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7권 제4호, 2015 ∙ 73

기후변화에 따른 둑높임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Evaluating Water Supply Capacity of Embankment Raised Reservoir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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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bankment raising project on 113 agricultural reservoirs in Korea was implemented in 2009 to increase water supply capacity for agricultural water 

and instream uses. This study evaluated the future water supply capacity of the Imgo reservoir at which the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raising 

project was completed, considering climate change scenarios. The height of the embankment of the reservoir was increased by 4.5 m, thereby increasing 

its total storage from 1,657.0 thousand to 3,179.5 thousand cubic meters. To simulate the reservoir water storage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s, two 

climate change scenarios, namely, RCP 4.5 and RCP 8.5 (in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was executed and not executed, respectively) were 

applied with bias correction for reflecting the climat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basin. The analysis result of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capacity in 

the future, after the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raising project is implemented, revealed that the water supply reliability and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increased, regardless of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By simulating the reservoir water storage considering the instream flow post completion of 

the embankment raising project, it was found that water shortage in the reservoir in the future is not likely to occur when it is supplied with an appropriate 

instream flow. The range of instream flow tends to decrease over time under RCP 8.5, in which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was not executed, 

and the restoration of reservoir storage was lower in this scenario than in RCP 4.5, in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was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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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

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

고 있다. 이상기후보고서 (KIC, 2011, 2012, 2013)에 의하면 

2011년은 북한강 수계에서 동절기에 조류 (藻類)가 발생하

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2012년 6월 말에는 강수량이 부족

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40 %로 평년 (53 %)보다 13 

% 낮아져 경기, 충남, 전남, 전북지역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하

였고, 2013년은 장마전선이 중북부 내륙에 정체하여 7월 강

수량이 평년 강수량의 6 %로 제주도, 전남, 경북, 동해안 지역

에 가뭄이 발생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59일간 가뭄이 지속

되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고, 2015년은 소양강댐의 저수

위가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위를 기록하며 극심한 봄 가뭄을 

예고한 바 있다 (Lee et al., 2015).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름에 집중

되는 홍수량까지 이수관리를 위해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를 해

결하기 위해 저수지와 댐 등 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

며, 이로부터 공급하는 용수는 전체 수자원 이용량 (333억 ㎥)

의 56 %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농업용수량은 수자원 이용량 

(하천유지용수 제외)의 62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OLIT, 2011). 농업용 저수지는 비관개기에 상류로부터 유

입되는 물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개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관개기에는 하

천유지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로부터 

하류 하천의 수생태계에 다소 영향을 끼쳤다. 기후변화로 인

한 물 부족은 이와 같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기 사업 (이하 둑높임 사업)이 시작되었고, 전국의 기존 113개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여 2.4억 ㎥의 저수공간을 추가로 확

보하였다. 확보된 저수공간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

수를 조절하고, 수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과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둑높임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

고, 이는 둑높임 사업 이전과 이후의 이·치수 효과 분석, 그리

고 사업 이후의 저수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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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of study area (Imgo reservoir watershed)

다. 둑높임 사업 전·후의 하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Lee et al. (2013)은 봉학 저수지를 대상으로, Hwang et al. 

(2012)은 황룡강 유역의 장성, 수양, 유탕, 왕동 저수지를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홍수조절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

에 관한 연구로 Lee (2012)는 계룡, 구성, 옥계, 옥성, 추평 저

수지를 대상으로 홍수기 관리수위를 설정하고 저수량을 모의

하여 이수안전도 변화를 검토하였고, 각각의 저수지 특성에 

적합한 홍수기 관리수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Noh 

(2010)는 백곡 저수지를 대상으로 홍수기 제한수위 시나리오

에 따른 용수공급량 변화와 연말 저수량 확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제한수위를 설정할 때 용수공급량의 

감소는 적었고, 단계별 홍수제한수위를 설정해도 연말 저수

량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둑높임 저수지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로 Lee and Noh (2010)는 백곡저수지

를 대상으로 이수관리곡선을 적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의 공급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용수를 제한 공급하여 하천유지유량

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2)은 과거 운영 자료를 이용한 저수지 운영곡선을 도출

해 금사 저수지에 적용하였고, Park et al. (2013)은 20개 둑높

임 저수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4개의 대표 저수지 (웅양, 궁촌, 

용암, 운암)를 선정하고, 관개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고려한 물수지 결과를 기반으로 이수운영을 위한 기준곡선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가 저수지의 물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로 국내는 Park (2008)이 기후변화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

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Kim (2012)은 기후변

화에 따른 용담댐과 대청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Chung et al. (2011)은 한강수계 5개 댐을 대상으로 미래 유입

량 변화에 따른 저수량 및 방류량 변화를 분석하였고, Lee 

(2012)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지역의 6개소 관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국외는 Payne et al. 

(2004)이 Columbia 강 유역의 저수지군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에 따른 저수지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Gohari et 

al. (2014)이 기후변화로 이란 Zayandeh-Rud 강 유역에 위치

한 Chadegan 저수지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

였다. Fujihara et al. (2008)은 기후변화로 인해 터키 Seyhan 

강 유역의 Seyhan댐과 Catalan댐은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

으나, 농지가 증가한다면 유입량 감소와 용수 사용량의 증가

로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직 둑높임 저수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저수량 변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

계에서도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상자료만을 사용

하였다.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도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수행

하였으며, 향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의 고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둑높

임 사업이 완료된 임고저수지를 대상으로 관개용수와 하천유

지용수를 포함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저수지 및 자료수집

임고 저수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사리의 동경 129° 

03′, 북위 36° 02′인 임고천 상류에 위치한다. 임고 저수지에

서 방류된 물은 낙동강 제 1지류인 금호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합류된다 (Fig. 1). 저수지 유역의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의 

87.9 %가 산지이며, 논이 5.4 %, 밭이 5.3 %, 수면이 1.1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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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Imgo agricultural reservoir

Embankment raising agricultural 

reservoir project

Before After

Watershed area (ha) 2,684

Irrigation area (ha) 232.7

Full water level (EL.m) 164.5 168.3

Water storage (10
3
 m

3
) 1,521 3,179.5

거지가 0.3 %를 차지한다. 저수지 제원은 Table 1과 같이 유

역면적 2,684 ha, 수혜면적 232.7 ha, 증고전 유효저수량은 

1,521천 ㎥이다. 2011년에 둑높임 사업이 착공되어 제체가 

4.5 m 높아져 만수위는 EL.164.5 m에서 EL.168.3 m로 3.8 m 

증가하였고, 1,657천 ㎥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둑높임 

사업 이후 저수량은 3,179.5천 ㎥에 이른다.

미래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

후변화정보센터 (www.climate.go.kr)에서 제공하는 RCP 한

반도 시나리오 (12.5 km)의 일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편의보정과 저수지 유역의 수문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영천 관측소의 1981-2010년까지 기상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임고 저수지 유입량을 검정하기 위해 동일 기간의 영천

댐 운영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저수지의 물수지 분석을 위

해 내용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0년부터 둑높임 사업 착공 

전년도인 2011년까지의 저수율 자료(http://rims.ekr.or.kr)는 

모의 저수량의 검·보정에 사용되었다.

2. 미래 기후자료 구축

미래 기후자료 구축을 위해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의 온실가스 시나리오

를 선정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2014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도입된 시나리오이

다. 기상청에서는 RC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국가 표준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기후변화정보센터 (CCIC,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RCP 시나리오는 복사강제력

에 따라 RCP 2.5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

복 가능한 경우),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

되는 경우), RCP 6.5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약간 실현되는 경

우), RCP 8.5 (온실가스 저감없이 현재 추세로 배출되는 경

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오 중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

이한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선정하였고, 공간해상도가 

12.5 km인 한반도 전망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지구 

기후모델 (HadGEM2-AO)로 생성된 135 km 해상도 자료를 

지역 기후모델 (HadGEM3-RA)을 이용하여 역학적으로 상

세화한 격자자료 형태로,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격자에 대해 

강우와 기온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일별 저수지 운영

을 모의하기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시간해상도가 월 단

위 자료만 제공될 경우에는 시간 상세화하여 일 단위 자료로 

재생산을 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한 RCP 한반도 시나

리오는 일 단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편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

어 (So et al., 2012), 연구지역의 기후특성에 적합하도록 편의

를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강우자료는 평균 강우량 뿐

만 아니라 강우일수도 보정하였으며, Schmidli et al. (2006)

이 사용한 Local intensity scal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RCP 시나리오의 과거 모의기간 (1979년-2005년)에 강수자

료와 동일기간 관측 강수자료를 월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

고, 관측 강수량이 0에 해당하는 배열과 동일한 배열의 RCP 

시나리오 강수량을 월별 임계값 ()으로 설정한다. 식 (1)

에 의해 월별 보정계수 (Scaling factor)를 산정하고, 식 (2)와 

같이 RCP 시나리오의 강우자료에서 월별 임계값을 감하여 

강우일수를 보정한 후 보정계수 ()를 적용해 미래 강우자

료를 구축하였다.

 


 ≥  


(1)

  

  i f 
(2)

여기서, 는 편의보정 후 미래 강수량, 는 RCP 시나리

오의 일 단위 강수량, 는 RCP 시나리오의 과거 모의기

간 (1979-2005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 는 1979-2005년 

동안의 연평균 관측강수량, m은 월 단위 첨자이다. 

기온자료는 RCP 시나리오의 과거 모의기간에 대한 평균

값과 동일기간에 대한 관측자료 평균값의 편차만큼 보정하였

고, 이에 대한 산정식은 식 (3)과 같다 (Lenderink et al., 2007). 

보정된 RCP 시나리오의 최고 및 최저기온은 미래 농업용수 

공급량 추정을 위한 잠재증발산량 산정에 이용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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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편의보정 후 미래 기온, 는 RCP 시나리오

의 일 단위 기온, 는 RCP 시나리오의 과거 모의기간 

(1979-2005년) 동안 연평균 기온, 는 1979-2005년 동안 

연평균 관측기온이다. 

3. 농업용수량 산정

논에서의 농업용수는 증발산량, 침투량, 그리고 유효우량

을 고려하게 된다. 단위논의 필요수량은 식 (4), 식 (5)와 같이 

논 물수지에 의하고 수혜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수

로손실량 15 %, 배분관리용수량 20 %를 반영해 저수지로부

터 공급해야 할 농업용수량을 산정하였다 (Oh, 2014). 

      (4)

  (5)

여기서 는 담수심, 는 유효우량, 는 증발산량, 는 

침투량, 는 단위논의 관개용수량, 는 논 생육시기에 

따른 물관리 높이, 는 일 단위 첨자이다.

단위논 필요수량을 계산하기 위해 유효우량 계산은 담수

심 60 mm 기반으로 결정하였고, 침투량은 Lee (2000)가 제

시한 경북지역의 평균 침투량 5.45 mm을 적용하였다. 기준

증발산량은 식 (6)와 같이 Penman-Monteith 방법 (Allen et 

al., 1998)에 의해 산정하고, 영농방식 변화에 따른 필요수량 

변화 연구 (MIFAFF, 1997)에서 제시된 작물계수를 반영해 

작물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

∆ 





(6)

여기서, 


는 Penman-Monteith 방법에 의해 산정된 잠

재증발산량 (㎜/day), 은 순일사량 (㎜/day), 은 포

화수증기압과 공기의 평균 실제 수증기압과의 차 (kPa), 는 

평균온도 (°C), 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 m에서 측정된 풍

속 (m/s), ∆는 포화수증기압과 온도곡선의 기울기 (kPa/°C), 

는 습도상수 (kPa/°C)이다.

Penman-Monteith 방법에서 잠재증발산량 산정을 위해 일

사량, 기온, 풍속, 습도 등 기상자료가 필요하나, Hargreave 

방법 (Hargreaves and Samani, 1985)은 식 (7)과 같이 최저기

온과 최대기온만을 필요로 한다. 


  max


min

×  (7)

여기서, 
는 Hargreaves 방법에 의해 산정된 잠재증발

산량 (㎜/day), 
max

는 일 최대기온 (°C), 
min

는 일 최저기

온 (°C),  는 일 평균기온 (°C), 는 대기권 밖 복사열 

(MJ/m
2
/day)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반도 지역의 RCP 시나리오는 일사

량이 제공되지 않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Penman-Monteith 

방법 (


)과 Hargreaves 방법 (
)으로 잠재증발

산량을 계산하고, 식 (8)의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편의보정

된 미래의 최소, 최대 기온자료를 이용해 Hargreaves 방법 

(
)으로 잠재증발산량을 구하고, 식 (8)을 이용하여 미

래 증발산량을 구축하였다 (Allen et al., 1998). 




× 
   (8)

4. 저수량 모의 운영

저수지 유입량은 일 단위 연속유출모형인 ONE 모형을 이

용하여 모의하였다. 유출량은 식 (9)와 같이 산정되며, 미계측 

유역에서 매개변수 α는 식 (10)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시

하고 있다. 본 모형은 Noh and Lee (2011)가 개념적 유출모형

인 DAWAST 모형과 TPHM 모형을 이용한 저수지 유입량 

산정에 대한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직 하나

의 매개변수가 토양수분 저류량에 따라 비선형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구현하였고, 사용하기 쉽고 유출반응도 잘 나타내는 

ONE 모형을 개발해 대청댐과 용담댐에 적용하여 매우 양호

한 모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Noh, 2013). 

   × 
 × ×   ×  (9)

 × (10)

여기서 Q는 유출량, S는 유역의 토양수분 저류량, α는 매개변

수, 은 연유출률, 는 연강수량, 는 일단위 첨자이다.

다목적댐의 유입량은 저수량 변화와 방류량을 더해 계산

하고 있으나, 관개용 저수지는 계측 방류량 자료가 없어 저수

지 운영자료로부터 유입량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해 이를 기반으로 저수량 변

화를 모의하고, 관측 저수량과 비교하여 유출모형의 매개변

수를 결정하였다. 저수량 변화는 식 (11)과 같이 유입량에 의

해 증가하고, 저수면 증발량과 방류량 (농업용수량 및 하천유

지유량)에 의해 감소된다. 월류량은 식 (12)와 같이 만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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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11)

    (12)

여기서, 는 저수량, 은 유입량, 는 수면 증발량, 은 

방류량, 은 월류량, 는 만수위 저수량, 는 일단위 첨자

이다.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자료는 다목적 댐과 달리 신뢰

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임고 저수지의 저수율 자료를 전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연

도를 선별해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였다. 농업용수의 공급기간인 관개기 (4-9월)에 대해 저수

량을 모의하여,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였다. 보정기

간은 2000년과 2001년, 검정기간은 2004년과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저수지 모의운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해 관측 및 모의 저수량의 결정계수 (R
2
)와 상대오차 

(RE)를 각각 식 (13), 식 (14)에 의해 산정하였다. 

 








 
  


 

 
 







(13)






 
× (14)

여기서, 와 는 각각 관측, 모의저수량, 와 는 각각 평균 

관측, 모의저수량, 는 순별 단위 첨자이다. 

5. 저수지의 미래 용수공급능력 및 적정 하천유지유량 

산정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둑높임 저수지의 물

수지를 분석하였다.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미래 농업용수 공

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용수만을 공급할 때 저수량을 

모의하였고, 둑높임 사업 이전과 이후의 만수위는 각각 El. 

164.5 m, El. 168.3 m를 적용하였다. 미래 2025s (2011-2040

년), 2055s (2041-2070년), 2085s (2071-2100년) 기간으로 

구분하여 저수지의 이수안전도를 평가하였다. 이수안전도는 

수리시설물이 용수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물 공급능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식 (15)와 같이 산정하며, 분석단

위는 연 단위로 계산하였다. 이는 분석연도에 모의 유효저수

량이 0 이하이면 그 해에 전체가 물이 부족한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농업용 저수지는 한발빈도가 10년인 이수안전도 

90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15)

여기서 는 이수안전도 (%)이며, 은 전체 분석기간 (년), 

은 용수부족 연수이다.

또한 둑높임 사업 이후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

기 위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때, 저수량 변화

를 분석하였다. 이때 하천유지용수는 비관개기에 일별로 일

정하게 공급하도록 설정하고, 이수안전도 90 %, 100 %으로 

구분하여 용수공급량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 때 최소 공급

량은 저수량이 한 번도 고갈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값, 최대 

공급량은 이수안전도 90 %를 만족할 때의 값을 결정하는 것

으로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RCP 시나리오 편의보정 결과

강우일수 및 강우량, 최소 및 최대기온에 대해 편의를 보정

하였다. Fig. 2는 RCP 시나리오의 모의기간 (1979-2005년)

에 대해 강우일수와 강우량을 편의보정 이전과 이후로 비교

한 결과이다. Fig. 2(a)는 편의보정 이전의 강우일수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며, Fig. 2(b)는 편의보정 이후의 강우일수를 비교

한 것이다. 편의보정 이후의 강수량은 2.0~3.3배 적게 보정되

었으며, 월평균 강우일수의 오차는 1일 이내로 매우 안정되게 

보정되었다. Fig. 3은 강우량 보정의 결과이며, Fig. 3(a)는 편

의보정 이전의 RCP 시나리오의 강우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

이고 Fig. 3(b)는 편의보정 이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8월

과 9월 강우량이 보정전에 비해 각각 45 %와 54 %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보정 후에는 모든 월에서 오차가 –5 %~6 %

로 크게 개선돼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RCP 시나리오의 강우

자료는 강우일수와 강우량에 대해 반드시 편의보정을 실시해

야 하는 당위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와 Fig. 5는 최소기온과 최대기온에 대해 편의보정한 

결과이다. RCP 시나리오의 기온자료는 강우자료와 다르게 

일정한 편차를 보였고, 최대기온의 편차는 3.1 °C 적게, 최소

기온의 편차는 0.3 °C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RCP 시나리오

의 최대기온에 3.1 °C 더하고, 최소기온에 0.3 °C 감하여 보정

하였으며, Fig. 4(b), Fig. 5(b)에서와 같이 관측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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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d rainy days (a) before 

and (b) after bias correction

Fig. 3 The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d precipitation amounts 

(a) before and (b) after bias correction

Fig. 4 The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d maximum temperatures 

(a) before and (b) after bias correction

Fig. 5 The comparison of monthly averaged minimum temperatures 

(a) before and (b) after bias correction

2. 저수지 유입량 보정

저수지 유입량을 모의하기 위해 관측 및 모의 저수량을 비

교하였고, 이분법 최적화 기법에 의해 매개변수 는 2.29로 

결정되었다. Fig. 6과 Fig. 7은 각각 보정기간과 검정기간 관

개기의 관측 및 모의 저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1981-2010년

의 영천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 매개변수를 적

용해 임고 저수지의 유입량을 모의한 결과, 연 평균하여 강수

량은 1,046.8 mm, 모의 유출량은 552.1 mm로 분석되었다. 

동일기간에 대해 운영자료의 신뢰도가 양호한 영천댐 유입량 

자료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임고 저수지의 유입

량의 유출률은 50.9 %로 영천댐 유입량의 유출률 47.4 %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둑높임 사업 이전의 일별 모의 저수량의 적정성을 평가하

기 위해, 관측 및 모의 순별 저수량의 결정계수 (R2
)와 상대오

차 (RE)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저수량 분포도는 

Fig. 8과 같다. 보정 및 검정기간의 저수량에 대한 결정계수는 

각각 0.79와 0.70, 상대오차는 0.25 %, 0.36 %로 모의 저수량

의 적합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이용해 둑높임 사업 이후에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수문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임고 저수지 유역의 미래 수문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편의보정된 RCP 4.5와 8.5 시나리오의 기상자

료를 이용하여 2011-2100년까지 유입량을 각각 모의하였다. 

2025s (2011-2040년), 2055s (2041-2070년), 2085s (2071- 

2100년) 기간의 미래 모의결과를 과거 30년 (1981-2010년)간

의 모의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4는 임고 저수지 유역에 대

해 RCP 시나리오에 따른 수문성분 변화를 정리한 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율은 2025s, 2055s, 2085s 

기간에 대해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로 10.6 %, 21.4 

%, 20.4 %, RCP 8.5 시나리오에서 14.6 %, 15.0 %, 23.0 %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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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 (a) 2004

(b) 2001 (b) 2005

Fig. 6 Comparison of daily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s 

of Imgo reservoir in irrigation season on calibration period

Fig. 7 Comparison of daily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s 

of Imgo reservoir in irrigation season on validation period

Table 2 The comparison of daily simulated inflow to the Imgo reservoir by ONE model and observed inflow to the Yeongcheon Dam during 

1981-2010

Precipitation (mm) Inflow (mm) Inflow ratio (%)

Imgo Reservior 1046.8 552.1 50.9

Yeongcheon Dam 1083.9 541.9 47.4

Table 3 Statistics of observed and simulated reservoir water 

storages in irrigation season on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period

Calibration

(2000, 2001)

Validation

(2004, 2005)

R
2

0.79 0.70

RE (%) 0.25 0.36

Fig. 8 Comparison of ten-day observed and simulated water 

storages on (a) calibration and (b) validation periods

평균기온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로 1.5 °C, 2.6 

°C, 3.1 °C, RCP 8.5 시나리오에서 1.3 °C, 2.9 °C, 4.8 °C로 모

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기온 상승폭은 RCP 8.5 시나

리오가 RCP 4.5 시나리오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발산

량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로 4.9 %, 6.5 %, 8.1 %, 

RCP 8.5 시나리오에서 4.1 %, 8.6 %, 16.1 %로 모두 증가하였

고, 변화는 기온과 유사하였다. 유출량은 RCP 4.5 시나리오에

서 각 기간별로 15.4 %, 34.2 %, 30.3 %, RCP 8.5 시나리오에

서 23.6 %, 20.5 %, 28.8 %로 모두 증가하였고, 유출율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 1.5 %, 5.7 %, 3.9 %, RCP 8.5 시

나리오에서 3.2 %, 2.6 %, 1.5 %로 증가하였다. 한편,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유출율이 미래에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원인은 기온 상승에 의한 유역 증발산량 증가로 판

단된다. 이 현상은 유출율이 1.5 %로 동일하게 증가한 RCP 

4.5 시나리오의 2025s 기간과 RCP 8.5 시나리오의 2085s 기

간에 대한 강우량과 증발산량의 관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래기간의 강수량과 유역 증발산량은 RCP 8.5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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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hydrologic components in Imgo reservior watershed on RCP 4.5 and RCP 8.5 scenarios

Period

Precipitation Temperature Evapotranspiration Runoff Runoff ratio

RCP

4.5

RCP

8.5

RCP

4.5

RCP

8.5

RCP

4.5

RCP

8.5

RCP

4.5

RCP

8.5

RCP

4.5

RCP

8.5

Baseline

(1981-2010)
1,046.8 (mm) 12.4 (°C) 480.8 (mm) 566.0 (mm) 52.5 (%)

2025s

(2011-2040)
+10.6% +14.6% +1.5 °C +1.3 °C +4.9% +4.1% +15.4% +23.6% +1.5% +3.2% 

2055s

(2041-2070)
+21.4% +15.0% +2.6 °C +2.9 °C +6.5% +8.6% +34.2% +20.5% +5.7% +2.6% 

2085s

(2071-2100)
+20.4% +23.0% +3.1 °C +4.8 °C +8.1% +16.1% +30.8% +28.8% +3.9% +1.5% 

Table 5 Summary of water balance analysis in suppling only agricultural water before and after embankment raised Imgo reservoir on 

RCP 4.5 and RCP 8.5 scenarios

Embankment 

raising reservoir 

project

Scenario Period
Inflow

(10
3
 ㎥/yr)

Agricultural 

Water

(10
3
 ㎥/yr)

Overflow

(10
3
 ㎥/yr)

Avg. water

storage

(10
3
 ㎥/yr)

Instream flow

(10
3
 ㎥)

Water supply

reliability

(%) 

Before

RCP 4.5

2025s 17,329.2 3,326.8 14,075.0 1,405.4 - 96.7

2055s 20,142.6 3,270.6 16,954.0 1,437.1 - 96.7

2085s 19,640.3 3,318.2 16,410.6 1,422.6 - 90.0

RCP 8.5

2025s 18,547.0 3,196.9 15,424.6 1,431.3 - 93.3

2055s 18,089.3 3,356.2 14,796.9 1,385.8 - 90.0

2085s 19,340.8 3,362.7 16,045.8 1,420.4 - 93.3

After

RCP 4.5

2025s 17,214.5 3,328.7 14,000.6 2,948.0 - 100.0

2055s 20,009.3 3,291.7 16,862.6 2,979.9 - 100.0

2085s 19,510.4 3,346.7 16,312.6 2,964.1 - 100.0

RCP 8.5

2025s 18,424.5 3,245.4 15,312.1 2,970.8 - 100.0

2055s 17,972.0 3,409.7 14,679.4 2,910.5 - 100.0

2085s 19,213.1 3,407.1 15,931.4 2,959.9 - 100.0

(2085s)가 RCP 4.5 시나리오 (2025s)보다 각각 2.2배, 3.3배 

증가되어, 증발산량 증가율이 강수량 증가율에 비해 높았다.

임고 저수지 유역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상관없이 미래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

행되지 않은 시나리오 (RCP 8.5)에서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

에 의해 유출율이 감소되어 유역 내 가용 수자원이 감소될 것

으로 전망된다.

4. 둑높임 사업 전·후 미래 농업용수 공급능력 평가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미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평가하

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둑높임 사업 이전과 

이후의 임고 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저수량을 모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RCP 시나리오별 이수안전도는 2025s, 2055s, 2085s 기간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둑높임 사업 이전은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로 96.7 %, 96.7 %, 90.0 %,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93.3 %, 90.0 %, 93.3 %로 분석되었다. 이수

안전도의 범위는 90.0~96.7 %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상관없이 미래 30년마다 1~3회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 설계의 한발

빈도 10년 기준 (이수안전도 90 %)을 만족하는 것으로, 미래 

기간에 대해 둑높임 사업 이전에 임고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

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둑높임 사업 이후의 임고 저수지에 대해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수안전도는 RCP 4.5와 8.5 시나리

오의 미래기간에서 모두 100 %로 나타났다. 또한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둑높임 사업 이후의 농업용수 공급량이 RCP 4.5

와 8.5 시나리오에서 둑높임 사업 이전의 농업용수 공급량 보

다 크게 나타났다. 둑높임 사업으로 미래의 이수안전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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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4.5 (b) RCP 8.5

Fig. 9 Comparison of agricultural water supplies before and after embankment raised Imgo reservoir on (a) RCP 4.5 and (b) RCP 8.5

Table 6 Summary of water balance analysis in suppling agricultural and instream flow waters after embankment raised Imgo reservoir on 

RCP 4.5 and RCP 8.5 scenarios

Scenario Period
Inflow

(10
3
 ㎥/yr)

Agricultural 

Water

(10
3
 ㎥/yr)

Overflow

(10
3
 ㎥/yr)

Avg.

storage

(10
3
 ㎥/yr)

Instream flow Water supply

reliability

(%) (10
3
 ㎥/yr) (10

3
 ㎥/day)

RCP 4.5

2025s
17,305.3 3,319.0 10,042.7 2,035.6 4,021.5 22.5 90

17,279.4 3,328.7 10,777.2 2,377.4 3,280.8 18.0 100

2055s
20,115.1 3,275.4 12,705.5 2,049.0 4,242.4 23.4 90

20,088.9 3,291.7 13,279.5 2,296.8 3,644.7 20.0 100

2085s
19,589.7 3,328.7 12,254.6 2,206.6 4,191.4 23.0 90

19,574.6 3,346.7 12,681.4 2,384.0 3,735.8 20.5 100

RCP 8.5

2025s
18,506.2 3,220.8 11,370.4 2,146.5 4,009.9 22.0 90

18,483.6 3,245.4 12,068.0 2,431.5 3,280.8 18.0 100

2055s
18,040.5 3,395.7 11,261.2 2,319.1 3,512.6 19.5 90

18,011.1 3,409.7 12,014.4 2,578.5 2,733.5 15.0 100

2085s
19,281.8 3,315.6 11,914.8 2,297.8 4,169.9 23.0 90

19,227.4 3,407.1 13,767.4 2,825.0 2,186.8 12.0 100

후변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둑높임 사업 전보다 향상되었으

며, 미래 농업용수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둑높임 사업 후 미래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평가

농업용수 공급 후에 남은 여유 저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용

수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저수량을 모의하였

다. 하천유지유량은 비관개기에 일정량 공급하고, 이수안전

도 90 %와 100 % 수준으로 구분해 공급량의 범위를 제시하

였다. 미래기간의 물수지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이수안전도 90 %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 2025s, 

2055s, 2085s 기간에서 일별 하천유지용수는 각각 22.5천 ㎥ 

23.4천 ㎥ 23.0천 ㎥, RCP 8.5 시나리오에서 22.0천 ㎥ 19.5

천 ㎥ 23.0천 ㎥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수안

전도 100 %의 경우,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별로 18.0

천 ㎥ 20.0천 ㎥ 20.5천 ㎥, RCP 8.5 시나리오에서 18.0천 ㎥ 

15.0천 ㎥ 12.0천 ㎥을 공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천유지유량의 공급 범위는 RCP 4.5 시나리오에서 각 기간

별로 18.0~22.5천 ㎥/일, 18.0~22.0천 ㎥/일, 20.0~23.4천 

㎥/일, RCP 8.5 시나리오에서 18.0~19.5천 ㎥/일, 20.5~23.0

천 ㎥/일, 12.0~23.0천 ㎥/일로 분석되었다.

Fig. 10은 RCP 시나리오별 이수안전도 90 %와 100 % 일 

때, 공급 가능한 하천유지용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은 이수안전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RC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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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supply reliability of 90% (b) Water supply reliability of 100% 

Fig. 10 Comparison of instream flow waters to be able to supply by RCP 4.5 and RCP 8.5

(a) Instream flow of 20.5x10
3
㎥/day (non-irrigation period) (b) Instream flow of 12x10

3
㎥/day (non-irrigation period)

Fig. 11 Daily simulated water storages of embankment raised Imgo reservoir with 100% water supply reliability during 2085s on (a) RCP 

4.5 and (b) RCP 8.5 scenarios

시나리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이 RCP 8.5 시나리오보다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 하천유지용수로 공급 가능한 양은 

이수안전도가 90 % 일 때는 RCP 4.5와 8.5 시나리오에서 모

두 뚜렷한 변화 경향이 없었으나 (Fig. 10(a)), 이수안전도가 

100 % 일 때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미래로 갈수록 감소하

였다 (Fig. 10(b)). 

Fig. 11는 2085s 기간에 대해 RCP 시나리오에 따라 이수

안전도가 100 %인 경우의 모의 저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미

래 2071-2100년 기간에 대해 저수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량은 RCP 시나리오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ig. 11(a)는 RCP 4.5 시나리오에서 

비관개기에 20.5천 ㎥/일, Fig. 11(b)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12.0천 ㎥/일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한 경우이다. RCP 8.5 시

나리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Fig. 

11(b)에서 볼 수 있듯이 2098년도의 최저 저수량이 다른 연도

의 최저 저수량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RCP 4.5 시나리

오와 비교해보면 적은 양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였기 때문

에 저수량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연도 (2098년)

의 최저 저수량이 분석기간 동안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최저 저

수량과 2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고 저수지는 

미래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RCP 8.5 시나리오

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의 저감없이 현재 추세로 진행 (RCP 

8.5)되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시행 (RCP 4.5)될 때보다 미

래에 둑높임 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량은 

더욱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둑높임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금호

강 유역에 위치한 둑높임 사업이 완료된 임고 저수지를 대상

으로 편의보정된 RC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둑높임 사업 이

전과 이후의 저수지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둑높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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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미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하천유

지유량의 공급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둑높임 사업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을 분석하기 위해 저수량 변화는 

이수안전도 90 %와 100 % 수준으로 각각 모의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둑높임 사업이 완료된 임고 저수지 유역에 대해 미래 

수문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은 기준기간 (1981-2010

년)에 비해 1.3 °C~4.8 °C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연평균 

증발산량도 4.1 %~16.1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강수량은 10.6 %~23.0 %로 증가, 유출량도 15.4 

%~34.2 %로 증가하였으며, 유출율은 54.8 %~59.0 %로 나

타났다. RCP 8.5 시나리오에서 강수량 증가율보다 증발산량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유출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임고 저수지 유역의 가용 수자원양은 감소될 것으

로 전망되었다. 

둘째, 둑높임 사업 이전과 이후의 임고 저수지에 대해 미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분석한 결과, 둑높임 사업 이전의 미래 

이수안전도는 90.0~96.7 %로 분석돼 설계기준을 만족시켰

고, 미래 용수공급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둑높임 사

업 이후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미래의 이수안전

도는 모두 100 %로 나타났으며, 둑높임 사업 이전보다 크게 

향상돼 미래 농업용수 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둑높임 사업 이후 임고 저수지에서 공급 가능한 하천

유지용수의 범위는 RCP 4.5 시나리오에서 18.0-23.4천 ㎥/

일, RCP 8.5 시나리오에서 12.0-23.0천 ㎥/일으로 분석되었

다. 온실가스 저감없이 현재 추세로 유지될 경우 (RCP 8.5) 공

급할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량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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