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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변동성

이 커지고 지진, 해일,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

한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초

래한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하고 금세기 안에 지

구표면 온도가 섭씨 1.8 ∼ 4.0 ℃ 상승할 것이라

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더 심

한 폭우와 해빙, 가뭄,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IPCC, 2007). 

국내의 경우 기온은 전국평균기온에 비해 2배 이

상 높은 1.5℃ 정도 상승하였으며, 최근 50년간의 

강우일수는 감소한 반면 일강수량이 80 mm 이

상인 호우일수의 발생빈도는 증가되고 있다고 보

고되었다(Choi, 2002). 이러한 기후패턴의 변화

는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후변화로 

나타나게 될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비하여 수자원

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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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climate change causes climatic anomaly such as global warming, the typhoon and severe rain storm etc. 

and it brings damage frequently.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prevalent all over the world in this century and many 

researchers including hydrologists have studied on the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Seonakdong river watershed in the Nakdong 

river basin was selected as a study area. Real-time monitoring system was used to draw the rating curves, which has 0.78 to 0.96 

of R2. To predict runoff change in Seonakdong river watershed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change in hydrologic runoff were 

predicted using the watershed model, SWAT. As a result, the runoff from the Seonakdong river watershed was increased by up 

to 45 % in summer. Because of the non-point sources from the farmland and the urban area, the water quality will be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operating plan of the water gates in Seonakdong river will be suggest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 runoff due to the climate change. The optimal watergate opening plan will solve the water 

pollution problems in the reservoir-like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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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

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ung et 

al. (2011)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안동댐 

유역의 유량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하였고, Jeong et al. (2008)은 각 기후인자의 

변화에 따른 유출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준분포형 장기 유출모형인 SWAT 모형을 이용

하여 대청댐유역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Choi et 

al. (2009)은 기후수치모형인 전지구기후모형

(CGCM: Canadian Gloval Coupled Model)으

로부터 획득한 미래 기후자료를 입력 자료로 이

용하여 병성천 유역에 대한 유출량 및 수질을 예

측하는데 SWAT 모형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특정 유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 및 유

사량, 또는 수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이 적용되었다(Park et al., 2009; Ye et 

al., 2009; Par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서낙동강 시험유

역의 유출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유역의 기후시나리오 생산을 위해 

기상청 지역기후모형(RCM: Regional Climate 

Model) 전망의 인공신경망(ANN) 상세화 기법

을 이용하여 각각의 예측변수들에 대한 미래 기

상자료를 구축하고, 기 구축된 유역모형(SWAT)

을 이용하여 장래의 유출 전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미래 기후변화가 서낙동강 유역

의 지천 유출과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2. 서낙동강 시험유역 운영

서낙동강 유역은 한반도의 남동부인 동경 128° 

44′ 36″ ~ 129° 00′ 28″, 북위 35° 06′ 33″~ 35° 

17′ 22″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편에 신어

산, 서편에 불모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

편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서낙동강

이 남해로 유출되는 부채꼴의 장방향 형태를 이

루고 있다. 낙동강으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대저

1동(대저수문)에서 파천된 서낙동강은 녹산수문

을 향해 남서방향으로 흐르며 유로연장은 26.8 

㎞이고 유역면적은 303.1 km2이다. 서낙동강의 

서쪽방향에서 유입되는 지천은 운하천, 예안천, 

주중천, 신어천, 호계천, 조만강, 지사천, 범방

천 등이 있고, 동쪽에서 유입되는 지천은 평강천

이 있다. 평강천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서 파

천하여 서낙동강 유역의 동부를 가로질러 흐르

다 서낙동강 하류 쪽에서 다시 합류된다(BIHE, 

2005).

서낙동강은 수문에 의해 흐름이 조절되어 자

연적인 하천의 흐름이 원활 하지 않은 정체수역

으로 대저수문의 유입량과 김해평야의 농업용수

의 사용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한다. 서낙동강의 상류부와 하류부에 위치한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의 주요 제원 및 계획홍수위

는 Table 1과 같으며, 대조 및 소조시의 녹산수

문 하류 해역의 조위 변화양상은 최대 조위차는 

1.3 m 정도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05).

Table 1. Major Dimension of Water Gate

Division Unit
Noksan water gate Daejeo water gate

1st gate 2nd gate Lock Intake gate

Scale B×h×ea 10.0×4.0×10 12.0×6.0×6 8×6.5×1 5×4.5×2

Sill Altitude EL. m -2.50 -3.50 -3.00 -3.00

Design Flood Level EL. m 1.13 1.13 - -

Normal High Water Level EL. m -0.30 -0.30 -0.30 -0.30

Gate Structure - Roller Gate Roller Gate - -

Operating Speed m/min 0.5 0.5 - -

Installation Time year 1934 1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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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험유역으로 선정한 서낙동강

은 수문의 영향으로 인한 하천의 흐름이 원할하

지 않은 정체수역으로 느린 유속으로 인해 서낙

동강유역의 유출은 본류가 아닌 지류에 의한 것

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역의 특이성에

도 불구하고 국가관측망의 대부분이 서낙동강 본

류에 위치하고 있어 지류에 의한 영향 분석이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유

역에 영향을 끼치는 지류인 예안천(시례교), 주

중천(주중교), 신어천(신어교), 조만강지류(죽동

교, 마찰교)의 말단부분에 수위계를 설치하고 인

제대학교 웹기반 수자원모니터링시스템(http://

nuriwrmp.inje.ac.kr)을 이용하여 수위자료를 

수집하였다. 10 mm 이상의 유효강우시 현장조

사를 통해 유량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때 사용

된 유속측정기기는 Valeport사의 1차원 프로펠

라유속계인 BFM001과 BFM002를 사용하였다. 

유량측정방법은 도섭에 의한 방법과 교량에서 추

내림에 의한 방법으로 유속-단면적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수위자료와 유량

자료를 회귀선식을 이용하여 수위-유량관계곡

선식을 작성하였다. Fig. 2는 수위모니터링시스

템이 설치된 현황이며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1. Seonakdong River Watershed (Hwang, 2008)

Fig. 2. Real-time Monitoring System

(a) Sirye Bridge

(b) Jooju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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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전망 및 유역유출 모의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의 복잡한 인식과정을 도입하여 수학적 모

형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병렬정보처

리시스템이다. 인공신경망과 같은 비선형모형은 

비선형관계들을 표현할 때 전형적인 선형방법

들보다 뛰어나다(Cannon, 2007). 인공신경망

은 신경망의 계층구조에 따라 입력층과 출력층

만 존재하는 단층신경망과 입력층, 하나 이상의 

중간층(은닉층), 출력층이 존재하는 다층 신경망

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은닉층

을 가지고 있는 다층신경망이 많이 사용되어 오

고 있으며, 다층신경망의 일반적인 구조는 Fig. 

4와 같다. 각각의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 이것은 각각의 뉴런들이 생물학적인 뉴런에

서의 시냅스의 역할을 하며, 인공신경망에서는 

연결강도 혹은 가중치 벡터라 일컫는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인공신경망 구조는 다층신경망 구

조를 사용하였으며,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역전

파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전 방향 신경망의 

계산은 식 (1) ~ (4)와 같다(Rojas, 1996).

여기서, x
i
는 예측인자, w

hi 
(or w

kh 
)는 입력층

(또는 은닉층)과 은닉층(또는 출력층)사이의 가

중치 벡터, f (s
hi 
)(or f (s

kh 
))는 은닉층(또는 출력

층)에서의 출력값, d
k
는 예측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SWAT(Soil and Water As-

sessment Tool)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미

Fig. 4. Conceptual Diagram of Three-layer Neural Network 
Model

(1)

(2)

(3)

(4)

Fig. 3. Rating Curves in Experimental Catchment

(c) Sineo Bridge

(d) Jukdong Bridge

(e) Macha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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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의 Jeff Amold 등에 

의해 개발된 유역모델로서, 대규모의 복잡한 유

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

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물과 유사 및 농

업화학물질의 거동에 대한 토지관리 방법의 영향

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특히SWAT은 

강우-유출모형과 수질모형을 GIS와 연계한 호

환모형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유량과 수질을 모의

할 수 있으며, 미계측 지역에서도 모의가 가능하

다. 또한 경작형태나 기후, 식생 등의 변화에 따

른 수질의 상대적 효과도 정량화 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Smithers and Engel, 1996).

장기간 강우유출 모형인 SWAT의 운영에 필

요한 자료는 기상자료, 지형자료로 구분되는데 

기상자료는 일 강우(Pricipitation), 일 풍속

(Wind Speed), 일 일사량(Solar Radiation), 

일 최고온도(Maximum Temperature), 일 

최저온도(Minimum Temperature), 일 습도

(Humidity)이며, 인공신경망(ANN)을 이용하

여 대상유역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모의를 수행

하였다. 서낙동강 유역의 해당 관측소는 부산, 

밀양, 마산 등 총 3개의 기상관측소의 영향을 받

으며,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일별로 

제공받아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지형자료는 수

치고도 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이용도, 토양도를 사용하며 국가지리정보원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5). 유

역모형의 검·보정은 선행연구인 Kim et al. 

(2011)과 Kang et al. (2012) 등에서 연구한 매

개변수 조정 값을 이용하였다(Table 2 참조).

수정되어진 매개변수들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토양수분함수능(SOL_

AWC), 지체시간(GW_DELAY), CN2 등이 민

감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Contents Variable name Input file Default value

Runoff

SOL_AWC .sol each value

GW_DELAY .gw 31

CN2 .sub 0.014

ALPHA_BF .gw 0.048

Table 2. Calibration Results of SWAT Parameters (Kang et al., 
2012)

Fig. 5. Setup of SWAT in Seonakdong River Watershed

DEM

Land us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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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및 고찰

서낙동강유역에 해당하는 관측소별 강우, 상

대습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에 대하여 상세화

를 실시하고 15년(1991 ~ 2005)간 인공신경망 

학습결과와 5년(2006 ~ 2010) 간의 검증결과를 

통해 2011년부터 2100년까지 예측하고 예측결

과를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구분하여 월평균 추

세분석을 실시하였다(Fig. 7 참조). 여기서 홍수

기란 해당년도의 5 ~ 9월, 비홍수기는 1 ~ 4월, 

10 ~ 12월로 정의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

과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함수로는 결정

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를 사용하

였다. 강우의 경우 2011년부터 2100년까지 홍수

기와 비홍수기의 경향 추세분석결과 R2값이 각

각 0.578과 0.415이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대습도는 R2값이 0.176, 0.747으로 비홍수기

의 경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역시 홍수기와 비홍수

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

강우일수와 일최대강우를 살펴보면 모두 2100

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

다(Fig. 6 참조). 이로 말미암아 미래로 갈수록 

집중호우가 일어날 경우가 많아지고 강우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낙동강 유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유출변화를 위해 인공신경망 방법에 의

해 상세화 된 기후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SWAT모형에 적용하였고, 미래유출량을 30년 

단위로 나누어 모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미래 유역에 대한 환경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

았다. 미래의 월별 유출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현재(Baseline)를 기준으로 2040년까지는 3%, 

2070년은 4%, 2100년은 8%씩 꾸준히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여름철의 증가가 두

드러지는데 8월에 최고 4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서낙동강의 경우 기후

변화를 고려한 강우증가에 따른 홍수기와 비홍

수기의 유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데, 

이는 대저수문 유입량에 의해 유량이 조절되는 

서낙동강 수역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절가능한 대저수문 

유입량은 장래에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Fig. 7과 Fig. 8에 나타난대로 월별, 계

절별로 살펴보면 겨울철인 1 ~ 2월과 여름철인 

7 ~ 8월에 유출량의 증가가 커지고 여름과 가을

철인 4 ~ 5월과 10 ~ 11월에 유출량이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의 발생

이 증가하고 강우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홍수기시 유량이 증가하여 고탁수의 발생을 

높이고 갈수기시에 유량이 감소하여 유입하천의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는 유

역의 유출특성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물질의 유

역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 월별 토사 

Fig. 6. Trend Analysis for Dry and Wet Se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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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1991-2010
(Baseline)

2011-2040 2041-2070 2071-2100

Inflow
(m3/s)

Inflow
(m3/s)

Change
(%)

Inflow
(m3/s)

Change
(%)

Inflow
(m3/s)

Change
(%)

Winter

12 1,058 1,093 +3.3 1,084 +2.4 1,077 +1.7

1 1,005 1,073 +6.8 1,084 +7.8 1,085 +8.0

2 896 964 +7.6 972 +8.5 969 +8.2

Spring

3 1,037 1,133 +9.2 1,123 +8.3 1,104 +6.4

4 1,083 1,097 +1.3 1,095 +1.1 1,099 +1.5

5 1,157 1,120 -3.2 1,089 -5.9 1,107 -4.3

Summer

6 1,270 1,120 -11.8 1,117 -12.1 1,164 -8.4

7 1,336 1,469 +10.0 1,436 +7.5 1,551 +16.2

8 1,402 1,639 +16.9 1,774 +26.6 1,975 +40.9

Autumn

9 1,284 1,280 -0.3 1,326 +3.2 1,494 +16.4

10 1,163 1,120 -3.7 1,147 -1.4 1,168 +0.4

11 1,058 1,055 -0.4 1,054 -0.4 1,055 -0.3

Annual 13,750 14,163 +3.0 14,301 +4.0 14,849 +8.0

Table 3. Monthly Change of Inflow for Climate Change Scenario

Fig. 7. Trend Analysis for Dry and We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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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미

래의 유사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2011-2040에 

+10.3%, 2041-2070에 25.6%, 2071-2100에 

+5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과 

8월에 최대 158.1%와 153.0%까지 증가하고, 10

월에 –50.1% 감소하는데, 이는 서낙동강 유역

의 대부분이 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융설과 집중호우의 발생 증가로 유역에서의 유

입 토사유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가 서낙동강유역

의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낙

동강 유역을 시험유역으로 선정하고 실시간 강

우 및 수위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량 측

정을 실시함으로써 관측자료를 생산하였고, 인

공신경망(ANN)을 통해 미래기상자료를 생산하

고 여러 가지 유역특성자료를 이용하여 SWAT 

모형에 적용시켜 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유

출 변화와 본류 수질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Table 4. Monthly Change of Sediment for Climate Change Scenario

Fig. 7. Monthly Change of Runoff for Climate Scenario

Fig. 8. Monthly Change Rate of Runoff for Climate Scenario 

Fig. 9. Monthly Change of Sediment for Climate Scenario

Month

1991-2010
(Baseline)

2011-2040 2041-2070 2071-2100

Sediment 
(ton)

Sediment 
(ton)

Change
(%)

Sediment 
(ton)

Change
(%)

Sediment 
(ton)

Change
(%)

Winter

12 2,003 2,987 +49.1 3,223 +60.9 3,537 +76.6

1 1,359 2,384 +75.5 3,105 +128.5 3,508 +158.1

2 1,480 1,947 +31.6 2,401 +62.3 2,436 +64.6

Spring

3 2,712 3,728 +37.4 4,181 +54.2 3,992 +47.2

4 3,466 2,957 -14.7 3,327 -4.0 3,731 +7.6

5 3,990 2,809 -29.6 2,344 -41.2 2,669 -33.1

Summer

6 6,544 3,465 -47.0 3,789 -42.1 4,904 -25.1

7 7,178 10,977 +52.9 10,609 +47.8 13,646 +90.1

8 8,896 13,732 +54.4 18,493 +107.9 22,512 +153.0

Autumn

9 6,182 5,134 -17.0 6,222 +0.6 10,117 +63.6

10 3,599 2,027 -43.7 2,139 -40.6 1,797 -50.1

11 2,003 2,337 +16.7 2,205 +10.1 2,206 +10.1

Annual 49,412 54,485 +10.3 62,039 +25.6 75,054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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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수위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R2이 0.78 ~ 0.96의 범위의 값으로 

나타났다.

2)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M자료로 인공신

경망(ANN)을 이용하여 2011년 ~ 2100년

까지의 강우, 상대습도, 최고온도, 최저온

도를 홍수기와 비홍수기로 나누어 예측한 

결과 모두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2100년으로 갈수록 무강우일수와 일최

대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로 갈수록 강우 총량은 늘어나면서 강우강

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3)  SWAT모형을 이용하여 자체적 수위모니터

링시스템이 구축된 지점을 중심으로 유역

을 분할하였고 모의 값과 실측값으로 모형

의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검증된 모형을 이

용하여 예측된 기상자료를 입력하여 미래의 

수문환경변화와 수질변화를 모의하였다.

4)  예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서낙동강 유

역의 미래유출량을 30년 단위로 나누어 추

정한 결과, 2071 ~ 2100년에 8%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최대 45% 증

가하며 비홍수기에는 미래로 갈수록 비슷

하거나 약간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5)  미래 수문환경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

의한 결과, 서낙동강의 대부분의 유역이 산

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유출량이 증

가할수록 유역에서의 토사유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00년까지 51.9% 증가

하였고 강우가 집중되는 8월에 최대 153%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서낙동강의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

증가에 따른 홍수기와 비홍수기의 유출량

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서낙동강 유역

의 특성 중 대저수문과 녹산수문에 의해 유

량이 조절되는 정체수역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호소형 정체수역인 서낙동

강의 특성상 수문운영을 조절함으로써 유

속을 적절히 조절하고, 이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서낙동강 유역의 오

염총량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기초데이터로 

활용가능하고, 수문운영에 활용할 유역통

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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