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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 제방 여유고 분석

Analysis of Freeboard of Levee

Considering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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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안지역에서는 강우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 등 두 개 이상의 재해가 복합적

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도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태화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의 증가와 해수면 상승이 연안 지역과

인접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문모형과 수리모형을 구축하였고, 미래 평균 확률강우

량 증가율과, 해수면 상승고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제방

에 대한 여유고를 구하였고, 하천설계기준의 여유고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구간 40.17

㎞중 약57∼78.9%의 구간이 여유고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홍수위의 변화는 하류

부의 일정 구간까지만 영향 미쳤고,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때 여유고가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은 약

1.9∼3.8% 감소하였다.

keywords : Climate Change, 해수면상승, 연안지역, 제방 여유고

1. 서 론

유역의 토지피복도 및 토양도, 수치고도자료를 구축하였고 수문모형을 구축하였다. 미래 강우증가량을 고

려하여 지속시간 12시간 빈도별 확률강우량에 대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해당

유역의 단면을 구축하였고 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해수면상승을 고려하여 산정된 홍수량을 경계자료로 홍수

위를 모의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4.5, RCP8.5를 이용하여 80년, 100년, 200년빈도에 대하여 기 산

정된 평균 확률강우량 증가율 및 해수면 상승고를 모형에 적용시켜 홍수량 및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홍수위를 통해 제방에 대한 여유고를 검토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의 증가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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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IPCC AR5에서는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대표농도경로(RCP)를 이용한다. RCP는 하나의 대표적인 복

사 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Representative)'라는 표

현과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Pathwa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12).

3. 결론

3.1. 해수면상승을 고려한 홍수위 모의

해수면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RCP4.5, 8.5에서는 각각 약 6㎞, 5.2㎞까지 이다.

그림 1 RCP4.5 200년빈도 하류부 홍수위 그림 2 RCP8.5 200년빈도 하류부 홍수위

3.2. 제방 여유고 검토

전체구간 40.17㎞에서 여유고를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은 200년빈도에서는 각각 약 29.7, 31.7㎞이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은 현재 상태에 비해 약 11.9∼17.1%가 많았고, 해수면 상승을

고려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여유고 부족구간의 범위는 약 1.9∼3.8% 만큼 차이가 났다.

(a) Left Bank (b) Right Bank

그림 3 기후변화에 따른 여유고 (RCP8.5 200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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