about_us/watersense_lab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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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3 Quantis사의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물발자국 평가과정

출처: http://www.quantis-intl.com/microsites/waterdatabase.php

- 스페인

스페인은 유럽연합 내에서 정부에서 물발자국 평가를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이다. 2008년 9월,

스페인의 물 집행위원회 총국은 환경 및 농수산부의 권한 하에서, 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물

관리 기본규정의 요건 중 일부로서 2009년까지(이후 6년마다) 성취해야 할 유역관리계획(River

Basin Management Plans)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표준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물발자

국 분석을 포함하는 규제를 승인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물발자국에 대한 규정

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서의 물발자국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강 유역

및 국가적 차원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검증해왔다. 또한 연구자들과 물 관리자들 간의 물발자국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왔다.14)

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pp.56-57.
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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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발자국 대응

Guadiana &

La Mancha

물 기본 지침의 요구에 더하여 Mancha 지역의 새로운 정책은 본질적 물

사용 패턴을 변화시켰으며 관개용수 사용의 감소를 가져왔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물 및 토지사용과 자연 자원 사이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평가는

지역의 환경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과 무역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Guadalquivir

수자원을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생산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산업 분야에서 물의 재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합농업 또는

생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 관광, 전통 작물 재배 지역의

물발자국 계정의 비교유위를 통해 환경, 농업, 에너지, 무역 정책과 관련되는

물 정책을 조정해야한다.

표 2.273 스페인 지방정부의 물발자국 대응(UNEP, 2011)

- 호주

호주에서는 이미 일부 가전제품에 물 소비효율과 물 소비량을 표시하는 ‘물발자국’ 인증 제도

를 운영 중에 있다. 2006년 7월부터 WELS(Water Efficiency Labeling Scheme)를 통해 제

품의 물 소비효율과 소비유량을 보여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방식은 등급제로 표시되는

데, 변기를 비롯한 샤워기, 유량 제어계,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물 소비효율을 보여주며, 1회 사용 시 얼마의 물을 사용하는지도 나타내고 있다. WELS는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Act 2005(물 효율성 라벨링 및 기준법)를 법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15)

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 Act 2005(물 효율성 라벨링 및 기준법)는 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라벨링 및 물 효율 기준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①

물 소비를 줄임으로써 용수 공급을 절약하고, ②물을 절약하는 제품의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③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 사용과 물 절약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WELS 법

안은 국가 간 혹은 국가와 지역의 무역이나 상업거래에서도 적용된다.

그림 2.704 WELS 등급별 인증마크와 적용사례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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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발자국 인증 상표 중 하나인 Water Mark는 위생 및 안전 등의 항목에 따라 호주의 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하는 일종의 품질인증 마크이다. Water Mark 인증제도는 상수도, 하수처리, 배관

및 배수 제품 등의재료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하게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배관 및 배

수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이다. 배관 시스템과 제품의 소재는 물의 오염을 야기하고 공중 보건

의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공공인프라의 건설 등에서는 반드시

Water Mark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워터마크는 레벨 1과 2로 나누어진다.16)

그림 2.705 Water Mark

○ 국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

가상수 및 물발자국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으로 국내에서는 1차산업 중 농업분야

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에

도입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에 도

입되어 활용되거나 환경 평가에 이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국외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나 유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향후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따른 추가적인 물 요구량 분석하여, 향후 수자원계획

결정에 있어 수요 측면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지역별 물발자

국과 물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수출입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물 효율성과 물 스트레스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물 관리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국가에서 물발자국 지표를 라벨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건설 사업

에 규제를 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역단위의 물발자국이나 가상수를 이용한 분석이 활발하

게 진행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통일된 표

준이 필요하며 농업용수 사용량이 각 지역의 기상, 토양, 작물 등에 영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6) http://www.bsigroup.com/en-AU/Wate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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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수와 물의 이용특성 분석 및 물 지수 설계

㉮ 연구내용

○ 전세계 가상수 이동상황 연구 범위 설정

가상수 이동상황은 각 국가의 무역량에 기초하여 분석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내용 및 국가별 무역량에 기초하여 주요 16개국, 주요 농축산물 10개의 품목으로 연구 범위

를 설정하였다. 시간적 연구 범위로 1989년부터 2013년을 설정하였으며, 국가 간의 양방향 가상

수 이동상황에 대해서는 1989년부터 2014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주요 국가 선정 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상수 수출 및 수입량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전 세

계적 수준에서의 가상수 이동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륙별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을 선정했

다(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제외했음).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16개 주요 국가는 아르헨티

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미국, 그리고 베트남이다. 또한 한국의 가상수 흐름을 비교 및 평가하기 위

해 주요 국가들 중 한국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국가들을 선정해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비교를 위해 선정한 국가는 일본, 태국, 베트남이다.

가상수 교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품목의 경우 대표적인 농축산물로서 다량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콩, 밀, 쌀 등의 품목을 설정하였으며, 과일의 경우 가상수 교역 산정 시 다른 품목

에 비해 교역 총량이 작으므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선정한 주요 농축

산물 10개 품목은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 채소,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이다.

○ 데이터셋 구축

- 국가별 데이터셋 구축

연구 범위로 설정한 16개국의 국가별 가상수 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셋

(dataset)을 구축했다. 식량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인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를 통해 각 국가별 총 10개 분야의 농축산물의 수출량

및 수입량을 톤(ton)단위의 자료로 수집하였다. 또한 가상수 교역량 산정을 위한 품목 단위당

물발자국 자료는 UNESCO-IHE에서 발간된 Mekonnen(2010)의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 국가간 데이터셋 구축

주요 16개국 간 품목별 수출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

축하였다. 국가 간 데이터셋은 양자간(bilateral)자료로서 국가별 데이터셋과는 달리 국가별 품

목의 가상수 수출량이 어느 국가로 이동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국가 간 수출량 자료는

미국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품목별 물발자국 자료는 국가별 데이터셋과 동일한 Mekonnen(2010)의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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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종합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 및 고찰하였으며, 그 중 가상수 산정기법 적

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가상수 산정 기법의 적용 및 활용 사

례를 파악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검토한 선행연구 모두 Chapagain & Hoekstra(2004)의 산

정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가상수 산정과정에서의 적용인자, 활용수준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 이동흐름 및 추이 분석을 위해 주요 16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미국, 베트남)의 농

축산물 주요 10개 품목(쌀, 보리, 옥수수, 밀, 콩, 감자, 채소,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을 대상으

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가상수 교역량, 국가간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1989년부

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상수 교역의 품목별 분석 결과 주요 16개국의 주요 가상수 수입 품목은 콩, 옥수수, 밀, 보

리 순이며, 주요 가상수 수출 품목은 밀, 콩, 옥수수, 쌀 순으로 파악되었다. 가상수 교역에 있어

서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 가상수 교역을 시기별로

분석하였을 때 가상수 수출에서 2010년 이후 밀의 증가 추세와 1999년 이후 콩의 수출 증가, 그

리고 2007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옥수수가 특기사항이다. 또한 농축산물의 시

기별 비중에서는 밀의 절대량의 변화는 없으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콩의 비중이 1999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상수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가상수 교역량은 청색 가상수보다 녹색 가상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보이며, 지난 25년간 국가별 총 가상수 수출 총량 중 녹색 가상수는 94%를 차지하

고 있다. 녹색수는 연간 가상수 수출량이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청색 가상수 수출량은 이와는 무관하게 지난 25년간 거의 일정한 경향을 나타냈다.

국가별로 가상수 수출입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1989년에서 2013년까지 25년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농업 국가들이 전 세계 가상수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보다 2배 이상의 가상수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색수의 교역량보다 녹색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교역량 대비 청색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상수 수입량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가상수 수입

의 주요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콩 가상수 수입이 2000년대 초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여 압도적인 가상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16개국가 간의 가상수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가상수 수출입량을 산

정하여, 국가 간 가상수 이동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가상수 이동흐름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한 가상수 이동 흐름도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

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중동아시아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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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6 주요 국가 가상수 이동 흐름

본 연구는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가상수 수출입 흐름도

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상수 수출량은 수입량에 비

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의 가상수 무역의 이동 추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및 가상수 종류별로 8개 국가를 선정하여 양국 간의 교차분

석을 수행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8개 국가 모두 가상수 수출에 있어 녹색수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축산물에

의한 가상수 수입보다 농산물 가상수 수입량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의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축산물 가상수 수출이 늘어 한국의 중국으로 부터의 가상수 수입량보다 대 중국 가

상수 수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가상수 교역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상수 수출에 있

어서 2008년을 기점으로 브라질의 가상수 수출량이 기존의 가상수 교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

키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브라질의 수출진흥정책이 농업 수

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것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

외 국가는 지난 25년간 가상수 수출입에 대한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주요 국가별 가상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아시아 외환위기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 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가별로 일

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가상수

교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생활수준이나 경제성장속도

보다는 경제규모가 가상수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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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외의 사회적 여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가 있었던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가상수 교역량의 추세가 변화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민의식과 수자

원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가상수 교역량 추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07 한국의 가상수 수출입 흐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산정한 가상수 이동추이와 가상수 이동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외 연

구인 Hoeksra et al.(2012) 및 농어촌공사(2013)를 비교했다. Hoeksra et al.(2012)의 연구과

비교 시 총 가상수 수출량에 대해 결과 값이 상이하였으며, 이는 연구 대상국가 및 선정 품목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통점으로는 두 연구 결과 모두 미국, 중국, 브라질 등 가상수 상위

교역국가의 비중이 전체 국가들의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상수 주요 수

입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어

촌 공사(2013)의 연구에서는 주요 가상수 수출국이 미국, 태국, 인도, 프랑스인 것으로 밝혀졌으

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이 주요 가상수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가상

수 주요 수입국에 있어선 공통적으로 중동 아시아가 가상수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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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물지수 평가기반 구축

○ 물지수 산정이론 조사 및 평가방법 산정

- 표준화

복합지표는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가진 여러 변수들을 집계하여 하나의 지표로 정의해야

하므로, 개별지표들을 복합지표로 만드는 과정에는 표준화(normalization), 가중치 부여

(weighting), 집계(aggregation) 등이 이뤄져야 한다. 표준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방

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 순위매기기(Ranking)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이상치(outliers)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절대값의 편차 등이

주는 정보가 사라지거나 조건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 Z-스코어(Z-scor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모든 자료들을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

이다. 이를 통하여 자료의 수치가 그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도나 떨어져 있

는지를 표준화된 확률변수인 Z-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극값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최대ㆍ최소 값을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최소-최대(Min-Max) 표준화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의 수치를 0∼1 사이에 분포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Z-스코어와 동일하게 극단적인 이상치가 자료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 기준선과의 차이(distance to a reference)

기준으로 하는 대리지표에 대한 측정지표의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준이 되는 국가를

선정하여 그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럽 리스본 전략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그룹 내의 평균이 되는 국가의 수치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 범주 스케일(categorical scale)

각 자료에 일정 범주 값을 대입하는데, 우선 범주를 선택하고 각 범주를 점수화하여 모든 자

료들이 범주에 해당되는 지정 점수를 할당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위 5%는 100점, 85∼95%에

해당하는 값은 80점을 할당하는 식이다. 그러나 수치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자료의 구분

이 안되고 수치가 갖고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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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상위 및 하위 지표(indicators above or between the mean)

평균값 부근에 위치하는 경계 값을 임의로 정하여 경계의 상위값은 1, 하위값은 -1로 설정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경계 값 수준의 임

의성과 절대적 수준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단점이 있다.

· 순환지표(Methods for cyclical indicators)

비즈니스 경향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지표이다. 잘못된 신호의 결과물에 대

한 위험요인을 줄여 경제 활동의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의견의 균형 지표(balance of opinions)

다른 분야 및 규모에 종사하는 기업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다.

· 연간차이 백분율(percentage of annual difference over consecutive years)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수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수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

가 이용 가능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준화 방법 중 최소-최대값 표준화를 수행하였다(식 2.89, 2.90). E라는

지표의 변수 안에 속하는 속성값 e의 표준화된 값은 속성값 e에서 E 안에서의 최소값 min을 뺀

값을 E에 속하는 속성값의 최대값 max에서 최소값 min을 뺀 값을 나누어 계산한다. 또한 지

표 중 일부는 높은 변수값이 낮은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속성값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max min
  min

(2.91)

  max min
max  

(2.92)

- 가중치 부여

대부분의 복합지표는 동일가중치(equal weighting, EW)를 사용하며, 이는 모든 변수들이 동

일한 가치를 내포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또는 실증적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각 변수들을 그룹화를 통해 지수화 할 때 그룹에 들어가는 변수의 수에 따라 가

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사용할 경우 특정 인자에 대한 이중

계산(double counting)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혹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설



- 857 -

명력 정도를 통한 지표의 선정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BOD (Benefit Of the Doubt approach)와 같은 통계적 방법은 가중치를 선정하는데 제약이

많아 자주 사용되지 않으나 참여적 방법들(partici +patory methods)은 전문가, 시민 등의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한 국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

져 있을 때에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국제적 비교와 같이 정의가 상호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BAP (Budget Allocation Process)는 전문가들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 각각의 변수들을

중요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10∼12개 정도의 지표로 이뤄졌을 때 효과적인데,

너무 많은 지표가 포함될 경우 전문가들의 견해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

계층화분석과정(AHP)은 1980년 T.L.Saaty가 제안한 의사결정방법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계층화한 뒤,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한다. AHP는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 사이의 분석도 가능

하며, 서로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과정상 전문가의

선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전

체 논리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작업(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최종 신뢰성

을 정량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된 가중치 부여방법 중 지표 간 비교우위를 정량화하여 표현함으로

써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고

자 한다.

○ 물지수 평가방법 산정

물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 운송 및 저장, 재활용, 소비, 부존량의 각 PSR 관리지표를 이

용하여 부문별 PI, SI 및 RI을 산정하고 이들 지수를 이용하여 통합된 물지수를 산정한다. 물지수

산정은 HDI (UNDP, 2007), FVI (Connor and Hiroki, 2005), PFD(MLTM, 2006) 등 국내·외

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였다.

- 생산산업지수(MWI)

 
 × 

 × 


 
  



 
 

 ⋯ 




 ×

  

 

 
 

 ⋯ 






× 
  






 ⋯ 






(2.93)


 : 압력지수, 

 : 상태지수, 
 : 대책지수,



, 
, 

: 세부지표항목의 표준화 값의 등급에 따라 부여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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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 SI, RI 별 가중치,  : 세부지표항목별 가중치

- 운송/저장지수(TWI)

 
 × 

 × 


 
  



 
 

 ⋯ 




 ×

  

 

 
 

 ⋯ 






× 
  






 ⋯ 






(2.94)

- 재활용산업지수(RWI)

 
 × 

 × 


 
  



 
 

 ⋯ 




 ×

  

 

 
 

 ⋯ 






× 
  






 ⋯ 






(2.95)

- 소비지수(CWI)

 
 × 

 × 


 
  



 
 

 ⋯ 




 ×

  

 

 
 

 ⋯ 






× 
  






 ⋯ 






(2.96)

- 부존량지수(EWI)

 
 × 

 × 


 
  



 
 

 ⋯ 




 ×

  

 

 
 

 ⋯ 






×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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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 분석

㉮ 국내 가상수 변동 시나리오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 농업

기후변화는 농업에 있어서 농작물의 병충해, 생산량, 재배 가능한 품종의 변화 등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국내 농업은 생산량이 저하되어 농산물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의 가상수 수

입량 변화를 2020년 식품 소비량과 농산물 자급률 전망을 이용하여 연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7가지 (벼, 보리, 밀, 콩, 곡물, 채소류, 과일류) 농산물을 대상으로 예측해 보았다.

물발자국 (㎥) = 단위 물발자국(㎥/ton) × 농산물 수입량(ton)

물발자국 산정방법

농산물 수입량 = 소비량(ton) × (1-자급률(%)/100)

농산물 수입량 산정방법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농산물 품목별 수입중량 상위 5개국을 선정하고 각국의 수입비중 산

출하여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단위물발자국은 농어촌공사

(2014)에서 활용하였고 2015년의 농산물 소비량과 자급률은 농림축산식품통계에서 2020년 농

산물 소비량과 자급률은 농림축산식품부 2010년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작물의 소비량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2배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된다. 작물의 소비량

과 국내 자급률을 고려하였을 때 작물 수입량은 2015년 336만 ton, 2020년에 1,824만 ton으로

약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농산물 품목별 수입중량 상위 5개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입비중을

산출하였다. 수입비중을 2020년 작물 수입량에 대입하여 각 국의 예상 물발자국 수입량을 산정

해 보고 그림 2.709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였다.

농작물 수입에 의한 총 물 수입량은 286.8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서의 물 수입량

은 95만㎥으로 가장 많고, 호주와 중국에서 각각 77만㎥, 75만㎥의 물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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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8 2015년과 2020년 작물의 수입량(천 ton)

그림 2.709 2020년 농산물 수입전망에 따른 물발자국 수입량(㎥)

- 축산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생산량 전망 자료에 가축별 단위 물발자국을 곱해서 2025년까지

축산 분야의 가상수량을 전망하였다. 소고기는 2020년 생산량이 소량 감소하였다가 2025년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되는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생산량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에 따른 물발자국은 표

2.274와 같이 2015년에는 296억㎥, 298억㎥, 307억㎥, 320억㎥ 정도로 해마다 약 0.1-0.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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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량이었고 닭고기가 35% 정도

를 차지하였다. 소고기의 물발자국은 15% 이내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보다 작았다.

(단위: 백만 m3)

구분　 2015 2016 2020 2025

소고기 4,541 4,257 4,097 4,576

돼지고기 14,925 15,140 15,268 15,553

닭고기 10,167 10,404 11,332 12,049

합계 29,633 29,801 30,697 32,178

표 2.274 축산업 분야의 가상수 전망

그림 2.710 기술 수준 제품군별 물발자국 수출량(십억㎥)

○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 수출입 무역량 분석

국제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국내의 수·출입 무역량을 분석하였다. 무역수지 전망을 통해

최근 10년 내의 무역수지와 향후 10년 뒤의 무역량의 흐름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산업 분류

에 따른 수출량 자료를 통해 각 산업에서의 수출 전망 예측하였다.

- 무역수지

KIET 산업연구원은 2012년 우리나라 무역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표 2.275과 같이 전망하였

다. 우리나라 무역 수출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9.2%씩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수입액 역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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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망을 기술수준 제품군별 전망에 따르면 총수출액은 2000년 1720억 달러에서 2020년 1

조 1246억 달러로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

히 화학제품, 정밀기기를 포함한 중고기술 제품군과 항공 및 우주 관련 기계, 제약, 전자 및 광

학제품을 포함한 고기술 제품군의 성장률이 11%, 10.5%로 가장 컸던 반면 비제조업은 연평균

3%의 증가에 그쳤다.

단위: 억 원

구분 2000 2010 2015 2020 2011-2020 (평균)

수출 1,723,000 4,664,000 7,943,000 11,245,000 9.2%

수입 1,605,000 4,252,000 7,667,000 10,995,000 10%

무역수지 118,000 415,000 276,000 251,000 269,000

무역규모 3,328,000 8,916,000 15,610,000 22,240,000 16,286,000

표 2.275 2020년 우리나라 무역 전망 (KIET, 2012)

제품군별 전망 수출액을 활용하여 물발자국 수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OECD 기술 수준

별 제품 분류와 국내 산업연관표에서의 세분류의 분류 기준을 맞추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

정한 각 제품군에 대한 물 사용 강도를 활용하여 각 제품군의 총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기술 수준 제품군별 물발자국 수출량의 산정 결과 전체 물발자국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 대비 2020년 2.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중 고 기술제품군의 수출량이

2010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고 기술제품의 물발자국 수출량도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2015년 실제 수출량은 526조 8천억 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물발자국 수출량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십억 m3

구분 2000 2010 2015 2020

고 기술제품 56,353 125,648 229,029 342,297
중·고 기술제품 25,609 91,782 170,588 259,979
중·저 기술제품 15,351 65,469 99,829 124,842
저 기술제품 4,448 3,781 4,864 5,131
합계 101,760 286,680 504,309 732,249

표 2.276 기술 수준 제품군별 물발자국 수출량 결과

총 물 사용량(십억 ㎥) = 기술 수준 제품군별 수출량 전망(백만 원) ×

총 물 사용 강도(㎥/백만 원)

기술수순 제품군별 총 물사용 수출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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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수자원산업 진출전략을 위한 물지수 정립

○ 물지수의 정의 및 개발방향

- 물지수의 정의

물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용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 발생된 하수

와 폐수를 이송 및 처리하는 산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총칭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

향으로 물 산업은 유역종합개발, 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자 원 확보 등 물 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역종합개발, 상하수도, 대체

수자원 3가지 유형으로 물산업을 분류하여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국내 수자원산업의 해외진출 계획시 진출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수자원 여건을 다각도로 평가

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물산업지수(Water Industry

Index, WII)라고 칭하고자 한다.

- 물지수 개발방향

본 연구에서는 물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범용되는 지수를 조사하여 구성항목별 지표

항목을 정리하고, 지수별 산정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물지수

평가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물산업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지수를 정의하

고 특성에 맞는 지표항목을 도출하고, 지표항목에 대한 국가별 DB를 구축하여 물지수를 산정하

고, 물지수 평가기법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711 물지수 개발방향 흐름

○ 물지수 세부지표항목 및 지표구성

- 세부지표항목 DB 구축

물산업 유형에 따라 선정된 세부지표항목을 토대로 물지수 평가방법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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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수 산정모델

물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개발, 상하수도, 대체수자원 산업유형의 각 PSR 관리지

표를 이용하여 부문별 PI, SI 및 RI을 산정하고 이들 지수를 이용하여 통합된 물지수를 산정한

다. 물지수 산정은 HDI (UNDP, 2007), FVI (Connor and Hiroki, 2005), PFD(MLTM,

2006) 등 국내·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였다. 각 분야별 평가지수는 식. (2.98)

∼(2.100)과 같다.

당초 계측화 분석기법(AHP)을 통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다수 연구사

례에서 부적절한 가중치의 적용은 평가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외 지표관련 연구에

서도 동일가중치를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유역종합개발산업지수(DWI)

 
 × 

 × 


 
  



 
 

 ⋯ 




 ×

  

 

 
 

 ⋯ 






× 
  






 ⋯ 






(2.98)


: 압력지수, 

 : 상태지수, 
 : 대책지수







: 세부지표항목의 표준화 값의 등급에 따라 부여한 점수

 : PI, SI, RI 별 가중치,  : 세부지표항목별 가중치

○상하수도산업지수(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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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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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대체수자원산업지수(A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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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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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수 적용성 검토

- 대상국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보유국가수가 지표항목별로 달라 국가

별 DB 확보의 여부에 따라 다시 재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96개국을 선정하였다. 대륙별 포함된

국가의 수는 아시아 29개국, 아메리카 18개국, 유럽 2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아프리카 21개

국을 대상으로 물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대륙별 비교

각 지수의 평가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이 대체로 각 산업유형의 지수가 높게 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덜 이루어졌거나, 낙후되어 있는 것을 뜻하므로

국내 물산업의 진출여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유럽의 경우 모든 산업유형의 지수가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물산업의 활성화가 잘 이

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며, 오세아니아(호주)의 경우 수량이 풍부하고 도시지역의 수자원 인프라

가 잘 되어 있으나 대륙의 크기에 비해 도시지역의 비중이 적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유역종합개발지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12 대륙별 물지수 평가 비교

- 주요 국가비교

산업유형별 지수에 대한 해당 국가의. 평가결과 아프리카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역

종합개발의 경우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거의 반반씩 분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와 대체수자원의

경우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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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비교적 후진국이 많거나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물산업이 낙후되었거나, 활성화의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자원산업의 해외

진출대상지역 선정시 이를 토대로 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물지수 평가시스템 기본구상

○ 물지수 평가시스템 개발방안

국내외 지수 및 지표정보를 제공하는 유사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물지수 평가시스템의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 웹기반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하며 연구단 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 연구자 등 누구나 얻고자 하는 Data의 제공이 용이해야 한다.

○ 국가별 물산업 유형(유역종합개발, 상하수도, 대체수자원)에 대한 지수를 표와 map 형식으

로 제공하는 직관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각 물산업 유형에 대한 지수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래프형식의 제공이 필요하다.

○ 최신 DB의 업데이트 및 데이터의 누적으로 연간 추이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국가별 물지수와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원본 데이터이다. 그림

2.713은 물지수 평가화면으로 화면 좌측상단에 제공데이터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에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드롭다운버튼을 구성하였다.

화면 중앙의 지도화면은 국가별 데이터가 색깔별로 표시되고 아래는 국가별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Bar Chart를 두었다. 지도 오른쪽에는 국가별 값을 표시하는 테이블과 아래는 산업

유형별 지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 기능을 넣었다.

그림 2.713 물지수 평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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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상수 영향 분석 및 물 건전성 평가

㉮ 국제 가상수 거래에 관한 산정모델 검토

○ 지역산업연관분석

지역산업연관표의 틀은 전국산업연관표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작성하는 기본원칙도 거의 그

대로 적용한다.

- 지역 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모델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모델은 구조적으로 전국표에 이입과 이출항목이 추가된다. 표의 추계

작업이 지역 간 산업연관표만큼 번거롭지 않다고 하는 점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작성하고 있다.

산업

부문

중간투입 지역

내

최종

수요

수출 이출
수입

(공제)

이입

(공제)

국내생

산액

(총산

출액)

산업

1
⋯

산업


⋯

산업



산업1  ⋯  ⋯       

⋮ ⋮ ⋱ ⋮ ⋱ ⋮ ⋮ ⋮ ⋮ ⋮ ⋮ ⋮

산업  ⋯  ⋯       

⋮ ⋮ ⋱ ⋮ ⋱ ⋮ ⋮ ⋮ ⋮ ⋮ ⋮ ⋮

산업  ⋯  ⋯       

조부가

가치
 ⋯  ⋯ 

지역

내생산

액(지역

내총투

입액)

 ⋯  ⋯ 

표 2.277 지역 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

이입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수이므로 내생변수로 취

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 내 수요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 지역간 산업연관모델

· 아이사이드형 지역간 산업연관표

아이사드(W. Isard)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지역 2부문의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

이다. 그러나 수입은 경쟁수입형으로 제시했다.



- 868 -


에서 위첨자 rs는 재화와 서비스가 r지역에서 s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며, 아래첨자

는 산업부문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수요 
는 산업부문에서 r지

역에서 s지역으로 이동한 최종수요를 의미한다. 해당지역의 해외거래는 수출
, 수입

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의 산출(
, 

, 
)은 지역별, 산업부문별 이출

을 나타내고,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의 투입(
, 

, 
)은 지역별, 산업부문별 이입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이사드형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단점은, 외생변수인 지역별, 산업별 최종수

요액 등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동일한 산업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라고 해도 생산지역이 다르

면 다른 재화와 서비스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 지역간의 각 산업별로 개별 교역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수요(s)

공급(r)

1지역 2지역

수출
수입(

공제)

지역

내생

산액산업1 산업2
최종

수요
산업1 산업2

최종

수요

1지역
산업1 

 
 

 
 

 
 

 
 



산업2 
 

 
 

 
 

 
 

 


2지역
산업1 

 
 

 
 

 
 

 
 



산업2 
 

 
 

 
 

 
 

 


조부가가치 
 

 
 



지역 내생산액 
 

 
 



표 2.278 지역간 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

· 모제스형 지역간 산업연관모델

체너리-모제스형 모델(Chenery-Moses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줄여서 모제

스(L. N. Moses)형 모델이라 부른다.

아이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제스형 모델의 지역투입계수도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에 관해서는 각 지역은 어떤 고정된 지역 공급 패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재

화와 서비스를 각 산업 및 최종수요부문이 일괄해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공급 패

턴을 각 재화의 지역 간 교역계수(interregional trade coefficient)라고 한다.

각 지역 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는 이출입 항목을 각각 지역별 이출입으로 분할하고, 각각

해당 지역의 이입액이 상대지역의 이출액과 대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각 지역별로 처리하면

지역 내 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이지만, 여러 지역의 지역 내 산업연관표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

하면 지역 간 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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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OD 활용 검토

물발자국 도출에 필요한 WIOD 내의 자료는 input-output tables와 environmental

accounts이다. 현재 물발자국 도출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2013년 출시되었고, 2016년 출시된

자료는 input-output tables밖에 없는 상황이다.

Input-output tables는 각국의 산업별 투입과 이에 대한 산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총산출은

(산업간의) 중간산출과 최종소비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nput-output tables는 총산출=총

수요를 가정하고 있다. 즉, 총수요는 총산출의 전치행렬로 이해할 수 있다. 가상수 및 물발자국

을 도출할 때 부가가치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socio-economic accounts는 본

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그러나 1인당 GDP 혹은 고용인원과 가상수의 흐름을 연계하여 연구

하려면 필요할 수 있다.)

Environmental accounts는 물사용 자료를 나타낸다. 물을 blue, green, grey water 이 세

종류로 나누어서 각국의 산업별 물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가계의 물 사용량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별 물 사용량+가계의 물 사용량=한 국가의 전체 물 사용량이다. blue,

grey water는 10개 산업에 대한 물 사용량을 나타내고, green water의 양은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물발자국 및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위에서 소개한 input-output tables와 environmental

accounts를 결합하여 분석할 때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으로 WIOD를 활용하여 물발자국을 도출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음 표는 WIOD를 활용하여 가상수 또는 물발자국을 도출한 연구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참고할 지표를 탐색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가상수 거래를 산정하는 지표를 검토하였다.

저자 주요 연구내용(결과)

Arto et al.(2016) 가상수, 물발자국, 물 사용량, 물 무역수지

R. Wu et al.(2017) 물발자국, 소비위주의 자원 생산성17)

Serrano et al.(2016) 가상수, 물발자국, 국내 물 사용량18)

Roson R. and

Sartori M.(2015)

물발자국 소비추이(전체소비, 중간산출을 위한 소비, 최종소비로

나누어서), 물발자국 변화 요인(전체적인 수준, 생산 또는 소비 구조,

물 생산성 계수로 나누어 분석)

Arto et al.(2012a,b) 물 사용량, 물발자국, 가상수 수출 및 수입

Valeria et al.(2012) 생산액 한단위당 물 사용량(water intensity), 산업별 물사용 구조

표 2.279 WIOD를 활용하여 물발자국 및 가상수 연구

17) 소비위주의 자원 생산성: Consumption-based resource productivity
18) 국내 물 사용량: Direct water use(국내외 물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국내의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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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수 도출과정

현재까지의 WIOD 활용 가상수 연구는 MRIO model을 사용했다. MRIO은 multiregional

input-output의 줄임말로서, 다(多)지역간의 투입산출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존 연구

는 MRIO model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각 국의 가상수 무역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번에는

생산량, 물 사용량과 관련된 지표를 결합하여 가상수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려고 한다.

○ 생산량의 구성

생산량은 WIOD의 input-output tables를 활용하여 도출한다.

-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지역 r, s가 있다고 가정할 때, 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부문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크기는 × (2.101)

 =  
 : 지역 내에서의 산업이 산업으로 이동한 거래액. 크기는 n×n

 =  
 : 지역 내에서의 산업이 산업으로 이동한 거래액. 크기는 n×n

 =  
 : 지역의 산업이 지역의  산업으로 이동한 거래액. 크기는 n×n

 =  
 : 지역의 산업이 지역의 산업으로 이동한 거래액. 크기는 n×n

여기서  ,  는 지역 내 거래이며,  ,  는 지역 간 거래를 의미한다.

- 산업간 투입계수

지역 내의 산업간 투입계수
 

와 두 지역 간의 산업간 투입계수
 

는 다음과 같다.


 







 
 







(2.102)


 







 
 







(2.103)

따라서 두 지역간의 투입계수의 행렬은 다음과 같다.





 


   

     크기는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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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의 총 산출량 와 최종수요 는 다음과 같다.





 


 

 
 




 





(2.105)



⇒ 

⇒



 


 

 
     

   




 





     

   




 










 


   

   

(2.106)

여기서  은 Leontief inverse(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 물 사용량을 활용한 가상수 도출

한편,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WIOD의 environmental accounts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에

필요한 총 물 사용량는 가계 물 사용량 와 합쳐져 한 국가에서의 물 사용량으로 표현된다.

  ′ (2.107)

- 가상수 도출방법(1)

생산량 한 단위당 물 사용량(즉, 물 사용계수)와 생산에 필요한 총 물 사용량 에 대하여

기존 연구자료는 각 산업의 물 사용계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2.108)

이는 다음의 식(2.109)와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2.109)

이는 공급(또는 생산)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아래의 식은 가상수 수출(2.110)과 가상수 수입(2.111)을 나타낸다.

     ⋯     ⋯   (2.110)

    ⋯     ⋯

  ⋯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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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상수 무역수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12)

이 수치가 양수이면, 가상수 순수출로 볼 수 있고, 음수이면 가상수 순수입으로 볼 수 있다.

- 가상수 도출방법(2)

위에서 사용한 방법 이외에 수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가상수 도출방법은 환경분야로 확장

적용한 다지역산업연관분석(Environmentally extended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 EE-MRIO Model)이다. 현재는 물사용계수 에 대해서 방법 1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지만, 물사용계수 가 이미 구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inter-industry activity(environmental matrix)

           (2.113)

blue, green, grey water의 각 산업에서의 물사용계수는 1개 지역의 환경행렬 식 (2.114)와

2개 지역의 환경행렬 식 (2.115)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  











 ⋯ 

 ⋱ 

 ⋯ 

 크기는 × (2.114)

⇒       













 ⋯ 
 

 ⋯ 



 ⋯ 

 
 ⋯ 




 ⋯ 

 
 ⋯ 



 크기는 × (2.115)

2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관련된 총 가상수의 계산은 다음 식 (2.116)과 같다.

           



 


   

     크기는 ×

             

(2.116)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된 가상수는 다음과 같으며, Blue, green, grey water 각각에 대

해서 가상수의 크기는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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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그 외 지표

물 사용과 관련된 다른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 물 자급비율 (water coverage ratio): 국내 물자급비율 또는 국내물충족률은 한

국가의 물발자국 중에서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wfp ′i


(2.118)

물소비 대비 생산의 비율(Consumption-based resource productivity): 물소비 대비 생산의

비율은 물발자국 중에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율이 1이 된다면 생산과 소비는 균형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pcr F r
yrr s ysr



GNP (2.119)

㉯ Excel을 활용한 가상수 거래 도출과정19)

WIOD 자료는 2013년, 2016년 두 번 출시되었고, 각각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본문에서 사용할 자료는 2013년 출시된 자료이다. 2016년 자료가 가상수를 분석하기에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자료에서의 산업분류는 UN 통계청이 사용권고한 1993년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른 각국의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를 활용하여 이를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3차 개정판에 맞추어 가공

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두 국가의 가상수 거래를 도출하고

자 한다. 한국은 K, 미국은 U로 표시한다.

○ 산업간 투입계수

한국, 미국 두 국가 내의 산업간 투입계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19) 자료는 WIOD 2013년 출시된 자료 중에 2009년의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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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한국, 미국 간의 산업간 투입계수는 다음과 같다. 이 투입계수들은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구할

때 사용된다.


 







 
 







(2.121)

한국, 미국의 투입계수의 행렬은 다음과 같다.





 


   

     크기는 ×  (2.122)

두 지역의 총 산출량 와 최종수요 는 다음과 같다.





 


 

   



 






  
⇒   

⇒



 


 

        

    

 


 




      

   




 




 



 


   

   

(2.123)

여기서     은 Leontief inverse(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 물 사용량을 활용한 가상수 도출

한편, 물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WIOD의 environmental accounts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에

필요한 총 물 사용량는 가계 물 사용량 와 합쳐져 한 국가에서의 물 사용량으로 표현된다.

  ′   (2.124)

Environmental accounts에 제시된 물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Mekonnen and Hoekstra의 평

균 물 사용량에 대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다. 농업, 수력발전 및 가계의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실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추측

에 기반한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WIOD environmental accounts

의 수치는 EXIOPOL database의 물 사용 비중을 추론을 통하여 1995-2006년에 대해 불변가

격 기준으로 각국별, 산업별로 분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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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산업 전략 구축, 물이용 대응전략 도출

㉮ 한국중심의 주요 가상수 흐름분석

○ 주요국가간 가상수 흐름분석

- 한국과 미국간 가상수 이동추이

198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가상수 이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미국에

서 한국으로의 가상수 이동이 한미간 가상수 교역의 대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농산물의 가상수가 81%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녹색

수의 총 이동량은 171.08G㎥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가상수의 93%를 차지하므로, 가상수

교역에서는 청색수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농산

물 가상수 이동 비중은 과거 21년의 82%에 비해 78%로 줄어들었고 축산물의 비중이 증가하였

다. 또한 미국에서 녹색수의 가상수 이동량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농산물의 녹색수 이동

은 6G㎥로 21년간 연평균의 5.7G㎥에 비해 5.3% 증가하였으며, 축산물 가상수 교역의 녹색수

가 0.85G㎥에서 1.1G㎥으로 29.4% 증가하였다.

- 한국과 중국간 가상수 이동 추이

한국과 중국 모두 가상수 주요 수입국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브라질, 프랑스 등과 같이 한국의

가상수 수입대비 수출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 26년치의 분석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가상수 이동량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이동량보다 2.3배정도 가량 많게 분석되었으며, 최근 5년간

의 자료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가상수 이동량이 49.63M㎥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가상수 이

동량인 1.48M㎥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가상수 이동은 축산물이

많으며, 26년치의 자료에서는 7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5년치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러시아

로 축산물 수출 비중이 24%로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축산물 가상수 이동은 89%

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소고기 소요량이 증가해 수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한국과 일본간 가상수 이동 추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가상수 주요 수입국이며,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가상수 수출

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나라이다. 26년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가상수 총량은 71.49M㎥이

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양은 2.20M㎥이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량 중에서는 농산

물에 따른 가상수 이동이 가장 많은 비중(73%)을 차지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가상

수 이동은 축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의 분석에서는 일본에

서 한국으로의 축산물에 의한 이동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농산물에 의한 가상수 이동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가상수 이동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한국

에서 일본으로의 축산물 가상수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비중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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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따른 가상수 흐름분석

- 가상수 교역량 변화의 추이

가상수 교역량의 시간적 변화 추이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별 가상수 수입

수출량을 바탕으로 한 시계열 그래프를 작성하여 검토해본다. 그래프의 가독성을 위하여 주요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국가들 위주로 표본을 선별하였다.

그림 2.714는 주요 국가별 가상수 수출량의 과거 25년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오

랫동안 전 세계 가상수 수출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브

라질의 가상수 수출량이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분석에 포함된 다

른 국가들은 가상수 수출에 있어서는 지난 2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2.715는 주요 국가별 가상수 수입량의 과거 25년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에 포함

된 국가들 중 특히 중국의 가상수 수입 증가 추세가 돋보인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가상수의

수입량을 급격히 늘렸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1992년 잠깐 상승세를 기록하고, 일본이 2000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중국이외의 국가들은 가상수 수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그림 2.714 주요 국가별 가상수 수출량 변화

그림 2.715 주요 국가별 가상수 수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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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상수 총 교역량에 있어서도 가상수 수출입량에서 분석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중국, 브라질 이 3개국은 1989년에서 2013년까지 지난 25년간 전 세계 가상수 교역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기할 점은 미국이 2010년도까지 가상수 교역을 주도

했다면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가상수 총교역량에 있어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브

라질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상수 교역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경제적 상황에 따른 가상수 교역 추이 변화

가상수 교역의 추이는 전 세계적 또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개별국

가의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가상수 교역량 변화 추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그래프와 상관분석을 통해 검토해 본다. 개별국가의 경제규모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생활수준은 1인당 GDP, 그리고 경제성장속도는

GDP 증가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2.280은 1989년에서 2013년 동안 한국의 경제규모, 생활수준, 그리고 경제성장속도와 주요

가상수 교역량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농축산물 가상수 교역량은 GDP

와 일정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691). GDP와 주요 축산물 가상수 수입량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942), 주요 농축산물 청색수 수입량 또한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1인

당 GDP 또한 마찬가지로 주요 농축산물 가상수 교역량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686), 주요 농산물 가상수 교역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항목 모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GDP 증가율과는 그다지 눈에 띄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경제상황과 가상수 교역량과의 상관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면, GDP 및

1인당 GDP와 주요 축산물 가상수 수입량 간의 높은 상관관계이다(각각 .942와 .938). 이는 한

국의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이 증가하면서 육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가

상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GDP와 주요 농산물 청색수 수출과 축산물 녹색수 수출은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

는 있으나 그다지 높지는 않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 수준의 분석에서의 주요 국

가들과 다른 점은 1인당 GDP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가상수 교역량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GDP 증가율은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상수 교역량과는

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구분
주요 농축산물

가상수 교역량

주요 농산물

가상수 교역량

주요 축산물

가상수 수입량

주요 농산물

청색수 수입량

주요 축산물

청색수 수입량

GDP .691 .553 .942 .839 .942

1인당 GDP .686 .549 .938 .831 .938

GDP 증가율 -.331 -.271 -.373 -.328 -.373

표 2.280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가상수 교역량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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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

○ 농작물 생산에 대한 물발자국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의 농산물 생산량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은 쌀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보리, 옥수수, 유채 등은 80년대에 비

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배, 복숭아, 포도와 같은 과실류와 양파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농작물 생산의 물발자국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해는 1990년 110억 ㎥으로 나타났으

며 그 후 전반적으로 물발자국이 점차 줄어들다가 2010년부터는 큰 변화 없이 80억 ㎥을 유지

하고 있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물발자국 비율이 가장 큰 품목은 쌀로써

전체 생산된 농작물 물발자국의 63-76% (52억-83억 ㎥) 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콩이 평

균 5억 ㎥의 물발자국을 가지며 뒤를 이었다. 80년대에는 보리의 물발자국이 약 6억 ㎥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보리의 재배면적 감소로 물발자국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환(2009)등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44개의 농작물에 대하여 단위 물발

자국을 산정하고 연간 농업 가상수 사용량을 분석하였는데 평균 150억 ㎥으로 추정되었다.

○축산업 생산에 대한 물발자국

가축(소, 돼지, 닭)의 물발자국은 농어촌연구원(2014)에서 산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소의 물

발자국은 17,736 ㎥/ton, 돼지는 4,441 ㎥/ton, 닭은 2,548 ㎥/ton으로 가축 축산업에서 소의

단위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사육두수를 바탕으로 축산업에 대한 물발자국을

산정 할 때에는 가축 사육두수를 무게로 환산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농어촌연구원에서 가축

의 물발자국 산정할 때 지육량을 이용하여 톤당 물발자국을 산정했으므로 가축 한 마리의 지육

량을 사용하여 환산하였다.

축산업에 대한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회색수를 합산한 국내 축산업의 물발자국은 연간 230억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닭과 돼지의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지만 단위 물발자국이 가장 큰 소의 사육

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물발자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회색수는 2013년까지는 2-3억 ㎥

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5억㎥ 이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앞서분석한 용수 사용량에기초

한 물발자국 축산계 결과와는 다르게 값이 미미하여 전체 물발자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축(소, 돼지, 닭)의 연간 물발자국을 비교해 본 결과 소의 물발자국이 80%이상으로 축산업

의 물발자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의 물발자국은 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점차 감

소하고 있으며 돼지와 닭은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물발자국도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돼지는 2011년 13% (30억 ㎥)에서 그 양과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7% (38억

㎥)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닭의 물발자국은 전체 물발자국의 약 1% 정

도에 불과하지만 양이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이후 물발자국은 3억 ㎥ 이상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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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물발자국

2차 산업은 김영득(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

다. 2010년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바탕으로 제조업분야의 물발

자국과 물사용강도를 산정하였다.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총 물발자국은 60억 ㎥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정된 총 물 사용량에서 직접수 양을 빼서 간접수를 구하였다. 그렇게 산정된

직접수와 간접수의 양을 비교한 결과, 직접수는 52억 ㎥(52%), 간접수는 48억 ㎥(48%)으로 산

정되었다. 2003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업별 물발자국을 연구한 김영득(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직접수양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간접수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수와 간접수의 비율은 2003년 산정결과에서는 직접수 5.5%, 간접수 94.5%로 간접수가

월등히 많았으나 2010년 결과에서는 직접수와 간접수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간접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간접수 양의 차이는 2003년과 2010년 생산유발계수 차이에서

유발되었을 뿐 아니라 간접수 산정에서의 방법상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총 물사용강도

(㎥/백만 원)

(단위: 백만 ㎥)

총 사용량 간접수 직접수(용수량)

2003년 - 47,525 44,925(94.5%) 2,600(5.5%)

2010년 4,773,407 6,039 3,129(51.8%) 2,910(48.2%)

표 2.281 2003년과 2010년 산업별 총 물 사용량 및 총 물 사용강도 비교

산업 분야별 물발자국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물발자국이 11억

㎥으로 가장 크게 산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8.9억㎥의 물발자국

을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섬유제품 제조업의 물발자국도 5억㎥ 이상으

로 추정되어 물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작은 물발자국을 가지는 분야는 금

속광업으로 나타났으며 12,420㎥으로 산정되었다. 이것은 전체 2차산업 물발자국의 0.0002%에

불과하였다.

○물 사용강도 산정

산업별 물사용강도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물 사용량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농업 분야

의 물발자국은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국

내 축산업에 대한 물발자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의 주요 가축(소, 돼지, 닭) 사육두

수와 지육량, 축산물의 단위 물발자국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제조업 분야를 물발자국은 2010

년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물발자국과

물사용강도를 산정하였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물발자국은 국내에 조사되어있는 업종별

물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산정하였다. 즉 각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와 종업원 1인당 물 사용량을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별 물 사용량을 간접적으로 산정하여 이

용하였다.



- 880 -

㉰ 물산업지수 세부지표항목 신뢰도 향상

○물산업지수 세부지표항목의 재구성

물산업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지수를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지표항목을 도출하고, 지표

항목에 대한 국가별 DB를 구축하여 물산업지수를 산정하고, 물산업지수 평가기법에 대한 적용

성을 검토하였다. 5차년도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지표항목 재검토를 통하여 항

목 삭제 및 추가작업을 실시하였다.

세부지표항목 재검토를 위하여 UN, WHO, World Bank, FAO 등에서 물, 환경, 인구, 수자

원 등 관련지표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각 지표항목별 데이터 보유 국가수를 확인하여 가

용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선별 하였다.

지표항목 선별시 각각의 독립된 세부지표항목은 물산업유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물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데이터 부재로 세부지표항목 선정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2.716 물산업 유형별 세부지표항목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세부지표항목 상대적 중요도 산정

재조정한 세부지표항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자원현업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각 지표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지표들의 상대적 중

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작성되었으며, 물산업지수의 개요, 개발

방향,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은 수자원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 인문사회학 전공자들도 구성되었으며,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전공과 관

련된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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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산업지수 평가를 통한 수자원 취약지역 분석

○ 수자원 취약지역 분석

- 유역종합개발산업지수

유역종합개발산업의 경우 평가결과,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취약지역이 흩어져 있

었으며, 각 국가별 세부지표항목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유역종합개발산업

지수가 높게 평가된 상위 10개국의 지형 및 기후특성을 조사하여 유역종합개발산업의 세부지표

항목들의 통계치 및 물산업지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2.717 유역종합개발산업지수 적용결과

순위 대륙 국가명 통계치

1 Africa Republic of the Congo 1.00

2 Africa Gabon 0.99

2 Oceania Papua New Guinea 0.99

2 Africa Guinea-Bissau 0.99

3 Africa Malawi 0.98

4 Asia Indonesia 0.96

4 Asia Nepal 0.96

4 Asia United Arab Emirates 0.96

5 Africa Sierra Leone 0.93

5 America St. Lucia 0.93

표 2.282 유역종합개발산업지수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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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8 유역종합개발산업지수 상위클래스 국가 특성분석

- 상하수도산업지수

상하수도산업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물 산업지수의 적용결과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표출한

결과, 대체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취약한 것으로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하수도

산업지수 상위 10개국 중 유역종합개발산업에서 지형특성 및 기후특성이 정리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지형특성 및 기후특성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719 상하수도산업지수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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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륙 국가명 통계치
1 Oceania Papua New Guinea 0.94
2 Africa Somalia 0.93
3 Africa Sudan 0.92
3 America Haiti 0.92
3 Africa Madagascar 0.92
3 Africa Mozambique 0.92
3 Africa Mauritania 0.92
3 Africa Ethiopia 0.92
4 Africa Equatorial Guinea 0.91
4 Africa Chad 0.91

표 2.283 상하수도산업지수 상위 10개국

- 대체수자원산업지수

대체수자원산업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물산업지수의 적용결과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표출

한 결과, 주로 사막지대가 있는 건조지역의 국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대체수자원산업지수 상위 10개국 중 위에서 지형특성 및 기후특성이 정리된 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지형특성 및 기후특성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720대체수자원산업지수 적용결과

순위 대륙 국가명 통계치
1 Asia Saudi Arabia 1.00
1 Asia Bahrain 1.00
1 Africa Tunisia 1.00
1 Africa Libya 1.00
2 America Puerto Rico 0.99
2 Africa Sudan 0.99
3 Africa Eritrea 0.98
4 Africa Niger 0.96
5 America Argentina 0.94
5 Africa Algeria 0.94

표 2.284 대체수자원산업지수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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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상수 반영 국가 물관리 전략 구축

㉮ 연구 인용관계 분석

국내 물발자국 산정연구는 2011년 이전에는 주로 Chapagain and Hoekstra(2004)가 제시한

농 축산물 물발자국 연구방법과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2011년 이후에는 주로 Mokonnen and Hoekstra(2011)가 제시한 전세계 농산물 물발자국

산정방법 및 결과를 인용하여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가상수량을 산정하고 실제 물 수요량과 비

교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내의 농·축산물 물발자국 산정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산정 및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자가 인용한 각각의 국내·외

논문들의 인용관계를 분석하여 주로 인용되는 문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의 결과값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 그림 2.721은 국내외 농·축

산물 물발자국 산정연구에 대한 인용관계를 분석한 흐름도이다.

2014년에는 국내에서 주목할만한 연구로서 유승환 등(2014a, 2014b), 농어촌공사(2014), ㈜

스마트에코(2014)가 발표되었다. 모두 과거 10년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국내의 농산물 재배

환경에 맞는 조건을 고려하는 방법 등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물발자국 산정을 수행하였다.

유승환 등(2014b)와 농어촌공사(2014)는 2001년∼2010년의 10년 자료, ㈜스마트에코(2014)

는 2003년-2012년의 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물발자국을 산정하여 국외의 품목별 세계

평균과의 비교 및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년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한국의 재배

환경을 고려한 산정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 시대적 및 환경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4년 이후에 수행된 국내연구에서는 상기 3가지 연구결과를 인용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축산물 물발자국 산정은 주로 Chapagain and Hoekstra(2004)를 인용하여 수행되

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축산물의 물발자국 연구결과가 아직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축사료의 물발자국을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 물발자국의 산정결과를 인용하는 것 이외

에는 축산물 물발자국의 산정방법 및 결과의 비교는 국외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농산물의 물발자국 산정은 작물의 산정품목수가 제한적이어서 국외 사례와 비교하

면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축산물 물발자국 산정은 3개 항목(소, 돼지, 닭)에 불과하여 외국

에 비하여 산정품목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농 축산물 물발자국 비교 및 수

출입에 따른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물발자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연구자들 간에 학문적 교류가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각각 독립

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논벼(쌀)의 물발자국 산정값이 연구자에 따라 3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물발자국 산정값이 산출되어 연구가 거의 종료된

단계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절차는 거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물발자국 연구자들

간에 물발자국 산정방법론과 산정과정에 대하여 활발한 학문적 지식교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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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에서 물발자국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왜 한국에서 연구자들

간에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협소해서 전국

적으로 거의 유사한 품종을 재배하고, 작부체계와 관개용수 공급방식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논벼(쌀)의 물발자국 산정값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2.721 국내 물발자국 연구문헌의 인용관계도

㉯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품목

한국을 기준으로 전세계 대상의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수출입 실적

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UN 산하기관이나 World Bank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농축산물을 포함한 국가간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량농업 분야 국제기구

인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사이트에서는 국가별 농산물의 수출입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는 missing이나 결측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료의 신뢰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사이트에 제공하는 무역

수출입통계를 수출입 실적자료로써 활용하였다. 관세청의 실적자료는 본 연구에서 산정하려는

한국 중심의 국가별 가상수 이동량의 기초자료로써 필요한 한국을 기준으로 수출 및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공자료로서 자료의 신뢰성이

아주 높기에 UN이나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보다 활용성이 높다.

국가별 수출입 품목에 대한 실적은 관세청에서 자체기준에 의하여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 수

출입 품목의 분류기준은 관세청의 수출입 실적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성질별 품목분류를 따랐다.

관세청에서 2012년 이전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항목의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어 수출입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신성질별 분류라는 분류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도입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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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이전 10년(2002년)부터의 수출입 실적을 분류법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수출입 실

적을 분류 및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인 2018년 무역수출입 통계

를 활용하여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전세계 248개 국가와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였다

(그림 2.722).

그림 2.72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unipass.customs.go.kr)

㉰ 농·축산물 물발자국 적용값 도출

○ 국내 농·축산물의 물발자국 산정기준

농·축산물의 물발자국 산정값은 자연적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물발자국 산정은 한국의 자연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

내 농·축산물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물발자국 연구결과를 적용하

고, 국내자료가 없으면 부득이 국외의 산정연구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기타 항목 및 부산물은 해당 소항목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출입 품목의 분류기준은 한국 관세청에서 신성질별로 분류한 품목분류표를 채

택하였다. 신성질별 품목분류에 따라 한국 중심의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

분류별 물발자국을 선행연구의 물발자국 산정현황을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은 적용기준을 따라

도출하였다.



- 887 -

농축산물 품목
인용 논문

/산정 방법
밀, 보리(보리가루), 옥수수, 대두,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유채씨, 자두,

수박, 복숭아, 고구마, 생강, 상추, 시금치, 호박, 포도, 사과, 배, 딸기, 멜론, 감

유승환 등

(2014b)

쌀
유승환 등

(2014a)
강낭콩, 완두,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해바라기씨, 고추, 체리, 살구, 망고,

키위, 커피두, 커피의 각과 피, 인스턴트 커피, 기타 커피류, 녹차, 홍차, 마테,

기타 차류, 후추, 심황(강황), 월계수 잎, 기타 향신료, 계피, 정향, 가지,

아몬드, 밤, 호두, 코코넛, 캐슈넛, 피스타치오,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라임, 코코아두,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설탕 및 감미료

미 함유), 코코아 분말(설탕 및 감미료 함유),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Mekonnen and

Hoekstra (2010)

배추, 양배추, 무, 당근, 오이, 양파, 마늘, 감자, 파, 소(소고기, 소설육),

돼지(돼지고기, 돼지설육), 닭(닭고기, 닭설육),

농어촌공사

(2014)

모과, 매실, 대추, 인삼근, 인삼 수액과 엑스, 고사리, 부추, 고추냉이와 겨자무,

잣, 은행, 인삼분말, 인삼음료, 기타 인삼류 , 곡물 가공품, 채소류 가공품,

과실류 가공품기타 곡류 및 두류, 기타 제분 생산품, 기타 채유용 종자 및

과실, 기타 과실류, 코리앤더의 씨,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기타 식물성

한약재, 기타 채소류, 기타 견과류, 기타 코코아 조제품, 기타 유제품. 기타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 부산물, 기타 농산물, 말, 칠면조, 오리, 기타 산 동물,

오리고기, 기타 육류, 오리 설육, 기타 설육, 기타 유제품, 녹용과 녹각, 기타

동물성 한약재, 축산물 가공품, 축산물부산물,

각 품목이

포함된 소분류

및 비슷한

재배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분류의

평균 물발자국을

적용하여 산정

우유, 분유, 치즈, 버터
Mesfin and

Arjen (2012)

표 2.285 농·축산물 물발자국 산정값 적용기준

㉱ 대륙별 가상수 거래량 비교

국내 농축산물 물발자국 적용값을 이용하여 한국중심의 전 세계 농축산물 가상수 거래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전 세계 대륙별 총 가상수 거래량 대비 수입 및 수출 상위 5개 국가

를 선정하여 가상수 수출입 비율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 대륙별 주요 거래국가 및 가상수 거래량

- 아시아 대륙 주요 가상수 거래량 비교

아시아 대륙은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이 구분되는 중동지

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산정하였다.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각 대륙의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고 각국의 가상수 거래량을 정리하였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가상수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약 100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 약 60

억m3(약 21%), 인도네시아 약 50억m3(약 18%)의 순으로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일본으로 약 11억m3(약 58%)의 가상수를 수출하여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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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베트남 2.5억m3(약 13%), 중국 약 1.9억m3(약 10%)의 순으로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과 한국의 가상수 거래량에서 총 수입량이 약 295억m3으로 총 수출량인 약

19억m3에 비하여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 대륙 주요 가상수 거래량 비교

유럽 대륙의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고 각

국의 가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유럽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가상수가 첫 번째로 많은 국가는

러시아로 약 9.8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

한다. 두 번째는 독일로 약 8억m3(약 19%)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 번째인 네덜란드로

부터는 약 5억m3(약 11%)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유럽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가상수가 첫 번째로 많은 국가는 러시아로 수출입 모두에서 러시

아가 유럽의 가상수 거래량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에 약 1.5억m3의 가상수를 수출하

고 있으며 유럽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약 79%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다음은 폴란드로 약

2억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세 번째는 영국으로 약 4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체 가상수의 약 2%에 해당한다.

- 중동의 주요 가상수 거래량 비교

중동지역은 북으로는 터키, 이란,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하며 남쪽의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

아, 예멘까지를 포함하는 중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여 각 국가와 한국

의 가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중동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가상수가 첫 번째로 많은 국가는 터키로 약 54백만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동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91%를 차지한다. 두 번째인 이스라엘로부터는

약 2.5백만m3(약 4%)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어 터키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이란으로부터는 약 1.1백만m3(약 2%)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중동에서 한국이 가상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로 약 23백만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동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는 예맨으로 약 14

백만m3(약 26%)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아랍에미르트 연합으로 약 5.4백만

m3(약 10%)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프리카 대륙 가상수 거래량 비교

아프리카 대륙의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고

각국의 가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가상수를 수입하는 국가는

이집트로 약 10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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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약 2억m3(약 12%)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 번째

인 이디오피아는 약 1.8억m3(약 11%)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가상수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약 27백만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한다. 두 번째

로는 케냐로 약 15백만m3(약 25%)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이디오피아에 약

13백만m3(약 20%)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아메리카 대륙 가상수 거래량 비교

북아메리카 대륙의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

고 각국의 가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북아메리카에서 한국이 가상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약 120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로부터 약 6.6억m3(약 5%)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 약 1.4억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북아메리카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87%에 해당하는 양이다. 캐나다로는 전체 수출량의 약 13%인 약 0.2억

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총 가상수 수입량은 약 130억m3으로 총

가상수 수출량인 약 1.6억m3의 약 77배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가상수 거래

량은 한국이 수출하는 가상수 거래량보다 미국의 경우 약 84배가 많고 캐나다의 경우 약 31배

로 북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남미 대륙 가상수 거래량 비교

중남미 대륙의 2018년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고 각국의 가

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중남미에서 한국이 가상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브라질에서

는 약 170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92%에 해

당한다.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로부터 약 4.4억m3(약 2%)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세 번째

는 페루로부터 약 2억m3(약 1%)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국이 가상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약 3백만m3의 가상수를 수

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약 36%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콜롬비아로

약 2백만m3(약 20%)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브라질로 약 1백만m3(약 11%)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 오세아니아 대륙 가상수 거래량 비교

오세아니아 대륙의 2018년 농축산물 가상수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로 주요 5개 국가를 선정하

고 각국의 가상수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오세아니아에서 한국이 가상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호주로 약 53억m3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오세아니아 전체 가상수 수입량의 약 89%에 해당한다. 뉴질랜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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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6.7억m3(약 11%)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약 7백만m3(약

0.1%)의 가상수를 수입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가상수를 수출하는 국가는

호주로 약 36백만m3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 전체 가상수 수출량의 약 79%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는 뉴질랜드로 약 5백만m3(약 12%)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으며, 북마리아

나 군도로는 약 2백만m3(약 5%)의 가상수를 수출하고 있다.

- 전세계 주요 국가 수출입 가상수 현황

2018년 기준의 한국중심의 수출입통계에 기반하여 산정한 전세계 주요 수출입 국가에 대한

가상수 수출입 현황을 수입과 수출으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대륙

별 주요 수출입 국가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륙별로 주요국가의 수출입 현황

을 수입과 수출을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2.723 전 세계 주요 수출입 국가별 가상수 거래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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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4 한국 중심의 전 세계 가상수 거래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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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별 거래량 비교

○ 주요 수입품목별 가상수 거래량 비교

한국이 2018년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중에서 가상수 거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농

산물 부산물이다. 이 중 대부분인 약 140억㎥의 가상수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는 중국에서 약 79억㎥, 인도에서 약 58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농산물 중 두번째로 가상

수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곡류 및 두류로 미국에서 약 47억㎥의 가상수를 수입하였다. 다음으로

는 브라질에서 약 17억㎥, 호주에서 약 13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가상수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커피류이다. 커피를 통해 약 518백만㎥의 가상수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

음으로는 베트남에서 약 496백만㎥, 콜롬비아에서 약 439백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품목(중분류) 순위 대륙 국가
가상수 거래량

(M㎥/yr)
농산물 전세계 58,806

1 농산물 부산물
1 중남미 브라질 14,002
2 아시아 중국 7,921
3 아시아 인도 5,797

2 곡류 및 두류
1 북아메리카 미국 4,711
2 중남미 브라질 1,711
3 오세아니아 호주 1,267

3 커피류
1 중남미 브라질 518
2 아시아 베트남 496
3 중남미 콜롬비아 439

4 코코아류
1 북아메리카 미국 241
2 아시아 싱가포르 177
3 유럽 네덜란드 153

5
채유용 종자 및

과실

1 북아메리카 미국 555
2 아시아 중국 330
3 아시아 인도 209

6 농산물 가공품
1 아시아 중국 480
2 아시아 베트남 193
3 아시아 미얀마 92

축산물 전세계 13,356

1 육류
1 북아메리카 미국 4,700
2 오세아니아 호주 3,267
3 유럽 독일 523

2 우유 및 유제품
1 북아메리카 미국 378
2 유럽 네덜란드 175
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64

3 설육
1 오세아니아 호주 433
2 북아메리카 미국 381
3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07

4 축산물 가공품
1 아시아 태국 195
2 아시아 중국 137
3 북아메리카 미국 120

표 2.286 주요 수입 품목별 국가 실적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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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

① 수자원 가치 평가 방법 조사 및 역사적 고찰

㉮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용수별 수자원 가치평가 방법론 분석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수자원 대응 대책 수립 시 국민의 효용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

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문기상과 수자원 환경의 올바른 가치평가를 위하여 국

내외 연구동향을 살피고, 비시장적 재화의 특성을 가진 수자원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수자원 부문 국가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

및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와 수자원

현재 한반도는 전 지구 평균기온을 상회하는 온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일부 부문에 관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산업·무역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경제적 피해 비용 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편익 추정은 향

후 발생할 비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협방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회성·정회석, 2010). 한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학적 분석은 국가적 규모의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기후변화의 영향 요인

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이며, 그에 따른 관리의 중요도 역시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수자원 가치평가 방법론 고찰

환경가치의 추정 기법은 추정 대상이 되는 환경자원과 관련된 재화 등의 실제 시장자료에 기

반을 두어 그 환경자원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현시선호법과 설문 등을 통한 같은 가상

시장에 기반을 두어 환경자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진술선호법,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가치추정 결과를 이용하는 편익이전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시선호법에는 헤도닉가격

법, 여행비용법, 회피행동분석법 등이 있으며, 진술선호법에는 조건부가치평가법, 컨조인트 분석

법 등이 포함된다. 아래의 표 2.287은 이러한 기법들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해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725은 환경자원의 가치와 이러한 기법들 간의 관계를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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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현시선호법

헤도닉가격법 여행비용법 회피행동분석법

적용

대상

대기·수질·소음 등의

사용가치

여가가치·경관 등의

사용가치

대기·수질·질병 등의

사용가치
추정

방식
헤도닉가격함수 수요곡선 가계생산함수

장점
지가·주택가격 등의

실제시장자료 이용

여행비용·방문율 등의 실

제 경험에 대한 자료

의료비용·회피비용 등의

실제 자료 이용

한계

점

환경자원의 적용가능성

제약적임

여가·경관 관련 환경자원의

적용가능성 제약적임

자료수집의 한계

환경자원의 적용가능성

제약적임

구분
② 진술선호법 ③ 기타

조건부가치평가법 컨조인트분석법 편익이전법

적용

대상

모든 환경자원의

사용·비사용가치

모든 환경자원의

사용·비사용가치

선행연구가 축적된

환경자원의사용·비사용가치
추정

방식
WTP 선택, 등급, 순의 점추정, 메타분석

장점 모든환경자원에이용가능함
모든환경자원에이용가능함

가치의속성별로추정가능

선행연구자료를이용하기에

자료수집의 용이성

한계

점

가성설계에 의한 다양한 편

의 발생

가성설계에 의한 다양한 편의

발생

대상 환경자원의

특수성이간과될수있음

표 2.287 환경가치 평가 기법

㉯ 수자원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역사적 고찰

기후변화는 수자원 부문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연구되고 있는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미래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IPCC, 2007).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문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가뭄과 홍수 등과 같은 극한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은 지역의

수자원 및 이와 연관된 수질, 식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율적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기후변화가 인류문명에 미친 영향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수자원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수자원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

구를 위한 기초연구라고 있다. 물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많

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로 이 시발적 연구를 공유하고

자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구의 기초연구로 수자원에 대한 인류문명사적 관점의 문헌연구와

인문·사회적 요소에 대한 탐색적 조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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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사회 문화적 가치

현대사회에서 수자원은 과거의 사회에서 언급하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수자원

의 가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대의 사

회에서 수자원의 관리가 사회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자원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운하와 댐, 인공호수 둥과 같은 기술적 관리에 의하여 지역사회

와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수자원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더불

어 현대 사회에서의 수자원의 변화된 가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수자원의 가치 변화

과거 산업화 이전에 수자원은 관개용수가 대표적이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

로 가치가 평가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산업

화가 시작되면서 수자원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었다. 초기 산업화 단계였던 1960년대, 경제의

성장으로 산업 용수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용수의 사용량 또한 급증하

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수자원의 수급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

였고, 수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에는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하천과 연안의 오염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수자원은 위

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자원의 식수로서의 가치 상실의 위기 찾아오면서 사회는 환경에 대한 경

각심을 갖게 된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수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자원으로 인

식하게 만들었다. 수자원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하천에 대한 인식이 인간 편의중심에서 자연과 다양성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

감대가 형성되었다(최한주, 2013).

2000년대는 적극적으로 하천의 발전에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

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수자원을 공유재로 인식하면서 생겨난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공유재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비배제성과 편익감소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Ostrom, 1999; 이숭재, 2010). 수자원 정책과 관리에 있어 시민의 권한

이 확대되어 댐을 건설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동을 유발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다원화된 수자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

색하게 하였다.

○ 수자원의 복원 : 하천 복원을 중심으로

수자원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자원 관리시스템 ’댐’의 문제

점들이 대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댐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많은 편익을 가져왔다. 세계댐위원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식량생산의 12∼16%가 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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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 생공용수 공급기능이 있고, 전 세계 전력생산의 19%가 수력 댐에서 나오며 이는 전 세

계 석유소비의 9%에 해당한다. 또한 전 세계 대댐의 13%가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생태공학포

렴, 2011). 하천복원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우선 하천 본연의 기능들을 복원하는 것에 그 의

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이수기능, 치수기능, 환경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효

섭·이삼회, 1997; 이시경, 2012).

이수기능은 각종 용도별 물이나 하천을 이용하여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과 연결된다. 치수기능

은 홍수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거나, 하수 및 폐수의 배수와 지하수의 공급 그리고

토사의 이송 동의 역할을 말한다. 환경기능은 하천의 기능 중에서 이수와 치수를 제외한 유무형

의 모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자연보전기능, 친수기능, 공간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의 수질자정과 생태계 서식지 제공과 같은 자연보전기능, Amenity 기능 증진과 휴식처로

서의 공원과 녹지 공간의 이용과 관련되어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친수성을 제공하는 동

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천의 기능들은 우리의 삶과 하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이

를 통해 삶의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하천공간은 레저·문화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 예술, 관광 공간으로 조성되었

다. 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정비하여 확보되어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면서 생

활권역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문화적 공간, 그리고 자연 본연의 생태적 공간으로서 재조명되

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의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집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자원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수자원 활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최종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25 문화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의 특징과 

역할(이기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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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자원에 관한 학제적 차원의 접근에 관한 비교분석 시도이다. 인식의 차이는 향후 수자

원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복합적인 대안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수자

원에 관한 경제학적, 공학적, 환경학적, 정치군사학적 관점별로 학제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수자

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야에 따라 수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수자원의 관리체계 에 관한 경제발전양상에 따른

국제적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다. 즉 수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국가들의 경제발전양상에 따라 선

진국, 중진국,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수자원의 활용 정책과 현황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문사회학적 차원의 수자원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는 수자원의 활용에 관하여 정부 부문, 민간기업 부문, 시민사회 부문으로 분류하

여 이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수문학적 접근에 의거한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자 한다.

㉰ W-E-F Nexus 개념정립 및 문헌연구

○ W-E-F Nexus 기술의 정의 및 범위

W-E-F Nexus 기술이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원 중, 물(Water), 에너지

(Energy), 식량(Food) 자원들의 상호 간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세 가지 자원을 통합하여 관

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 축산물 생산 지역에서 소모하는 물,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고, 이렇게 생산된 식량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공급하기까지 에너지가 소모되는 등

각각의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자원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 혹은 처리를 위한 식량 자원, 식

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 혹은 처리를 위한 물 자원, 물 자원과 식량 자원의 공급 혹은 처

리를 위한 에너지 자원 등 6가지 방향의 Activity로 구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Pumping

Energy의 경우 물 자원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식량을 생산하거나 운반

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 자원을 식량 자원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726 물, 에너지, 식량 자원 간의 상호연관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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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단위 물 자원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소모된 에너지 자원을 뜻하는 Energy Intensity

(Unit : kW/ton), 반대로 단위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소모된 물 자원을 뜻하는

Water Intensity (Unit : ton/kW) 등의 지표가 이러한 자원 간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낸다. 따

라서, 실제로 각각의 자원을 생산, 공급하기까지 소모되는 타 자원의 현황까지 정량화하여 파악

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자원의 생산, 공급, 소모를 한눈에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개념을 통해 국가, 지역의 정책 시나리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

한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각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W-E-F Nexus 기술 개발의 필요성

과거에는 물, 에너지, 식량 등 자원의 부족함을 크게 감지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세 가지 자원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급격한 현대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부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의 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주는 부담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급격한 도시화는 자원의 사용량을 과거에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1980년부터 2010년에 걸쳐,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전기에너지, 원유, 석탄 연료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또한,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인 증가 추세가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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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7 세계 인구 증가 및 에너지 자원 사용량 변화 

추이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주거하기 시작한 것 역시 자원 사용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루어졌다면, 현

재는 자원의 생산지와 수요지가 점차 명확히 구분되어 지면서, 운반과 공급에 소모되는 자원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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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류가 주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그 매장량이 한정적이며 이미 오래전

부터 이러한 광물 자원의 고갈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아래의 그림에서

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주요 에너지 광물 자원 매장량과 함께 인류가 광물 자원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UN 및 다양한 환경단체에서 경

고하듯이, 확장되어가는 물 부족 지역과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의 감소 또한 에너지 자원 고갈과

더불어 주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기후변화 시나리오(COP15, COPENHAGEN)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효과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 물 부족 현상, 가뭄, 사막화 등의 재난 발생 빈

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하게 되면서 국

가, 지역별 기술력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이수, 치수의 어려움 증가로 자원의 활용률을 감소시

키거나 2차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2.728 세계 지역별 물 부족 현황(2012)

위와 같은 각각의 자원에 미치는 영향 또는 여러 가지 자원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수렴한다. W-E-F Nexus 연

계해석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그 부족

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발생 지역 및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내외 W-E-F Nexus 관련 동향 분석

- W-E-F Nexus 기술의 연구현황

W-E-F Nexus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 논문, 기술 기사 등

140여 편의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각 연구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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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편수
Definition/Background 56

Data/Statistics/Standard Values 11
Concept and Modeling 22

Applications and Implementations worldwide 35

Futre development opportunity 6
Policy related 6
Total 136

표 2.288 조사 대상 문헌의 목적 및 내용에 의한 분류 현황

W-E-F Nexus 기술은 1972년 인구 증가 현상에 의한 미래의 자원 부족 현상 예측을 시작

으로 물, 에너지, 지질 자원 부족량 예측 등의 연구를 거쳐 현재의 W-E-F(-E, Environment)

Nexus와 같은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체계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물,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Bonn

Conference(2011)을 기점으로 W-E-F Nexus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국제연

구에서는 각 자원간의 상호작용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으며, 각 상호작용 관계별 자원의 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 2.729 W-E-F Nexus에 대한 세계 주요 연구 발자취

자원의 근본적인 확보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호 간 연계에 의한 자원 사용의 방향성을 구체

화한 모식도나 이러한 자원의 사용량을 정량적인 DataBase와 결합하여 나타낸 모식도 (Sankey

Diagram)를 통해 해외의 W-E-F Nexus 기술 연구가 이미 적용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일부 W-E-F Nexus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 중에서는 각 자원간의 상호관계 및 특성을 정립하

여 Model을 구축하였으며, 일부 모형은 물, 에너지, 식량 등의 자원을 포함하여 기후, 환경, 경제적

인 요인 등을 고려한 전 지구해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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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 Nexus 기술의 실용화 현황

보고서, 논문, 기술기사 등의 문헌 조사 결과 약 35건의 W-E-F Nexus 실용화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등 전 세계에 걸쳐 이미 W-E-F Nexus 기

술의 실용화를 고려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W-E-F Nexus 기술

의 실용화 사례를 지도화하여 파악하였다.

하지만 WEF Nexus Tool 2.0의 경우 카타르 국내의 식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자급, 수입

등의 자료를 받아들여, 공급량을 만족하기 위한 부족량, 공급에 사용된 에너지와 물 자원 현황,

추가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물 자원의 정보를 결과로 도출하는 식량 자원 확보

중심의 연계 해석 모형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아직 최적화 기법을 통한 합리적 자원 분배, 자

원 확보 대응전략 등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갖춘 모형은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연구 동향에서도 W-E-F Nexus 관련 모형들은 일부 국한된 목적에

맞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채 개발되었기 때문에 W-E-F Nexus 연계 해석 모형의 궁극적 목

적인 통합 관리 기능을 모두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2.730 국가별 W-E-F Nexus 기술의 실용화 적용 및 연구개발 현황

국내 W-E-F Nexus 기술은 아직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물, 에너지, 식량 각각의 자원 관리가 합리적인 Allocation Rule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내는 국제 현황에 비해 W-E-F 자원

간 연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위기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향후

W-E-F Nexus 통합 관리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W-E-F 자원 간 연계성이 크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적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각 자원의 Allocation Rule은 자원간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관측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중국의 W-E-F Nexus 실용화 사례에서

농업용 용수 및 발전 유형별 자원의 상호 간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지역별로 지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W-E-F(-E, Environment) Nexu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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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수분야별 가치평가 모형 개발 및 수자원 학제간 접근 비교 분석

㉮ 용수분야별 가치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

-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인식요인과 기후변화대응소비자행동이 환

경보전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제공

하는 것이다.

-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공익기능 속성별로 측정함으로써, 수자원 대응 대책

수립 시 국민의 효용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인문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광주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인 팔당호를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팔당호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한강수계이며,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

고 있는 국민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국민 인식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무

엇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물 사용 최적화와 정부의 합리적인 물 관리를 위한 기본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주요 연구 방법 및 연구설계

선택실험법에서 중요시되는 대상 재화의 속성 도출을 위해, 수자원 및 기후변화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김병식(2013), 정회성·정회석(2010), 정병곤 외(2014), 채여라(2010) 등으로부터 도

출한 최초 속성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환경학 전문가 3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팔당호의 공익

기능으로서 '가뭄방지', '홍수방지', '수질정화'가 최종 속성으로 결정되었다. 팔당호의 공익기

능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질문함으로써 응답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성의 수

준을 설정하였다. 각 속성의 수준은 3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인지를 돕기 위해 가뭄방

지와 홍수방지는 위험 수준을 ‘현재-낮음-매우 낮음’으로, 수질 정화는 ‘3급수-2급수-1급수’로

표현하였다. 제시 가격의 경우, 연간 부담금을 지불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2003) 등의 기존 문헌에서의 제시금액과 30명의 개방형 지불의사금액 사전검사를 통해 가격

수준을 5,000원, 10,000원, 20,000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안된 팔당호 공익

기능의 속성과 수준은 다음 그림 2.73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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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1 팔당호 공익기능의 속성 및 수준

CE는 수준과 수준에 의한 선택집합을 구조화하기 위해 자료 생성 과정이 요구된다. 실험계획

법에 의한 선택 대안들이 응답자의 선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조합들은 다중공

선성을 피하기 위한 직교성(orthogonal)과 조건부 로짓 모형의 비관련 대안 간의 독립성을 충

족시켜야 한다 (Hanley, Wright & Adamowicz, 1998). 팔당호의 3가지 속성은 각각 3개 수준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부담금액은 현재 수준의 '0'을 포함해 4개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총  개의 대안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선택대안의 제시 후 응답을 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SAS 직교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당한 대안 수를 도출하였다.

최적 대안 수는 34개로 나타났으며, 2개의 선택대안을 포함해 기준대안을 제시할 경우 18개

(D-efficiency=2.08; D-error=0.48)의 대안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18개의 선택대안집

합을 한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비표본오류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전체

설문을 3개 블록으로 분리한 후, 각 유형에 6개의 선택대안집합을 할당하였다. 하나의 유형을

부여받은 응답자는 할당된 선택대안집합 내에서 속성과 연간 부담금으로 구성된 수준을 고려한

후 2개의 대안과 No choice option(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음)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체

크표시를 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2.732는 18개의 선택대안 중 하나의 예시이다.

그림 2.732 선택대안집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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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은 팔당호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익 기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다. 설문은 일반가구를 조사 단위로 1:1 면접법을 통해 진행

되었고, 각 설문 유형별로 400부를 할당하여 총 1,200부에 대해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

다. 조사 기간은 약 2주간(2014.11.01∼11.30)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모형 투입 변수에 대해 결

측값이 존재하지 않는 유효표본으로 1,096부를 채택하였다 (표 2.289 참조).

표 2.289 표본 설계

사항 내용

조사 내용
수자원 관련 공익 기능 가치 평가, 기후변화 인식, 환경보호

인식, 인구통계 특성 및 팔당호 이용 특성

조사 대상 수도권 일반 가구 (서울, 경기, 인천)

조사 기간 2015. 11. 01 ∼ 2015. 11. 30

표본추출방법 비비례층화추출법

배포 수 1,200부

유효표본 1,096부

○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CE 모형의 기본은 경제학에서의 간접효용함수이다. 응답자 가 선택대안집합  중 하나의

선택대안 로에서 얻게 되는 간접효용합수  는 식 (2.123)과 같다.

      (2.125)

여기서  는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현재의 선택대안 및 가상의 선택대안의 속성

( )과 개별 응답자의 사회통계 특성변인()의 함수가 된다. 는 관측할 수 없는 오차를 나타

내는 것으로, 최우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CE 분석에는 이산선택모형이 적용되며, 응

답자 가 선택대안 집합 의 번째 대안이 아닌 모든 타 대안 에 대해     를 충족시킨

다면, 선택대안 를 선택할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의 식 (2.126)과 같다.

Pr   Pr    (2.126)

식 (2.124)의 추정에는 오차항 분포에 관한 하나의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다항로짓모형

(Multi-nominal Logit Model)에서 갖는 오차항의 독립성이라 할 수 있다(Macfadden, 1974).

제 I 형태 극치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시, 응답자 가 선

택대안 를 선택하게 될 확률은 아래의 식 (2.12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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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2.127)

선택실험 설문에서 추출된 다변량 응답(multinomial response)은 개인의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가 추구된 선택 결과로 간주되며, 이러한 특성은 식 (2.126)과 같은 우도함수를

통해 반영된다. 여기서, 개별응답자   ⋯은 선택대안 에 "Yes" 혹은 "No"를 표명하게

되며,  =1(번째 응답자가 번째 대안을 선택)이고, 1(·)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

다. 환언하면, 1(·)에서 번째 응답자가 번째 선택대안을 선택할 시, 1이 부여되며, 그렇지 않

을 시 0이 된다. 식 (2.128)에 최우법을 적용함으로써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Greene, 2000;

Stern, 1997).

ln
 




  



 ·ln Pr (2.128)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효용함수의 관측 가능한 부분인  는 속성벡터

         =(대안상수, 가뭄방지 기능 중위 수준, 가뭄방지 기능 상

위 수준, 홍수방지 기능 중위 수준, 홍수방지 기능 상위 수준, 수질 수준 2급수, 수질 수준 1급

수, 팔당호 공익기능 부담금)인 선형함수 형태로 식 (2.129)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2.129)

해당 재화 각 속성의 벡터는 이며, 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로서 효용에

영향력을 주는 계수이고, ASC는 대안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를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대안상수의 공변량으로서 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는 확장 모형을 고안하

였는데, 이러한 설명변인이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식 (2.130)

으로 표현된다.

 

∑ ··

(2.130)

여기서, 는 번째 응답자의 개인 특성 변수의 벡터이며, 는 상호작용항의 추정값이고 

는 개인 특성 변수들이다. 결과적으로 식 (2.131)을 활용하여 속성에 대한 한계 지불의사액

(MWTP: marginal willingness-to-pay)을 산출하게 되며, 재화를 구성하는 속성 수준의 부

분가치를 식 (2.131)과 같이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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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주요 분석결과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인식 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사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주성분분석 및 Varimax

직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 value)기준을 적용하여

1.0이상인 항목들만을 요인화 하였고, 요인 범주 내에서의 속성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참조하였다 (표 2.290 참조).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인 변수들만을 추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eigen 값이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기후변화 인식과 환경보호 인식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Barlett's 구형성검정은 기후변화

인식의 경우 5997.558(p<.001), 환경보호 인식의 경우 6069.254(p<.001)이며, KMO 계수 역시

0.909, 0.886을 나타냄으로써 시행된 요인분석결과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채서일, 2003).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기후변화 대응 성향과 관련하여 방관·회피 성향이 α

=0.848, 적극대응 성향이(α=0.782를 보였으며, 환경보호 인식의 경우 긍정적 태도는 α=0.856,

부정적 태도는 α=0.846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내적 일치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성향

요인명

(신뢰도α)
변수설명

적재량

a

아이겐값

b

(분산)

방관

회피

성향

(0.848)

지구는 강력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856

4.272

(32.86)

경제가 발전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811

기후변화의 영향은 일부 지역, 일부 사람에게만 심각한

문제이다.
.792

기후변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746

표 2.290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인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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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성향

요인명

(신뢰도α)
변수설명

적재량

a

아이겐값

b

(분산)

현재의 기후변화 정도(지구평균온도 0.74℃ 상승)는 큰

문제되지 않는다.
.706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증거는 믿을만하지 않다. .671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자력 발전을 고

려할 수 있다.
.614

적극

대응

성향

(0.782)

최근 발생한 이상 고온, 태풍, 홍수, 폭설 등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735

2.959

(22.77)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정확히 제

공되어야 한다.
.699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

다.
.678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640

논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논

의해야 할 때이다.
.625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 때문이다. .622

KMO=0.9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5997.558, df=78, p=.000, 총분산 설명력=55.62%

환경보호 의식

요인명

(신뢰도α)
변수설명

적재량

a

아이겐값

b

(분산)

긍정적

태도

(0.856)

환경 보호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747

4.064

(31.26)

대중건강에 대한 공해의 위협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다.
.747

환경 보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745

환경보호는 내 자신의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 .715

지구온난화는 진행 중이다. .707

기후변화로 인해 실제생활이 영향 받고 있다. .649

현대의 개발방식은 야생동물의 삶을 위협한다. .616

깨끗한 환경은 더 나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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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응답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성향과 환경보호 인식에 대하여 어떠한 군집을 형성

하는지 분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나타난 4개 요인을 중심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치는 표 2.291에서와 같다. 군집 배열 결과, t값은 모두 유의

수준 0.1%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군집의 요인별 특성을 H(high)

수준과 L(low)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종합배열 결과, 군집 1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응하려는 성향과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임에 따라 ‘적극대응집단’으로 명명하였으

며, 군집 2는 기후변화에 대해 회피라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며 환경보호 인식 수준도 낮은 집

단인 것으로 나타나 ‘회피방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2.291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인식에 따른 군집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군집

　요인

군집1: 적극대응집단 군집2: 회피방관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

화대응

성향

적극

대응

4.02 (.45)

H

3.34 (.51)

L
-23.320

방관

회피

1.87 (.47)

L

3.08 (.53)

H
39.650

환경보

호인식

긍정적

태도

3.96 (.35)

H

3.46 (.51)

L
-17.783

부정적

태도

1.89 (.56)

L

3.09 (.63)

H
32.965

Note: 모든 t값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성을 나타냄

기후변화 대응 성향

요인명

(신뢰도α)
변수설명

적재량

a

아이겐값

b

(분산)

부정적

태도

(0.846)

미래세대는 환경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으므로 환경을

걱정할 필요 없다.
.814

3.183

(24.49)

환경파괴 때문에 발생하는 동식물 피해는 전 세계적으

로 보면 미미하다.
.796

환경을 보호하는 법은 나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한다. .760

환경보호는 나 같은 사람들의 생업을 위협한다. .759

우리가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

다.
.702

KMO=0.88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6069.254, df=78, p=.000, 총분산 설명력=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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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2.292는 연구질문의 해결을 위해 시행할 모형들에 투입될 변수를 정리한 것으로,

변수의 설명과 코딩방법,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팔당호 공익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속성은 가뭄방지, 홍수방지, 수질정화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팔당호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가뭄

피해 지역 용수공급 불가능', ‘홍수 방지시설 개선 필요 상황', ‘공업용수 및 정화 후 식수 가능'

등을 각각의 기본수준(baseline)으로 설정하였다. 연간 부담금액의 경우, 대안 중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의 ‘0'원이 기준이 되며, 5,000원, 10,000원, 20,000원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 변인과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인식이 고려된 확장 모형의 추정을 위해, 앞서 제시

된 자료를 가공 및 활용하여 등간 측정, 비율 측정, 더미 변수 등으로 투입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팔당호 공익 기능 수준에 따른 수자원 가치 평가에 앞서, 추정모형에 조절변수로

투입될 기후변화·환경 인식 군집에 대한 판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로짓 분석을 이용

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2.293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먼저, 추정 모형과 관련하여 우도

비는 -12847.08, 값은 883.367(p<.000)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

방문횟수, 직업군, 거주지역 등의 변수가 군집 판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를 해석하면 나이든 여성일수록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나타내며, 전

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밖의 직업군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팔당호에

방문경험이 많을수록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소득과 사회계층 인식은 집단 구분에 비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92 기후변화·환경보호 인식 군집 판별을 위한 로짓 분석

Variable Coef. S.E.
상수 -0.402 0.075 ***

성별 0.479 0.030 ***

연령 0.018 0.001 ***

월평균 가계 소득 0.000 0.000 　

사회계층 인식수준 0.010 0.010 　

방문횟수 -0.045 0.010 ***

직업군 -0.489 0.031 ***

거주 지역 0.112 0.031 ***

Model  883.367 (p<.000)

Log Likelihood Function (d.f.) -12847.08 (7)

No. of Observations 1,096
Note:

1) 종속변수: 기후변화·환경보호 인식 군집 (0=회피방관집단, 1=적극대응집단)

2) 독립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직업군(기타=0, 사무직=1); 거주 지역(0=경기, 1=서울·인천);

그 외=비율측정

3) ***: Significance at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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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로짓 모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2.293에 제시되었다. 먼저, Model I의 경우 총

6,576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LLF값은 -6768.53, Cragg-uhler의 Pseudo-
 는

0.146으로 양호한 수준의 모형 적합성을 나타냈다. 수요모형 중 가격을 나타내는 Bid(연간부담

액)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계수가 부(-)의 방향을 나타냄에 따라, 이론적 부호 역시 일

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팔당호 기능 속성의 추정계수들에서도 양(+)의 부호가 도출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이다. 이는 각 속성들의 수준이 증가할 시 현재 상황에 비해 선택 대안들을 선택

할 확률이 상승한다는 것이며, t-통계량 또한 유의수준 1%, 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규명

되었다. 즉 가뭄방지 시설과 홍수방지 시설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화된 물이 공급될수록 수도권

주민의 효용은 증가분을 얻는 것이다.

표 2.293 공익기능 수준별 수자원 가치 평가를 위한 조건부 로짓 모형 추정

Model
Model I

기본모형

Model II

확장모형
Variable Coef. S.E. Coef. S.E.
ASC -0.037 0.060 *** -0.417 0.145 ***

Drought_H 0.246 0.043 *** 0.247 0.043 ***

Drought_M 0.279 0.046 *** 0.278 0.046 ***

Flood_H 0.161 0.044 *** 0.164 0.044 ***

Flood_M 0.105 0.043 ** 0.107 0.043 **

Water_1 0.804 0.044 *** 0.807 0.044 ***

Water_2 0.514 0.045 *** 0.515 0.045 ***

Bid -0.669 0.030 *** -0.671 0.031 ***

ASC*Gen -0.003 0.054 　

ASC*Age -0.005 0.002 **

ASC*Income 0.000 0.000 　

ASC*Class 0.101 0.017 ***

ASC*Visit 0.184 0.023 ***

ASC*Job -0.116 0.055 **

ASC*Area -0.027 0.055

Log-L -6768.53 -6704.18

Pseudo-
 0.146 0.164

Observation 6,576 6,576

Note:

1) 더미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직업군(기타=0, 사무직=1); 거주 지역(0=경기, 1=서울·인천)

2) ***, **, *: Significance at 1%, 5%, 10% level.

사회·경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확장 Model II에서도 주요 속성에 대한 결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수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odel II: LLF=-6704.18; Pseudo-
 =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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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모형의 경우, 개별 특성은 대안 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ASC)와의 상호작용 형태

로투입되었다. 결과에따르면, 월평균 가계연령(p<.05)과 사회계층인식수준(p<.01), 팔당호방문횟

수(p<.01), 직업군(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문직종사자는 그 외의 직업군에속한 사람들에 비해 개선의의지가 낮다고 볼 수있

는데, 이는화이트칼라직종이통상적으로높은사회인식계층군에속함에도불구하고, 두 변수 간의

주목할 만한 연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는모형적합도가가장높은Model II 결과에기초하여아래속성별수준에따른한계지불

의사금액을산정하였다 (표 2.294 참조). 각속성의 MWTP의 t-통계량은가뭄방지와홍수방지의중

위에서 상위수준으로의 개선을 제외한 모든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가뭄방지

기능의 경우 피해지역으로의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중간 수준으로 개선되어 일부 지역

에 조달이 가능해질 경우, 가구당 연간 4,143원의 추가 지불의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p<.01), 완전 개선에 도달 시에는 반대로 462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홍수방지기능역시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상태(기준)에서 방지시설이일부개선의경우중간

단계까지의가치는 1,595원이며이는유의수준 5%에서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상위수준(전부

개선)으로의 개선은 849원의 증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였다. 국민은 팔당호

의가뭄방지와홍수방지기능이최상의상태로변화하는것을기대하지않는것인데, 환경및수자원

정책 계획 시 가계 효용 수준에 부합하는 비용을 할당하는 것 또한 고려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질정화의경우에는현재의 3급수수준(공업용수및정화후식수가능)에서 2급수(친수및정화

후 식수 가능) 그리고 2급수에서 1급수(식수사용 가능)로의 변화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분을 보였다

(p<.01). 지불의사금액에서도 각각 7,675원과 4,352원으로 나타나 가뭄방지와 홍수방지 기능에 비해

수질정화기능에서 상대적으로높은가치가인식되어있었다. 속성별로정산된MWTP의 합계를구

하면 비시장 재화의 총 가치가 산출된다.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개선 수준으로의 이동에 관해서는 지

불 의사금액을 '0'원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팔당호 공익기능의 가치는 17,765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294 Model II 추정 결과에 따른 한계 지불의사액 추정

속성 수준 변화　 MWTP(원)　

가뭄

방지

피해지역 용수공급 불가능 →
피해지역 용수공급

일부가능(50%↑)
4,143

**

*
피해지역 용수공급

일부가능(50%↑)
→

피해지역 용수공급

전부가능(100%↑)
-462 　

홍수

방지

방지시설 개선 필요 상태 → 방지시설 일부 개선(50%↑) 1,595 **

방지시설 일부 개선(50%↑) →
방지시설 전부

개선(100%↑)
849 　

수질

정화

공업용수 및 정화 후 식수

가능 (3급수)
→
친수 및 정화 후 식수 가능

(2급수)
7,675

**

*
친수 및 정화 후 식수 가능

(2급수)
→ 식수사용 가능 (1급수) 4,352

**

*
　가구당 연간 MWTP 합계 17,765 　
Note: ***, **: Significance at 1%,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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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결과

기후·환경 인식에 대한 군집을 도출한 뒤, 각 군집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

후변화 및 환경보호 인식에 따라 ‘적극대응 성향’을 나타내는 집단과 ‘회피방관 성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주요변수는 성별, 연령, 방문경험 횟수, 직업군 등

이었다. 즉 연령대가 높은 여성이면서 방문경험이 많을수록 ‘적극대응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사무직 종사자들은 ‘회피방관집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게 나타

났다.

수자원 관련 공익기능별 수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였다. 조건부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6,576의 관측치가 이용되었고, 속성별 수준 및 연간부담금이 적용된 기본 모형과 사회·경제 특

성 변수 및 기후변화·환경보호 인식 부가된 확장모형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개선의사에 대한 유

의성은 가뭄방지(50% 개선의사 표명), 홍수방지(50% 개선의사 표명), 수질정화(100% 개선의

사 표명)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한계 지불의사액은 4,143원(가뭄방지), 1,595(홍수방지),

12,027원(수질정화)이었고, 공익기능에 대한 총 가치는 가구당 연간 17,765원 이었다.

수자원 가치에 대한 기후·환경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적극대응집단’과 ‘회피방관집

단’ 간의 추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적극대응집단’의 경우, 가뭄방

지(50%), 홍수방지(100%), 수질정화(100%)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한 반면, ‘회피방

관집단’은 가뭄방지(50%), 수질정화(100%)에 대해서만 의사를 나타낼 뿐, 홍수방지에 기능에

대한 편익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두 집단 간의 한계 지불의사금액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적극대응집단’은 총 25,007원(가뭄방지=5,559원, 홍수방지=3,859원, 수

질정화=15,648원)인 반면, ‘회피방관집단’은 9,151원(가뭄방지=2,146원, 수질정화=7,004원)이었

다.

가뭄방지, 홍수방지, 수질정화 등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각 개선 속성에 따라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중요하게 반응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속성 별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개선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을 개방형 질문으로 수집하였으며, Tobit 모형으로 이

를 추정하였다. 수질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액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 사회계층인식

과 환경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정(+)의 방향 그리고 부정적 태도가 부(-)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쳤다. 가뭄방지 시나리오의 경우는 성별(남성)과 연령(고연령대), 환경보호 긍정적 태도가

정(+)의 영향을, 직업군(전문·사무직)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홍수방지 시나리오에서는 소득

이 많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지불금액이 증가했으며, 부정적 태도

는 이를 저감시켰다. 기후변화 대응 성향에 관한 변수는 지불금액모형에서는 비유의성을 도출하

였으나, 이는 환경보호 인식의 매개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기능 속성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추가로 시행

하였다. 주요 결과는 한계지불의사액이 ‘수질정화 > 가뭄·홍수방지’ 순으로 도출된 이유를 설명

하고 있었다. 2사분면(낮은 중요도, 높은 만족도)에는, 팔당호의 길이를 비롯해 폭, 깊이, 유속과

같은 공학적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개선 편익이 존재하는 4사분면(높은 중요도, 낮은 만족도)에

는 본 연구의 관심 속성인 수질정화에 대한 항목이 속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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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에 관한 학제간 인식론적 차원 접근에 관한 비교 분석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OECD

환경전망(2012)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경제는 약 4배 성장하고 인구는 20억 명 증가한다.

2050년까지 세계 물 수요는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약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

럼 세계 인구와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의 가용 수자원 총량은 산업발전

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관련 정책의제 형성 상황을 경제학, 공학, 환경학, 정치ㆍ행정학 등 다

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들 간의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넘어서서 이 분야의 정책주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가에 대한

동향에 관하여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자원 연구의 주요 의제와

적극적 정책주도자의 주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자원 거버넌스 및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다양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연구동향을 학제적으로 조사했다. 대상 분야는 공학적 접

근, 경제학적 접근, 정치적 접근에 의한 연구결과이다. 연구 분야에 대한 학제적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잠재적 이슈 및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언론 기고문을 분석였다. 기

고자의 출신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이후, 기고자들이 제시하는 핵심이슈, 이슈 유형, 이슈들

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문제가 정치와 정책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자원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차이와 여론주도자들의 의제형성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얻은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정길(2010)에서 비공식 정치과정 상에서 중립적 수자원분야

의 지식제공자로서의 전문가, 특히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4대강 사업’이 핵심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제로 쉽게 받아 들려지지 않는

것은 쟁점, 문제, 해결책의 과정 중에서 본다면 해결책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제간

의 통섭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Cobb가 Elder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아젠다가

되기 위한 다수의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 측면에서 수자원에 대한 학제간 거대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수자원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다양성은 있으나, 학제 간 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의

움직임은 적었다.

경제학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용부담체계를 정비해 수자원 관리비용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들은 수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가적 협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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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수자원 관리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수자원 분야에서 큰 변화이다. 과거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등으로 분리되

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 환경부로 통합된것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이변으로 받아 들려지고 있다. 향후 이런 거대한 조직 변경은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수자원과 에너지와의 문제, 물산업화에 대한 이슈도 포함할 수 있

도록 정부 조직의 문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 W-E-F Nexus 해석을 위한 D/B 구축 및 모형 설계

○ 용수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사용량 자료조사 및 D/B구축

지금까지 W-E-F 각 자원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세자원간의상호연계성이부각됨에따라어느한자원에서일어나는변화가나머지자원에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여 세 가지 자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물-에너지-식량 연계해석(W-E-F

Nexus) 모형 및 통합관리기술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세계각국의연구기관에서는W-E-F

Nexus 기술에대한개념을인식하고, 일부W-E-F Nexus 기술을선도하는국가및기관에서는각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일부의 기능이나마 W-E-F Nexus 모형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과

정을 거치고 있다.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및 다양한 활용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W-E-F Nexus 해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W-E-F Nexus 관련 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기존의 물(Water)-에너지(Energy)-식량

(Food) 각 자원의 관리 시스템에 따른 기간별, 용도별 공급 및 직접 수요 현황과 자원간의 연계

성에 따른 간접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W-E-F Nexus 관련 기술의 핵심 요소인 자원 간 간

접 수요는 구체적으로 물과 에너지의 공급 혹은 처리를 위한 식량수요,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물수요, 물과 식량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에너지 수요 등 모두 6가지 Activity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원관리 구조는 자원 간 간접 수요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

로 모형 구상에 앞서 국내외 주요국에서 용수, 전력, 식량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요구되는 타

자원 사용량에 대한 자료조사 및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180여 개국의 W-E-F 자원 공급, 수요 현황 자료를 자원별, 국가별, 연도별로 수집하고,

W-E-F 자원 간 연계성과 관련된 물, 에너지 원단위 및 물 발자국, 가상수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Excel 기반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2.733 W-E-F Nexus D/B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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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역에 적합한 모형 설계 및 관련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개발한 W-E-F Nexus Model에서는 물 자원의 수요를 직접 수요와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간접 수요로 구분하고, 에너지 자원의 수요를 직접 수요와 물, 식량 생산을 위

한 간접 수요로 구분하였으며, 식량 자원의 수요를 몇 가지 주요 작물 및 산업에 따라 구분하여

각 자원의 총 수요를 산정한다. 앞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모형을

적용하여 남한의 향후 30년간 자원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734 W-E-F Nexus 용수사용 구조에 따른 통계 자료 비교

그림 2.735 W-E-F Nexus 용수사용 구조를 적용한 사용량 예측 

(Vensim 출력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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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모형 평가 및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분석

㉮ 국내 총수자원 가치산정 및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 목적

전국 16개 시도별 산업용수 이용량과 기후변화 요인(강수량, 기온) 및 사회·경제적 통제 요인

(에너지사용량, 식량생산량, 지역총생산)에 대한 17년간 패널 자료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 산업

용수 이용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내 산업용수 이용량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수자원 투

입-산출 모델을 설정하고,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산업부문별 수자원의 잠재가격을 추정한다.

- 필요성

국내 물 수요와 기후변화 요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규명함으로써 기후변화(가뭄 및 극한 홍수) 대응 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

보한다. 국내 산업의 투입-산출 모형에 물 순환 구조를 반영한 뒤 선형계획법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부문별 산업용수의 가치를 추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는 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패널자료 모형을 활용한 산업용수 이용량 결정요인 분석

주요 물 수요에 대한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영향 변인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수를 선

정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요인으로서 강수량과 기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두 변수는 물

공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에 물 사용량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였다(한국환경·정책연구원, 2011). 기온의 상승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 가뭄과 같은 이

상 기후를 유발하고, 결국 물 공급량을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는 바, 두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부호는 각각 정(+)의 방향 그리고 부(+)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물-에너지-식량(WEF) 수급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세 가지 요인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국내의 WEF 연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물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WEF연계 요인으로서 총에너지사용량과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출하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식량생산량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상승분이 예

상되는 바, 인과관계의 방향을 모두 정(+)으로 설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 경제발전 수준 역시 물 이용량에 주요 원인인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물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는 바, 분석 모형 내 정(+)의 인과성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로 추가하였다. 그 외에 기후변화 요인 중 증발량을 고려하였으나, 패널분석에 적합한 자료

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결측값 등이 다수 존재), 인구수라는 중요 사회적 요인은

모형내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선행변수로 진단되어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 설명과 이론적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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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5 설명 변수의 사전적 함의

요인 변수 방향성 부호의 의미

기후변화

요인

강수량 + 수자원확보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

기온  온난화에 의한 가용수량 감소

 연계

요인

에너지사용량 +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

식량생산량 + 식량생산에 의한 물 사용량 증가

경제 요인  + 경제성장에 따른 물 소비량 증가

패널자료 모형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석 대상의 시공간적인 이질성을 반영한 인관관

계 도출에 있다. 이는 지역 간 그리고 시기 간에 동질성이 나타난다면 패널자료 분석은 일반

Pooled OLS 모형 추정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에 대한 각 지역

의 주요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가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산업용수 사용량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지역 간에 동일하지 않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변수(에너지사용, 식량생산, GRDP)도 다

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확한 통계적 검사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그림 2.736 산업용수의 지역간 시계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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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7 설명변수의 지역간 시계열적 분포

○ 주요 분석결과

자기상관성 진단을 위해Wooldridge 검정이 사용되었으며, 이분산성은Wald 검정으로, 동시상관

은 BP LM-test로 검사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성이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도출됨

에 따라, 패널 분석 모형 채택 시 본 정보를 토대로 적합성을 향상시켜 최종 모형을 선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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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6 자기상관, 동시상관 및 이분산성 진단 결과

    

 Pr  Pr  Pr
(1, 15)=15.467

0 .001

3
(120)=323.019

0.000

0
(16)=1198.17

0 .000

0

최종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위한 Chow F-test, Lagrangian

Multiplier test, Hausman Test 등을 실시하였다. Pooled OLS 모형에 비해 고정효과 및 임의

효과 모형의 적합성이 높으며, 임의효과에 비해 고정효과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모형은 자기상관성, 동시상관, 이분산성이 나타나는 패널자료임에 따라, 오차항의 분산을 추

정하여 가능일반최소자승 회귀모형(FGLS)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0.173 * 0.041 　 0.041 　 0.078 ** 0.133 ***

 1.259 *** -0.153 　 -0.153 　 -0.195 　 0.034 　

 -0.010 　 -0.041 　 -0.041 　 -0.028 　 0.090 **

 0.554 *** 0.140 ** 0.140 ** 0.333 *** 0.526 ***

 0.475 *** 0.120 ** 0.120 ** 0.230 *** 0.273 ***

 1.346 　 16.953 *** 17.353 *** 12.878 *** 7.797 ***

 　 　   서울 　 　 　 　 　
부산 　 　 -0.526 *** 　 　 　 　 　 　
대구 　 　 -0.372 *** 　 　 　 　 　 　
인천 　 　 -0.256 * 　 　 　 　 　 　
광주 　 　 -0.728 *** 　 　 　 　 　 　
대전 　 　 -1.198 *** 　 　 　 　 　 　
울산 　 　 0.017 　 　 　 　 　 　 　
경기 　 　 1.149 *** 　 　 　 　 　 　
강원 　 　 0.581 *** 　 　 　 　 　 　
충북 　 　 0.700 *** 　 　 　 　 　 　
충남 　 　 1.293 *** 　 　 　 　 　 　
전북 　 　 1.229 *** 　 　 　 　 　 　
전남 　 　 1.631 *** 　 　 　 　 　 　
경북 　 　 1.634 *** 　 　 　 　 　 　
경남 　 　 1.114 *** 　 　 　 　 　 　
제주 　 　 0.131 　 　 　 　 　 　 　

 67.51*** 1072.50***

 5　 5


 0.029 0.027


 0.869 0.886


 0.860 0.877

표 2.297 추정 모형 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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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모형 분석 결과, 강수량, 총에너지 사용량, 식량작물생산량, GRDP 모두 유의수준 5%이

내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기온의 효과는 비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

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탄력성은 강수량: 0.133, 에너지사용량: 0.090, 식량 생산량: 0.526,

GRDP: 0.27이다. 기후변화 요인과 비교 시, 사회·경제 요인이 산업 용수 이용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자원 공급과 수요의 주요 결정변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

며, 설명요인의 효과가 비탄력적인 원인은 가용수 자원량에 제약(물부족)이 있다는 점에서도 찾

을 수 있다.

더불어, 농업 부문의 물 사용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및 저수지 구

축 등으로 농업용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식량생산 비탄력성의 원인이라 해석된

다. 그러나 각 설명변수와의 유의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국내의 세 자원 간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암시하고 있다.

○ 물 투입-산출 모형과 선형계획법을 활용한 산업용수의 잠재가치 분석

산업용수 이용량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2017)에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농업용수는 논용수에 밭용수 및 축산용수를 합한 수자원량으로 약 18,704백만㎥가 이용된 것으

로 집계되었다. 공업용수는 상수도 이용에 하천수와 지하수 이용량을 더한 것이며, 총 1,890백

만㎥이 사용되었고, 생활용수의 경우 상수도 이용에, 미급수지역 및 지하수 이용량이 가정용, 업

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기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용수의

잠재가격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농업을 비롯해 업종분류가 명확한 공업용수는 각 업종의 산업용

수량으로 채택할 수 있었으며,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중 산업용수 업종으로 미분류된 부문의 사

용량은 생활용수 중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분류의 이용량과 공업용수 중 미분류 상의 사용량

을 통합하여 서비스업으로 명명하고 이들 대분류를 단일 부문으로 재설정하였다.

수자원총량은 연평균 하천유출량에 손실량을 더한 강수총량 값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유지용

수(하천 유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수)이용량은 제외하였고, 더불어 공업

용수의 경우 2014년 국가수자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집한 계획입지공단의 이용량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산업용수 이용 출처가 불분명한 자유입지공단의 854,715㎥ 사용량(산업용수 이용량

중 약 3.6%)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0.887 0.417

 0.101　 0.101

 0.987 0.944

 0.893*** 0.991***

 272 272 272 272 272

  (15, 251)=202.78, Pr>=0.000
  (01)=1654.78 Pr>=0.000

  (5) Pr>=0.000
  ***, **, *:   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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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8 수자원 자료 수집 결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구분 이용량 구분 이용량 구분 이용량

논 용수 14,068 음식료 155 　가정용 3,278

밭용수 4,348 섬유 113 업무용 255

축산용수 289 목재 58 영업용 1,376

　 석유 338 욕탕1종 76
　 비금속 50 욕탕2종 0.03

　 제1차 405 전용공업용 141

　 기계 110 기타 73
　 전기 151
　 운송 225
　 기타 99
　 미분류 185
계 18704 계 1890 계 5199

산업용수 이용 부문의 재설정을 위해 한국은행 2014년 투입산출표 내 대분류를 산업용수 부

문에 맞추어 재설정하였다. 산업용수 사용 분야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서비스업용수 사용 업종

으로 대분되며, 유사 업종 간의 결합을 통해 12개의 산업용수 사용 부문을 재정의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공업용수 이용 업

종 분류 기준으로 산업부문을 초기 설정한 뒤, 농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추가하였다.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운송장비, 기

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부문은 독립적으로 물 사용량이 측정되어 있었으므로, 대분류의 기준

에 따라 단일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농림수산품과 광산품은 농업용수 이용 업종(농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금속제품과 기계 및 장비 부문

을 합쳐 기계부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정밀기기를 통합하여 전기전자 업종으로 명명하였다.

산업용수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수자원 사용량을 물량단위에 기준하여 천㎥

로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12개 부문의 투입계수와 부가가치 계수, 물 투입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용수의 투입량은 2014년 국민경제를 균형으로 이끄는 용수 이용량이라 가정할 수 있

다. 산업연관표의 행부문은 업종별 비용의 투입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 부분과 노동 및 자본 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그 합

계가 총투입액이 된다. 열 방향의 요소는 각 업종의 생산물 판매 배분구조를 보여준다. 중간수

요와 최종수요 그리고 수입에 의해 총산출이 결정되며, 이 수치는 총투입과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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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8 물산업연관표 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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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수와 다른 생산관계의 제약 속에서 경제의 총산출을 최대화하는 최적 해결법을 계산하

고, 이때 수자원 이용가능성의 변화에 따른 총산출 변화를 통해 경제 내 물 공급제약에 따른 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검증하였다.

다음 분석결과는 산업용수 제한 조건 영역에 대한 부문별 잠재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잠재가격

은 다른 변수의 계수가 일정하게 고정 시 제약조건식의 제한 수자원 1단위 증가에 따른 목적함수

값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의 잠재가격은 음식료업, 섬유의복업을 제외하고 모두 양수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제한 수자원 상수가 1단위 증가할 시 목적함수 값이 잠재가격만큼 증가함을 의

미한다. 음식료업과 섬유의복업의 경우 미사용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1단위 추가 이용은 미사

용 자원의 사용을 의미할 뿐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잠재가격이 0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 잠재 가격의 크기는 전기전자(699,428원/1㎥) > 기계(571,661원/1㎥) > 서비스

(421,630원/1㎥) > 운송장비(250,625원/1㎥) > 기타제조(249,226원/1㎥ > 비금속소재

(202,846원/1㎥) > 석유화학(188,398원/1㎥) > 목재종이(176,719원/1㎥) > 제1차금속(99,191

원/1㎥) > 농업(1,382 원/1㎥)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 투입량 대비 부가가치 생산 수준

에 의해 결정된 잠재가치임을 의미한다.

업종 구분 잠재 가격 제한 수자원
허용 가능

증가치

허용 가능

감소치
농업 1.382 18,704,262 2,646,396 147,273

음식료업 0 155,432 ∞ 560
섬유의복업 0 113,299 ∞ 314
목재종이업 176.719 57,794 64 7,351
석유화학업 188.398 338,487 847 10,799
비금속소재업 202.846 49,900 470 26,084
제1차금속업 99.191 404,556 647 119,122
기계업 571.661 109,645 566 14,584
전기전자업 699.428 151,366 726 12,000
운송장비업 250.625 225,235 243 13,367
기타제조업 249.226 99,262 692 2,430
서비스업 421.630 2,105,675 1,771 4,662

 1) 잠재가격 단위: 백만 원 2) 수자원 단위: 천㎥

표 2.299 산업별 용수의 잠재가격 추정 결과

○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요인(강수량, 기온)을 비롯해 WEF(물-에너지-식량) 연계 요인인

에너지 사용량과 식량 생산량, 그리고 사회경제요인으로서의 GRDP를 이용한 패널자료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용수 이용량에 미치는 인자와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물 공급이 아닌

수요에 대한 패널모형 결정요인 분석은 선도적인 시도였다고 판단되며,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각 설명변수의 탄력도는 산업용수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 투입-산출 모형을 설정하고 선형계획법을 이용해 국내 산업 구조 내에서 산업용수가 지니

는 잠재 가격을 산출하였다. 일반균형분석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결정



- 924 -

되지 않으며, 타 부문 간의 상호 의존관계까지 포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내 모든 부문

과의 연관성이 반영된 물의 가치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도적 시도로 산업 부문별 용수

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했으며, 이러한 추정 모델링은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보완된 자료가 수집

가능할 시 그 타당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는 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좋은 국가가 추구해야할 정책 측면에서도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바

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평가는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가 좋다는 점에서는 응답자

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국가적 지향에

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현실의 투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은 정부라는 것

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민주주의에 따라 구현하는 것”이고, 좋은 정부에서는 할 일은 “법치

에 따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차년도의 작은 성과는 좋은 정

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의 일단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W-E-F Nexus 평가모형 개발

W-E-F Nexus 기술의 핵심은 물(Water)-에너지(Energy)-식량(Food) 각 자원의 확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수요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W-E-F 자원관리

구조는 자원 간 간접 수요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로, 특정 자원의 개발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타 자원과의 영향을 예측하고,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위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자원의 수급 및 활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러한 자원 부족 현상을 대응하고 완화

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W-E-F Nexus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수립 과정은 아래와 같다.

또한, W-E-F 자원의 사용에 따른 연계성을 그 과정에 따라 개념도로 나타내어 접근한 바 있으

며, 이를 시스템 동적모형(System Dynamics Model)인 Vens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W-E-F Nexus 해석 모형을 개발하였다. W-E-F Nexus 해석 모형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집된 W-E-F 자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개발 모형의입력 자료로 활용하는한편, 그 자체로 효율적인자원 관리에 기여하고자하였다.

특히, W-E-F 데이터베이스는 Excel 기반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구축되어 자료의 수정 및 보

완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 모형의 입력 자료로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향

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시 적용대상 지역 내 공급, 수요 등 초기값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본연구에서는앞서개발한W-E-F Nexus 데이터베이스및해석모형의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 모형을 국내외에 적용하고,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W-E-F 연계해석 기술 활용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자원거래 및 최적화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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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수자원 및 에너지 분배 계획 평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W-E-F Nexus 평가 모형(Vensim-base 모형)을 활용하여,

W-E-F 연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폭 넓은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에 적용하였으며, 적용대상 범위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한 바 있

는 국가 전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Nation-wide)로 수행되었다.

각 적용대상 국가의 2012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향후 30년에 걸친 W-E-F 연계 해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W-E-F 자원 공급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각 자원 환경의 변화는 RCP

6.0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각 국가별로 현재 수립중인 농업 및 발전시설 개발 계획을 기준으

로, W-E-F 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한 W-E-F 자원의 장기적인 공급 전망을 분석하였다.

그림 2.739 금회 최적 수자원 및 에너지 분배 계획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 국내 시범유역 적용 및 평가

국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W-E-F Nexus 해석모형 적용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구축된 데이터 및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준년도 이후 향후 30년간 국내 농경지 면적의

변화 추세와 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

할 경우, 물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식량 자원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물, 에너지 자원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Variables Unit South Korea

General

Information

Population person 50,004,441
Population grow rate % 0.45
Workers in industry % 12.27
GDP per capita US$/person 24,453.97
GDP grow rate % 2.29
Land area  100,030

Reservoir capacity million  15,698.914
Groundwater million  13,300

Water Treatment Water Treatment Plant /day 30,944,000

표 2.300 국내 W-E-F Nexus 해석을 위해 활용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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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이후향후 30년간국내농경지면적의변화추세와에너지발전시설확충계획을바탕으로

수립된기준시나리오에대한W-E-F Nexus 해석결과, 물, 에너지, 식량각자원의공급안정성은아

래와같이나타났다. 기이러한W-E-F Nexus 해석결과는예를들어기준시나리오결과를참고하여

식량수급계획과같은정책을통해국내농경지감소추세를완화시키거나, 국제무역을통한식량수

입량을점차늘려나가는방안을통해식량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등장기적인자원부족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2.740 기준시나리오 적용 W-E-F 자원별 공급안정성 평가결과

- Scenario 1: Intermittent droughts

향후 30년 중 특정 기간에 걸쳐 간헐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그

림과 같은 연강수량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모의에서 가정한 시나리오 1에 따르면, 30

년 중 약 6개년에 걸쳐 가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감소된 강수량 또한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나타난 가뭄 시기에 맞추어,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가뭄이 2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2032,

2033년의 경우,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의 생산 및

공급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ariables Unit South Korea

Plant Capacity
Waste Water Treatment Plant /day 24,500,000

Desalination Plant /day 180,000

Electricity Power

Plant Capacity

Hydro Power Plant MW 894
Coal Thermal Power Plant MW 22,845

Natural Gas Thermal Power Plant MW 13,012
Fuel Thermal Power Plant MW 5,507
Nuclear Thermal Power Plant MW 17,662

Agriculture area

Paddy field Ha 853,823
Fruit plantation area Ha 33,680

Vegetable plantation area Ha 1,488,000
Farmland Ha 1,7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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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2: Constant agricultural land area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농경지 면적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농경지

면적 감소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공급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농경

지 면적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 2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그림

과 같은 연도별 농경지 면적 추세를 따른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농경지 면적

이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증가하고, 일정 수준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 안정성이 일부 감소

하는 기간이 존재하며, 이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생산 가능한 식량 자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식량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소모되는 물, 에너지 자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 감소는 연쇄적으로 해당 기간 내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자원의 공급안정성을 증

가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이 타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E-F 자원의 연계성에

따라 결국 해당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Scenario 3: Constant power plant capacity

우리나라는증가하는 에너지소비에 맞추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다양한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화석 연료,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발전설

비를 통해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발전 용량의 증가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공급에 미치는 장

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모의하였

다. 또한시나리오 3에 의한구체적인 에너지발전용량의 차이를파악할수 있다. 국내를대상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이 때, 에너지 발전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W-E-F Nexus 해석모형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있어 물, 식량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소비 우선순위가 에너지 자원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시나리오 3 모의 결과에서는 자세히 파악할 수 없으나, 에너지 공급안정성의 감소는 에너지

생산 시 서로 다른 발전유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 시나리

오에서는 화석,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발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발전유형에 따라 W-E-F 자원

간 연계성에 의한 발전효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 시, 에너지의 생

산과 공급 과정에 따른 타 자원의 연계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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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자원 관리 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 수자원의 관리 및 활용체계에 관한 경제발전양상에 따른 국제적 비교 분석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재원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일부는 정부의 재원으로 보조하여 상수도 관리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

러한 제도 하에서 상수도 관련 조직은 대리인으로서 자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상수도 가격은 최적의 균형점이 아닌 다양한 수준의 차선(sub-optimal)

의 균형점에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상수도의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선거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재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있는 인기 없는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에서는 상수도 가격결정에 참여

하는 주요 행동주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초래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와 같은 상수도 가격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재원 확보 측면이다. 상수도 요금은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투자와 운영 및 유지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즉 상수도 요금제는 수익자 부담원칙

및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투자재원은 이른바 3T(Tariff, Tax, Transfer)로 구성되

는데, 후진국들은 국제지원(transfer)의 비중이 높으나 선진국일수록 요금(tariff)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OECD는 우리나라가 물 분야 서비스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분야 지출을 40% 이상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OECD, 2006: 313). 이는 현재

의 가격 유지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물 수요관리 측면이다. 적정한 물 가격은 소비자의 물 낭비를 방지하고 물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물 부족(scarcity)은 물리적 현상만은 아니며, 가용 수자원 대비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물에 대한 합리적 가격부과를 통하여 물의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

인당 물 소비량은 280ℓpcd(Liter per Capita Day)로 독일 127ℓpcd, 덴마크 131ℓpcd 등으

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

세 번째는 물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다. 적정한 가격은 경쟁적인 사용자 간에 가장 효율적

으로 물을 배분하도록 한다. 즉, 세계적으로 물은 희소한 자원인 바, 사회를 위한 보다 많은 편

익을 창출하는 곳에 많이 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는 물 사용에 있어서 기회비용에 관한

것으로, 농업용수에서 공업용수나 가정용 용수로의 전환, 농촌 관개용수에서 도시 용수로의 전

환, 현재의 사용에서 미래의 사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상수도 가격결정과정에서 왜곡이 초래되는 비난회피 전략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의제화 회피,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권한축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

다. 또한동일한수자원분야이면서선거직의사결정자가책임을맡고있는지방상수도의가격결정과

선거직이 아닌 의사결정자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물부담금의 가격상승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선거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 비난회피 전략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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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는 비난회피 전략이 공공요금 결정의 정치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책적

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격결정 기제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분 지방상수도(서울) 광역상수도(K-water) 물이용부담금(한강)

가격정책목표 물가안정 물가안정 환경보존

규제기관 지방정부 건설교통부(기재부합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자 선출직 위원회 위원회

규제방식 투자보수율 규제(총괄원가)

표 2.301 분석 대상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 사업자는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의사결정 기관에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의사결정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난을 회피할

수 있다. 먼저는 무의사결정(비의제화)을 통해서 요금인상의 문제를 의제로 만들지 않는 것이

다. 또한 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제3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자신에게 비난이 돌

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관의 의사결정 재량을 스스로 축소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을 인상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재정의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저지하거나 인상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발생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의사결정자가 선거

직인 지방상수도와 의사결정자가 선거직인 아닌 광역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의 경우를 비교하

여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의 상승률의 차이 등을 t-test

를 통해 검증하고 의사결정자의 선거직 유무가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또한 이들

의 가격결정의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상수도 사업이 외청형 사업본부로 분리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된 1990년 이후 가

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환경부 등의 공개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획득하였다. 양적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수도 가격결정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분석을 병행하였다.

상수도 요금의 결정과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거나 상수도 요금이 반드시 인

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비난회피의 전략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

는 가격결정에 대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원가 정보가 부족하여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

문이기도 하다. 현재의 원가구조 하에서 표면적으로 경상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

에서 굳이 가격을 인상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원가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취수장, 정수장, 관로 등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통해서 공사와 지방정부의 요금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실화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가격결정 구조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가격인상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상수도 공급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더라도,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 상수도 요

금의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기준을 제시하고, 보조금 등

과 강력하게 연계시킨다면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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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요금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등을 사유로 의회에 책

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현행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달성 가능성을 비교

하여 요금 결정 절차를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

㉯ W-E-F Nexus 평가모형 확장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W-E-F 연계에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

FAO (2014)는 메콩강을 대상으로 수력발전용 댐 건설 사업의 효과를 W-E-F Nexus 관점

에서 분석한 바 있으며, 제시된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경우 자원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물 공급 추

진 사업의 기대 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DOE는 물과

에너지 자원의 연관성을 통해 자원 이용 시스템을 평가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미래 자

원 현황을 예측하는 등 Nexus 기술의 효과를 조사·분석한 바 있다. 관련 분석에서는 미국 내에

서 이용되고 있는 물과 에너지 자원의 용도별 현황을 통해 자원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

반으로 다가올 미래 자원 환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K-water (2017)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W-E-F Nexus 기술 개발과 정책적 활용가치의 연관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영향

식량안보

(Food Security)

- 연간 $ 476 million의 경제적 손실

- Riverbank garden의 54% 손실

- 침수를 통해 농지의 20% 손실

- 수산물 자원 16% 손실(연간 360,000톤)

- 농지의 7,962 Ha 손실

- 연간 22,475톤의 쌀 손실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 2025년 예상수요의 6∼8%

- 탄화수소 기반 전기 의존도 감소

- 석유 및 가스 수입 감소

- 전력 수출 및 세금으로 인한 정부수입 증가

- 일부 지역의 관개 및 농업생산성 증가

물 발자국

(Water Footprint)

- 식품 재고 및 생산을 위한 물 사용 증가

- 가축 생산에 필요한 물 7% 이상 요구

- 논 17,866 Ha를 위한 관개 증가

사회 경제적 이득

(Socio-economic

benefits)

- 약 79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 2010년∼2030년 동안 약 18억∼25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수행저수지로 인해 6,942명은 직접 영향을 받으며 2백만 명은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됨
온실가스배출

(GHG Emissions)
- 2030년까지 온실가스(CO2) 저감효과 5,200만 톤

* 물 발자국은 가정용수와 산업용수로 사용된 가상수(Virtual water)의 총량을 의미

표 2.302 Mekong River 수력발전용 댐 건설사업의 영향 평가 (FA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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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력공사(EDF, Electricite de Ferace)는 물, 에너지, 식량을 서로 연계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정책(협약) 측면에서 에너지 발전과 관개시설 간에 물을 할당하고, 물 절약을 촉진시

키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써, 프랑스의 현재 및 미래의 예상 에너지 가격을 근거로 EDF가 1

m3 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가치와 연계해 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관련 방

법을 적용할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물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관개시설이 물을 절약

함으로써 얻는 보수의 측정이 가능하며, 물 사용 조절의 혜택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EDF의 기존 물 할당 방법에 따르면, 90년대 후반까지는 법에 따라 저수지 내 용수를 인근 지역

내 사용자들에게 할당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기존의 규정이 수자원 낭비를 방지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산정 방식을 통해 시범적으로 지역의 주요

농업 관개시설 두 곳과 물 절약 협약(Water Saving Convention)을 체결하고, 이러한 장려책

제공은 관개시설이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공적인

협약 효과에 힘입어, 프랑스 론-메디테라니-코르시카(Rhone-Mediterranee-Corse) 물 관리국

은 본격적으로 2014년 EDF와 동일한 기술을 듀랑스 강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물을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통합관리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강수량 및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수문해석모형을 연계한 모형의 확장 및 적

용성 확대

W-E-F Nexus 평가모형의 수행 절차에 의하면, W-E-F Nexus 연계해석 시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입력받는 자원의 공급 및 수요 배경은 기후 및 통계자료와 같이 사용자를 통해 임의로

결정 가능한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의 공급 안정성 및 이용효율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W-E-F 각 자원의 직접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 공급원 별 생산 및 공

급 방안이 되며, 이는 W-E-F 자원의 간접 수요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W-E-F 자

원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따라, 각 공급원의 지속 가능성, 공급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간접

수요 발생, 각 자원의 공급 안정성 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사용자는 W-E-F

Nexus 연계해석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수급 방안의

탐색을 목적으로 본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 자원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W-E-F 경제성: 자원거래모듈(Resources Trade Module)

이는 모든 자원의 수요를 대상 지역 내에서의 공급 환경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원의 자급률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 등을 수입하는 것과 같이, 실제 단위 지역 및 국가에서

는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수입하거나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풍부

한 자원을 수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지역

을 대상으로 한 W-E-F 연계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급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원거래모듈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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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W-E-F 자원거래모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은 다수의 지역에 대해

W-E-F 연계해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대해서 자원별

과부족 또는 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서는 해당 자

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과부족량을 수입 목표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잉여

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을 수출 가능량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해당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타 자원의 간접 수요량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모든 대상지역에 대하여 각 자원의 수입 목

표량 또는 수출 가능량을 산정한 이후, 각 지역에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타 지역을 탐색한 이후, 수입 목표량과 수출 가능량을 비교하여 실제 수입량을 결정한다. 이 때,

해당 자원을 다수의 지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경우, 모형은 자원 수출에 소요되는 타 자원의 간

접 수요량이 더 적은 지역의 수출 가능량을 먼저 소비함으로써 전체 대상 지역의 자원 이용효율

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거래를 수립하며, 수출 지역에서는 실제 수입량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출

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앞서 수행된 W-E-F 연계해석 절차와 다르게 자원의 수입

을 새로운 공급원으로서 고려하게 되며, 자원의 수출을 새로운 수요지로 고려하여, W-E-F 연

계해석을 재수행한다.

그림 2.741 W-E-F 자원의 지역, 국가 간 자원거래 개념

아래의 그림을 W-E-F 평가모형을 활용한 자원거래모듈의 구조 및 모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원의 실제 수입량 및 수출량은 앞서 소개한 최적화모듈에서의 새로운 결정변수로 추

가할 수 있으므로 자원거래모듈과 최적화모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42 W-E-F Nexus 평가모형의 자원거래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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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치평가 기반 수자원 관리 기법 개발 및 수자원 활용 거버넌스 체
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치평가 기반 수자원 관리 기법 개발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공업·생활용수의 가치를 산출

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공업·생활용수의 미래가치를 산출함으로써 국내 기

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내기업의 해외 수자원 사업진출 시 물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필요성

본 연구는 세계 각 국가의 용수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World Bank 2014년도 자료를 기초

로 예측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검토 결과 추출된 중요 변수를 비롯해 다양한 2차 자료 지

표 중 유의미한 추가 변수를 도출하고 간명한 변수 구성으로 안정적인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세 개 모형(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에서 활용된 종속지표는 물 생산성(water

productivity) 변수로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부문 GDP 대비 농업, 공업, 생활용수 사용량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World Bank,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생활용수의

가치는 가정용수의 가치가 아닌 공업용수 중 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업 용수로서의 생활

용수 생산성을 의미하게 된다20).

농업용수 가치 추정 모형에 투입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농업용수의 수자원 생산

성으로 농업용수 사용량 투입량 대비 농업부문 GDP(불변 2010년 US$)로 측정된 지표이다. 이

에 대한 예측변수로는 강수량, 인구증가율, 농업용수 사용률, 경작지(% of land area), CO2 배

출량이 적용되었다. 공업용수 모형의 경우, 종속지표는 공업용수의 수자원 생산성(공업용수 사

용량 투입량 대비 공업부문 GDP)이며, 이는 강수량, GDP증가율, 공업용수 사용률, 에너지 사

용량, CO2 배출량에 의해 설명된다. 생활용수(제조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업 용도의 생활용수)

추정 모형의 경우에도 생활용수의 수자원 생산성(공업용수 사용량 투입량 대비 서비스업 부문

GDP)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었으며, 도시 인구(전체 대비 %), 인구 백만 이상 도시 비율), 생활

용수 사용률,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CO2 배출량이 독립변인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CO2는 세 모형에서 기후변화 수준을 나타내는 조절변수로서 kg per 2010 US$ of GDP 기준

으로 측정된 지표이다. 다음의 표 2.303은 각 모형의 투입변수를 정리한 것이며, 표 2.304는 변

수의 측정 단위를 보여주고 있다.

20) 최종수요 측면의 생활용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사장 재화의 자치가 반영된 대리 지표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는 자

료 부재로 인한 한계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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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3 용수 추정 모형 내 투입변수

농업용수 모형 공업용수 모형 생활용수 모형a

(종속) 농업용수 생산성

(독립)

 : 강수량

 : 인구증가율

 : 농업용수 사용률

 : 경작지

 : CO2 배출량b

(종속) 공업용수 생산성

(독립)

 : 강수량

 : GDP성장률

 : 공업용수 사용률

 : 에너지 사용량

 : CO2 배출량

(종속) 생활용수 생산성

(독립)

 : 도시 인구

 : 인구 백만 이상 도시 비율

 : 생활용수 사용률

 :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CO2 배출량

NOTE:

a) 서비스(산업)용수로서의 생활용수 생산성 b) kg per 2010 US$ of GDP

표 2.304 투입 변수의 측정 단위

변수 단위

강수량 Average precipitation in depth (mm per year)

농업용수 사용률

% of total freshwater withdrawal공업용수 사용률

생활용수 사용률

인구 증가율 Population growth (annual %)

CO2 배출량 CO2 emissions kg per 2010 US$ of GDP

경작지 Arable land (% of land area)

에너지 사용량 Energy use (kg of oil equivalent per capita)

도시 인구 Urban population (% of total)
인구 백만 이상 도시

비율

Population in urban agglomerations of more than 1 million

(% of total population)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GDP 성장률 GDP growth (annual %)
농업∙공업∙생활용수

생산성

Water productivity (constant 2010 US$ GDP per cubic

meter of total freshwater withdrawal)

○ 분석결과

농업, 공업, 생활용수 생산성의 경우, 대륙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수량

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기타 대륙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증가율은 유럽<아메리카=오세

아니아=아시아<아프리카 순이었다. 경작지의 경우, 유럽이 가장 넓고 오세아니아가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으며, GDP 성장율은 아시아가 가장 크고 유럽이 가장 낮았다. CO2배출량의 경우

오세아니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아시아 순이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게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비 도시인구 비율의 경우, 아시아=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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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오세아니아 순이었으며, 인구 1백만 이상의 비율도 오세아니아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

로 농업용수 사용률은 유럽이 가장 낮고 그 외 대륙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공업용수

사용률은 반대의 경우(아프리카=아시아=아메리카=오세아니사<유럽)를 나타냈다. 한편, 생활용

수 사용률에는 대륙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분　 n
전체 Asia America Europe Africa Oceania

160 24 32 45 56 3

농업용수

생산성

평균 27.83 2.79 6.31 46.32 37.26 4.55
표준

편차
118.01 5.22 14.57 72.68 186.97 2.38

공업용수

생산성

평균 147.13 125.98 83.81 90.06 242.32 71.06
표준

편차
327.91 250.11 186.29 198.35 467.77 53.17

생활용수

생산성

평균 112.30 161.41 63.63 169.64 71.71 136.24
표준

편차
214.49 474.51 49.60 158.57 101.97 56.26

강수량
평균 1149.26 1662.67 1771.19 762.80 859.21 1619.33
표준

편차
763.90 818.21 682.41 372.11 659.51 1033.62

인구증가

율

평균 1.39 1.37 1.02 .25 2.54 1.22
표준편차 1.25 .69 .51 .80 1.09 .46

경작지
평균 15.82 16.99 10.11 22.34 13.89 5.79
표준

편차
13.95 15.27 8.35 14.82 13.64 3.41

CO2

배출량

평균 .49 .67 .42 .48 .47 .27
표준

편차
.37 .47 .33 .41 .30 .06

GDP

성장률

평균 3.48 5.16 2.78 2.11 4.24 3.87
표준

편차
2.67 2.65 2.69 2.34 2.36 1.55

에너지

사용량

평균 2438.39 2114.79 2194.43 3036.71 1807.37 4944.06
표준

편차
2709.79 2348.69 3264.02 2650.45 2480.05 543.29

도시인구
평균 56.61 47.54 61.81 66.81 48.27 76.30
표준

편차
22.16 23.43 23.24 15.08 21.47 19.93

1백만

이상 인구

평균 23.95 25.44 33.62 20.08 19.95 44.23
표준

편차
15.58 24.47 11.27 9.03 13.36 20.89

농업용수

사용률

평균 53.61 71.56 58.85 27.57 63.40 62.07
표준

편차
32.99 32.25 27.68 30.04 27.27 3.41

공업용수

사용률
평균 19.09 10.15 12.79 41.28 8.88 15.61

표 2.305 대륙별 주요변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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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가치를 추정한 모형을 나타낸다. 모형의 회귀식은 =73.51(p<0.01)으로 하게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76.7%를 보였다. 결정변수 인구증가율, 농업용수사용율, CO2배출량이었으며,

유의수준은 각각 1%, 1%, 5%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농업용수

의 사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CO2배출량이 농업용수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이며, 인구 증가

에 따라 농산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

수사용량 및 경작지의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 변수의 경우는 유의성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농작물 생산에 농업용수가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306 농업용수가치 추정모형

변수　 β S.E.

상수 3.872 .726 ***

강수량 .016 .093

인구증가율 .232 .066 ***

농업용수 사용률 -.050 .004 ***

경작지 .012 .008

CO2 배출량 -.922 .427 **

농업용수xCO2 .001 .006

경작지xCO2 -.007 .012

=73.51(p<0.01),  =76.7%

NOTE: *: p<0.10, **: p<0.05, ***: p<0.01

=17.78(p<0.01)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50.5%였다. 유의한

변수로는 강수량은 유의수준 5%, GDP상승률과 공업용수 사용률, CO2배출량, 에너지와 CO2

배출량의 상호작용은 유의수준 1%, 그리고 공업용수사용량과 CO2배출량 간의 조절효과는 유

의수준 10%에서 의미를 보였다. GDP상승률 증가에 따라 공업용수의 가치는 증가하였으나, 과

공업용수사용률과 CO2배출량의 증가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공업용수사용량

이 용수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CO2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에너지사용율의 경우 용수가치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는 CO2배출량이 더 많아

질수록 그 효과가 커졌다.

구분　 n
전체 Asia America Europe Africa Oceania

160 24 32 45 56 3
표준

편차
23.83 14.87 16.47 30.32 9.56 6.24

생활용수

사용률

평균 25.50 14.10 28.57 26.78 27.77 22.31
표준

편차
22.13 20.26 25.77 21.96 20.31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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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7 공업용수가치 추정모형

변수　 β S.E.

상수 5.875 1.910 ***

강수량 -.314 .123 **

GDP상승률 .115 .042 ***

공업용수 사용률 -.024 .007 ***

에너지 사용량 .161 .204

CO2 배출량 -8.064 2.021 ***

공업용수xCO2 -.023 .012 *

에너지xCO2 .946 .266 ***

=17.78(p<0.01),  =50.5%

NOTE: *: p<0.10, **: p<0.05, ***: p<0.01

생활용수 모형의 경우, 회귀식은 =16.84(p<0.01)로 유의했고 모형 설명력은 48.5%였으며,

이는 표 2.308에 나타나 있다. 도시인구, 생활용수사용률, 생활용수와 CO2배출량 간 상호작용

항이 유의수준 1%, 10%, 1%에서 각각 유의하였으며, 그외 변수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

았다.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CO2 배출량 자체가 용수의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는 물 이용과 관계되어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즉 생활용수의 이용은 생산성은 높이나, 이러

한 정적 관계가 CO2 배출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308 생활용수가치 추정모형

변수　 β S.E.

상수 2.393 .317 ***

도시 인구 .030 .008 ***

인구 백만 이상 도

시
-.003 .007

생활용수 사용률 .014 .007 *

Improved sanitation .003 .005

CO2 배출량 -.129 .369

생활용수xCO2 -.057 .019 ***

=16.84(p<0.01),  =48.5%

NOTE: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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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9 대륙 간 용수의 현재가치 차이 분석

용수구분 대륙　 n　 평균　 표준편차
집단

세분화
F

농업용수

현재가치

아시아 22 3.68 10.82 b

12.013***

아메리카 27 3.49 5.71 b

유럽 41 24.99 22.16 a

아프리카 55 8.53 13.98 b

오세아니아 3 2.68 .34 b

평균 148 11.33 17.45

공업용수

현재가치

아시아 22 70.19 44.04 ab

5.719***

아메리카 27 64.74 29.38 ab

유럽 41 52.09 53.33 b

아프리카 55 156.54 184.75 a

오세아니아 3 125.40 50.93 ab

평균 148 97.39 126.42

생활용수

현재가치

아시아 22 50.64 58.69 b

9.631***

아메리카 27 96.51 54.57 a

유럽 41 106.15 76.14 a

아프리카 55 44.84 33.68 b

오세아니아 3 119.85 57.52 a

평균 148 73.64 62.30
NOTE:

1) ***: p<0.01

2) 사후검정은 Duncan Test 10%수준에서 시행한 평균차이: a>b>c

먼저, 농업용수의 평균 가치는 $11.33, 공업용수는 $97.39, 생활용수는 $73.64였다. 대륙별 농

업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3.68, 아메리카=$3.49, 유럽=$24.99, 아프리카=$8.53, 오세아니

아=$2.68이었으며, 공업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70.19, 아메리카=$64.74, 유럽=$52.09, 아

프리카=$156.54, 오세아니아=$125.40이고, 생활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50.64, 아메리카

=$96.51, 유럽=$106.15, 아프리카=$119.85, 오세아니아=$73.64였다.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유의수준 10%)으로 집단세분화 시행한 결과, 농업용수 경우

유럽의 용수 가치가 나머지 대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수의 가치는

유럽<아시아=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 순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국

가에서 공업용수의 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생활용수는 아메리카 및 유

럽의 가치가 기타 대륙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에 기여도가

큰 국가에서 발견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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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0 대륙 간 용수의 미래가치 차이 분석

용수구분 대륙　 n　 평균　 표준편차
집단

세분화
F

농업용수

미래가치

아시아 22 5.92 17.35 b

12.489***

아메리카 27 5.63 9.22 b

유럽 41 41.57 36.89 a

아프리카 55 13.85 22.52 b

오세아니아 3 4.29 .53 b

합계 148 18.66 28.80

공업용수

미래가치

아시아 22 120.31 71.27 bc

10.092***

아메리카 27 112.06 51.26 bc

유럽 41 88.37 83.29 c

아프리카 55 209.57 135.00 a

오세아니아 3 177.23 41.18 ab

합계 148 144.28 112.08

생활용수

미래가치

아시아 22 93.61 119.23 b

8.897***

아메리카 27 180.77 108.18 a

유럽 41 177.16 127.64 a

아프리카 55 75.56 67.93 b

오세아니아 3 227.63 118.90 a

합계 148 128.67 114.08

NOTE:

1) ***: p<0.01

2) 사후검정은 Duncan Test 10%수준에서 시행한 평균차이: a>b>c

예상되는 미래가치의 차이분석 결과이다. 대륙 간 평균차이는 F=12.489; 10.092; 8.897로 유

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륙별 농업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5.92, 아메리카

=$5.63, 유럽=$41.57, 아프리카=$13.85, 오세아니아=$4.29이고, 공업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

=$120.31,, 아메리카=$112.06, 유럽=$88.37, 아프리카=$209.57, 오세아니아=$177.23이며, 생활

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93.61, 아메리카=$180.77, 유럽=$177.16, 아프리카=$75.56, 오세아

니아=$227.63였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경우, 현재가치의 추세에 맞추어 미래가치에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 지구적임을 나타낸다. 반

면, 공업용수의 미래가치 경우 유럽에서 특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가치 상

승폭이 다른 대륙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대륙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비용의 폭이 큰지 않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이 일정수준 갖추어져 있을 수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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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대륙별 농업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3.68, 아메리카=$3.49, 유럽=$24.99, 아프리카

=$8.53, 오세아니아=$2.68이었으며, 공업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70.19, 아메리카=$64.74,

유럽=$52.09, 아프리카=$156.54, 오세아니아=$125.40이고, 생활용수의 현재가치는 아시아

=$50.64, 아메리카=$96.51, 유럽=$106.15, 아프리카=$119.85, 오세아니아=$73.64로 나타났다.

대륙별 농업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5.92, 아메리카=$5.63, 유럽=$41.57, 아프리카

=$13.85, 오세아니아=$4.29이고, 공업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120.31,, 아메리카=$112.06,

유럽=$88.37, 아프리카=$209.57, 오세아니아=$177.23이며, 생활용수의 미래가치는 아시아

=$93.61, 아메리카=$180.77, 유럽=$177.16, 아프리카=$75.56, 오세아니아=$227.63로 나타났다.

대륙 간 현재가치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농업용수 경우 유럽의 용수 가치가 나머지 대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수의 가치는 유럽<아시아=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순이었고, 생활용수는 아메리카 및 유럽의 가치가 기타 대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래가치의 차이분석 결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경우, 현재가치의 추세에 맞추어 미래가치

에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업용수의 미래가치는 유럽국가의 가치 상승폭이 다른

대륙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수자원의 가치 평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가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대

안 계량 모형들을 구축하고 각 모형의 보완·수정을 통해 예측 정확도가 높은 최종모형을 추출하

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 산업용수(농업, 공업, 생활)의 현재가치 및 기후변화에 의해 조절되는

가치 변화(미래가치)를 도출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자원의 활용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및 강수 불균

형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가용 담수화 자

원은 부족하거나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물 수요

증가로 인해 물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체 불가 자원인 물의 시장성은 블루골드

라 할 수 있겠다. 세계 물 시장 규모는 7천억 달러(2016년 기준, GWI)로 반도체(3천6백 달러)

시장의 2배에 육박한다. 또한, 매년 물시장 연평균 성장률(2013∼2020)은 3.6%로 전망되는 가운

데 2018년 전세계 물시장은 6천 8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

로 11억 달러(1조 2,586억원)를 수출함으로써 세계시장의 0.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물 기업의 수출 실적은 하락 추세로 물 산업의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일찍부터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환경부는 2010년, 2013년, 2017년 해외진출 관련 실무 가이드

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국토부도 2011년 물시장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장 진출 전략 및 기존의 연구에서 해외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권역화 하는데 있어 공통

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은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GDP였다. GDP를 기준으로 개도국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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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시장을 구분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시장을 구분하여 우선 진출 국가와 유망시장을

선정하였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어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상수장 및 상수도망이 먼저 건설되고 사용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장 및 하수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 및 유지관리하고 정수와

하수처리를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비, 기자재, 약품 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서는 물 산업 기반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산 제품을 대부분 이용하지만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

는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조달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GDP(경제)가 성장하면 해

당 개발도상국에 물 산업 관련한 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GDP에 따른 물산업의 수출입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인과관계 연구는 거시적으로 GDP와 수출, 투자, 환율에 대한 분석이나 철강, ICT, 건설 등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인과관계의 분석은 본 연구가 물 산업 뿐만 아

니라 전산업을 통틀어 최초의 시도로 5차년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국가적으로나 국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일 것이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거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른 대륙의 개발도

상국보다 가까워 국내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원조와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인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연구의 대

상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시장

이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선정에 있어 물 산업 관련한 기자재와 관련한 일정 규모의 수출입

규모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관련 국가들은 물 산업관련 제조 기반이

부족하여 수입에 편중된 무역 통계만이 존재하여 제외하였다. 베트남은 관, 펌프 등 일부 기자

재에 대해 유럽 및 일본계 기업이 현지 및 주변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

으나 그 규모가 앞선 중국,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제외하였다.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

로 세계 최대 인구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향후 물 시장에서도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

상에 포함되었다. 필리핀은 물 산업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대상국으로 선정하

였다. 수출입 대상 품목으로는 물 산업 통계에서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관, 펌프, 밸브,

막(멤브레인) 등 4가지 부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기 주요 기자재의 수출액과 수입액과 GDP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과 물산업 기자재 수출 및 수입의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만약 GDP 증가에서 수출이나 수입으로의 인과 방향이 있다면

개발도상국 시장의 최적 진출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해당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수입이

GDP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면 수출과 수출 변화에 따라 GDP가 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물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보급률, 고도정수장 도입률, 하수처리율 등 물 산업 인프라 구축 상황

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 물 산업은 정체 또는 포화 상태로 물 기업들

에게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은 기업 생존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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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물산업 업종별 수출실적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체 상태에 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

면, 기자재 분야의 수출실적은 2013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 분야는 짝수

해인 2012년, 2014년, 2016년에는 하락하고 홀수 해인 2013년, 2015년은 상승하는 등 부침을

격고 있다. 또한 담수화 분야는 2012년을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U자형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

다.

그림 2.743 연도별 우리나라 물산업 업종별 수출실적(2012∼2016)

기자재 분야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국가별 물산업 수출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출실적이 높은 주요 20개국을 권역별로 분석하면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

미국 및 캐나다 등의 북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 유럽,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등의 중동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추세에 있고, 이

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상승 및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Country 2015 2014 2013 2012
Total by

country
1 USA 184,525 180,676 521,320 578,964 1,465,485

2 Japan 111,860 273,256 293,252 240,638 919,006

3 China 68,448 216,117 160,554 162,875 607,994

4 France -　 686 159,021 218,982 378,689

5 Malaysia 122,103 36,859 76,696 34,759 270,417

6 Iraq 45,602 88,378 103,931 2,737 240,648

7 Saudi Arabia 15,511 67,030 62,532 93,522 238,595

8 Vietnam 23,456 96,806 35,201 66,289 221,752

9 Australia 8,591 72,874 88,128 42,118 211,711

표 2.311 기자재 분야 국가별 수출실적(2012∼2015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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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분야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세부업종별 수출실적은 표 2.312와 같이 단일

품목으로는 관이 총 2조 8,355억원(52.8%)으로 1위이며, 뒤를 이어 응집제가 7,526억원(14%)

으로 2위, 정수기가 7,280억원(13.6%)로 3위, 밸브가 5,214억원(9.7%)으로 4위, 펌프가 2,935억

원(5.5%)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수도꼭지가 1,933억원, 종합건설(수자원관련)이 1,809

억원, 스크린 설비가 1,630억원 등 천억을 초과하는 수출실적을 나타냈다.

No. Country 2015 2014 2013 2012
Total by

country
10 Philippines 80,357 29,709 10,130 45,138 165,334

11 India 13,531 27,384 92,573 3,900 137,388

12 Thailand 5,441 52,741 49,854 16,806 124,842

13 England 1,810 22,250 47,233 49,749 121,042

14 Taiwan 4,722 22,009 16,831 75,378 118,940

15 Iran 960 26,068 16,101 52,072 95,201

16 Indonesia 1,795 24,049 38,139 18,241 82,224

17 Germany 5,757 23,053 20,632 18,915 68,357

18 Pakistan 45,931 　 　 20,817 66,748

19 Canada 2,760 36,254 10,940 6,901 56,855

20 UAE 　 3,870 48,082 1,979 53,931

Detailed industry
Export

amount(2012∼2015)
Proportion

Reuse of wastewater 4,259 0.08%

A bottle 18,217 0.34%

Ion exchange balance 5,740 0.11%

Water-treatment disinfectant 19,460 0.36%

Coagulant 752,637 14.01%

Activated carbon 1,016 0.02%

Method/scale remover 16,610 0.31%

Corrosion inhibitor 85,941 1.60%

Sterilizing agent 36 0.00%

PH regulators and other 1,486 0.03%
Media filtration system (membrane,

excluding activated carbon)
170,338 3.17%

Tube 2,835,501.10 52.80%

Flow meter 62,592 1.17%
Control / injection system (water

treatment control, drug injection)
41,817 0.78%

Ion exchange / EDI 21,291 0.40%
Disinfection / oxidation system (UV,

Ozone, etc.)
349 0.01%

표 2.312 기자재 분야 세부업종별(중분류) 수출실적(2012∼2015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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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표본기간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20년간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별

GDP 자료는 Worldbank의 통계를 활용하였고, 물 산업 관련 기자재의 수출입 통계는 UN

Comtrade의 통계 자료를 추출하여 Eview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물 산업 관련 주요

기자재인 관, 펌프, 밸브, 막에 대하여 UN Comtrade의 HS Code 기준 6자리 기준으로 관은

HS 730511, 730640, 730791, 74110, 펌프는 HS 841370, 841381, 밸브는 848180, 848190, 막

은 392190, 842121, 842129 등 11개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검정의 대

상인 GDP, 수출, 수입의 주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2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Detailed industry
Export

amount(2012∼2015)
Proportion

Pump 293,558 5.47%

Valve 521,448 9.71%

Screen equipment 163,015 3.04%

Sewage treatment plant 14,669 0.27%

Membrane 49,986 0.93%

Water purifier 728,038 13.56%
Standard processing equipment and

systems
94,231 1.75%

Sludge treatment equipment 38,714 0.72%

Water tap 193,286 3.60%

Water tank 40,367 0.75%

Total construction (water resources) 180,928 3.37%
Comprehensive construction (water

pollution prevention business)
23,581 0.44%

Machinery Up 19,515 0.36%

Design (water and sewage facilities) 49,257 0.92%

Design and Consulting 2,567 0.05%

Water quality test and analysis 11,757 0.22%
Waterworks equipment 21,516 0.40%

Total Exports amount 5,370,451 100.00%

Item HS Code Description

Pipe

730511

Iron or steel (excluding cast iron);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not seamless), longitudinally submerged arc welded, having

circular cross-sections, external diameter exceeds 406.4mm

730640
Steel, stainless;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n.e.c. in chapter 73

730791 Iron or steel;tube or pipe fittings, flanges, other than stainless steel

741110 Copper; tubes and pipes, of refined copper

표 2.313 물산업 주요 자재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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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 및 활용

○ 국외 시범유역 적용 및 활용성 평가

개발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단위

(Nation-wide) W-E-F Nexus 해석을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W-E-F

Nexus 해석모형 적용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내적용과 마

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2012년 기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Item HS Code Description

Pump

841370 51

Radial flow centrifugal pumps with a discharge outlet diameter > 15 mm,

single-stage, with single entry impeller, monobloc (excl. pumps of

subheading 8413.11 and 8413.19, fuel, lubricating or cooling medium pumps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concrete pumps, submersible pumps

and impeller pumps for heating systems and warm water supply)

841381 11 Water pump with a flow rate of less than 8,000 ㎡ / h

841381 12
Water pumps, with a flow rate exceeding 8,000 m3/h but not exceeding

13,000 m3/h

Valve

848180 Other

848180 11 Mixing valves

848180 91 Water taps of copper alloy, with an Internal diameter <=2.5cm

848190 10 Classification of Bicycles valves

Filter

392190 11
Nonadhesive plates, sheets, film, foil, strip, of noncellular plastics combined

with man-made fibers, n/o 1.492 kg/sq m, over 70% plastics

392190 12
Polyethylene reinforced webs of parallelized fibers of polyethylene,

overlapping each other

392190 20 Plates, sheets of polyethylene with glass fibres

842121 Machinery; for filtering or purifying water

842129 20
Made of fluoropolymers and with filter or purifier membrane thickness not

exceeding 140 microns

842129 30
Filtering of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of a kind used in

oil drilling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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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nit Indonesia

General

Information

Population person 246,864,191

Population grow rate % 1.31

Workers in industry % 6.48

GDP per capita US$/person 3,700.52

GDP grow rate % 6.03

Land area  1,910,930

Reservoir capacity million  23,020.736

Groundwater million  457,400

Water Treatment

Plant Capacity

Water Treatment Plant /day 15,775,603

Waste Water Treatment Plant /day 514,744

Desalination Plant /day -

Electricity Power

Plant Capacity

Hydro Power Plant MW 4,552

Coal Thermal Power Plant MW 22,587
Natural Gas Thermal Power

Plant
MW 14,343

Fuel Thermal Power Plant MW 3,492

Nuclear Thermal Power Plant MW -

Agriculture area

Paddy field Ha 13,201,316

Fruit plantation area Ha 7,963,306

Vegetable plantation area Ha 23,500,000

Farmland Ha 56,500,000

표 2.314 국외 W-E-F Nexus 해석을 위해 활용된 기초자료

인도네시아의 농경지 면적의 변화 추세와 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기준 시나리오 적용 시, 물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농경지 및 에너지 발전용량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량 자원의 경우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 시, 식량 자원의 생산과 공급보다 물,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공급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공

급안정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간 연계성에 의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각 자원의 요구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 한계에

부딪힐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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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4 기준 시나리오 적용 시, W-E-F 자원별 공급안정성 평가 결과

- Scenario 1: Intermittent droughts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30년의 W-E-F Nexus 해석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걸쳐 간헐

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1은 구체적으로 연강수량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30

년 중 약 5개년에 걸쳐 가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감소된 강수량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시나리오1에서 나타난 가뭄 시기 중 자원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모의

후반부에 대하여, 물,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물 자원이 감소하여 물, 식량 자원의 생산과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에너

지 자원의 경우 타 자원에 비해 공급 우선순위가 더 높거나 또는 이러한 자원 간 연계성에 영향

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Scenario 2: Constant agricultural land area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농경지 면적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2 해석에서

는 농경지 면적의 증가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공급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이러한 농경지 면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 2는 구체적으로 연도별 농경지 면적 차이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농

경지 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이용 가능한 물, 에너지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식량 소비량에 비해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 면적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는 국내 유역

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2와 반대로, 이를 통해 특정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 타 자원의

공급안정성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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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3: Constant power plant capacity

인도네시아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에 맞추어 에너

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

래의 그림과 같이 화석 연료, 원자력, 수력발전 등의 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

킬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발전 용량의 증가가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공급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모의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3에 의한 구체적인 에너지 발전 용량의 차이

를 파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한 W-E-F Nexus 해석 결과,

물, 에너지, 식량 각 자원의 공급안정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이 때, 에너지 발전 용량이 감

소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W-E-F Nexus 해석모형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있어 물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소

비 우선순위가 에너지 자원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라 식량 자원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시나리오에 비해, 특정 자원의 환경 변화가 W-E-F 자원 연계성에 따라 타 자원의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W-E-F Nexus 해석모형이 국가 단위

자원공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대응 방안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져오는지 파악함

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W-E-F Nexus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GWB 시범국가 32개국 중 26개

국에 적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GWB 시범국가들의 개발 모형 적용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을 정

리한 표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데이터 수집률이 저조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국가이고, 초

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데이터 수집을 보완하여 향후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국가를 의미한다.

그림 2.745 아시아-몬순 유역의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 현황

금회 W-E-F Nexus 평가모형의 GWB 시범유역 적용은 장기 모의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모의 시 인구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자원 수요량을 예측하고, RCP 4.5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고려하였다. CCAW 연구단에서는 RCP 8.5 및 RCP 4.5, 그리고 다섯가지 GCMs

(NorESM1-M, bcc-csm1-1-m, CNRM-CM5, CMCC-CMS, CanESM2) 데이터를 바탕으

로 아시아 몬순지역의 일단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적용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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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성능평가 순위가 가장 우수하였던 NorESM1-M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대상 국가별 연강

수량 자료를 W-E-F Nexus 평가모형에 적용, 분석하여 GWB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

때, GWB 시스템에서는 W-E-F Nexus 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입력자료인 국가별 물, 에

너지, 식량 데이터베이스와 모형 적용에 따른 결과자료인 자원별 공급, 수요 전망 및 공급안정

성 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2.746 GWB 내 W-E-F Nexus 관련 정보제공 현황

○ 효율적인 물-에너지-식량 관리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W-E-F Nexus 평가모형은 국가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물

(Water)-에너지(Energy)-식량(Food) 자원의 생산 및 공급,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자원 이용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각각의 자원은 생산 및 공급 과정

에서 타 자원을 이용하게 되며, W-E-F 연계해석에서는 이러한 소비(수요)를 간접수요 개념으

로 정의하고, 직접수요 및 공급 계획에 따른 간접수요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자원간 연계

해석(Nexus)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W-E-F Nexus 평가모형은 연계해석

모듈(Simulation Model), 최적화 모듈(Optimization Model), 자원거래 모듈(Resources

Transfer Model)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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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해석 모듈(Simulation Model)

W-E-F Nexus 평가모형의 연계해석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적용 대상 지

역의 자원 환경을 입력한다. W-E-F 자원의 수요 파악은 주로 대상 지역의 인구수와 평균적인

자원 이용률과 같은 입력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원 공급 환경은 대상 지역의 공급원 요소

와 함께, 해당 공급원의 관측 및 통계자료를 상세히 입력함으로써 총 이용 가능량의 형태로 각

자원의 공급 환경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W-E-F 연계해석의 수행에는 현실적인 규모를 고려

한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며, 개발 모형에서는 앞서 구축된 W-E-F Nexus 데이터베이스를 모

형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앞서 산정된 자원의 수요량은 인구의 직접적인 자원 사용량을 추정한 직접 수요량이

며, 실제 자원의 이용 및 생산 과정에서는 타 자원이 간접적으로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지역에서 계획된 공급원에서의 생산 및 공급량을 토대로, 공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W-E-F 자

원의 간접 수요량을 산정한다. 이 때, 연계해석 모듈은 각 공급원에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량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로 공급할 것인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 마지막으로, 자원 공급 가능량

및 직·간접 수요량을 산정한 이후, 이를 비교함으로서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예측하고, 또한 서

로 다른 공급 계획에 따른 공급 안정성을 비교함으로서 자원 이용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아래

의 그림은 연계해석 모형의 적용 순서도와 함께, 국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강수량) 시나리오를

적용한 W-E-F 연계해석 결과를 공급안정성의 형태로 나타낸 예시이다.

그림 2.747 W-E-F Nexus 연계해석 모듈 순서도 및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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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모듈(Optimization Model)

W-E-F Nexus 최적화 모듈의 연계해석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W-E-F Nexus 연계해

석에서는 공급원에서의 자원 공급 비율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며, 이는 자원의 간접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 이는 W-E-F 자원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되므로, 서로 다

른 공급 방안에 따라 대상 지역에서는 각 공급원의 지속 가능성, 공급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간접 수요 발생, 각 자원의 공급 안정성 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W-E-F

Nexus 연계해석 모듈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는 공급 방안 변화에 따른 공급안정성의 변화를 분

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가장 높은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 W-E-F Nexus 최적화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최적화 모형의 결정변수는 총 이용 가능량으로부터 각 수요량에 대한 공급 비율이며, 자

원 공급의 목적함수는 총 공급 안정성 및 자원별 공급 안정성이다. 목적함수인 자원의 공급 안

정성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비율, 즉 공급 충족률을 의미하며, 이 때 충족률은 각 수요지에서

의 충족률을 기반으로 이를 자원별로 종합한 자원별 충족률, 해당 지역 내 W-E-F 자원을 모

두 고려한 총 충족률의 형태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모의 및 최적화 기간에 따라 연차별 또는

전체 모의기간에 대한 평균 충족률의 형태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W-E-F

Nexus 최적화 모형의 적용 순서도와 함께, 연계해석 모형 수행과 최적화 모형 수행 결과를 비

교하여 공급안정성의 형태로 나타낸 예시이다.

그림 2.748 W-E-F Nexus 최적화 모듈 순서도 및 적용 예시

- 자원거래 모듈(Resources Trad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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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Nexus 자원거래 모듈의 연계해석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W-E-F Nexus 평가

모형을 단일 대상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모든 자원 수요를 대상 지역 내 공급 환경을 통

해 충족시켜야 하며, 따라서 자원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 등을 수입하는 것과 같이,

실제 단위 지역 및 국가에서는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수입하거나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거래 모듈은 이를 고려하여, 다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W-E-F 연계해석을 수행하여 전

체 공급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자원거래 모듈에서는 먼저 다수의 지역에 대해 W-E-F 연계해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각 지역의 자원별 과부족 및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과부족 자원은 해당 자원의 과부족량을

수입 목표량으로 설정한다. 초과 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의 초과분을 수출 가능량으로 설정하며,

이 때 해당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타 자원의 간접 수요량을 함께 고려한다. 모든 대상지역

의 수입 목표량 및 수출 가능량 산정 후, 각 지역에서는 상호간 수입 목표량과 수출 가능량을 비

교하여 거래 가능한 실제 수입량을 결정한다. 특정 다수의 지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경우, 모형은

자원 수출에 소요되는 타 자원의 간접 수요량이 더 적은 지역의 수출 가능량을 먼저 소비할 수 있

도록 자원거래를 수립하며, 수출 지역에서는 실제 수입량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출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앞서 수행된 W-E-F 연계해석 절차에 추가적인 수입 공급원과 수출 수요량

을 고려하여, W-E-F 연계해석을 다시 수행한다. 아래의 그림은 W-E-F Nexus 자원거래 모듈

의 적용 순서도와 함께, 가상 지역 적용 결과를 공급안정성의 형태로 나타낸 예시이다.

그림 2.749 W-E-F Nexus 자원거래 모듈 순서도 및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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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발 연구

㉮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자의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규명

-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국내여행 수요에 관련된 2차 정량자료가 수

집되었고, 이에 기초한 패널모형분석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자료(2016년 5월부터 한국환경공단 공표)와 국내여행 참가횟수 자료(2014년∼2017

년 통계청 공표)가 교차되는 17개 시도별 월간(20개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여행

수요에 대한 대기오염의 효과가 지역별/시간대별로 차이를 나타낼 경우 패널모형 구조에 각각

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합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필요성

특정 지역(예: 서울시)에 한정된 추정 결과, 설문조사 방식에 입각한 표명 선호 자료 분석, 횡

단면 표본자료가 지니는 인과성 파악의 한계, 주요 대기오염 변수의 통계적 비유의성, 영향력

방향성의 오류 및 모형 설정 시의 환원주의적 오류 가능성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추가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가 미미한 수준이나마 감소한 반면,

국민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양원호.

2019), 초미세먼지에 집중한 국내 연구 결과는 미흡한 수준21)이라 판단된다.

○ 국내 대기오염 현황 및 설계

대기오염은 정상적인 대기 성분과 구별되는 기타 유해 성분으로 구성된 대기를 의미하며, 피

해의 범위는 인간을 비롯해 동·식물, 재화 등에서 넓게 나타나고 있다(Airkorea. 2019). 대기오

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먼지, 연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다양한데(양원호. 2019), 그중에서도 대

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노출 횟수는 사망률과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 현상

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Ebi and McGregor. 2008).

최근 일반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는 인체에 쉽게 흡입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대기

오염물질로서, 입자의 크기가 직경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μm)와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μm)

가 대표적이다(Airkorea. 2019). 각각 2001년 및 2015년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된 후, 국가(지자체) 운영 측정소에서 시간대별로 오염농도가 측정되고 있다(장영기. 2016).

지난 몇 년간 국내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한 반면,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미

세먼지 내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PM2.5/PM10 농도비는 타 시도에 비해 수도권에서 높게

21) 2019년 11월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DBpia, K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결과에 기초함 (검색어: 초미세먼

지 and 여행, 초미세먼지 and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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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하였다(양원호. 2019). 초미세먼지의 경우, 인체(폐포, 호흡기 등) 위해성이 미세먼

지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국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미세먼지 불안 수

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Atkinson et al. 2015).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 수준을 시도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2018년도의 미세먼지 위험

인식 수준이 2014년도, 2016년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그림 2.750에서는 2017년도 시도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와 미세먼지 내 초미세먼지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엿보였는데, 이러한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

할수록 패널모형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Egger and Winner. 2006).

표 2.315 설명변수 설정 및 단위

변수 자료 내용 단위 출처

여행수요 여행참가횟수 횟수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행조사

」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제공자료, 「대기환경월보」
초미세먼지

ppm
오존

강수량 평균 강수량 mm 통계청 시도 기본통계,

「기상개황」기온 평균 기온 ℃

소득 여행참가자

인구통계특성 비율
%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행조사

」
연령

주) 모든 변수의 자료는 월별/시도별로 수집됨

○ 분석결과

본 연구는 국내여행 수요에 대한 최적의 패널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합동 선형회귀모형

(Pooled OLS: POLS)을 비롯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 랜덤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RE) 등의 대안 모형들을 개체 특성과 시간 고정 효과에 기초해 검토

하였다. 다음의 표 2.316은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모형 (1)은 개체와 시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비고정효과 및 비랜덤효과의 합동표본 회귀분석(POLS) 결과로서, 초미세먼지의

'보통' 및 '나쁨' 등급에 의한 효과가 유의수준 10% 및 5%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영향력

의 이론적 부호도 타당하게 도출되었고, 인구통계 변인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패널자료 분석 구조 내 지역(시도) 혹은 시간에 따른 오차항이 이질성을 보일 경우, 고정효

과모형 또는 랜덤효과모형의 분석 결과가 더욱 적합하게 된다(정석중과 강주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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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모형 추정 및 결과 비교

(1)

POLS

(2)

FE

(3)

RE

(4)

FE_AR

(5)

FE_TW
Coef. Coef. Coef. Coef. Coef.

PM10A -0.097 -0.134 -0.120 -0.148 * 0.121 **

PM2.5A -0.290 * -0.256 ** -0.267 ** -0.279 ** -0.073

PM2.5B -0.543 ** -0.441 *** -0.459 *** -0.374 ** -0.155 *

O3A -0.018 -0.031 -0.033 -0.082 * -0.077 **

PREC 0.000 0.000 0.000 0.000 0.000

TEMP 0.000 -0.002 *** -0.001 *** -0.002
* *

*
0.000

INCOME 0.044 *** 0.028 *** 0.035 *** 0.029
* *

*
0.031 ***

SENIOR 0.116 *** 0.044 ** 0.067 *** 0.042 ** 0.045 **

JUNIOR -0.037 *** 0.002 -0.002 0.003 0.003

CON 12.717 *** 13.513 *** 13.227 *** 10.662
* *

*
13.188 ***

 92.66*** 14.11*** 14.04*** 51.17***

 241.95***


 0.288 0.279 0.298 0.829


 0.746 0.777 0.740 0.799


 0.709 0.653 0.682 0.649 0.782

 0.551 0.258 0.555 0.490

 0.379 0.380 0.388　 0.192　

 0.678 0.316 0.672 0.867
No. of

Obs.
340 340 340 340 340

주) ***, **, *: Significance at 1%, 5%, 10% level

모형 (2)의 통계량은 각 시도별 개체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값

이며, 모형 (3)은 지역 특성이 시간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의 랜덤효과모형 추정치

를 나타내고 있다. POLS 모형과의 적합성 비교를 위해 Chow 검정을 시행한 결과, (16,

314)=23.86, p<0.001로 POLS 모형에 비해 FE 모형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POLS

와 RE 모형 간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 결과에서도 (1)=505.23, p<0.001로 나타

나 POLS 모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어 Hausman 검정을 통해 FE모

형과 RE 모형을 비교한 결과, (9)=42.20, p<0.001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FE 모

형이 RE 모형에 비해 상대적 효율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FE 모형과

RE 모형의 rho()값이 각각 0.678 및 0.316이라는 점에서도 파악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보수적으로 최적 모형을 선별하기 위해 모형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였

다. 먼저, Modified Wald 검정((17)=18.51; p=0.357)과 Wooldridge 검정 ((1,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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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결과, 패널모형의 등분산성은 충족되었으나 자기상관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Time-fixed Effect 검정 결과 (19, 259)=49.22, p<0.01로 나타나 시간고정효과를 반영한 이

원고정효과 모형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계열적 자기상관성이 통제된 고정효과모

형 FE_AR(FE with AR(1) Disturbance)과 시간고정효과가 설정된 이원고정효과모형

(FE_TW)으로 고정효과를 재추정하였다.

먼저, 모형(5)의 경우 계수의 이론적 방향성이 불일치되고 주요 변수의 유의도가 소멸되는 등

불완전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개체변수와 시간변수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도한 자

유도 상실이 추정치 왜곡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행수요에 대한 대기오

염물질의 강도와 인식이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간고정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수 있다는 진단도 가능하게 한다(안영호. 2008; 최열 등. 2007). 따라서 오차항과 독립변수 간

상관을 가정하는 일원고정효과 FE_AR 모형 (4)를 중심으로 최종 결과를 해석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여행 수요에 대한 대기오염의 부정적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미세먼지·초

미세먼지 대응 관광사업 전략과 국민 여가 만족 제고 방안 수립에 기여할 기초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인자를 중심으로 기후요인 및 인구통계 변인이 통제된 국내여행

수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20개월(2016년 5월∼2017년 12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적 모형의 선정을 위해, 합동회귀모형(Pooled 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대한 적합성 검사

(Chow 검정, LM검정, Hausman 검정, 자기상관 검정, 이분산 검정 및 시간 고정효과 검정)를

실시하였으며, 자기상관성이 반영된 일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를 최종적으로 해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7.2%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초미세먼지

지수 등급에 따른 더미 변수 PM2.5A(‘좋음’단계→‘보통’단계)와 PM2.5B(‘좋음’단계→‘나쁨’단

계)는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변수 PM10A(‘좋음’단

계→‘보통’단계)와 오존 변수 O3A(‘좋음’단계→‘보통’단계)도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성을 나타

냈으며, 통제효과를 위해 투입했던 기후요인 중 기온(TEMP)과 소득(INCOME), 연령

(SENIOR) 등의 인구통계 변인 역시 여행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계수 강도에 의하면, 초미세먼지의 지수 구간이 ‘좋음’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변화될 경우 국

내여행 수요는 27.9%만큼 감소하며, '나쁨' 단계로 더 악화될 시 9.5%가 추가로 하락해 총

37.4% 수요 감소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발생 여부가 오염 수준에 비해 민감도에 미

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에 의한 단계

변화(‘좋음’ 단계→‘보통’ 단계)도 14.8%, 8.2% 수준의 여행수요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수요에 대한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부정적 효과를 검증한 김형종

(2019), 엄영숙과 오형나(2019), 이현영과 김남조(201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따르는 것

으로, 무엇보다 초미세먼지의 분석 결과는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 989

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 Kim et al.(2018)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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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발 연구

- 논의의 필요성

법률체계의정립과함께국토교통부의 ‘수량’과환경부의 ‘수질’업무를환경부가일원화하여추진함에

따라국가차원의통합물관리를위한준거기준은마련되었다. 그러나이것이실제로작동하고효과를나

타나기위해서는 ‘국가’의노력에대하여 ‘시민’, ‘시장’이함께일할수있는협력적거버넌스가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협력

적인 조정양식이면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세계화와 국민국가를 조화시키면서 지방화를 함께 수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즉, 세계수준(Global Governance), 지역수준(Regional Governance), 국가수준 (National

Governance), 지방수준(Local Governance) 등의 다양한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김석준 외,

2000). 현재 물통합관리법은 국가수준의 거버넌스로서 향후,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

동북아 지역의 지역 수준 등과 조화를 이루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거버넌스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연구

Hardin은 공유재의 비극에서 초지와 같은 공유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초지는 결국 지속가능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다. 이에 따

라 공유재에 대해서는 사유화하든지,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리가 성립 된다22). 이에

대해 E.Ostrom은 중앙정부의 개입 또는 사유화 등의 극단적인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지적하면서23)(1990; 8-28),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료들의 계층제, 민주주의, 시장과 가격체계가

사용되어 왔다. Beetham은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을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을 조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조정의 유형으로는, ‘시장’, ‘관료

제’, 그리고 ‘민주주의’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 간의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하지 않고 가격기제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적이고 수평적인 방법으로 다수

의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관료제는 ‘개인들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

위와 강제의 계층제적 구조를 통하여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민주주의

는 ‘평등한 개인들 간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자치적인 통제와 강제를 통하여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각각 의미한다. 여기에서 시장은 자발적인 교환(voluntary

exchange)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에 의

한 사회적 해결을 의미 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이 지적되면서, 협력적 네트워크(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이

22) Hardin, Garrett(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Vol 162. pp. 1243-1248.
23) Ostrom, Elinor(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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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된다. 현재의 수자원 제도는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제도인가? 우리는 현재의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다양한 구성원 간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조직적 관계(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조정을 통해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조정양식’이

라고 정의된다.

구분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협력)

내적 논리 권위 가격 신뢰

행위자에 대한 인식 지배의 대상 고객 파트너

행위자들의 관계 정부 의존적 상호독립적 상호 의존적

표 2.317 사회적 조정양식의 비교(Salamon, 2002; Goldsmith and Eggers, 2004)

우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서로 협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

하다. Jacobs는 사람들 간에 지속적인 면대면 접촉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가 구축

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사회자본이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촉진된다고 하였다24).

Colman(1988)은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사회자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생산적 특성,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 존재, 상

호간의 의무와 기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가 사회자본을 구성한다고 하였다25). 즉 사회

적 자본이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Putnam (1993)은 "조화로운 행동의 조정을 촉진함으로

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 등"이 사회자

본의 구성요소이며 이들에 의해서 자발적 협력이 촉진된다고 본 것이다26). 결론적으로 사회자

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존재하며, 무엇인가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사용되며, 상호

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간 협력을 촉진함으

로써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일정한 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지속적 상호관계가 보장되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고, 미래에 기대되는 상호작용의 가치가 충분히 커야 한다고 본다.

거버넌스의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

이하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주의를 신봉하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동체주의를 선호하며, 정부는 관료주의에 따라 관리주의를 행위의 원리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인 주체들이 서로의 원리와 공동체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

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거버넌스가 행위 양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 중심의 SDGs 거버넌스도 국가수준(national level)-지역수준(regional level)-글로벌

수준(global level)의 연계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수준은 국가-지역-세계를 연결하는 후

24) Jacobs, J. (1960)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pp. 31-32.
25)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26)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67-171.



- 959 -

속 조치의 모든 단계에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수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용은 크게 국내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국가 주도의 정기적·포괄적 평가, 그리고 시민사

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국회 활동의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수준에서는 유엔의 지

역기구를 활용해서 국별 평가의 기초와 글로벌 수준의 후속 조치 평가를 연계하는 중간다리 역

할을 수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공유한다는 중요한

단계이다. 글로벌 수준은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의 결과들이 유엔 개발 체제와 어떠한 정합성과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검토함으로써 유엔 중심의 이

행체제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유엔사무총장이 SDGs 연례이행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여

전체적인 SDGs 이행과정과 결과를 총괄하는 단계이다.

그림 2.750 SDG 의 계층구조(하현상 등, 2017)

○ 수자원 관련 정부의 역할과 한계

물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면서도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수자원을 이용하는 이용

목적과 이용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배분하

기 위한 방법이 연구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료제를 활용하여 권위적 자원배분이 선호

되어 왔다. 「물기본법」 통과 이후에도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아직까지 분

절화되어 있으며, 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라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

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갈등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자원도 넉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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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free ride)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실패를 나아왔다.

따라서 계층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장과 거버넌스 구조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 정부의 역할을 노를 젓는 역할보다는 방향을 정하는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27). 오랫동안 관할구역 중심으로 운영하여온 물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관계

없이 지방상수도 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

넌스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정부가 협력의 설계자

및 촉진자로서 참여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민주성/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개요

Iza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개념을 국가수준과 국제수준으로 나누고, 국가 수준에는 정책

(Policies), 법규(Laws), 제도(Institution)가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적 조약

(Agreements)와 국제 유역관리조직(River Basin Organization)의 계층을 제시하였다28). 국

제적 수준의 거버넌스는 UN 등의 거버넌스 논의에서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제하천은 수자원을 둘러싸고 국제협약을 통해서 합리적 수자원의 이용과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나 276개의 국제하천 중 60% 가량에는 아직 협력적 관리 프레임워크가 없다. 지구온난화

등의 글로벌 이슈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내적 물거버넌스 체계가 국

제적인 수준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751 국제 하천을 둘러싼 조약의 수

27) Osborne, D. and Gaebler. Ted(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Penguin book.
28) Iza, Alejandro(2017), Water Governance: Bridging the gap between policy &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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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제하천과 관련된 이슈는 적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수자원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해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 EU의 수자원 프레임워크(Water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0/60/EC EU 수자원 프레임워크 훈령(이하 WFD: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또는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은 2000년 10월 23일 채택되었다. 이는

같은 해 12월 22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발효되었다. 2014년까지 7회 개정되었다. WFD

에 포함되는 수자원의 종류에는 하천, 호수, 지하수, 해변 등이 포함된다.

WDF가 제정되기 이전단계에서는 먼저 음용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1980년대), 어로지

역의 수질, 조개류가 서식하는 물, 목욕물, 지하수까지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는 오염된 수자원

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고, 깨끗한 수자원은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실천적으로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조항에서부터 출발하

였다. 1991년 하수의 처리에 관한 지침, 농업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의 방지에 대한 지침이 만들

어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WFD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

문가, NGO들의 자문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WFD는 하나의 운영도구(operational tool)로서

향후의 수자원 보호의 목표를 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 WFD의 쟁점

WFD의 최종 목표로 제시된 ‘좋은 상태(good status)'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이 제시된다. 이 기준은 WFD의 부록 Ⅴ.에 명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구체화해야할 것들이 아직 많으며, 기술적․사회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여

지가 있다. 비-강제적(non-statutory)인 조항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EU의 공통이행전략(

CIS: Common Implementation Strategy)이 있으며, 개별 국가의 것으로는 UK WFD 기술자

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개별 국가들은 WFD의 요구사

항들을 자신의 국가의 상황에 맞게 해석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므로29), 강제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29) National governments have powers and duties to interpret those requirements within the contexts of their specific countries, and to

develop strategies and methods which will best measure and achieve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set out in the Directive(Hodgson and

Smith,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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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상태
수자원 유형

강/호소 천이지역 해안 지하수
화학적 ○ ○ ○ ○
생물학적 ○ ○ ○
수량적 ○

제일 낮은 기준의 점수를 평가점수로 함 Hodgson & Smith(2007), 193.

표 2.318 WFD에서 목표 상태에서 제시한 기준

- 이행 상황

발표 이후 4차례의(2007년, 2009년, 2012년, 2015년) 이행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는 WFD

4조에 따라서 각 회원국은 1차 주기가 종료되는 2015년을 목표로 좋은 물에 도달하기 위한 목

표를 평가하였다. 진척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유럽 물정보관리시스템(WISE: Water

Information System for Europe)에 기록하였다. 2013년 이것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대상으

로 사전에 정의된 질문양식을 공통으로 받고, 컨설턴트가 조사를 한 후 1차 예비보고서가 2014

년 1월에 제출된다. 이 예비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진다.

- OECD의 물거버넌스

OECD는 거버넌스를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집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물에 대한 관심을 표출할 수 있고, 의사결정자들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

치적, 제도적 행정적 규칙․관행․제도․(공식, 비공식) 절차들”로서 정의하고 있다30). 다시 말

해 거버넌스는 물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의 역할과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

라고 할 수 있으며, 횡적으로는 각 부문, 도농지역을 포함하며 종적으로는 각 지방에서부터 국

제적인 수준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며, 거버넌스는 리스크

수준이나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거버넌스는 상황 적응적이어야 하며 맥락에 종속

적이며,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역사적 지역적으로 독특성을 가지고 저만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라는 개념보다 넓으며, 민간부문, 민간 사회, 물 사용과 관리에 참

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 관련한 정책들이 효과성을 발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자들이 적절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규제프레임워크가 잘 작동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

되고, 실행을 위한 능력과 정직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2000년부터 OECD는 물정책의 설계와 이행의 방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탄생했다. 부제로는

‘격차에 유의하고, 이를 극복하자(Mind the Gaps, Bridge the Gaps)’는 것이다. 분석 프레임워

크를 통해서 정책결정에 관련된 환경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시되었

다.

30)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7236, 2018년 8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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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 기본원칙은 모든 물관리 정책에 적용되어야 하며, 체계적이면서도 포용성 있게 적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의 활용(음용수, 위생, 홍수예방, 수질, 수량, 빗물, 폭풍우수), 용도(가정

용, 공업용, 농업용, 에너지/환경), 소유자/관리자 형태(공공, 민간, 합작)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거버넌스 지표 프레임워크

물거버넌스 지표 체계는 36개의 물거버넌스 지표(투입과 과정)에 대한 신호등 시스템과 100여

개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된 물거버넌스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이외에 단기, 중기, 장기의 미래

개선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통해서 현상 설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이 거버넌

스 체계는 지방, 유역,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 적용가능하고, 물의 기능적인 측면 (수원 관리, 물의

공급, 수력 및 재난 감축)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보고하고, 모니터링하거나 벤치마킹

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건전한 참여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국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변화 방향

수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제적 노력은 오랜

진통 끝에 2018년 5월 「물관리 기본법」의 국회통과로 진일보를 이루게 되었다. ‘지속가능성’

을 물관리의 기본이념 방향으로 정하였고,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로서 환경, 사회, 경제적 3가

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자원"을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정의함으로써 물에 대한 포괄성을 인정하였다. 향후, 지표수,

지하수, 천이지역, 해수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 또한 물의 순환적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빗물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물에 대한 종합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물 분쟁의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물관리 기본법」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수준에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법제화를 의미하며, 지

방수준에서의 협업, 국제적인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물

관리위원회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협력의 촉발자 또는 설계자로서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두 번째로는 시장 또는 경쟁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다. 물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간과의 경쟁 또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수도의 관할구역을 폐지하여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발하게 하는 것도 하

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보조금을 통해서 높은 물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관리의 기능별, 용수별

분절화에 대한 부조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현재 물관리 기본법 등으로

인해 환경부와 건교부의 분절화가 조직적으로 일부 해결되었으나, 행정자치부와의 문제, 지방자

치단체와의 문제, 농림식품수산부와의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반드시 기관의 통합을 추구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뢰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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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F Nexus 평가모형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적용 확장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W-E-F Nexus 데이터베이스를 CCAW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Water resources,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 연구단의

GWB 시스템을 통해, 먼저 아시아-몬순, 중남미, 아프리카 시범국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E-F 연계해석 모형에서는 자원 수요량을 산정하기 위해 인구, 자원

소모율, 자원 이용효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며, 자원 공급가능량을 산정하기 위해 강우량, 연료

등 에너지 자원 공급량, 농·축산업 규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현재

GWB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의 그림은 국가별로 인구와 자원 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단위인구 당 자원 소모율을 정리

한 그림이다. 이와 함께 인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직접수요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GWB

시스템을 통해 국가 GDP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원의 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또한 나타내고 있으며, 물 자원의 경우 수자원량을 산정하기 위한 강수량, 에너지 자원

의 경우 발전량을 산정하기 위한 발전용량, 식량 자원의 경우 생산량을 산정하기 위한 농경지

면적 및 경작 효율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며, 이 과정은 이론적 방법과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계수 추정 등의 통계적 방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752 W-E-F Nexus 적용을 위한 자원소모율 및 국가 인구, GDP 

등 공급환경 정보

추가적으로, W-E-F Nexus 해석을 위해서는 각 자원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타 자원의 소

모율, 즉 자원 이용효율이 또 다른 핵심 데이터로 요구되며, 이는 현재 GWB 시스템을 통해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Exce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용되며, 아래의 표와 같은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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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Utilization Unit Energy Intensity

I. Energy for water withdrawal　

Surface water KWh/ 0.19

Groundwater KWh/ 0.49

Reclaim recycled water KWh/ 0.2

II. Energy for industry and domestic direct user

Water treatment KWh/ 0.004

Water distribution KWh/ 0.18

III. Energy for water through water company　

Water treatment KWh/ 0.12

Water distribution KWh/ 0.2

IV. Energy for water utilization　

Agriculture KWh/ 0.58

Civil public and landscape KWh/ 0.23

City life KWh/ 6.42

Village life KWh/ 3.21

V. Energy for sewage

Sewage collection KWh/ 0.1

Sewage treatment KWh/ 0.6

VI. Energy to deliver 1 m3 water from the source

Lake or river KWh/ 0.37

Groundwater KWh/ 0.48

Wastewater treatment KWh/ 0.62-0.87

Wastewater reuse KWh/ 1-2.5

Seawater KWh/ 2.58-8.5

표 2.319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을 위한 에너지-물 자원 효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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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Energy Unit Water Intensity

I. Water for fuel production　

Coal /ton 2.30

Petroleum /ton 2.20

II. Water for electricity

Biomass /MWh 1.476

Coal /MWh 0.757 - 1.817 (1.476)

Geothermal /MWh 10.978

Hydro power /MWh 5.413

Natural gas /MWh 0.379 - 0.681 (0.530)

Nuclear /MWh 1.514 - 2.725

Solar (CSP) /MWh 4.013

Solar (Photovoltaic) /MWh 0.114

Wind /MWh 0.004

표 2.320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을 위한 물-에너지 자원 효율(D/B)

Type of Food Unit Water Intensity (Total) Green Blue Grey

Vegetables m3/ton 322 194 43 85

Starchy roots m3/ton 387 327 16 43

Fruits m3/ton 962 726 147 89

Cereals m3/ton 1644 1232 228 184

Oil crops m3/ton 2364 2023 220 121

Nuts m3/ton 9063 7016 1367 680

Milk m3/ton 1020 863 86 72

Eggs m3/ton 3265 2592 244 429

Chicken meat m3/ton 4325 3545 313 467

Butter m3/ton 5553 4695 465 393

Pig meat m3/ton 5988 4907 459 622

Sheep/goat meat m3/ton 8763 8253 457 53

Bovine meat m3/ton 15415 14414 550 451

표 2.321 W-E-F Nexus 평가모형 적용을 위한 물-식량 자원 효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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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B 아프리카, 중남미 시범국가의 DB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연구단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한 W-E-F Nexus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GWB를 통해 아시아-몬순

시범지역과 함께 제공하였다.

이처럼, 향후 W-E-F 연계해석 및 평가모형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모형 적용을 통해

W-E-F 연계해석 능력 및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W-E-F 자원거래 및 최적화 모형은 지

역 간 혹은 국가 간 자원 교역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자원 확보와 배분을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W-E-F Nexus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원 연계해석 수행 및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한 자원 수

급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 결정권자와 정책 입안자가 적절한 자원 관리정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의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

법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W-E-F Nexus 해석모형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W-E-F Nexus 해석모형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향후, 기존 모형들이 노출한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복잡한 자원 문제 해결

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개발 모형의 확장 기능

으로 소개된 W-E-F Nexus 최적화 모듈을 통해 자원 공급 안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자원거래 모듈을 통해 다수의 적용대상 지역을 동시에 모의함으

로써 지역별 자원의 부족분과 초과분을 적절히 분배하여 전체적인 공급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향후 개발될 W-E-F 연계해석 및 평가모형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의 적용

을 통해 W-E-F 모형의 기능 및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자원 교역,

효율적인 자원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W-E-F 자원안보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정책제안 등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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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실적

(1) 연구단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103 155 150 16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174 239 137 12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371 671 181 9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40 46 128 17 산출지표(양)

기술

서적 출판 건수 - 1 - - 산출지표(양

특허출원 출원 건수 4 14 350 4 산출지표(양)

특허등록 등록 건수 4 5 125 4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26 52 200 9 산출지표(양)

매뉴얼 작성 건수 1 1 100 1 산출지표(양)

경제
시스템 제작 건수 1 1 100 2 산출지표(양)

시제품 제작 건수 10 11 110 9 산출지표(양)

사회

법령반영 건수 2 3 150 1 산출지표(양)

정책활용 건수 3 5 167 1 산출지표(양)

지침 건수 3 4 133 4 산출지표(양)

기술기사 작성 건수 39 72 185 2 산출지표(양)

타

연구개발사업에

서의 활용

산출지표(양) - 3 - - 결과지표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 1 - - 결과지표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211 - - 결과지표

포상 및 수상 건수 - 20 - - 결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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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2 25 114 20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42 55 131 16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118 148 125 11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12 14 100 16 산출지표(양)

기술

특허출원 출원 건수 - 3 - -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4 12 300 12 산출지표(양)

매뉴얼 작성 건수 1 1 100 3 산출지표(양)

경제 시스템 제작 건수 1 1 100 10　 산출지표(양)

사회

지침 건수 2 2 100 2 산출지표(양)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54 - - 결과지표

기술기사 건수 8 6 75 10 산출지표(양)

(3) 2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26 34 131 15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34 52 153 15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80 145 181 10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8 9 113　 20 산출지표(양)

기술
특허출원 출원 건수 - 2 - 　 -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8 14 175 10 산출지표(양)

경제 시제품 제작 건수 1 2 200 10 산출지표(양)

사회

정책활용 건수 1 1 100 10 산출지표(양)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24 - - 결과지표

기술기사 게재 건수 5 23 460 10 산출지표(양)

포상 및 수상 수상 건수 - 14 - - 결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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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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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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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 건수 3 3 100 4 산출지표(양)
산업지원

(기술지도)
건수 1 13 1300 5 산출지표(양)

사회

법령반영 건수 - 1 - - 산출지표(양)
정책활용 건수 - 2 - - 산출지표(양)
지침 건수 - 1 - - 산출지표(양)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수 - 60 - - 결과지표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 1 - - 결과지표
기술기사 게재 건수 8 26 325 10 산출지표(양)

포상 및 수상 수상 건수 - 5 - - 결과지표

(5) 4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

SCI 논문 게재 건수 35 51 146 10 산출지표(양)
비SCI 논문 게재 건수 70 79 113 5 산출지표(양)
학술발표 발표 건수 102 173 170 5 산출지표(양)
기술보고서 작성 건수 10 10 - 15 산출지표(양)

기술
특허출원 출원 건수 2 4 200 10 산출지표(양)
특허등록 등록 건수 2 2 100 10 산출지표(양)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6 7 117 5 산출지표(양)

경제 시제품 제작 건수 6 6 100 20 결과지표

사회

법령반영 건수 2 2 100 5 결과지표
정책활용 건수 2 2 100 5 산출지표(양)
지침 건수 1 1 100 5 산출지표(양)

전문연구인력양성 명수 - 62 - - 결과지표
타

연구개발사업에서

의 활용

건수 - 3 - - 결과지표

국제화 협력성과 협력 건수 - 1 - - 결과지표
기술기사 건수 16 16 100 5 산출지표(양)

포상 및 수상 건수 - 1 - - 결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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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목표달성도

(1)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연구동향
분석

연구동향
보고서

외부 전문가 평가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전문가
평가점수
90점 이상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과 기준,
취약성

분석기술 현황
자료 수집

기존
하천시설물
현황 및
설계기준,
국내외 홍수
방어 기준의
현황 수집

수집 유역 목록,
국외현황 국가
목록 확인

보고서

국내(5대강
유역) 및
국외(2개국
이상)의
하천시설물
및 홍수
방어 기준
현황 수집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을 통한
국내∙외
홍수방어
기준 현황
수집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보)의 취약성
분석 기술 수집을
통한 각각의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보)의 취약성

기술 검토

보고서

하천시설물(
제방, 호안,
보)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기술 현황
보고서

작성을 통한
하천시설
취약성 분석
기술 현황
수집 완료

연세
대학교

치수안전도
및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현황 DB구축

댐 치수안전도
평가 DB 구축

적용대상 유역내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80% 이상
구축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댐 재개발 현황
DB구축

대상유역내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80% 이상
구축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State-of-Art
기술보고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유역

홍수저감기술
현황 및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홍수저감기술

조사 여부
보고서

국내 실정에
맞는
홍수저감
기술 파악

State-of-Ar
t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인하
대학교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
분석 방법 및
전략 조사

홍수대응 능력
분석방법 조사

여부
보고서

국내실정에
적합한 기법
파악

State-of-Ar
t

기술보고서
작성 완료

인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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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2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AR5 RCM
대상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D/B 포함
보고서 작성
완료

부경
대학교

일강수량 PMP
산출

PMP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일강수량
PMP 산출

D/B 포함
보고서 작성
완료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기술

시나리오 기반
설계홍수량
산정 모형의
정확도

홍수량 산정
모형의 결과와
실제 관측값
사이의 상관계수

확인

보고서

홍수량 산정
모형의

결과와 실제
관측값 과의
상관계수
0.8 이상

한강유역
모형구축 및
검증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비교

개발된 취약성
분석 기술의
정밀도 측정을
통한 타당성 검증
결과 확인

보고서

하천시설물
의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정밀도
90%이상

취약성 평가
기술 분석
완료

연세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모듈 설계

댐 조건별
치수안전도
평가 DB 및 댐
재개발

표준D/B구축

적용대상 유역내
조건별

DB구축현황
보고서 80% 이상

100% 구축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모듈 설계

전문가 자문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만족도 80점
이상

서울시립
대학교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홍수저감
시설물 및
홍수 대응
능력에 대한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홍수대응능력
취약지역 평가

취약지역 적정성
평가

보고서

기왕호우
대비
실측과의
오차
10%이내

선행강수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완료

인하
대학교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평가기술개발 여부 보고서
평가기술
개발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완료

인하
대학교



- 973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3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비정상성
지역빈도

해석모형 개발

지속시간별
빈도별

강우강도 생산

지점별
D/B 목록

보고서
2100년까지
지점별
IDF 작성

D/B 포함
보고서 작성

부경
대학교

지속시간별
PMP 산출

PMP
D/B 목록

보고서
중권역별
지속시간별
PMP 산출

D/B 포함
보고서 작성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재설정 기술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대상유역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도출

확인

보고서

대상유역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향후 100년)
전망 결과
도출 여부

AR4
시나리오
기반 홍수량
산정 완료
(미래기간
2011∼2100)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

취약성 분석
기술 비교를
통한 기술의
적용성 검토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실측값과
적용값의 오차범위

측정

보고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범위
± 5% 이내

실측값과의
오차 검증
완료

연세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조건별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개발

콘텐츠를 구성한
단위모듈의 시스템

반영여부
보고서 80%이상

반영도 80%
이상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시스템 콘텐츠
반영도 검토

단위모듈의 시스템
반영여부

보고서 80%이상
반영도 80%
이상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대응대안
수립

홍수저감
시설분류별
거대홍수

대응능력 평가

거대홍수대응능력
에 대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만족도
95.5점

인하
대학교

홍수위험관리대
응전략 수립

홍수위험관리대응
전략 수립 여부

보고서
위험관리전
략수립

홍수위험
관리 대응
전략 수립
완료

인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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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4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모듈 실행
안정성

모듈 구현 보고서
초기버전
모듈 설치

보고서 작성
부경
대학교

극한강우
시나리오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시나리오별
비교검증을
통한
불확실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논문
작성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제시

적용 및 검증
미래 설계홍수량
전망 결과 도출

확인
보고서

시험유역
(3개 대유역
)에 대한
미래

설계홍수량(
향후 100년)
전망 결과
도출 여부

한강, 금강,
낙동강

유역의 미래
홍수량 산정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험적용

적용 및 검증
실측값과 적용값의
오차범위 측정

보고서

시험유역
(3개 대유역
이상)에

대한 취약성
분석 기술
적용을 통한
기존 취약성
분석
기술과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실측값과의
오차 범위
± 5% 이내

실측값과의
오차 검증
완료

연세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고도화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적용 고도화

공청회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의견 반영 비율

보고서

댐
치수안전도
분석시스템
적용 고도화

댐
치수안전도
분석 시스템
적용 고도화
80% 이상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전체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보고서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안정성 및
사용성 80점
이상

서울시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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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평가
및 대응수립

최적홍수대응
방안 구축

최적홍수대응
방안을 통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만족도 평가
결과 96.5점

인하
대학교

유역홍수저감
시설의

실행프레임워크
구축

실행프레임워크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인하
대학교

시험유역에
대한

홍수위험도
평가

시험유역 적용의
적합성 분석 여부

보고서 적합성 분석

홍수피해유
형별 적합한
홍수위험
지수 산정

인하
대학교

5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
알고리즘

사용자만족도

S/W 개발 및
설문결과

S/W
개발 및
설문결과

사용자
설문평가
점수

70점 이상

사용자
설문평가
점수

90점 이상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제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적정성

시나리오 기반
극한 홍수 방어
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결과
만족도 80점
이상

전문가 자문
검토 완료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의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험적용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결과만
족도 80점
이상

가이드라인
제시 완료

연세
대학교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댐 치수안전도
평가 매뉴얼
작성

매뉴얼 사용자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를 통한
매뉴얼 만족도

점수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80점 이상
서울시립
대학교

댐 재개발
평가시스템
적용 및
매뉴얼 작성

매뉴얼 사용자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를 통한
매뉴얼 만족도

점수
보고서

만족도 80점
이상

80점 이상
서울시립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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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거대홍수대응
Emergency
Plan 수립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적홍수저감계
획수립

최적홍수저감계획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만족도 평가
결과 96.1점

인하
대학교

지역별
Emergency
Plan 수립

Emergency Plan
전문가 자문

보고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AHP)
만족도 80점
이상

인하
대학교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제시
현업화 방안 제시 보고서

평가기술
개선 및
현업화

홍수위험도
평가기술
개선방안
제시

인하
대학교

6차
년도

AR5 RCP
기반의
극한강우
시나리오
생산기술

최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

S/W 개발 유무
성과 관련 S/W

개발
S/W
개발

S/W 개발
유무

S/W개발
완료

부경
대학교

극한 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보완

극항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여부
보고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량 산정
완료 및
극한 홍수
방어
기준(안)
제시

연세
대학교

하천시설물
취약성 분석
가이드라인
보완

취약성 지수
적용성 검토

취약성 치수
적용성 검토 여부

보고서

제방 안전율
및

홍수취약성
지수 검토

한강유역
제방의
안전율 및
홍수취약성
지수 검토

연세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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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

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댐
치수안전도
및 재개발
평가시스템
개발

실증연구 및
정책화기반
마련

실증을 위한
재개발 댐 예비

타당성
조사∙분석

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록

전세계
248개 국가
가상수
거래량

분석을 통한
국가수자원
계획의
반영전략
제시

서울시립
대학교

정책화 기반을
위한 포럼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립

보고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해설서 작성

해설서 작성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정책화
기반마련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정책화 기반
마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안전성 평가
제도화 기반 마련

보고서
제도화 기반
마련

전문가 자문
완료

서울시립
대학교

기후변화
대비
유역홍수
저감 시설
평가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거대홍수
강우-유출 해석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여부 논문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거대홍수
해석 시스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완료

인하
대학교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피해유형
별 대응전략
수립

대응전략별
경제성 평가 및
최적 대안제시

경제성 평가에
따른 최적 대안

제시
보고서

경제성
평가에 따른
홍수위험관
리대응전략
수립여부

MCDM
기법을

활용한 최적
대안 제시

인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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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자료
수집 및 D/B
구축

CMIP5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30개
이상의
GCM 결과
수집

40개 이상
GCM 결과
수집

APEC
기후센터

CORDEX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4개 이상의
RCM 결과
수집

5개 RCM
자료 수집

APEC
기후센터

국가표준시나
리오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보고서

12.5km
상세
시나리오
수집

남한상세(1k
m),

한반도상세(
12km) 자료
수집

APEC
기후센터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평가 기술 목록 보고서
용수공급능
력 평가
기술 조사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평가 기술 목록 보고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기술
조사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기존문헌 및
연구동향 분석

예비율자료
수집 및
D/B구축

수집결과적절성 보고서 100%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가뭄
관리현황/기후
변화 적응
전략조사 및
수자원 D/B
구축

수자원
D/B(수자원
인프라) 구축

D/B 구축율 보고서
DB 구축율
80%이상

DB 구축율
90%

한양
대학교

가뭄평가
평가/분석
기법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분석

가뭄데이터베
이스 구축

D/B 구축율 보고서
DB 구축율
80%이상

DB 구축율
90%

한양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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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2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상세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AR5 모델별
불확실성 평가
기술 개발

관측기후자료와의
통계적 비교

보고서

CMIP 30개
모델의
한반도
강수 및
기온
모사력
평가

모사력 평가
후 19개
GCM선정

APEC
기후센터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30개
모델의
과거 30년
미래 100년
기간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SDQDM
기반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SDQDM
개발)

APEC
기후센터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30개
모델의
과거 30년
미래 100년
기간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108개
중권역 수문
시나리오
생산
(PRSM
기반)

APEC
기후센터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구현된
모듈수/설계
모듈수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능력평가
모듈 개발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관측치와의 비교
및 용수수요
추정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물수급
전망기술
정확도
향상 및
시나리오
기반
용수수요
추정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댐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방법론 정립

댐 예비율
적용

모형 개발

모의모형 개발
여부

보고서
모의모형
구현율 95%
이상

95%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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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가뭄
사전감지기술
및 물 공급
우선순위

선정기법 개발

물공급
우선순위

산정기법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및 가뭄

사전감지기술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산정기법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한양대

고기후 및
AR5 기반의
극한

가뭄시나리오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개발

극한가뭄 시나리오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시나리오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한양대

3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AR5 Decadal
전망의
수문학적
활용성 평가

AR5 Decadal
전망 수집 및

DB

수집변수 목록 및
동아시아 지역
Decadal 예측성의
통계적 결과

보고서

1959-2012
년 기간의
전망자료
수집 및
모사력
평가

11개 GCM
자료수집,
최상위 3개
GCM 평가,
리드타임별
예측성 평가

APEC
기후센터

상세
기후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표준화된 평가제체
및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대표시나리
오

생산기법
정립 및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SDQDM
기반 108개
중권역별
상세

시나리오
생산

(대표시나리
오 생산)

APEC
기후센터

상세
수문시나리오
생산 기술
개발

시나리오 D/B
목록

보고서
HSPF 모형
구축

108개
중권역 수문
시나리오
생산
(HSPF
기반)

APEC
기후센터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시범유역 중권역별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시범유역
수자원시설

별
용수공급
능력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시범유역
중권역별 물수급
전망을 통해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시범유역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네트워크
취약성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원 기술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지원 기술
개발

시범유역 중권역별
물 수급 네트워크
및 물 부족 특성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공급
취약시설분
석 및 지역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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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댐 예비율
모형 구축 및
시범유역 적용

물공급체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시범유역 안정성
분석결과 적절성

보고서

시범유역
모의운영
구현율 95%
이상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기후변화
적응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극한가뭄 시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

프레임워크
개발

가뭄심도 작성 및
프레임워크
개발여부

보고서
프레임워크
구축율
80%이상

구축율
100%

한양대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평가
기법 개발

극한가뭄평가
기법개발

극한가뭄평가기법
개발율

소프트웨
어

가뭄평가기
법 개발율
80%이상

개발율
100%

한양대

4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개발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
고도화

유역별 변동가능성
표 및 도시화

보고서

5개
대권역별
수문학적
예측성
검증

HSPF 기반
수문순환
요소 변동성
평가

APEC
기후센터

설계기능의
단위모듈
구현율

구현된
모듈수/설계
모듈수

보고서 90% 이상

대표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전과정 모듈
적용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최적 용수공급
체계 개발

최적 연계운영을
통한

공급능력-기존
운영룰을 통한
공급능력

논문 및
보고서

용수공급시
설물 최적
연계
운영을
통한
공급능력
최대화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용도별
물부족
시나리오
전망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우선
순위 결정
지원 기술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지원 기술
개발

신규수원 개발에
따른 경제 및
물부족량 감소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
결정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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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모형운영을
이용한 댐
예비율 적용
최적방안 수립

댐 예비율 및
저수지 운영
기술개발

계획설계 기법의
개발 건수

보고서
기술 개발
완료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역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개발율

보고서
(그림,
표)

가이드라인
개발율
100%

개발율
100%

한양대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

수문기상학적
위험도 분석율

보고서
(그림,
표)

수문-기상
학적
위험도
분석율
100%

분석율
100%

한양대

5차
년도

AR5 기반
표준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성공수/전체모듈
테스트 개수

보고서 90% 이상

상세화
시스템 개발
(SDQDM
병렬화 90
%)

APEC
기후센터

시스템 사용성
교육생 및

사용자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80점 이상
사용자교육
완료

APE6C
기후센터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기술

권역별
수자원시설
용수공급 능력
평가 및 최적
용수공급체계
개발 기술

용수공급 능력
평가

권역별 중권역별
수자원시설물
용수공급 능력
평가의 통계적

결과

논문 및
보고서

권역별
수자원시설

별
용수공급
능력 평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용수공급능력
취약성 평가
기술

기후변화
적응체계
도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통한
물부족 감소

논문 및
보고서

중권역별
물 부족
최소화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신규수원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원 기술

신규수원 개발
우선투자결정
지원 기술
개발

대체수원 개발을
통한 물부족량

감소
보고서

대체수원을
고려한
물공급
효율 증대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기후변화적응전략
을 통한 물

이용/공급 효율의
증가

논문 및
보고서

대체수원
개발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물 공급
전략 개발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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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댐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술
개발

예비율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립

설계결과의
현장적용 건수

보고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100% K-water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국가
Emergency
Plan 수립

Emergency Plan
수립율

보고서
(그림,
표)

국가
Emergency
Plan
수립율
100%

수립율
100%

한양대

기후-수문-사
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통합

가뭄평가지수
개발

통합가뭄평가
지수개발

가뭄평가지수 개발
여부

보고서
(그림,
표)

통합가뭄평
가지수개발
율 100%

개발율
100%

한양대

6차
년도

AR6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 생산
시스템 보완
및 활용

시스템
유지보수

테스트
성공수/전체모듈
테스트 개수 및
SDQDM 모듈
병렬화

운영
매뉴얼

100 %

100 %
(SDQDM
병렬화 100
%)

APEC
기후센터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기후 시나리오
상세화 사용자

교육

교육생 및
사용자의 설문조사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85점 이상
사용자교육
완료

APEC
기후센터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및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한강권역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
평가

시스템 확대
미래 물 수급 전망
적용 시나리오

갯수
보고서

한강권역
물 부족
시나리오
전망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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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

위험도 평가
적용

물 공급 증대 방안
제시 여부

보고서

시범유역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100%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극한가뭄
대응
다목적댐
사전물관리
체계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실용화
기술 개발

다목적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기준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마련
여부

소프트웨
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100% K-water

댐 군 연계 및
유역상황을
고려한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다목적댐
물공급 예비율
기준 정립

보고서 발간 여부 보고서
기준정립완

료
100% 아주대

회복수위를
적용한 단일댐
모의 운영
모형의 사용자
편의 환경
보완 개발

모형의
사용자 맞춤화

예상 사용자 건의
사항 반영 여부

건의
사항
반영
여부

반영률
100%

100% 부경대

극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통합 가뭄
위험도 평가

가뭄위험도
평가

가뭄위험도 평가
여부

보고서 평가율 80%평가율 80% 한양대

가뭄대응종합
계획

세부수립지침
개발

세부수립지침
개발

세부수립지침개발
여부

보고서
지침
구성(안)
개발율 80%

개발율
100%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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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

성
통합평가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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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완료

건국대

수자원 취약성
평가기법 정립

수자원 취약성
산정기법
간략보고서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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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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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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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유역 물순환
개선 기법
기술보고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보고서
작성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보고서
작성율 100%

기술보고서 작성율

유역
물순환
개선기법
기술보고
서
작성율
비교

작성율
100%

100%
작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

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입력자료 구성
및

모형구축사례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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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리해석모
형 입력자료
DB 구축

하천수리해석모형
입력자료 DB 목록

보고서

하천수리해
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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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적응
통합관리시
스템 개발

통합 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 저장
구조 서례 및
시스템 기능
기본 설계

통합 시스템의
기능 구성 요소를

평가
보고서 설계 80%

80% 이상
설계 완료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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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2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

성
통합평가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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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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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기후변화
적응형
의사결정

기술의 수자원
분야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적용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적용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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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적용 후
단계별 불확실성

계량
보고서

유의확률
95%

달성 완료 서울대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적용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AHP)

적용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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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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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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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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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리해석모
형 결과 모델

오차

실측자료와 모의값
오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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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여부

55% 55% 단국대

탁수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탁수예측기술
정확도
(100-오차)

관측자료와 비교
오차
통계

70% 70% 단국대

수자원적응
통합관리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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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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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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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3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

성
통합평가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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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유역단위
통합 수자원
취약성 산정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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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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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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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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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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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완료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오차율 20%
미만

통합시스템
운영결과와

실측값과의 오차
비교

통합시스
템

운영결과
와

실측값과
의 오차
비교

오차율
20%

오차율 20%
이하 달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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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리해석모
형 결과 모델

오차

실측자료와 모의값
오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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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적응
통합관리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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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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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4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

성
통합평가시
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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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통합취약성
산정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기준
통합취약성
산정

기술보고서
작성

기술보고서 작성율

간략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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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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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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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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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메뉴얼 제시

통합시스템
메뉴얼 작성율
100% 달성

매뉴얼 작성

통합시스
템의
매뉴얼
작성

작성율
100%

100% 작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

발

수문-생태모형
구축

모형검증
정확도

관측자료와 비교
논문 및
보고서

50% 50% 단국대

기후시나리오
의 하천수리
해석모형에의
적용 및

하상변동 결과
DB 구축

(구축률 80%)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 DB 구축

기후시나리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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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적응
통합관리시
스템 개발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

통합시스템
설계 기능의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90% 이상

90% 이상
기능 구현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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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5차
년도

유역 건전성
평가기술 및
수자원취약

성
통합평가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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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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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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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완료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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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성공율 90%
이상

시스템 기술사업화
성공율

통합시스
템의
기술사업
화
성공률
검토

성공률
90%

90% 이상
성공률 달성

한국건설
기술연구
원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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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적응
통합관리시
스템 개발

통합평가
시스템 안정화

구현된 기능의
실행 안정성

테스트
성공수/전체 기능
테스트수

보고서
기능 안정성
95% 이상

95% 이상
기능 안정

㈜부린

지역단위(지
자체)

유역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구축

지역단위(지자
체)

유역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역단위
유역건전성
평가 설계

기능의 구현율

기능
구현완료수/설계
기능 수

보고서
기능 구현율
95% 이상

95% 이상
기능 구현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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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6차
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취약성
지수의
전국확대
적용과

WAMIS-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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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기
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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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전략 확산

지자체 적응
거버는스

프레임워크의
확산(교유그
홍보, 타지자체
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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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환경통
합전망 및
적응기술개

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수문환경변화
에 따른
이수안전도
전망

갈수량
전망기술
고도화 및
이수안전도
평가 기준을
통한 전망

갈수전망 정확도
논문 및
보고서

70% 70%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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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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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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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시나리
오 장기해석
절착의 적합
여부

무대책 대비
탁수저감효율

논문 및
보고서

100% 100% 단국대

미래
기후변화시나
리오 장기
연속모의 및
상세자료
활용을 통한
예측기술
고도화

탁수영향 예측
불확도 적합성

여부
기후변화시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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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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1차
년도

전지구
수문모형 및
D/B 구축

전지구
수문해석모형

구축

전지구
수문해석 관련
최신기술동향
보고서

최신기술동향
보고서 발간 여부

보고서 1권

최신
기술동향보
고서 1권
작성

세종대

전지구 관측
기상 및

수문자료 구축

전지구 자료의
한반도 기상 및
수문 관측자료
수집 여부

보고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기상,
수문 지형
자료 구축

세종대

Delphi-AHP를
이용한 수자원
가치 속성과
수준 개발 및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

조사범위

전문가
인구통계특성에
기초한 전문가
자질 판단

보고서 전문가 50명
50명 델파이
완료

세종대

타당성
Delphi합의도,
수렴도, 중위수,
내용타당성 비율

보고서
합의도 0.8
이상

합의도 0.8
달성

세종대

모형예측성
AHP 비일관성

지수
보고서

CR 0.2
이하

0.05 달성 세종대

수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역사문화사회
적 고찰

수자원의
인류문명사적

분석

수자원의
인류문명사적
차원에 관한
기존자료 및
최신자료 검토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완성도 80%
이상
달성

세종대



- 999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수자원의
문화사회적
가치에 관한
분석

수자원의
문화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존자료 및
최신자료 검토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완성도 80%
이상
달성

세종대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기술

수자원
안보전략

기초자료 조사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관련 기술 조사

현장실무자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선행연구,
법제,

수자원관리
체계 조사
완성도
100%

서경대

북한 수자원
관련 기초자료
현황 조사

현장실무자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PUB
적용기법,
인공위성
기술, 북한
수문자료
수집 완성도
100%

서경대

가상수
산정모델 및
D/B구축
기술보고서

가상수 및
물발자국 개념
정립 및
사례조사

사례조사의
분석건수

주요국 연구결과
분석 건수

보고서
주요국 대상
80% 이상

아시아 주요
9개국 중
7개국 조사
완료

미자연

산정모델
D/B구축 현황

분석

현황조사
분석건수

산정모델 조사
건수

보고서
분석대상
30% 이상

국내외
가상수
산정모델
조사 완료

미자연

기후변화
대비 물이용
대응전략
가이드라인

물지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및
기초자료 수집

물
관련지수조사

건수

주요국 물 관련
지수 조사건수

보고서
주요 5개국
이상

주요국 포함
20개국

물관련 지수
조사 완료

방재안전
기술원

물이용
현황조사 건수

물이용 현황조사
건수

보고서
주요 5개국
이상

주요 16개국
조사 완료

방재안전
기술원



- 1000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2차
년도

전지구
수문모형 및
D/B 구축

전지구
수문해석모형

구축

대상지역 범위

전지구 수문해석
모형

구축범위 및 평가
결과 확인

보고서 전지구

아시아 지역
11,000여개
격자 VIC
모형 구축

세종대

정확도

상관계수, RMSE
등을 통한

계측유역의 정확도
평가

보고서
상관계수
0.7 이상

계측유역
대상
관측모의
유출량

상관계수 0.8
이상 확보

세종대

기후변화
수자원 가치
변화

평가기술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법 등
개선 매뉴얼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분야별
가치평가 모형

개발

조사범위
모집단 조사
확률추출방법

조사설계과정 평가
보고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99% 달성 세종대

타당성
가치추정 계량모형
설명력 검사

보고서
모형설명력
45%
이상

55% 달성 세종대

모형예측성

현시자료 기반
기댓값과

관찰값 간의 모형
적합성 검사

보고서
유의수준
3%

1%수준
확보

세종대

수자원에 관한
학제적 차원의
접근에 관한
비교분석

수자원 학제적
차원의

수자원에 관한
경제학적, 공학적,
환경학적,

정치군사학적 접근
방법과 인식분석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80%이상
달성

세종대



- 1001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기술

수자원
안보전략

기초자료 조사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관련 기술 조사

현장실무자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등
DB 구축 및
GWB 탑재

서경대

북한 수자원
관련 기초자료
현황 조사

현장실무자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북한 수자원
관련 법제,
기관, 정책
조사 완성도
100%

서경대

물발자국
DB구축 및
기술보고서

주요국 가상수
이용특성 분석

분석내용의
적설성

2010년 이후 최신
이동상황 조사건수

보고서(
표, 그림)

기존
연구대비
결과
비교제시

주요 8개국
가상수
이동특성
분석 완료

미자연

분석대상의
건수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가상수 산정기법을
활용하여 이용량을
산정한 연구결과

비교

보고서(
표, 그림)

분석대상
80%
이상

국가별,
품목별,
사회경제별
가상수
산정결과
비교분석

미자연

산품선정 및
추정방법의
적절성

전문가 평가(3인
이상)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7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0점

미자연

기후변화
대비 물이용
대응전략
가이드라인

물이용 특성
분석 및 물
지수 설계

분석내용의
적절성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0점

방재안전
기술원

물지수
설계방안의
적합성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0점

방재안전
기술원



- 1002 -

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3차
년도

전지구
수문모형 및
D/B 구축

전지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및
분석

대상지역 범위
전지구 수문해석
모형 구축범위 및
평가 결과 확인

보고서 전지구

아시아 지역
미래 강수,
기온, 유출량
변화 평가
수행

세종대

기후시나리오
종류

시나리오(RCP8.5.
RCP4.5),
GCM(앙상블
GCM)

보고서
앙상블
시나리오

아시아 적정
GCM 13개
선정 및
RCP4.5,
RCP8.5
앙상블
시나리오
산정

세종대

평가기간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의 분석 기간

보고서

과거 20년
이상,

미래 80년
이상

1976년-2100
년 기간에
대한 수자원
영향평가
수행(125년)

세종대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기법 검토 및
적합 모형
적용 평가

조사설계의
적합성

시나리오와 연계된
변수의 내용타당성

검증
보고서 전문가 10명

전문가 15명
델파이분석

세종대

조절효과
투입모형 개발

조절변수의 검증력
평가

보고서
유의수준
5% 이내
조절력 도출

1%수준
조절력

세종대

WFE 관련
변인의 내용
타당성

전문가조사를 통한
WFE nexus 해석
기술과의 연계성

평가

보고서

기후-식량-
에너지
연계성
수렴도 0.6
이하

수렴도 0.5
달성

세종대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분석

수자원의 산업
가치창출에
관한 분석

수자원에 관한
1차, 2차,
3차산업의

가치창출 상황과
인식분석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완성도 및
적용성 80%
이상 달성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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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기술

기후변화 및
통일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조사

통일 후 북한의
수자원 변동성

분석

2건이상의
통일시나리오 별
변동 영향요인

평가

보고서
(그림,
표)

2건

신규댐
개발가능지
점에 대한
장기유출분
석 및

연간발전가
능량

분석(2건)

서경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수자원 변동성

분석

북한수자원 및
용수수급분석 및
수자원 변동성
평가에 대한
달성도

보고서
(그림,
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북한 전역에
대한
가뭄분석
수행 완성도
100%

서경대

물발자국
DB구축 및
기술보고서

국제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가상수
변동시나리오

작성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상수 변동
시나리오 작성

국제환경 변화
반영 정도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작성된
시나리오의3
개 이상

국제
수출입무역
량 분석 및
무역수지 등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미자연

기후변화를
반영한 가상수
변동 시나리오

작성

기후변화 반영
정도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작성된
시나리오
3개 이상

농/축산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상수
시나리오
작성

미자연

물발자국
산정모델

대상의 다양성

물발자국 산정모델
비교표 작성

보고서(
표, 그림)

대상
산정모델
5개 이상

국내외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 모델
비교 10개
이상

미자연

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물 지수
개발

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물 지수 개발

물 지수 산정
적합성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4점

방재안전
기술원

물지수
시범평가적용
DB구축

DB구축 건수
보고서(
표, 그림)

DB구축
80%이상

아시아,
아프리카
D/B 구축
100%

방재안전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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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4차
년도

전지구
수문모형 및
D/B 구축

전지구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및
분석

위험도평가지표
개발

전지구 수문해석
모형 구축범위 및
평가 결과 확인

보고서 전지구

수재해
취약성

지수(WDVI)
개발 및
아시아 지역
평가

세종대

전지구 수자원
D/B

제공시스템

전지구 D/B
제공시스템
설계 및
오프라인
제공시스템
개발

전지구 D/B 등을
자기가 원하는
영역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여부

시제품
시연

오프라인
제공 시스템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GW

B)
아시아(33개
국) 웹
시스템
알파버전
개발

세종대

기후변화
수자원 가치
변화

평가기술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법 등
개선 매뉴얼

극한 사상
발생 시

수자원의 가치
변동성 분석

기후시나리오
반영의
내용타당성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별

가상황상 구축 및
내용타당성 검토

보고서
과제
시나리오
반영 빈도

3가지
시나리오
반영

세종대

수요모형
예측력

속성별 유의성 및
영향력 크기 검사

보고서
설명력
50%이상

56% 달성 세종대

WFE 해석
기술 타당성

전문가조사를 통한
WFE nexus 해석
기술과의 연계성

평가

보고서

기후-식량-
에너지 해석
타당성
수렴도
0.5이하

수렴도 0.2
달성

세종대

수자원
관리체계에
관한

경제발전양상
에 따른

국제적 비교

수자원 활용에
관한 분석

선진국, 중견국,
저개발국의 수자원
활용정책과
현황분석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70개국
분석완료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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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기술

한반도 수자원
변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분석

수자원 변동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영향 분석

2건이상의
수자원변동
시나리오별

사회경제학적 영향
분석

보고서
(그림,
표)

2건

신규
수자원시설
의 유입량,
발전량
분석(2건)

서경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 및 취수의
취약성 평가

보고서
(그림,
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북한 11개
시도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완성도
100%

서경대

물발자국
DB구축 및
기술보고서

시범품목의
물발자국 D/B

구축

분석내용의
적설성

전문가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평가점수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74점

미자연

가상수
분석체계 구축
및 활용성

전문가 평가

평가접수,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표, 그림)

평가점수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74점

미자연

시범품목
물발자국 D/B

구축
전문가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평가점수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74점

미자연

기후변화
대비 물이용
대응전략
가이드라인

물 지수를
이용한 글로벌
물 건전성
평가

물건전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글로벌 지수 산정
및 평가에 대한
유사 연구결과

비교

보고서(
표, 그림)

분석대상
80% 이상

글로벌
지수산정
평가
연구비교
100%

방재안전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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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5차
년도

전지구
수문모형 및
D/B 구축

전지구 수자원
D/B

제공시스템

변수 종류

일단위 기온,
강수량, 풍속,
유출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보고서
기온 외 5개
변수 이상

강수, 기온,
증발산량 등
39개 변수
제공

세종대

전지구 D/B
제공시스템

전지구 D/B 등을
자기가 원하는
영역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여부

시제품
시연

웹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글로벌
수자원 정보
제공 시스템
아시아
웹기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세종대

사용자
가이드라인

매뉴얼 작성 여부 보고서 매뉴얼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작성

세종대

기후변화
수자원 가치
변화

평가기술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법 등
개선 매뉴얼

거버넌스
구축방안 도출

기후변화 적응
개선방안의
적절성 통합
평가

경제학, 수문학,
행정학 관련
전문가 합의도
질적평가

보고서 전문가 10명
전문가 16명
델파이 분석

세종대

수문사회학적
차원의 수자원
활용 거버넌스

구축

수자원 활용에
관한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부문의 접근
분석

정책결정집단의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적용완료 세종대

수자원에 관한
사회수문학적
접근에 의거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결정집단의
자문 및 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완성도 및
적용성
80%이상

적용완료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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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기술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전략 도출

통일 후
수자원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수립

수자원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수자원 개발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
(그림,
표)

1건

용수수급전
망, 재해,
발전, 저류량
기반
북한지역
수력발전댐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1건)

서경대

통일 한반도
수자원개발
시나리오 작성

수자원개발 가능
분야에 띠른
시나리오 작성

보고서
(그림,
표)

2건이상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MME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서경대

물발자국
DB구축 및
기술보고서

가상수를
고려한

수자원산업
전략구축 및
국제진출전략

수립

가상수를
고려한

수자원전략의
구축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무부처의

평가

보고서(
표, 그림),
평가점수

3인 이상
실무자
평가점수
75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1점

미자연

물발자국 D/B
활용성

전문가 평가,
공청회

평가점수,
전문가
의견

평가점수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1점

미자연

기후변화
대비 물이용
대응전략
가이드라인

해외 물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 도출 및
국제 협력방안

도출

해외 물산업
진출 전략의
적절성

전문가 및
실무부처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1점

방재안전
기술원

국제협력방안의
적절성

전문가 및
실무부처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표, 그림)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전문가
연차평가
81점

방재안전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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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6차
년도

GWB
시스템 보완
및 검증

GWB 시스템
타지역 확대
적용

시스템 확대
GWB 시스템 구축

여부
보고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33개
국),

아프리카(49
개국),

중남미(47개
국) 구축

세종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적용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위험도
평가 여부

보고서
5개 국가
이상

30개국 미래
수자원

위험도 평가
세종대

북극진동,
엘리뇨/라니냐
와 지표수문
변화 평가

엘리뇨/라니냐
수문변화 평가

논문 출판 여부 논문
논문 1편
이상 게제

논문 1편
게제

세종대

위성자료
기반으로

진출예상지역
확대적용으로
GWB D/B
지원

위성 DB 구축
위성자료 DB 개선

여부
보고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위성 DB
연장

강수
1993년∼201
3 년 기간
연장,
토양수분
2010년∼201
4년기간
연장

세종대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자의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규명

기후변화
요인이
관광활동
참여자의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규명

연구논문 작성
여부

논문
논문 1편
이상 게제

논문 3편
게재 완료

세종대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발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
정책 수단 개발

연구

연구논문 작성
여부

논문
논문 1편
이상 게제

논문 1편
게제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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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목표 수행내용
최종 성과점검기준

해당
기관질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검증
방법

목표치 달성치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공유하천
재해 위험도
평가

기후변화로
남북

공유하천의
재해 위험도
평가 기법
제시

기후변화로
남북

공유하천의
재해 위험도
평가 기법 제시

공유하천의 재해
위험도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

보고서
위험도 평가
제시 여부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공유하
천유역의
미래

극한강수량
및 유출량
변화
분석결과
제시

서경대

M-RAT 모형
고도화 및
검증

M-RAT 모형
고도화 및 검증

Snow-Melt 기능
검증 여부

보고서
snow metl
모듈 탑재
여부

snow melt
모듈 탑재
완료

서경대

가상수 반영
국가 물관리
전략 구축

가상수 고려
국가 물관리
전략 제시

가상수 고려
국가 물관리
전략 제시

국가전략 제시
여부

보고서
국가전략
제시

전세계
248개 국가
가상수
거래량

분석을 통한
국가수자원
계획의
반영전략
제시

미자연

W-E-F
Nexus

평가모형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적용 확장

중남미 및
아프리카
W-E-F
Nexus
모의결과
GWB 제공

중남미 및
아프리카

W-E-F Nexus
모의결과 GWB

제공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 및
전문가 평가

보고서
전문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

W-E-F
Nexus 해석
및 GWB
제공 완료

세종대

기후변화
수자원

평가를 위한
지역기후모
델의 활용성
평가 및
CMIP6
기반 수문
변화 전망

RCM과
GCM이 미래
수자원 전망에
미치는
영향분석

RCM과
GCM의 미래
수자원 전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모델이 수자원
전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부

논문
영향 분석
논문 1편
게제

관련 SCI
논문 4편
게재

세종대

글로벌 및
로컬
수문모델
비교 평가

시범유역에
대한 글로벌
분포형 모델과
로컬 준분포형
모델 활용성
비교 검토

글로벌 모델의
활용성 분석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 비교
평가 여부

보고서
비교 평가
결과 제시
여부

아시아 18개
유역 활용성
검토 완료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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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분야 기여도

(1)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본 연구단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자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기

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산업 적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성

과인 6대 핵심성과, 기술보고서, 국가보고서, 사회적 성과는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

여하였다.

연구단에서는 6대 핵심성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설계 기준, 제도 개선, 정보제공 시

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 기준 및 제도 개선 성과는 국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

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시스템은 국내 및 해외를 대상지역으로 국내

수자원 기업 또는 연구진이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다. 따라서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업계 및 공공기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단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SCI 논문 155건을 포함하여 논문 총 394건을

게재하였으며,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관련 기술보고서 36건을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본 연구단

에서 작성한 논문은 선진국과의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이바지한 바 있

다. 기술보고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핵심 기술 36건에 대해 기술의 배경, 이론, 결과, 예제

를 작성하여 관련 전공자가 해당 기술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술보고서는 기

후변화 영향평가의 체계(framework)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한 국가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연구단의 기후변화 적응 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결과 및 제언을 요

약한 보고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

지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단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R&D를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이지만 공공활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에서 개발된 성과가 추가적인 과정 없이 바로 사회에서 활용 가

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과 달성을 추진하였다. 달성한 사회적 성과는 법령반영, 정책활용, 지

침, 기술기사,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이 있다. 법령반영, 정책활용, 지침은 국가 정책수립에 연구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성한 성과로써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바

가 있다. 기술기사는 해당 성과 및 관련 분야 홍보 목적으로 달성한 성과로써 국민들이 보다 기

후변화 및 수자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전문연구인력 양성은 다수의 대학교가

참여하는 연구과제로써 관련 분야 석박사 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각 인력은 국내 각계 각

층에서 기후변화 및 수자원 전문가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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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가)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현재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경우 일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

나 수문 설계 및 계획 시 중요한 입력자료 중 하나는 시간단위 강우 자료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신뢰성 있는 상세화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단위 상세화 연구는 상당수 진행된바 있지만, 시간단위 상세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인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기존 추계학적 시간단위모의기법의 경우에도 극치강수량을 효과적으로 재현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위 상세화 기법 적용 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변량 모형으로 활용

성이 높은 조건부(conditional) Copula 모형을 활용하여 극치시간강우량 생성기법 모형을 개발하

였다. 모형을 통하여 최적의 매개변수 추정과 더불어 모형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데 개선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발생하는 극치값의 재현문제 및 불확실성 정량화 문제를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극치시간강우량 시나리오를 지속시간별로 생

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에 따른 극치시나리오는 미래 수자원설계 및 계획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수문학적 적용을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 RCM을 이용한 PMPs 산출 및 Mega Storm Generating Tool을 이용한 최대 강수시

나리오 생산을 통해 최신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공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극한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대비 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기반 모형인 WRF를 통해 최대강우사상을

재현 및 최대화하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써 해외 최

신 연구 경향을 반영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수문기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최대 강수 시나리오 결과값과의 비교 분석 수행을 가능케 한다.

(나) 극한홍수 방어 기준 개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은 수자원 모든 분야에서 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고, 향후 국가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

다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높

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로부터 미래 강우 증가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최적화

된 도시 유출모형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하천 구조물인 제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며,

제방의 붕괴 원인 중 침투에 관하여 Seep/w 모형을 이용한 제방의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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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제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방의 취약성 분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미래 수자원 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

내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안전도 및 재개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댐 재개발 평가프레임워크 개발에서 수행하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재개발 결정 기술은 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댐 관리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비용 투입 유도

와 함께 댐 붕괴로 나타나는 경제·사회·인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안전법이 전부 개정(‘18.1.18)됨과 동시에 성능평가 이행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개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성과의 일부를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댐의 수문학적 안전

성평가에서 기후변화 관련인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세부지침의 평가 내용을 보존

하면서 책임기술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대상 댐의 기후변화 관련인자에 대해 제언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댐 및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성능평가 시 관련기술자들이 기후변화 관련인자들을 활용하

여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관련 교육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거대홍수 시나리오의 정확한 모의를 위한 최적 방벙론 제시, 거대홍수량 산정, 거대홍수에 따

른 침수구역도 작성, 거대홍수 대비 최적 대피소 선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상대처계획, 재해지

도, 대피경로 등 수해관련 위험지구 지정 및 Emergency Plan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

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홍수량 산정,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구역도 작성, 기존 홍

수저감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제시 등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저감 대안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며, 돌발 홍수 및 극한 강우사상이 발생한

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온 상승률 및 강수량의 증가량,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

빈도 및 발생 정도가 다르게 결정되어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함에 따라 홍수위험도를 매번 산

정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에 따른

각 유역에 적합한 MLR 및 변수선택법 계수를 산정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경되더라도 일

정한 홍수위험도 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변경될 때마다 일정한 홍수위험

도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에 따른 홍수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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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위험지수 변화를 분석하고 치수대책 개선을 통한 치수안전도를 개선하

였다. 특히, 유역특성별 및 홍수피해유형별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지수를 산

정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한 각각의 유역에 홍수 피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홍수 피해 유형에 적합한 하천개수율, 하수도보급률, 양수량, 유수지용량 등의 치수대책

변화 분석을 통한 홍수피해 유형별 위험관리 대응전략 적용방안 제시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가) AR5 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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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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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규모의 일단위 기후 및 수문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모델의 성능평가

및 상세화 기후/수문 시나리오 생산을 일관되게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모델 선정 및 미래 기후전망의 신뢰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다중 앙

상블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기후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 높은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나)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 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미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연구가 미래의 몇몇 시나리오를 통해 수자

원 분야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미래 계획 수립에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발생가능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시나리오 경로별 분석

을 통해 용수공급시설물의 공급능력을 평가하고,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를 전망

하였으며 미래 물 공급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미래 물 공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17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였으며 미래 수요변화 추정에 있어 인구변화,

토지이용변화 등 사회/경제 조건변화를 고려하여 총 216개의 수요변화 시나리오을 생성하고 그

중에 3개(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의 수요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51개의 미래 시나리오 경

로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 경로별 물 수급 전망을 통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용수공급 기후변화 적응전략으로 용수공급시설물의 최적 운영체계를 개발

하여 수자원시설물의 추가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

형 물 부족 완화 및 해소 대안 제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망한 미래 지역별 용도별 물 부족 시나리오와 함께 수자원시설물의 용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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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평가 결과는 지역 수자원 관리 및 계획 수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별 용수공급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

인 물수지 분석이 가능하고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글

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물 수급 전망 및 수자원 계획 수립을 보다 효율

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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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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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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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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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여 최적 저수지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가지 핵심요소기술은 ① 추계학적 유입량을 고려한 가뭄대응 기준저수량 산정 기술, ② 가

뭄대응 단계별 기준저수량 세분화, ③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수립 및 평가 기술, ④ 가뭄대

응 단계별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술로 나누어진다.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기술 내용

으로는 추계학적 500년 모의유입량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전국 다목적댐의 일단위 기

준저수량 개선, 기후변화 기반 기준저수량 평가, 급격한 용수공급 감량으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저수량 세분화 및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준 개발, 가뭄 대응 단계별 해제기준 제시,

유입량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전망 및 운영 방법 모의, 그리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개발된 핵심요소기술 들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장기(2년 연속 등)가뭄 대응 다목적댐 용수공급

능력 검토 및 저수지 운영 기준 개발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통합 댐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안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다목적댐의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스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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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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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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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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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의 가뭄에 대비하는 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의 능력을 평가하고 댐의 비활용용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 시설물의 예비율 개념의 비상용수 활용 기준을 도

입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댐 예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댐의 잠재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가뭄이 심각할 때에도

국민들이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예비율의 개

념을 도입하여 기존 댐들의 비상용량만으로 극심한 가뭄 대비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어

갈수기 댐 운영 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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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가뭄 시 제한적 물 공급의 실현 방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부족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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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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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곡선을 결정하는 최적화 기법 적용 기술을 축적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서 혼합정수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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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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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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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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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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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획처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며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 가뭄단

계 및 조정기준에 따른 용수공급 가능기간 등 공급정보를 국민과 관련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

도록 K-water 및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지하여, 대국민 가뭄상황 체감과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본 연구의 목표는 “극한가뭄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수문 기상학적 위험도 작성”, “극한가뭄에

대비한 지역, 유여별, 가뭄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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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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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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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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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극한가뭄을 정량적

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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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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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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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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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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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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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기후변화 대비 극한가뭄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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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가) 유역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기법을 이용하여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한 기존의 기술과는 다르게 물리

적 기반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기반의 평가기술은 댐 및 보와 같은 수자원시

설물의 고려가 가능함에 따라 향상된 기술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유

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표준유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평가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당 기술은 향후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AR6)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보생산이 가능하다.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기법을 이용하여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한 기존의 기술과는 다르게 물리

적 기반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기반의 평가기술은 댐 및 보와 같은 수자원시

설물의 고려가 가능함에 따라 향상된 기술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유

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표준유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평가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당 기술은 향후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AR6)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보생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기법을 이용하여 유역의 건전성을 평가한 기존의 기술과는 다르게 물리

적 기반의 유역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기반의 평가기술은 댐 및 보와 같은 수자원시

설물의 고려가 가능함에 따라 향상된 기술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유

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표준유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평가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당 기술은 향후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AR6)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보생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거버

넌스 제반 이론과 국내외 적응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내 적응 거버넌스

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재정적 측면의 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행정 실무

에 적용하여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보완을 통해 운영기술의 적용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근래 기후변화 적응 이슈의 대두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적 위험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근거한다(Solom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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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현행 온실가스 배출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상승 내에

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감축 이행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

를 통한 위험의 관리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완화의 노력과 더불

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적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제5

차 보고서에서는 그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위험

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비롯하여 사회경제부문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

의 협력하에 적극적인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주목할 점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존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하향식

(top-down) 의사결정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불확실성·비선형성·복잡성 등을 특징으

로 하는 소위 ‘불명확한 난제(wicked problem)’인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절실하다는 데 있다. 민간의 참여는 위험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활동 역

시 포함된다. 의사결정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독자적 개

입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적응역량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위험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민관의 협력적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은

또한 지역적(local-specific)이고 장소와 환경 등의 맥락(context-specific)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지역이 처한 자연환경 및 인프라의 취약성, 사회문화적 맥락

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적응 옵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이행과정에 지역의 특성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적응 옵션을 개발하고 이행

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적응 계획수립과 적응정책의 집행과정을 평

가해보면,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적 우

선순위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계획 수립 의무에 따른 맹목적인 사업의 계획 또

는 기존 사업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현재 개발된 적응 옵션들이 지역의 특

성과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문별 적응 옵션

의 결정에 있어 통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

고, 이마저도 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적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적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의사결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거

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적응 옵션을 마련할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적 맥락과 수요에 근거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적응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충청남도에 실제 적용하여 운영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적응 거버넌스 운영기술의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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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

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의 산업경쟁

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라)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태수문학적 요소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극한수문

사상에 대한 유역의 하천침식 및 퇴적을 고려한 하상변동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고도화된 토양

유실방지 및 탁수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인 대응 및 복원 기술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강수 및 기온을 포함한 여러 수문요소 및 유역 내 토양자원을 고

려한 생태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탄력적 대응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역-하천-댐이

연계된 탁수 저감기술을 제시하였다.

(5)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가) 글로벌 수자원 평가 및 분석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수자원 평가 및 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개발

성과는 글로벌 지역에 지표수문해석 모형 기반 수자원 영향평가 기술 및 신뢰도 평가 기술을 개발,

위성기반 기상, 수문자료 추출 기술 개발,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전구 규모의 자연현상으로 이에 파생되는 물 부족, 홍수 등의 현상은 글로벌 지역

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는 글로벌, 대륙 규모의 자료 부족으로

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분석,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폭넓은 관점에

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영향평가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글로벌 수자원 영향평가 기술은 대륙 규모의 수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 연구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구 기후현상과 글로벌 수문 변동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수문변동의 신뢰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도메인에 대한 수문해석 기술, 글로벌 지표

수문해석 모형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자

료구축, 이론, 예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국내에서 글로벌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해당 기술 기반의 연구가 다수 수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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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격탐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규모의 자료 생산 및 신뢰도 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발 맞추어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맞

춤형 D/B 구축을 하였고, 위성 활용 기술 개발에 기초를 다졌다. 특히, 전 지구 규모의 강수 및

토양수분 정보를 중심으로 그 정확성을 남한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검증하였다. 또한 전지구 위성 기반 강수 및 토양수분

정보 자료 제공 및 D/B 구축을 내용으로 기술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원격탐사 관련 연구

를 시도하는 다수의 연구진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 기반 글로벌 지역에

대한 수자원 평가 관련 연구가 추후 다수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4세부 과제에서 개발된 성과를 총 망라하는 수자원 데이터

제공 시스템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수자원 산업 기초자료(기상, 수문, 유

역, 일반현황, 북한), 미래 기상 및 수문 전망 자료(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자료), 국가별 수자

원 분석 자료(물산업지수, 가치평가, W-E-F, 가상수), 해외 물 관련 정보(해외사업자료, 이상

기후 및 피해, 물재해) 등 7개 분야 30여개 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국내에는 수자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전무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글로벌 수자원 정

보제공 시스템은 향후 글로벌 자료의 관리, 가공,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허브로서 관

련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 기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주요 연구성과는 북한 수자원 D/B 수집 및 수문해석, 공유하천 위험도 평가, 북한

수자원 개발 추진 전략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수자원 D/B 수집 및 수문해석을 위해 북한 관련 수자원 법체계, 정책 및 기상, 수문, 지형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문해석을 수행하였다. 수문해석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M-RAT 장기유출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M-RAT 모형은 미계측 유역에 대한 분석에 특

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국내 기업이 향후 북한 지역 수자원 현황 및 변동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제공가능하다. 특히 M-RAT 모형의 경우 북한 지역 이외에도 국내외다른미계측 유

역의 수문현황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계측 유역 평가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남북공유하천유역에서는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기후변화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남북공유하천유역의 미래기간별 극한강수량을 산정하고 그 결

과를 확률강우량도로 제시하였으며, 미래기간별 극한강수량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극한

강수량의 변화량을 지역분포하여 공간적 변동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참조기간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미래 재현기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유역의 재해위험성 평가는

인구 증가, 토지이용 등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경제성 분석 등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분

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자료의 구득이 어렵다

는 점과, 현재까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활용한 남북공유하천유역의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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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없었던 점을 감안 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극한강수량 변동성 평가는 남북공유하

천유역의 미래 재해위험성을 평가연구에 기여하는 바다 크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향후 개혁

개방정책 실행시 가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개혁개방시 문화적으로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외에도 통일 가능성을 본다면 국내 기

업이 향후 반드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의 개혁개방을 대비한 수자원 개발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비교

적 전력이 부족한 북한지역의 특성상 가장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수력댐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개발 전략에는 댐 개발 가능지점의 기초자료(기상, 수문, 지형)

및 수문학적 특징(위치정보, 저수량, 횡단면도, 전력량) 등을 수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에

기여하였다.

(다)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기반 구축

본 연구는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물거래를 고려한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체계 구축, 해외 물산업 평가

를 위한 물 산업 지수 개발, 해외 물산업 진출 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수는 세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연구

분야로 각 국가별 수자원의 이동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물 분배 및 물 분쟁 해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이

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구

축부터 모형 구축 및 분석까지 수행하여 국가간 가상수 이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가상

수 분석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국내에 사례가 전무하던 가상수 연구 사례

를 축적하였고 향후 연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가상수 연구는 아직까

지 초기 연구단계로 정확한 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어려움, 가상수 교역량 파악의 어려움, 자료획

득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향후 정확한 가상수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물산업지수는각국가별물산업연관세부지표를기반으로물산업에대한현황을평가할수있도록

표준화된지표를뜻한다. 본연구에서는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등국내기업의진출확률이높은대상

지역에대해국가별물산업지수를산정하여제공하고있다. 본연구와같이글로벌지역에대한물산업

평가를 수행한 사례는 국내에 없었으며,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대표사례로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수 분석기술과 물 산업지수는 해외 국가의 수자원 활용 특성 및 교역

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여

미래 수자원산업 전략방안을 도출하고 가상수 변화에 따른 수자원산업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따

라서 국내기업은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시 이를 통하여 대상국가별, 산업별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진출 전략을 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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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주요 성과로는 수자원의 사회경제학적 가치 평가, 수자원 거버넌스 분석 및 제시, 물-에너지

-식량 연계 해석 개념 정립 및 분석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용성 부족으로 인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수자원 시설물에 대

한 경제성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수자원의 사회경제학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과거, 미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모형을 구축하고 평가하였다. 향후 미래 물가용성 부족으로 인해 수자원 관련 사

회적 분쟁이 증가하려는 시점에서 수자원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은 국가의 중요자원으로 국가기관이 주요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왔다. 따라서

수자원 관리는 정부 정책, 여론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후변

화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시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라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올바른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계 국가별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에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미비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대표 사례 연구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W-E-F Nexus 데이터베이스는 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통계 자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자료공급의 용도와 모형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공급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E-F Nexus 해석모형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W-E-F 자원의 직접수요량 및 간접수요량을 산정하고,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개발 모형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20여 개국의 국가단위 자원 생산-공급-안정성

평가 등 넥서스 해석을 수행하여, 필요시 다양한 정책 및 인문사회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의함

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한 자원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될 W-E-F 연계해석 및 평가모형은 다양한 국가를 대

상으로 관련 기술의 적용을 통해 W-E-F 모형의 기능 및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자원 교역, 효율적인 자원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W-E-F 자원안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및 정책제안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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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본 연구단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국가 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글로벌 수자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기

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산업 적응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성

과인 6대 핵심성과, 기술보고서, 국가보고서, 국가 표준시나리오 인증, 사회적 성과는 수요처에

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연구단에서는 6대 핵심성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설계 기준, 제도 개선, 정보제공 시

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수기 기후변화 슈퍼태풍, 거대홍수 대응체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사전 운영체계는 각각 홍수통제소와 K-water에 현업 시스템 운영을 목적

으로 구축한 성과로써 현업 홍수예보 및 용수관리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하천설계 기준(안), 국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반영은 국가 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써 현재 관련 제도의 개정 과정에 있다. 기후변화 시

나리오 기반의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과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정보제공 시

스템으로써 현재 국내 및 해외 지역의 종합적인 수자원 정보를 대국민서비스하고 있으며, 반영

구적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다.

구분 기대효과

홍수기 기후변화 슈퍼태풍, 거대홍수

대응체계 구축

한강홍수통제소에 설치하여 극한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홍수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하천설계 기준

개선(안)

하천설계기준 등 국가 수공구조물 관련기준의

기후변화 영향 고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사전운영 체계 구축

K-water 다목적댐의 물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극한 가뭄 발생 시 물부족 피해

최소화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반영

국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수분야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시 활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국가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WAMIS-CC) 개발

WAMIS에 기후변화가 고려된 수자원

정보제공을 통한 국가사업 수행 시 의사결정

지원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수자원 해외시장 진출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예비타당성 분석, 수자원 설계 및 컨설팅 지원

가능

표 2.322 6대 핵심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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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단에서는 기후변화, 수자원 관련 SCI 논문 155건을 포함하여 논문 총 394건을 게재하

였으며,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 관련 기술보고서 36권,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본 연

구단에서 작성한 논문과 기술보고서는 기후변화 및 수자원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

며, 특히 기술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체계(framework)가 되는 기술로써 현재 진

행중인 AR6 체제 하에서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적응기술 개발, 정책 수립에 활용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단은 기후변화 및 수자원 관련 연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활용의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연구단 성과의 공공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보고서, 국가 표준 시나리오 인증, 사회적 성과가 있다. R&D 성과가 공공활용되기 위해서는 공

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단에서는 국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상청으로부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받았다. 또한 법령, 정책, 제도, 지침 등의 사회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해당성과를 실제 물 관리 기관 또는 관련 부처에 제안하였다. 본 연구단의 성과는 특정 수요처

를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공공활용을 위한 성과 연계작업이 수행되어 향후 성과 활용성이 매

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변화 대응 극한홍수 적응기술

(가) AR5 기반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미래 극치시간강우량자료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극치강수량의 변동

성을 평가 및 수자원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다. 2차적으로 미래 수자원설계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

한 수문학적 적용을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3차적으로 주요 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의 활용성이 크며 향후 수

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장기적 치수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4차적으로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극치수문자료는 수자원뿐만 아니라 방재, 농업, 기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

용성이 크며, 이러한 점에서 타 분야와의 연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PMPs의 결과는 1-3세부에서 미래 수공구조물의 치수 안전도 평가 시 수문학적 분석정

보로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해연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값(M-storm

software)은 1-4세부의 미래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홍수 시나리오 구축 및 홍수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체계 모듈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모듈은 추후 한강홍수통제소

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에 탑재되어 실무에 활용될 계획이다. 전년도 및 당해연도 연구에서 생

산된 PMPs 결과들은 본 연구단의 DB 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자체

및 정부 등 미래 극한강우 시나리오에 따른 하천 홍수방어 관련 계획 수립, 수공구조물의 평가

등의 참고자료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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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거대강우 생산 프로그램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 한강홍수통제

소 하천정보센터와 주기적인 회의 및 정보 공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

을 개선 및 보완할 예정에 있다.

(나) 극한홍수 방어 기준 개발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한 연구 성과 실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요 하천시설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재설정 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는 합리적 극한 홍수 방어 기준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증

가하고 있는 홍수피해 규모의 축소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의 제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의 수문특성 변화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치 수문사상의 값을 반영한 설계기준강화 수방시설 계획들의 연구

에 활용하며, 여러 가지 수문학적 불확실성에 의하여 가변 가능한 도시하천의 취약성 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공구조물 설계 및 수방전략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댐 위험도 평가 및 재개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

댐 재개발 우선순위 평가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취약댐의 조치계획을 수립

하고, 한정된 자원/자본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경제, 사회·정책, 환

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댐 평가를 통해 댐 재개발 의사결정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지침’에 담긴 본 연구의 성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문학적 안전성평가에 직접적·

정량적으로 즉각 반영되기보다는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선언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향

후 상위 규정·기준 등의 개정 시 보다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추후 본 기술적 지침이 정착되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댐 및 저수지의 보수·보

강, 성능개선 등의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보다 선도적인 방향으로 제도개

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대홍수 대응을 위한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극한강우 빈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도시화 및 범람원의 개발 등으로 홍수피해 위험도가 증가와 더불어 수공구조물의 치

수안전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연속적인 강우사상으로 거대홍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일호우사상에 대한 유출분석만 이루어지고 있을뿐, 연속적

인 호우사상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상기후에 의한 기후변화는 홍수의 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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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증가 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있는 사람들

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홍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홍수 및 기후변화 적응 유역홍수저감시설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하여 거대홍수 대비 Emergency Plan을 수립하고,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방어대안

선정시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험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유역특성별 홍수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

가 이론(FVI), OECD에서 개발한 PSR 방법, EEA에서 개발한 DPSIR 방법의 홍수위험지수와

유역특성별 및 홍수 피해 유형별에 따른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

를 비교가능하다. 또한, 유역특성별 및 홍수 피해 유형별에 따른 MLR 및 변수선택법을 이용하

여 산정한 홍수위험지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연도별 홍수위험지수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각 유역별 홍수피해유형에 위험관리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

(가) AR5 기반 MME 기후 및 고해상도 중장기 수문시나리오 생산 및 평가기술 개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상세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은 기후모델이 전망한 전지구 기후변

화시나리오에 공간내삽(spatial disaggregation) 및 편이보정(bias correction)을 적용한 후,

통상적으로 누적분위대응(quantile mapping)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지

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상세화 시나리오에서 추세(trend)가 왜곡되는 문제를 빈번하게 초래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세보정 누적분위대응(quantile delta

mapping) 기법을 개발하여 상세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추세 왜곡을 개선하였으며, 이 기법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아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신뢰성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수급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 수자원 용수수급 능력 평가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전처리 및 상세화 자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기후모델에서 전망한 전지구 시나리오의 전처리, 전지구 기후모델

의 성능평가. 관측 자료의 활용, 통계적 상세화 및 시나리오 생성 등은 모듈로 구현하였으며, 계

산 부담이 큰 통계적 상세화 과정에는 병렬화를 적용하여 계산 효율을 증진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 대상의 통계적 상세한 시나리오는 환경부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WAMIS-CC)에 국가인증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로 탑재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

체(IPCC)는 제1차 평가보고서부터 제5차 평가보고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개선된 기후모

델을 통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기후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최

근에는 IPCC 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후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전지구 기후변

화 전망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5-6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후변화전망에 대해 국가차

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자료의 수집, 기후모델의 모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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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세화, 유출 시나리오 생산이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보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나) 기후변화에 따른 권역별 수자원 시설 용수공급능력 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술 및 모형은 국가/지역 수

자원 평가 및 계획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이미 국가 수자원장

기종합계획(4-3차 수정계획)에 기 반영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물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맞춤형 물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공급 평가 및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글로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모형은 해외 유역에도 적용가능한 확장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ODA 사업 등 해외사업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개발된

모형은 수자원 정책 구상 및 결정지원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개발 모형에 대한 안내서와 지침서

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자원 전공자에게 교육도구로 활용가능하며, 다양한 물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복잡한 수자원 관련 사업 및 물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나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상수공급자의 미래 물 공급 능

력 확보 및 물 부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의 물공급 예비율 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안)의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무자들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16년 6월 댐 · 보 연계운영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

행되고 있으며, 가뭄 대응 기준저수량 개선, 가뭄 대응 단계별 최적 용수공급을 위한 단계별 해

제기준 제시 및 점진적 용수 제한공급 기준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용수공급 장기

전망 및 운영 기술과 저수지 운영기준 개발 등으로 다목적댐의 신속한 가뭄대응체계의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댐 가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가뭄상황 체

감 및 관련기관 협업의 강화가 가능하며, 향후 전 수계별 운영계획,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등 각종 계획에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로 고도화된 저수지 운영 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준저수량 자동 산정 및 세분화

프로그램, 가뭄 대응 Alert 프로그램, 다목적 댐 장기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댐

관리자 및 운영자가 사전에 저수지 용수공급 등 가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한가뭄 상황 및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수지 운영기준을 정

립함으로써 다목적댐의 안정적 용수공급 능력 확보 및 효율적 물 관리 실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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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환경부) 및 실용화기관(K-water 통합물관리처, 수자원사업처 등)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선 및 댐 비상용량 사용기준 및 운영가이드라인 활용할 수 있다. 기존댐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K-water 다목적댐 비상용량 활용 사업 추진 시 적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수자원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중 가

뭄 대비 댐 운영 기준 개선, 기존댐 재평가 및 물 공급능력 고도화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주기적인 핵심성과 점검 및 홍보 그리고 현업실용화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추

진함으로써 향후 담당기관 및 실용화 기관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의 연구성과물인 가뭄 대비 저수지 (군) 모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시나리오별 가뭄 대비

저수지 (군)의 물 공급 목적 방류 계열을 모의하여, 기존 분석 도구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하다. 물

공급 목적 저수지 모의 운영 모형은 3종으로, 현 저수량 기준의 단일 저수지 운영 모형과 현 저수

량 기준의 낙동강 주요 저수지 군 연계 운영 모형,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회복수위(가뭄 해제 저수

량)를 고려한 낙동강 주요 저수지 군 연계 운영 모형이다. 이들의 주요 공통 입력자료는 관측 또는

빈도, 시니리오 유입량, 상시만수위 등 제원 저수량, 가뭄 네 단계에 상응하는 용수 감량공급 실행

저수량과 용수별 감량 비율, 예비율 상응 저수량이다. 세 모형은 엔진과 사용자 편의환경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출력으로서 유입량 등의 입력자료, 물 공급량, 저수량, 가뭄 단계가 있다.

(라)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본 연구의 최종 성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극한가뭄시나리오 개발”과 “극한가뭄

대비 국가 Emergency Plan 지침 수립”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뭄의 규모와 심

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차년에 개발된 GCM 평가

및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미래 극한가뭄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공구조물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이수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뭄

규모를 반영한 이수안전도 평가기준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차년에 개발된 극한가뭄 대응 프레임워크, 4차년에 개발된 가이드라인, 5차년에 개발 된

Emergency Plan을 융합하여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하며, “기후변화 적

응 극한가뭄 대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지자체에서 가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기술

(가) 유역 건전성 평가 기술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은 한정적이나 생·공·농업 및 환경생태유량 등 미래 수요량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증발산량 및 바다 유출량 등의 손실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간

활동으로 수질, 수생태계는 악화 되어가는 상황이다. 한정된 물로 필요로 하는 물을 유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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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 평가기술은 현재의 유역별 건강성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유역별 회복력 기반의 보호·복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존의 유역 건전성 관련 연구는 특정유역 및 특정문제

에 국한되어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역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

고, 전국 수자원단위지도 표준유역에 대하여 수량, 수질 및 유역환경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유역 건전성 및 수자원 취약성 통합평가 기술 개발은 전국단위로

시도된바 없는 연구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활용성이 매우 높은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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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내용들을 Dash Board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자료는 본 연구단의 6대 핵

심성과 중 5번째 성과인 WAMIS-CC에서 제공하여 국가 정책 및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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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여 일련의 자료 및 정보들에 대한 자동 전후처리 및 생산을 위한 별도의 Stand-Alone

시스템이 개발되어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WAMIS-CC의 자료들은 추후 기후변화와 관

련된 일련의 연구와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사회구현 기술 개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응 전략의 분석, 선정, 사

회구현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술, 비정

상성을 고려한 통합 불확실성 계량화 및 저감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효과적 사회구현 기

술 개발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실제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방법론과

불확실성 정량화 및 저감 기술, 그리고 사회구현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비 유역관리

적응 효과를 재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

는 중요한 연구사례로써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하여

신뢰도 및 안정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관철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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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정립을 통해 K-water, 지자체, NGO 등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기술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높도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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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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

다. Robustness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 가능하며, 이를 모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성

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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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불확실성 계량화 방법들은 단계별 불확실성에 대

해서만 고려하여 어떤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시나리

오별 불확실성으로는 좀 더 능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시나리오가 있다면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앙상블을 이용해 전망값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를 불

확실성에 반비례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망과정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시나리오별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진이 개발한 시나리오 불확실성

분해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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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물순환계는 치수, 각종 용수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등, 안전하고 쾌적하며 풍

요로운 인간생활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강우량 및

증발산량 등과 같은 물순환계 구성요소가 변화하면 유역에서의 물순환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화된 유역의 물순환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한 지

속가능하고 건전한 물순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 및 토지

이용변화가 진행중에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강우-유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ㆍ회복하도록 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물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적

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정립 및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일부 시가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전지구적, 유역 규모의 개선 전

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물순환계의 변화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화 기법 역시 해외에

서 개발된 기술을 여과 없이 도입하여 국내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국내 유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기 수월한 물순환 개선

평가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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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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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시

킬 수 있는 기법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순환계에 미치는 영

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사업화

를 완료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여 전 지구적인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 성과물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

가 소프트웨어는 물순환 개선기술 관련 외국 기술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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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회사,

지자체 등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극한사상에 대한 유역의 탄력적 대응 및 복원기술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수문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댐 유역별 관측자료 및

RCP 시나리오별 기후변화자료를 수집하였다. GCM 자료에 대한 최적의 새로운 모델을 조합하

는 방법으로 Bayesian 모델 평균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의 범위를 줄고 기후

변화 모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한수문사상 분석을 위

하여 시계열 배수매칭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월단위의 강우 및 기온자료를

일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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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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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유역에서의 유량 및 유사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

상변동모델과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하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

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량과 유사량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별 국내 하천

에서의 변화 양상 모의를 통해 하상변동 예측기술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유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을 위한 기술

과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유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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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관리 대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 기술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유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토양유실 예측을 위해

지형인자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의 토양유실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은 충주댐,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국내 하천단면 특성을 고려한 수문 모의 기술

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여 토양유실 저감 및 복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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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유

실 예측과 최적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토양유

실 우심유역을 대상으로 토양유실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운영을 통한 탁수 대응 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입부 및 저수지 내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탁수예측 모델 입력자료를 구성 후 모델링

을 통해 탁수거동해석을 통해 탁수의 유동 경로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탁수 유입에 따른 점

유율 기준 탁수 조절운영 시행, 선택 취수설비 운영과 정수처리장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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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으로 인해 건설된 보와 준설로 인한 하천환경변화를 고려한 선진화된 이수/치수 관리에 하천관

리 적용이 가능하며, 토양유실 저감 및 예측을 위한 DB는 막대한 양의 자료수집이 필요함과 더

불어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처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개발이 기

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극한수문사상에 따른 유역관리기술을 통해

유역의 사전방재기능을 향상시켜 하천유출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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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후변화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가) 글로벌 수자원 평가 및 분석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수자원 평가 및 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개발

성과는 글로벌 지역에 지표수문해석 모형 기반 수자원 영향평가 기술 및 신뢰도 평가 기술을 개발,

위성기반 기상, 수문자료 추출 기술 개발,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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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자원 영향평가 기술은 글로벌 지역에 대한 수문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반 기술로

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배경, 이론, 사례 등이 기술된 기술보고서를 활

용하여 손쉽게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의 경우 대륙 규모의 재난, 재해 영향평가 및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 등국내 뿐만 아니라 대륙규모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해

당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지역에 대한 수문해석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서 국외 기업과의 차별

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재난 재해에 대한 영향평

가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다.

위성기반 기상, 수문자료 추출 기술은 최근 많이 연구진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기술 분야 이

지만 아직 자료의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해당 기술은 기상 수문자료를 추정하기 위해 다수

활용되고 있으나, 현업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 기반 기

상, 수문자료 구축을 위한 기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였으

며, 배경, 이론, 예제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본 기술이 활용성을 갖추기 위한 후

속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은 4세부 과제에서 개발된 성과를 총 망라하는 수자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기업에서는 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시 국외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기술

의 차별화, 경쟁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대부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

내의 글로벌 수자원 영향평가, 기후변화, 사회과학 등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

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

우에는 자체적인 수문해석을 통한 수자원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책입안자는 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의 수문해석 자료를 수집하고 수자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의 경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다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에 다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위

한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 기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국가 수자원 안보전략 및 대응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주요 연구성과는 북한 수자원 D/B 수집 및 수문해석, 공유하천 위험도 평가, 북한

수자원 개발 추진 전략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수자원 D/B 수집 및 수문해석을 위해 북한 관련 수자원 법체계, 정책 및 기상, 수문, 지

형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문해석은 미계측 유역의 수자원 분석에 특화된 M-RAT 장기유출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 지역에 대한 수자원 관련 연구에 대해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과 수자원 관리 협력, 수자원 개발 사업, 공유하천 관리 사업 등에 분

석 모형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M-RAT 모형은 미계측 유역에 활용이 특화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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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계측 유역의 수자원 분석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남북공유하천은 북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자원 이슈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이 대표적

이다. 본연구에서는공유하천에대한수문해석을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에따른재해위험도를평가

하여향후공유하천에대한관리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해당성과는환경부에물관리기본법시행

령, 강원도에치수종합계획으로각각법령과제도의형태로제안하였다. 물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는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하천 연계관리, 상호협력, 공동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강원도 치수종합계획은 강원도의 미래 기후변화에 따

른 수재해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의 치수종합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북한 지역의 수자원 개발 전략은 전력이 부족한 북한지역의 특성상 다목

적댐을 주요 개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고 구성되었다. 북한 전역의 모든 수계에 대하여 지형,

수자원, 수력발전 등의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지점에

댐을 개발할 경우의 예상 제원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내 기업

은 기존 도출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수자원 개발 전략은 향후 북한과의 협력 사업 수행시 우

리나라 기업의 수자원 개발 마스터 플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 체계 구축

본 연구는 국제 물거래 대비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물거래를 고려한 우리나라 가상수 분석체계 구축, 해외 물산업 평가

를 위한 물 산업 지수 개발, 해외 물산업 진출 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수는 세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연

구 분야로 각 국가별 수자원의 이동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물 분배 및 물 분쟁 해소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초기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간 가상수 이동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가상수 개념은 국내에서는 물의 효율적인 분배, 물 이용량 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물 안보차원에서 가상수

교역량을 분석하고 국가 간 혹인 지역간의 무역에서 물 거래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물의 교역량은 각종 산업과 관련 깊은 경우가 많으

며, 본 연구에서는 가상수와 수자원 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업별 취약성을 도출하고 해외

사업 지눌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수 분석 결과는 국내 자원 분배,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

용될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단계의 결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본 연

구결과는 가상수 분석 연구에 대한 기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상수 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로

서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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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산업 지수는 각 국가별 물 산업 지표를 기반으로 산업을 평가하는 표준 지수이며, 이를 기

반으로 국가별 취약한 물 산업을 도출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분석을 할 때 기초자

료로서 산업별 진출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물 산업 지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 기초지표

는 각 세부 산업별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출 규모, 분야 등에 대한 기초정보로

서 활용가능하다. 또한 물 산업 지수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사례가 적은 연구분야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수행될 물 산업 지수 관련 연구분야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수 분석기술과 물 산업지수는 가상수 교역량과 수자원 산업 지수를

통해 국가별 수자원 산업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과거 및 미래 기

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산업 취약성을 활용하여 대상국가별, 산업별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

략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가치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주요 성과로는 수자원의 사회경제학적 가치 평가, 수자원 거버넌스 분석 및 제시, 물-에너지

-식량 연계 해석 개념 정립 및 분석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용성 부족으로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효율적인 분배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별로 사회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

적 분쟁에 대한 관련 연구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물 가격, 물 분배와 같은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

회적 비용을 낳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및 미래 수자원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 및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 의사결정 및 물 분쟁 해결에 과학적인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사례 연구가 향후 특정 지역 수자원 관련 사

회과학적 연구의 대표사례로 타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거버넌스에 대한개념 정립및 분석을통해 해외국가의 수자원관리 거버넌스에대한 구

조, 특징 등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의 수자원 거버넌스분석 자료는 국내 기업의해외 수자원 산업 진출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현지의 정부조직, 물관리체계, 법령 등을 이해하는데 기초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제안 결과는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

법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수자원 관리를 위한 법령 개선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E-F Nexus 해석모형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W-E-F 자원의 직접수요

량 및 간접수요량을 산정하고,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간 혹은 국

가 간 자원 교역, 효율적인 자원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W-E-F 자원안보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정책제안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국내 수자원 관리 기관

인 K-water에 기후변화 및 물-에너지-식량 연계성을 고려한 물 이용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

되었으며, 국내 수자원 관리시 에너지와 식량의 연계성을 고려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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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