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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n integrat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mpact assessment 

by linking models of SDSM (statistical downscaling model),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Fortran) and ICM (impervious cover model). A case study of the Anyangcheon watershed illustrated 

how the proposed framework can be used to analyz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n terms of flood control, water security and water quality.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the variations 

of flow and pollutant concentration duration curves. In this study, nine scenarios including three 

climate (present condition, A1B and A2) and three urbanization scenarios were analyzed using HSPF 

model. As a result, climate change is a large influence on the flowrate and the urbanization affects 

the pollutant concentration. Therefore, the impacts of both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must be 

included into the watershed management and water resources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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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물순환 향을 분석하기 해 통계학  축소모형(SDSM), 연속유출

모형인 HSPF 모형, 불투수면 모형을 결합하는 통합 근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기법을 안양천 유역에 용하여 치

수, 이수, 수질 리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한 향을 분석하 다. 평가 기 은 유황곡선과 오염물질 

농도 지속곡선이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3개 ( 재, A1B, A2)와 토지이용변화 3개, 총 9개의 시나리오에 해 HSPF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기후변화는 유출량에 한 향력이 크고 토지이용변화는 농도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유역 리, 수자원 리를 해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한 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도시화, 불투수면 모형, 지속곡선, HSPF, S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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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에 한 연구는 20세기 후반에서야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연구의 선진국 격인 미국과 

유럽연합은 1980년 에 본격 으로 시작하 지만, 우리

나라는 이보다 10여년이 지난 1990년 에 들어서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

작하 지만 해외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련된 연구는 크게 기순환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연구(김병식 등, 

2003), 강우-유출모형을 용하여 유출량의 변화를 분

석하는 연구(신사철, 2000; 김병식 등, 2004; 김웅태 등, 

2004; 임 진 등, 2006; 정일원 등, 2007; 정상만 등, 

2008) 등이 있다. 기후변화와 강우-유출모형을 용한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측의 특성상 주로 장기유출모형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최근에는 수량 

측에서 더 나아가 수질인자를 고려하는 연구와 토지

이용변화에 한 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이길성 

등, 2006; 안소라 등, 2008)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

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GCM 모형들의 결과 비

교와 축소화기법, 식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국내보다 앞서 기후변화와 강우-유

출모형을 결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uhl and Miller, 

1992; Kite et al., 1994; Pitman and Chiew, 1996; 

Sefton and Boorman, 1997; Solecki and Oliveri, 2004; 

Cameron, 2006; Kojiri et al., 2008; Leander, 2008; 

Stahl et al., 2008). 

물순환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두 가지 인자

는 기후와 토지이용인데 과거 부분의 연구들은 기후 

변화 는 토지이용 변화에 한 유출 특성 변화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동시에 

고려하기 한 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Ewen and Parkin, 1996; Bronstert et al., 

2002; Asselman et al., 2003; Chang, 2003; Legesse et 

al., 2003; Lee and Chung, 2007; Hejazi and Moglen, 

2008; Juckem et al., 2008; Semadeni-Davies et al., 

2008; Wang et al., 2008; Cuo et al., 2009; Li et al., 

2009; Ma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모형  사용빈도가 높은 

CGCM3 (Canadian Global Coupled Model) 결과와 통

계학  축소화 모형인 SDSM (Statistical 

DownScaling Model; Wilby et al., 2002)을 이용하여 

상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불투수면 

모형 (Impervious Cover Model, ICM)을 이용하여 

상유역의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한 뒤 미국 환

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에서 개발한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Bicknell et al., 2001) 

모형을 이용하여 상 유역의 기후 변화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을 모의하 다. 

2. 이론  배경

2 .1  S D S M 모형

국과 웨일즈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 꾸 히 연구되

고 있는 SDSM 모형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미래

의 기상자료를 생성한다. 원하는 지 의 미래 일단  

기상자료를 획득하기 해 SDSM 모형이 필요한 입력자

료는, 1961년부터 2000년까지의 측하고자 하는 지

의 측 자료와 미국의 국가 환경 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에서 제

공하는 측값을 토 로 작성된 설명변수, GCM을 기

반으로 작성된 측변수가 있다. SDSM 모형의 다 회

귀분석은 측하고자 하는 기상자료가 종속변수가 되고 

NCEP의 자료는 보정을 한 설명변수가 된다. 모형의 

보정으로부터 얻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GCM 모형 결

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측변수에 의해 기상자료를 생

성하게 된다. NCEP와 CGCM3의 측변수는 모두 일

(日)단 의 변수로써 두 자료가 각각 설명하고 있는 기

상요소의 분류는 같다.

SDSM 모형의 장 은 웹사이트(https://co-public. 

lboro.ac.uk/cocwd/SDSM/software.html)를 통해 무

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과 종속변수의 용범 가 

크다는 , 자료를 앙상블로 생성하여 불확실성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한 지역의 

기후특성을 매우 잘 반 할 수 있으며 사용이 매우 용

이하다는 것이 장 이다. 그러나 GCM의 자체 인 오

류가 그 로 반 될 수 있고 IPCC에서 월단 의 자료

로 배포된 GCM의 결과를 그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단 로 변환된 GCM의 결과가 반 된 측변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SDSM 모형에 사용되는 NCEP와 

CGCM3의 측변수 항목은 Table 1과 같다. 주된 기

능은 변수들간의 상 분석과 매개변수의 추정  미래

자료의 생성을 할 수 있으며 잔차의 도시, 100개 까지 

지원되는 앙상블 자료군을 비롯해 간단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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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file name Predictor description

mslpas.dat Mean sea level pressure

p__fas.dat Surface airflow strength

p__uas.dat Surface zonal velocity

p__vas.dat Surface meridional velocity

p__zas.dat Surface vorticity

p_thas.dat Surface wind direction

p_zhas.dat Surface divergence

p5_fas.dat 500 hPa airflow strength

p5_uas.dat 500 hPa zonal velocity

p5_vas.dat 500 hPa meridional velocity

p5_zas.dat 500 hPa vorticity

p500as.dat 500 hPa geopotential height

p5thas.dat 500 hPa wind direction

p5zhas.dat 500 hPa divergence

p8_fas.dat 850 hPa airflow strength

p8_uas.dat 850 hPa zonal velocity

p8_vas.dat 850 hPa meridional velocity

p8_zas.dat 850 hPa vorticity

p850as.dat 850 hPa geopotential height

p8thas.dat 850 hPa wind direction

p8zhas.dat 850 hPa divergence

s500as.dat Specific humidity at 500 hPa

s850as.dat Specific humidity at 850 hPa

shumas.dat Surface specific humidity

tempas.dat Mean temperature at 2 m

Table 1 . Predictor Variables of SDSM Model

2 .2  불투수면 모형

미국의 유역보존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에서 제시한 불투수면 모형(ICM; 

CWP, 2005)은 유역에 존재하는 불투수면(impervious 

area)과 하천 수질과의 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토지

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의 향 평가를 투수면

(pervious area)과 불투수면 으로 실시하는 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Fig.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지이용변

화에 한 시나리오는 총 세 가지 경우로 상태의 토

지이용을 유지하는 것(C1)과 ICM의 하천 수질 향 단

계가 각각 한 단계 상승하는 경우(C2), 두 단계 상승하

는 경우(C3)로 나 어 용하 다. 한 단계 상승하는 

경우는 

   → 
′

   → 
′

Fig. 1 . Representation of the Impervious Cover 

         Model (CWP,  2005)

   → 
′

로 용된다. 여기서 는 재 상태의 불투수면  비

율이며, 
′은 변화된 불투수면 의 비율이다. 두 단계 

상승하는 경우는

   → 
′

   → 
′

   → 
′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불투수면

 비율의 한계는 60 %로 가정하 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과 각 지자체의 계획이 투수면 의 확보  증가로 

되어 있고 60 % 이상의 불투수면  비율에 해 수질

을 모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상유역

3 .1  일반 황

본 연구의 상유역은 Fig. 2와 같이 안양천 유역이

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이며 한강의 제1지류로서 경기도 

의왕시 지지 고개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경유하고 한강에 유입되는 표 인 도시하천

이다. 유역의 치는 서울의 남서쪽으로 동경 126° 4

7′～ 127° 04′, 북  37° 18′ ～ 37° 33′이며 유역

면 은 286.55 ㎢이고 유로연장은 32.5 ㎞이며 서울시의 

7개구(강서구, 양천구, 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악

구, 천구)와 경기도 7개시(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

양시, 명시, 시흥시, 부천시)에 걸쳐있다. 한 11개의 

지방하천 제1지류와 9개의 지방하천 제2지류가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망과 하수 망, 지형



韓國水資源學 論文集1094

Fig. 2 . Map of the Anyangcheon Watershed

도 등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이 왕곡(WG), 오 (OJ), 

당정(DJ), 산본(SB), 학의(HU), 수암(SA), 삼성(SS), 

삼 (SB1), 시흥(SH), 목감(MG), 도림천(DR) 유역, 총 

11개의 지천 유역과 안양천 체 유역(AY)으로 구분

하 다.

3 .2  기상 황

안양천 유역 내에는 기상 측소가 치하고 있지 않

아 유역인근에 치한 기상청 할 서울  수원 측소

의 1973년부터 2002년까지 30개년과, 최근 5개년(2003 

～ 2007년)의 안양천 유역의 기온  강우량을 분석하

다. 서울 측소의 30개년의 평균기온은 12.3℃이지만 

최근 5개년의 평균기온은 12.9℃로 0.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측소의 30개년 평균기온은 11.6℃이며, 

최근 5개년 평균기온은 12.8℃로 평균 1.2℃가 높았다. 

즉,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의 기온이 지난 30년 평균보다 

최근 5년 평균 기온이 0.9℃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측소의 30개년 평균 연강수량은 1,332.4 ㎜이고, 최근 

5개년 평균 연강수량은 1,554.3 ㎜이다. 한 수원 측

소의 30개년 평균 연강수량은 1,241.4 ㎜이고, 최근 5개

년 평균 연강수량은 1,369.4 ㎜를 기록하 다. 서울 측

소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평균치인 약 1,300 ㎜보다 

많고 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원 측소는 값의 차이

가 서울에 비하여 크진 않지만 서울과 같이 편차가 커

지고 있다. 따라서 안양천 유역의 경우 최근 평균기온

과 평균 연강우량이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3 .3  토지이용 황

안양천 유역의 연도별 Landsat 상을 이용하여 토

지이용 황을 분석한 결과, 1975년 유역 면  286.55 

km2  녹지 145.34 km2로 50. 6%, 도시지역 47.69 

km2로 16.6 %, 농업지 88.71 km2로 30.9 %, 기타 5.36 

km2로 1.9 %를 차지하던 비율이 2000년 유역 면  

286.55 km2  녹지 119.69 km2로 41.7 %, 도시지역 

124.25 km2로 43.3 %, 농업지 37.37 km2로 13.0 %, 기

타 5.84 km2로 2.0 %로 각각 변화되었다. 즉, 1975년 

16.6 %에 불과했던 도시지역이 2000년에는 유역 체

면 의 반가까이 차지하는 형 인 도시하천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4. 결  과

4 .1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서 정부간 기후변화 의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제공하고 있는 GCM 

 세계 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CGCM3의 결과

를 이용하 다.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는 IPCC의 온실

가스 배출에 한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on 

Emission Senario, SRES)의 시나리오  A1B, A2 시

나리오를 선택하 다. A1B는 최근 IPCC AR4에서 제

시하고 있는데 실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나리오로 그 

용사례가 늘고 있다. 2100년까지 CO₂가 720 ppm에 

도달할 것으로 상하며 에 지 공 원이 균형을 이루

게 된다(안소라 등, 2009). A2 시나리오는 CO₂배출농

도가 격히 증가하여 2100년에는 820 ppm에 이르는 

배출시나리오로 온실가스가 격히 증가할 경우 수자원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선정하 다(배덕효 등, 2007).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HSPF 모형에 용시키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통계학  축소기법 모

형인 SDSM을 이용하여 월(月)단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GCM 결과값을 일단  자료로 축소화하 다.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한 상 지 은 서울과 수원 

측소로 2001년부터 2100년까지의 강수와 기온 자료를 

생성하 다. 생성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향성을 분

석하기 해 Mann-Kendall 검정을 통하여 경향성을 

분석하 다. Mann-Kendall 검정은 비모수 검정으로 시

계열의 경향성 여부를 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Mann-Kendall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서울과 수원의 기



第42卷 第12號 2009年 12月 1095

Station Seoul station Suwon station

Element Air temperature Precipitation Air temperature Precipitation

Scenarios A1B A2 A1B A2 A1B A2 A1B A2

 26,148,200 41,115,776 5,134,131 7,655,988 25,294,670 40,107,748 3,178,771 6,964,016

 4.080 E+12 4.080 E+12 3.792 E+12 2.803 E+12 4.080 E+12 4.080 E+12 2.879 E+12 2.920 E+12

 12.946 20.356 2.637 4.573 12.523 19.857 1.873 4.075

-value 2.220 E-16 2.220 E-16 0.002 4.820 E-16 2.220 E-16 2.220 E-16 0.060 4.600 E-15

Table 2 . Result of Mann-Kendall Test

온  강수량 자료가 모두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196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온과 강수 실측값을 이

용하여 SDSM 모형을 구축하 고 2001년부터 2008년까

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R-squared 값이 

서울 측소의 경우 두 시나리오에 해 0.82로 계산되

었고 수원 측소의 경우 A1B에 해 0.83, A2시나리오

에 해 0.82로 나타났다. 모형의 검증을 해 모의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별 기온과 같은 기간 동안 

측된 일별 기온자료를 제시하면 Fig. 3과 같다. 상

으로 겨울을 제외한 부분의 계 에서는 잘 부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경우 모의된 값들이 실측

값에 비해 두 측소 모두 낮게 나타났다. 

강수의 경우 아직까지 기온을 일단  자료로 축소

하는 기법에 비해 일자료에 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에 기존 연구자들은 강우를 크기순으로 정렬하여 

과확률에 한 강수의 크기로 이를 검증하 다 (Hay 

et al., 1991, Wilby, 1994). 검증을 하여 8년간의 일

강수 366개를 가장 큰 강수부터 가장 작은 강수까지 

나열하여 각각 평균한 측값과 모의값을 비교하는 방

법을 이용하 다. 서울 측소를 기 으로 생성된 A1B 

시나리오와 A2 시나리오의 과확률에 한 강수의

(a) Seoul Station

(b) Suwon Station

Fig. 3. Comparison of Monthly Observed and Simulated Temperat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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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Fig. 4와 같이 비교하 다. 이때 강수량이 0으로 

나타난 약 30 % 이상의 값들은 제외하 다. 서울과 수

원 측소 모두 5～7 %부터 30 %까지 강수량이 반

으로 과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부

터 2008년까지의 일평균 강수량을 이용하여 생성된 시

나리오와 측값의 R-squared 값을 비교한 결과 서울

측소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 0.97로 계산되었고 수

원 측소의 경우 0.99로 계산되었다.

서울 측소의 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기간동

안 A1B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기온이 약 1.5℃ 증가한 

13.7℃를 나타냈고 A2 시나리오에서는 약 1.9℃ 상승한 

14.1℃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경우 과거의 평균 연총강

수량이 1,401.3 ㎜에 비해 A1B 시나리오는 약 500 ㎜

가 증가한 1,896.9 ㎜이며, A2 시나리오는 약 630 ㎜가 

증가한 2,029.5 ㎜로 나타났다. 수원 측소의 연평균 기

온은 상기간동안 A1B 시나리오에서 약 2.0℃ 증가한 

13.7℃, A2 시나리오는 약 2.4℃가 증가한 14.1℃로 나

타났다. 수원 측소의 과거 평균 연총강수량이 1,312.5 

㎜이었다. A1B 시나리오는 과거에 비해 약 360 ㎜가 

증가한 1,679.5 ㎜이며, A2 시나리오는 약 500 ㎜가 증

가한 1,803.6 ㎜로 나타났다. 

결과를 계 별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서울 측소의 경우 A2 시나리오는 여름철 온도와 강우

량 증가율이 다른 계 에 비해 높은데 반해 A1B 시나

리오는 상 으로 특정 계 에 집 하지 않았다. 수원

측소의 경우 A1B, A2 시나리오 모두 온도와 강우량

이 계 별로 골고루 증가하 다. 

4 .2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물이 순환하는데 있어 투수면 은 상당히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지하수의 함양과 이로 인한 유량의 확

보는 수질에도 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

한 불투수면 의 증가는 도로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수질에 좋지 않은 향을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유역보존센터의 불투수율이 

수질에 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 불투수면 모형

(CWP, 2005)을 이용하여 안양천 유역의 제1지류 유역

별로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용하 다. 

불투수면의 비율에 따라 수환경의 상태를 구분함으로

써 개략 인 하천상태를 단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a) Seoul Station (b) Suwon Station

Fig. 4. Duration Curves of Observed and Simulated Precipitation Data (verification)

Stations
Seoul Suwon

Temperature (℃) Precipitation (㎜) Temperature (℃) Precipitation (㎜)

Scenario PC A1B A2 PC A1B A2 PC A1B A2 PC A1B A2

Spring 11.6 13.2 13.6 229.1 299.9 308.3 10.9 13.1 13.5 224.9 334.6 347.5

Summer 24.0 25.9 28.2 845.9 1226.5 1317.3 23.8 25.9 26.3 767.3 962.6 1037.6

Fall 14.1 15.4 15.7 259.2 304.3 329.9 13.4 15.2 15.5 250.3 282.5 316.6

Winter -1.04 0.41 1.02 67.1 66.2 74.1 -1.6 0.2 0.8 70.0 89.7 102.0

Total 12.2 13.8 14.2 1401.3 1896.9 2029.5 11.7 13.7 14.1 1312.5 1679.5 1803.6

Table 3. Summary of Season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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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viousness 1∼10 % 10∼25 % 25 %∼

Classification Stable Impacted
Totally 

degraded

Stability of 

stream
Stable Unstable

Very 

unstable

Water quality
Very 

good
Good Poor

Varieties of life
Very 

good
Good Poor

Table 4. Classification of Stream According to 

         Imperviousness 

이 모형은 많은 지역의 유역계획, 하천 분류, 토지이용

규제에 큰 향을 미쳤고, 도시유역 환경 리에 리 

용되어 왔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불투수

면 모형은 일반 으로 하천을 분류하고 리하는데 유

용한 도구로 하천의 소유역을 리하기 한 통합 인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통합 ”이라함은 불투수면 비

율의 임계치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인 개발행 나 토지

이용을 유역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한 Schueler (1994)는 Table 4와 같이 불투

수면에 근거하여 하천의 특징을 설명하 다. 불투수면 

모형에서 분류한 4가지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

나리오를 분류하 다.

Case I: 재상태 유지

Case II: 각 소유역별 불투수면  단계 1단계 상승

Case III: 각 소유역별 불투수면  단계 2단계 상승

상유역인 안양천 유역 내 소유역과 본류 구간을 

포함하여 시나리오 용 상 구간은 Fig. 2와 같이 총 

12개 유역이다. 본 연구에서 불투수면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토지이용

변화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한 측이 불확실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국가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이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

며, 재 계획된 개발계획 역시 수환경에 향을 미치

는 불투수면에 한 변화를 야기하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Fig. 5). 

4 .3  HS P F  모형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유량  BOD 농도에 

해 여러 차례 용되어 정확성을 검증받은 연속유출 

모의모형인 HSPF 모형을 이용하 다(정은성 등, 2007; 

2008). 작성된 기후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를 HSPF 

모형에 입력하여 수량  BOD 농도모의를 실시하 다. 

모형의 매개변수는 김경태 등(2009)이 갈수량에 맞춰 

제시한 값을 입력하여 모의를 수행하 으며 수량의 검

증은 옻우물교의 실측값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BOD 

농도의 검증은 안양천 유역 내의 5개 환경부 수질측정 

지 의 자료를 이용하 다. 검증 결과 수량에 한 모

형의 효율계수가 0.62(2005년 1월 1일∼2005년 4월 8

일), 0.72(2006년 10월 6일∼2006년 11월 2일)로 나타났

으며 BOD 농도의 경우 5개 지 에서 모두 모형의 효

율계수가 0.6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4  시나리오 분석

Hejazi and Moglen (2008)은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

화가 물 순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건기의 

변화를 해 99 %, 95 %, 90 % 유황을, 우기의 변화를 

해 10 %, 5 %, 1 % 유황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도 물 순환 분석을 해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

과 BOD 농도지속곡선(concentration duration curve)을 

이용하 다. 치수를 해 고수량인, 10 %, 5 %, 1 % 유

황을 분석하 고, 이수를 해 수량인, 99 %, 95 %, 

90 % 유황과 수질 리를 해 농도 지속곡선에서 30 

%, 10 %, 1 %의 농도값을 이용하 다. 

기후변화에 따른 향을 비교하기 해 재 상태

(Present Condition, P)를 기 으로 과거 30년인 1979년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5. Landuse Maps of All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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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Sub-

watershed

C1 C2 C3

Total

Area

(km2)
Pervious

Area

Impervious

Area

Pervious

Area

Impervious

Area

Pervious

Area

Impervious

Area

Total 47.4 % 50.7 % 36.0 % 62.1 % 33.7 % 64.4 % 286.55

AY 28.0 % 69.4 % 27.8 % 69.6 % 27.8 % 69.6 % 91.4

DR 31.1 % 68.0 % 41.6

MG 60.0 % 37.8 % 37.6 % 60.3 % 56.07

SH 49.5 % 50.4 % 39.7 % 60.2 % 3.26

SB1 17.6 % 82.3 % 4.58

SS 84.8 % 13.8 % 73.5 % 25.0 % 38.5 % 60.0 % 13.18

SA 73.7 % 25.4 % 39.1 % 60.0 % 8.06

HU 67.0 % 30.4 % 36.3 % 61.1 % 44.76

SB 50.0 % 49.9 % 39.3 % 60.7 % 10.29

DJ 37.3 % 62.3 % 5.32

OJ 88.1 % 11.4 % 74.5 % 25.0 % 39.5 % 60.0 % 4.26

WG 89.5 % 9.6 % 89.1 % 10.0 % 74.1 % 25.0 % 3.77

Table 5. Pervious and Impervious Ratios of All Urbanization Scenarios

Climate

Change

Scenario

C1 C2 C3

Low High Quality Low High Quality Low High Quality

P → A1B 34.1 % 29.9 % -3.8 % 51.0 % 29.6 % -6.0 % 53.9 % 29.1 % -5.0 %

P → A2 39.9 % 37.1 % -6.9 % 57.0 % 36.3 % -10.0 % 59.8 % 35.8 % -8.5 %

Urbanization

Scenario

P A1B A2

Low High Quality Low High Quality Low High Quality

C1 → C2 -10.9 % 1.7 % 15.6 % -11.5 % 1.5 % 19.0 % -11.4 % 1.0 % 19.2 %

C1 → C3 -33.6 % 5.6 % 25.8 % -25.6 % 4.4 % 44.6 % -23.7 % 2.0 % 43.0 %

Table 6 . Summary of Low Flow,  High Flow and Quality of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유황곡선을 작성하고 2011년부

터 2040년까지 미래 30년 동안의 평균 유황곡선을 작성

하 다. 각 유역별로 결과 값을 9개 시나리오에 해 

정리하여 제시하면 Table 5와 같고 치수, 이수, 수질

리를 한 각각의 자료들을 평균하여 도시하면 Fig. 6

과 같다. Fig. 6에서 세로축은 수량, 풍수량에 해서

는 cms 단 이며 농도는 mg/L 단 이다.

재 상태와 A1B, A2 시나리오에서 도시화가 수

량을 감소시켰고 고수량을 증가시켰다. A1B 시나리오

는 고수량을 더 증가시켰지만 수량에는 특별한 특성

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역면 이 큰 HU, MG, DR, 

AY 유역에서는 A1B 시나리오에서도 수량이 큰 비율

로 증가하 다. A2 시나리오의 경우 수량과 풍수량 

모두 재 상태보다 증가하 고 유역면 이 큰 HU, 

MG, DR, AY 유역의 수량의 경우에는 더 많은 증가

를 보 다. 체 으로 A2 시나리오로 인한 유량의 증

가가 A1B 시나리오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 다. 

BOD 농도는 어떠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도시화

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효

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유출량의 증가로 인해 농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특히 유역면 이 큰 HU, MG, 

DR, AY 유역의 경우 농도의 감소폭이 상 으로 컸다. 

A2 시나리오의 경우 유출량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으

므로 농도 역시 A1B 시나리오보다 많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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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Indices of All Sub-watersheds for Low Flow,  High Flow and Water Quality Under 

All Scenarios

Table 6에서 기후변화의 경우 (P→A1B, P→A2) 유출

량의 변화 비율( 수량 평균 49.3 %, 고수량 평균 33.0 

%)이 농도 변화 비율(-6.7 %)보다 상당히 높고 토지이

용변화의 경우(C1→C2, C1→C3) 농도의 변화 비율(27.9 

%)이 유출량의 변화 비율( 수량 -19.4 %, 고수량 2.7 

%)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도시화는 

BOD의 농도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는 유

출량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후  토지이용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연속유출모형, GCM 모형의 

결과, 불투수면모형(ICM)을 이용하여 안양천 유역에 

해 수량  BOD 농도를 모의하 다. 기후변화 시나리

오는 정부간 기후변화 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

순환모형의 결과  CGCM3의 결과를 이용하 다. 온

실가스 배출시나리오는 IPCC의 온실가스 배출에 한 

특별 보고서의 시나리오  A1B, A2 시나리오를 선택

하여 분석하 다. 물  BOD 농도를 모의하기 해  

HSPF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를 실시하 다. 모형에 입

력자료로 이용되는 기상자료는 GCM 결과를 통계학  

축소기법을 용하여 일자료로 입력하 으며 토지이용

변화는 미국의 유역보존센터의 불투수율이 수질에 향

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 불투수면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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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작성하여 모형에 용하 다. 

1979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유황곡선과 2011년부

터 2040년까지의 평균유황곡선을 비교한 결과 강수량

의 편 을 갖고 있는 GCM의 결과에 따라 유출량도 함

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1B 시나리오의 

경우 계  편 이 A2에 비해 심했지만 체 인 증

가는 A2 시나리오가 더 컸다. BOD 농도는 어떠한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유출량의 증가로 인해 농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도시화는 BOD의 농도 변화에 크게 향을 미

치며 기후변화는 유출량 변화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하천에 한 계획을 수

립할 때에 기후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한 합리 인 계

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에 합한 GCM 모형과 가능한 SRES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용하는 연구와 다른 GCM 모형과 RCM 

(Regional Circulation Model) 모형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기후변화 모형의 불확실

성을 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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