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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Change of Dam Inflow and Evapotranspiration in the Soyanggang Dam Basin 

According to the AR5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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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the dam inflow and evapotranspiration in the Soyanggang dam basin using the results of 26 CMIP5 GCMs based on 

AR5 RCP 4.5 and RCP 8.5 scenarios. The SWAT model was used to simulate the dam inflow and evapotranspiration in the target watershed.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during 2010~2016 as the reference year and during 2010~2099 as the analysis period. Bias correction of input data such as 

precipitation and air temperature were conducted for the reference period of 2006~2016. Results were analyzed for 3 different periods, 2025s 

(2010~2040), 2055s (2041~2070), and 2085s (2071~2099). It demonstrated that the change of dam inflow gradually increases 9.5~15.9 % for RCP 4.5 

and 13.3~29.8 % for RCP 8.5. The change of evapotranspiration gradually increases 1.6~8.6 % for RCP 4.5 and 1.5~8.5 % for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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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

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강우의 특징상 강수량이 홍수기에 집중되고 갈수기에 

감소하는 편중현상이 발생하므로 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 추세에 관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 4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과거 1906~2005년 (100년) 동안 약 0.75 °C 증가

하였다고 보고했다 (IPCC, 2007). 그 후 제 5차 평가보고서에

서는 과거 1901~2012년 (112년)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

이 약 0.9 °C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약 2100년에 

이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3.7 °C 정도 상승할 것이라 전

망했다 (IPCC, 2014). 이와 같이 현재 지구는 지구 온난화 등

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특히 우리

나라는 지형적, 계절적 특성상 강수특성에 따른 물 관리에 대

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 순

환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물 관리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외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로 

Kwadijk and Rotmans (1995)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Rhine 강 유역의 지역별 물 가용성과 계절별 유출량의 변화를 

추정했다. Lettenmaier et al. (1999)은 IPCC 시나리오의 GCM 

(Global Climate Model)의 결과를 사용하여 지구 온난화가 

미국의 수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Legesse et al. (2003)은 PRMS 모형을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

시켜 기후 및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수리학적 반응을 분석했

다. Javan et al. (2013)은 PRECIS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가 Gharehsoo 강 유역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

내의 선행 연구로 Ahn et al. (2009)는 SLURP 모형을 이용하

여 경안천 유역에서 기후변화가 수문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Park et al. (2010)은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형을 이용하여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배출 시나리오 A2, A1B, B1에 따른 소

양강댐 유역의 미래 수자원 영향을 분석하였다. Jeong et al. 

(2013)은 SWAT 모형을 이용하여 IPCC의 HadCM3 모형 B1

과 A2의 결과에 따라 충주댐 및 조정지댐에서 기후변화가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Park et al. (2014)는 

SWAT 모형을 이용해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가 용담댐 유역의 수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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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M (b) Soil Texture (c) Landuse (d) ASOS Station

Fig. 1 The GIS data of the Soyanggang dam watershed

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ark et al. (2015)는 HSPF 모

형을 이용해 황룡강 유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부하 유출량

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Kim et al. (2016)은 HEC-HMS 모형을 

이용해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황구지천 유역의 

설계홍수량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관련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IPCC는 AR4 SRES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5차 평가보

고서에서 산업화, 경제성장률 등의 인간 활동을 고려해 SRES 

대신 AR5 RCP를 제시하고 4가지 (RCP 2.6, RCP 4.5, RCP 

6.0, RCP 8.5)로 분류하였다 (IPCC, 2014). 여기서 RCP 2.6

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 RCP 

6.0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로 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PEC 기후센터에서 제공한 최신 기후

변화 시나리오인 AR5 기반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 

관한 26개 GCM의 강우와 기온 자료에 대해 미래 기간별 변화

를 분석하고, 이를 장기강우유출모형인 SWAT 모형에 대한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26개 GCM 결과를 이용한 SWAT 모

형 모의를 통해 소양강댐 유역의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댐유

입량과 증발산량의 변화를 분석･제시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댐유역의 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대상유역 선정과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변화 거동을 반영한 AR5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의 유입량 및 증발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강 상류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유역을 선정하였다. 소양강댐은 1973년 완공되었으며, 댐 하

류에 서울과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 공급원이다. 소

양강댐의 유역 면적은 약 2,703 km
2
이고, 유역 평균 표고는 

650.5 m, 유역 평균 폭은 16.5 km이다. 유역의 수문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채택한 SWAT모형은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

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장기강우유출모형으로 수문, 토양유실, 영

양물질, 하도추적과 같은 4가지 부모형으로 구성된다. 4가지 

부모형 중 수문모형은 수문반응단위 (Hydrologic Response 

Unit, HRU)를 이용해 Green & Ampt 침투법과 SCS (Soil 

Conservation Service) 유출곡선법을 사용하여 지표유출량

을 산정한다. 침투는 토층을 최대 10개의 층으로 분리한 뒤 선

형저수량 추적기법을 사용해 산정하며, Hargreaves 방법과 

Penman-Monteith 방법, Priestley-Taylor 방법을 사용해 잠

재증발산량을 산정한다. 이러한 SWAT 모형은 수문순환을 

모의하기 위해 물수지 방정식을 사용하며, 이를 이용해 각 

HRU 별 지표유출, 기저유출, 증발산량 등에 대한 모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물수지 방정식은 Eq.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최종 토양수분량 (mm), 는 i일의 초기 

토양수분량 (mm), t는 시간 (day), 는 i일의 강수량 (mm), 

는 i일의 지표유출량 (mm), 는 i일의 증발산량 (mm), 

는 i일의 토양면으로부터 투수층으로 투수되는 총량 

(mm), 는 i일의 회귀수량 (mm)이다.

SWAT 모형을 모의하기 위한 입력자료로 지형 및 기상자

료가 필요하다. 지형자료로는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토양도, 토지이용도가 있으며, 기상자료로

는 강수량 (mm), 기온 (°C), 습도 (%), 풍속 (m/sec), 일사량 

(MJ/m
2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해 작성된 격자크기 30 m의 DEM을 

사용하였고 (Fig. 1 (a)),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1:25,000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였다 (Fig. 1 (b)). 토지이용도

는 환경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 (1:25,000)

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했다 (Fig. 1 (c)). 기존 관측 자료를 

이용한 SWAT 모형 모의 기간을 2006~2016년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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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MIP5 GCM summary

No. GCM Name Resolution (
o
) Institution

1 BCC-CSM1-1 2.813×2.79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 BCC-CSM1-1-M 1.125×1.122

3 CanESM2 2.813×2.791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4 CCSM4 1.250×0.942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5 CESM1-BGC 1.250×0.942

6 CESM1-CAM5 1.250×0.942

7 CMCC-CM 0.750×0.748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8 CMCC-CMS 1.875×1.865

9 CNRM-CM5 1.406×1.401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10 FGOALS-s2 2.813×1.659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1 GFDL-ESM2G 2.500×2.02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12 GFDL-ESM2M 2.500×2.023

13 HadGEM2-AO 1.875×1.250

Met Office Hadley Centre14 HadGEM2-CC 1.875×1.250

15 HadGEM2-ES 1.875×1.250

16 INM-CM4 2.000×1.500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7 IPSL-CM5A-LR 3.750×1.895

Institut Pierre-Simon Laplace18 IPSL-CM5A-MR 2.500×1.268

19 IPSL-CM5B-LR 3.750×1.895

20 MIROC5 1.406×1.401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21 MIROC-ESM 2.813×2.791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22 MIROC-ESM-CHEM 2.813×2.791

23 MPI-ESM-LR 1.875×1.865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24 MPI-ESM-MR 1.875×1.865

25 MRI-CGCM3 1.125×1.122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26 NorESM1-M 2.500×1.895 Norwegian Climate Centre

이에 대한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지점 중 소양강댐 유역에 해당

하는 2지점 (춘천, 인제)의 기상자료를 구축했다 (Fig. 1 (d)). 

기상자료의 구축 시 강수량과 최고, 최저 기온이 제공되는 기

후변화 시나리오의 조건을 고려해 ASOS 기상자료 또한 강수

량과 최고, 최저 기온만을 구축하였고, 풍속, 습도, 일사량은 

SWAT 모형의 모의 기능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SWAT 모형

의 모의 기능이란 모형 자체의 내장된 기상요소들에 대한 산

정식으로 기상자료의 실측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모형 자체에

서 입력되지 않은 기상요소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모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요

본 연구에서는 AR5 기반 RCP 4.5와 RCP 8.5에 따른 26개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GCM을 국내 60개 ASOS 관측지점에 관해 상세화

하여 생성된 일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 (강수량, 최고･최저 기

온)를 APEC 기후센터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이 중 SWAT 모

형 모의를 위해 구축된 ASOS 기상자료와 같은 지점 (춘천, 인

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26개 GCM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Table 1과 같다. 26개 CMIP5 GCM에 대

한 상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BCSD (Bias-Correction/ 

Spatial Disaggregation)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장기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QDM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결합

한 BCSD/QDM 방법이 사용되었다 (Eum and Cannon, 2017).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 편이보정

26개 CMIP5 GCM에 대한 상세화 기법으로 BCSD/QDM 

방법을 적용 시 참조기간 (1976~2005년)에 대해 편이보정 

(Bias-Correction)이 실시되어 2005년까지 historical run이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소양강댐 유역 댐유입량 및 증발산량의 변화 분석

9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0(1), 2018. 1

(a) Precipitation correction factor (b)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Fig. 2 Bias-correction factor sample (Inje)

실시되었고, 그 이후 2006년부터 2099년 기간에 대해 RCP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

가적으로 2006~2016년 기간에 대해 소양강댐 유역의 2가지 

지점에 관한 ASOS 기상자료와 RCP 4.5, RCP 8.5에 따른 

GC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Alcamo et al. (1997)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편이보정을 실시했다. 편이보정은 강수량과 

최고, 최저 기온에 관해 실시하였으며, 강수량과 기온에 대한 

편이보정 방법에 관한 식은 각각 Eq. (2)와 Eq. (3)과 같다.

 ′



×





      (2)

 ′
 





   (3)

여기서,  ′
는 보정된 미래 강수량, 는 GCM

에서 모의된 미래 강수량,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 관

측된 강수량의 평균,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 GCM에

서 모의된 강수량의 평균, 

는 강수량 보정

계수를 의미하며,  ′
는 보정된 미래 기온, 는 

GCM에서 모의된 미래 기온,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 

관측된 기온의 평균, 는 과거 기준기간 동안 GCM에

서 모의된 기온의 평균, 


는 기온 보정계

수를 의미한다. 

26개 GCM에 관한 편이보정 결과 강수량 보정계수는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1.25, 최소 +0.61, RCP 8.5 시나

리오의 경우 최대 +1.20, 최소 +0.62로 나타났고, 기온 보정계

수는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최고 기온은 최대 +1.13, 최소 

-0.78, 최소 기온은 최대 +0.86, 최소 -0.61, RCP 8.5 시나리오

의 경우 최고 기온은 최대 +1.01, 최소 -0.92, 최소 기온은 최

대 +0.96, 최소 -0.87로 나타났다. Fig. 2는 강수량 보정계수 

(Fig. 2 (a))와 기온 보정계수 (Fig. 2 (b))의 결과 샘플로 2가지 

지점 중 인제 지점에 관한 결과이다. 그래프의 가로 축은 

Table 1의 No.를 의미하며 Fig. 2(b)에서 기온 보정계수는 최

고, 최저 기온의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SWAT 모형 검･보정

구축된 GIS 지형자료와 ASOS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2006~ 

2016년 기간에 대해 SWAT 모형을 모의하고, 모형의 보정기

간을 2010~2013년, 검증기간을 2014~2016년으로 설정해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검･보정을 위한 실측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에서 제공하는 소

양강댐 지점의 유입량과 소양강댐 유역의 상류에 있는 내린

천 수위 관측소 지점의 유출량 자료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모

형의 상관성과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결정계수 

R2와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그리고 Nash and Sutcliffe (1970)가 제안하는 모형 효율성계

수 (Model Efficient, ME)를 사용했다. SWAT 모형 모의 시 

Channel Routing 방법으로 Muskingum Method를 사용하였

으며, 강우유출 계산 방법으로 Daily Rain/CN/Daily Route 

방법을 사용하였다. SWAT 모형 검･보정시 우선 SWAT 모

형의 기본으로 입력되어있는 default 값으로 모의를 하여 검

증자료인 유출값의 관측치와 비교검토하고 오차를 개선하도

록 매개변수를 하나씩 변경하여 검증통계량을 비교한 뒤 각

각의 최적 매개변수를 결정하였다. Table 2는 소양강댐 지점

에서 유출량과 관계된 SWAT 모형의 주요 매개변수의 검･보

정 결과를 나타낸다. ALPHA_BF와 GW_DELAY는 모형의 

Default Value를 사용하였고, RCHRG_DP는 0-1의 범위에

서 0.03으로 결정하였으며, CH_N2와 CH_K2, CH_K1은 각

각 -0.01~0.3의 범위에서 0.01을, -0.01~500의 범위에서 4를, 

0~300의 범위에서 50을 사용하여 모의하였다.

Fig. 3 (a)는 검･보정 결과 내린천 수위 관측소 지점에서의 

유출비교 그래프이며, Fig. 3 (b)는 소양강댐에서의 유입량 비

교 그래프를 나타낸다. Table 3과 Table 4는 각각 내린천 수위 

관측소 지점과 소양강댐 지점의 검･보정 결과 통계치를 보여

준다. 모형의 검･보정 결과 내린천 수위 관측소 지점의 R
2
는 

평균 0.78, RMSE는 평균 3.04 mm/day, ME는 평균 0.69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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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alibrated SWAT model parameters about runoff

No. Parameter Description
Range Default

value

Sim.

valueLB UB

1 ALPHA_BF Baseflow alpha factor (1/day) 0 1 0.048 0.048

2 GW_DELAY Groundwater delay time (days) 0 500 31 31

3 RCHRG_DP Deep aquifer percolation fraction 0 1 0.05 0.03

4 CH_N2 Manning’s n value for main channel -0.01 0.3 0.014 0.01

5 CH_K2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main channel alluvium (mm/h) -0.01 500 0 4

6 CH_K1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tributary channel alluvium (mm/h) 0 300 0 50

(a) Naerincheon (b) Soyanggang dam

Fig. 3 Comparison of the runoff observation and the SWAT results

Table 3 Result statistics for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about runoff (Naerincheon)

Year
Rainfall

(mm)

Total runoff (mm) Runoff ratio (%)
R
2 RMSE

(mm/day)
ME

Obs. Sim. Obs. Sim.

2010 1,283.6 1,003.9 985.6 78.2 76.8 0.74 3.34 0.66

2011 1,656.1 1,445.8 1,380.2 87.3 83.3 0.72 5.54 0.60

2012 1,217.7 933.0 641.2 76.6 52.7 0.82 1.94 0.78

2013 1,115.7 1,115.5 977.4 99.9 87.6 0.88 3.75 0.84

2014 1,104.0 478.3 383.9 43.3 34.8 0.70 1.63 0.60

2015 1,127.7 445.2 418.2 39.5 37.1 0.68 1.62 0.63

2016 1,333.8 673.3 814.5 50.5 61.1 0.89 3.47 0.71

Average 1,262.7 870.7 800.1 67.9 61.9 0.78 3.04 0.69

Table 4 Result statistics for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about runoff (Soyanggang dam)

Year
Rainfall

(mm)

Total runoff (mm) Runoff ratio (%)
R
2 RMSE

(mm/day)
ME

Obs. Sim. Obs. Sim.

2010 1,283.6 971.2 955.1 75.7 74.4 0.87 2.51 0.87

2011 1,656.1 1,366.8 1,340.9 82.5 81.0 0.91 3.15 0.91

2012 1,217.7 732.4 623.7 60.2 51.2 0.86 1.37 0.86

2013 1,115.7 975.9 950.4 87.5 85.2 0.89 3.19 0.87

2014 1,104.0 382.1 349.1 34.6 31.6 0.77 1.31 0.70

2015 1,127.7 441.0 375.1 39.1 33.3 0.65 1.69 0.63

2016 1,333.8 677.4 778.5 50.8 58.4 0.82 3.77 0.78

Average 1,262.7 792.4 767.5 61.5 59.3 0.83 2.43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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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between the MODIS evapotranspiration and SWAT simulation

Table 5 Bias correction factor about evapotranspiration 

Year Seolmacheon observed value (mm) Seolmacheon MODIS value (mm) Correction factor

2012 323.3 678.6

0.50
2013 293.3 665.2

2014 360.9 610.9

Average 325.9 651.6

Table 6 The calibrated SWAT model parameters about evapotranspiration 

No. Parameter Description
Range Default

value

Sim.

valueLB UB

1 CANMX Maximum canopy storage (mm H2O) 0 100 0 5

Table 7 Result statistics for the calibration and validation about evapotranspiration

Year
Rainfall

(mm)

Total evapotranspiration (mm)
R
2 RMSE

(mm/day)
ME

MODIS Sim.

2012 1,217.7 344.8 363.6 0.91 7.99 0.82

2013 1,115.7 348.3 397.4 0.94 7.93 0.84

2014 1,104.0 325.6 362.2 0.91 8.51 0.79

Average 1,145.8 339.6 374.4 0.92 8.15 0.82

으며, 소양강댐 지점의 R
2
는 평균 0.83, RMSE는 평균 2.43 

mm/day, ME는 평균 0.80으로 나타나 구축된 SWAT 모형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양강댐 유역 내에 적절한 증발산량 관측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WAT 모형의 증발산량에 대한 검･보정을 실시

하기 위해 NTSG (University of Montana의 Numerical Terra 

dynamic Simulation Group)에서 전 지구에 관해 제공하는 

MODIS 16 Global ET (Evapotranspiration) Product 위성 자

료를 이용하였다. MODIS 자료의 시간 해상도는 8일 단위와 

월 단위 자료를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2012~2014 기간에 

대한 월 단위인 증발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간해상도는 1 

km
2
이다. MODIS 자료는 상송도법 (Sinusoidal Projection)

으로 제공되므로, MODIS Reprojection Tool을 이용하여 TM 

좌표로 재투영하여 사용하였다. MOD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증발산량보다 과다추정되는 경향이 있

어 편이보정을 실시하였다. 편이보정은 수문조사연보에서 제

공하는 설마천 증발산 관측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이보정 

계수를 산정한 뒤 소양강댐 유역의 MODIS 자료에 적용하여 

편이보정을 실시하여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편이보정을 위

한 상수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5).

SWAT 모형에서 Penman-Monthith 방법을 이용하여 증발

산량을 계산하였으며, 검･보정과 관련된 주요 매개변수의 결

과로 CANMX는 0~100의 범위에서 5로 결정하였다 (Table 

6). Fig. 4와 Table 7은 각각 검･보정 결과 그래프와 통계치를 

나타낸다. 검･보정 결과 R
2
는

 
평균 0.92 RMSE는 평균 8.15 

mm/day, ME는 평균 0.82로 증발산량에 대한 신뢰도가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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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cipitation change for RCP4.5 (b) Precipitation change for RCP8.5

Fig. 5 Yearly (2025s, 2055s, 2085s) precipitation change rate for GCMs

(a) Temperature change for RCP 4.5 (b) Temperature change for RCP 8.5

Fig. 6 Yearly (2025s, 2055s, 2085s) temperature change rate for GCMs

2.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AR5 기반 RCP 4.5와 RCP 8.5 두 가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26개 CMIP5 GCM에 따른 소양강댐 

유역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을 2006~2016년 

기간에 대해 모의한 뒤, 2006~2009년은 모형의 안정화 기간

으로 설정하고 2010~2016년을 기준 년도로 정하였다. 기준 년

도와 비교하기 위해 GCM 미래 년도를 2025s (2010~2040), 

2055s (2041~2070), 2085s (2071~2099)로 분류하여 소양강댐 

유역의 변화를 증감율 (%)로 나타내었다. 또한 26개 GCM의 평

균을 이용하여 소양강댐 유역의 전반적인 거동을 분석하였다.

가. 미래 강수량, 기온 변화 분석

2010~2016 기간 동안의 ASOS 강수량 자료와 최고, 최저 

기온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균 기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AR5 

기반 RCP 4.5와 RCP 8.5에 따른 26개의 CMIP5 GCM에 대

해 약 30년 단위로 2025s, 2055s, 2085s 기간 동안의 소양강

댐 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시 소양강댐 유역의 

2가지 지점의 평균값을 이용했다. Fig. 5는 RCP 4.5 (Fig. 5 

(a))와 RCP 8.5 (Fig. 5 (b))에 따른 GCM별 2025s, 2055s, 

2085s 기간 동안 연강수량 평균의 증감률 (%)을 나타내며, 여

기서 가로축은 Table 1의 No.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26개 

GCM의 평균 강우량 증감률은 각각 RCP 4.5 시나리오의 

2025s에서 1.7 %, 2055s에서 6.6 %, 2085s에서 7.8 %, RCP 

8.5 시나리오의 2025s에서 4.3 %, 2055s에서 9.8 %, 2085s에

서 19.3 %로 나타났다.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CESM1-BGC

와, GFDL-ESM2M의 강우량 증가율이 각각 2025s 기간 동

안 +23.0 %, +18.0 %, 2055s 기간 동안 +19.8 %, +23.3 %, 

2085s 기간 동안 +31.4 %, +31.2 %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CMCC-CM과 CMCC-CMS, CNRM-CM5은 2025s, 

2055s, 2085s 모두 강수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CMCC-CMS

의 2025s 기간의 감소율이 -18.1 %로 가장 높았다. RCP 8.5

의 경우 HadGEM2-CC와 MIROC-ESM를 제외하고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HadGEM2-AO의 경우 증감률이 

2025s 기간의 +6.8 %에서 2085s 기간의 +43.7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강수량 증가율을 보였다. 

Fig. 6은 RCP 4.5 (Fig. 6 (a))와 RCP 8.5 (Fig. 6 (b))에 따

른 GCM별 2025s, 2055s, 2085s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의 증감 

(°C)을 나타내며, 26개 GCM의 평균치는 각각 RCP 4.5 시

나리오의 2025s에서 0.9 °C, 2055s에서 2.0 °C, 2085s에서 

2.4 °C, RCP 8.5 시나리오의 2025s에서 1.1 °C, 2055s에서 

2.7 °C, 2085s에서 4.5 °C로 나타나, RCP 4.5와 RCP 8.5 시나

리오 모두 2025s에서 2085s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인 RCP 8.5에 따른 MI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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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m inflow change for RCP 4.5 (b) Dam inflow change for RCP 8.5

Fig. 7 Yearly (2025s, 2055s, 2085s) dam inflow change rate for GCMs

(a) 2025s (RCP4.5) (b) 2025s (RCP8.5)

(c) 2055s (RCP4.5) (d) 2055s (RCP8.5)

(e) 2085s (RCP4.5) (f) 2085s (RCP8.5)

Fig. 8 Monthly dam inflow change for GCMs

ESM, MIROC-ESM-CHEM의 경우 미래 평균 기온이 2085s

에 최대 +5.9 °C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나. 미래 댐유입량 변화 분석

RCP 4.5, RCP 8.5에 따른 GCM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SWAT 모형을 모의한 후 소양강댐의 유입량에 관하

여 분석하였다. Fig. 7은 26개의 GCM별 2025s, 2055s, 2085s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유입량의 증감률 (%)을 비교한 그래프이

며, 이 그래프의 x축은 Table 1의 No.를 따른다. 26개 GCM의 

기간별 댐유입량 증감률 평균은 각각 RCP 4.5 2025s에서 9.5 

%, RCP 4.5 2055s에서 15.8 %, RCP 4.5 2085s에서 15.9 %, 

RCP 8.5 2025s에서 13.3 %, RCP 8.5 2055s에서 19.1 %,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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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apotranspiration change (RCP 4.5) (b) Evapotranspiration change (RCP 8.5)

Fig. 9 Yearly (2025s, 2055s, 2085s) evapotranspiration change rate for GCMs

8.5 2085s에서 29.8 %로 나타났고, RCP 4.5의 경우보다 RCP 

8.5의 경우 증감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댐유입량은 

Fig. 5의 강수량 연 증감률 (%)의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강수량과 댐유입량의 관계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Fig. 

7 (a)는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로, 강수량 증감률의 

변화와 비슷하게 CESM1-BGC과 GFDL-ESM2M의 증감률

이 2085s 기간에 최대 +5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MCC-CMS의 댐유입량 증감률이 2025s 기간에 최소 -36.5 %

로 가장 낮았으며, 이 또한 강수량 증감률과의 상관성이 높다. 

Fig. 7 (b)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로, HadGEM2-AO

의 증감률이 2025s, 2055s, 2085s 기간에 각각 +13.8 %, +43.1 %, 

+61.6 %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댐유입량의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a)~Fig. 8 (f)는 기준년도인 2010~ 

2016년의 월별 평균 댐유입량과 26개 GCM의 월별 평균 댐

유입량, 이에 대한 최솟값, 최댓값, 사분편차 등의 정보를 제

공하는 Box Plot을 나타낸다. 기준년도의 월별 평균 댐유입

량은 7월에 257.8 cms로 가장 높았지만, 26개 GCM의 모의 

결과 7월보다 8월의 댐유입량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미래 증발산량 변화 분석

RCP 4.5, RCP 8.5에 따른 GCM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SWAT 모형을 모의한 후 소양강댐 유역의 증발산량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Fig. 9는 26개의 GCM별 2025s, 2055s, 

2085s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증발산량의 증감률 (%)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이 그래프의 x축은 Table 1의 No.를 따른다. 26

개 GCM의 기간별 증발산량 증감률 평균은 각각 RCP 4.5 

2025s에서 1.6 %, RCP 4.5 2055s에서 4.9 %, RCP 4.5 2085s

에서 8.6 %, RCP 8.5 2025s에서 1.5 %, RCP 8.5 2055s에서 

4.9 %, RCP 8.5 2085s에서 8.5 %로 나타나, RCP 4.5와 RCP 

8.5의 강우량과 기온의 RCP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에 비해 증

발산량이 보여주는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였다. 이는 ASOS 

관측치를 이용한 SWAT 모형을 모의할 때 증발산량에 관하

여 검･보정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나,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따른 SWAT 모형의 증발산 모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CP 4.5에 따른 CMCC-CMS의 

증발산량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 (Fig. 9 (a))를 살펴보면, 

CMCC-CMS의 증발산량 증가율이 2025s, 2055s, 2085s 기

간에 각각 +15.2 %, +19.1 %, +23.2 %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RCP 4.5, RCP 8.5 시나리

오에 따른 GCM의 강우와 기온을 계절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CMCC-CMS의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의 경우 

봄에는 +11.7 °C에서 +13.3 °C, 여름에는 -8.7 °C에서 -6.7 °C, 

가을에는 -11.4 °C에서 -10.1 °C, 겨울에는 +13.4 °C에서 +14.8 

°C사이의 증감을 보였고, 강수량의 경우 봄에는 +47.1 %에서 

+49.8 %, 여름에는 -61.6 %에서 -49.9 %, 가을에는 +8.6 %에

서 +41.7 %, 겨울에는 +158.4 %에서 +195.7% 사이의 증감률

을 보였다. 따라서 CMCC-CMS의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의 계절적 양상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적용성이 떨어

진다고 판단된다. CMCC-CMS와 일부 GCM (CMCC-CM, 

CNRM-CM5, GFDL-ESM2G, INM-CM4, IPSL-CM5A-MR, 

NorESM1-M)을 제외한 나머지 GCM들은 대부분 2025s 기

간에서 2085s 기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발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 (Fig. 9 (b))의 경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발산량이 증

가하는 경향은 대부분의 GCM에서 비슷하였으며, 2085s 기

간에 이르러서 최대 증가율은 MIROC-ESM-CHEM의 +12.8 

%로 분석되었다. Fig. 10 (a)~Fig. 10 (f)는 기준년도인 2010~ 

2016년의 월별 평균 증발산량과 26개 GCM의 월별 평균 증

발산량, 이에 대한 최솟값, 최댓값, 사분편차 등의 정보를 제

공하는 Box Plot을 나타낸다. 기준년도와 26개 GCM의 모의 

결과 평균 모두 7월의 증발산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RCP 4.5와 RCP 8.5 모두 2025s에서 2085s로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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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5s (RCP4.5) (b) 2025s (RCP8.5)

(c) 2055s (RCP4.5) (d) 2055s (RCP8.5)

(e) 2085s (RCP4.5) (f) 2085s (RCP8.5)

Fig. 10 Monthly evapotranspiration change for GCMs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R5 기반 RCP 4.5, RCP 8.5 시나리오에 대

한 26개 CMIP 5 GCM 기후변화 모의 결과를 SWAT 모형에 

적용하여 소양강댐 유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6개 GCM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강수량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1.7 %, 2055s 기간 동안 6.6 %, 2085s 기간 

동안 7.8 %,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4.3 

%, 2055s 기간 동안 9.8 %, 2085s 기간 동안 19.3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

간 동안 0.9 °C, 2055s 기간 동안 2.0 °C, 2085s 기간 동안 2.4 

°C,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1.1 °C, 2055s 

기간 동안 2.7 °C, 2085s 기간 동안 4.5 °C 올라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유역 기후변화에 따른 소양강댐유입량의 변

화는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9.5 %, 2055s 

기간 동안 15.8 %, 2085s 기간 동안 15.9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13.3 %, 

2055s 기간 동안 19.1 %, 2085s 기간 동안 29.8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댐유입량의 증

가량이 매우 큰 결과를 보였다. 유역의 증발산량은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1.6 %, 2055s 기간 동안 4.9 

%, 2085s 기간 동안 8.6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기간 동안 1.5 %, 2055s 기간 동안 

4.9 %, 2085s 기간 동안 8.5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RCP 시나리오에 따른 증발산량 증가량은 두 

시나리오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신 AR5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6개 

다수의 GCM을 이용하여 소양강댐 유역의 댐유입량과 증발

산량에 대해 GCM별 미래 변화 분석뿐만 아니라 26개 GCM

의 평균치를 이용한 전반적인 미래 변화 분석을 실시하여, 향

후에 소양강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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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양강댐 유역의 수문요소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6개 GCM 결과 중에서 CMCC-CMS의 RCP 4.5 시

나리오의 경우 기온과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계절적 패턴과 

상당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도 보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GCM 선정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댐유입량은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모의를 위해 ASOS 관측 지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관측 지점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상

세화가 실시되어 기상 자료 입력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7AWMP-B083066-04).

REFERENCES

1. Ahn, S. R., M. J. Park, G. Park, and S. J. Kim, 2009. Assessing 

future climate change impact on hydrologic components of 

Gyeongancheon watershed.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2(1): 33-50. doi:10.3741/jkwra.2009.42.1.33 (in 

Korean).

2. Alcamo, J., P. Döll, F. Kaspar, and S. Siebert, 1997. Global 

change and global scenarios of water use and availability: an 

application of WaterGAP 1.0. Report A9701. Kassel, Germany: 

University of Kassel, Center for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3. Eum, H. I. and A. J. Cannon, 2017. Intercomparison of projected 

changes in climate extremes for South Korea: application of 

trend preserving statistical downscaling methods to the CMIP5 

ensembl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7(8): 3381-3397. 

doi:10.1002/joc.4924.

4.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5.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R.K. Pachauri and L.A. Meyer (eds.)]. IPCC, Geneva, 

Switzerland.

6. Javan, K., F. N. Saleh, and H. T. Shahraiyni, 2013. The influences 

of climate change on the runoff of Gharehsoo River Watershed. 

American Journal of Climate Change 2(4): 296-305. doi:10.4236/ 

ajcc.2013.24030

7. Jeong, H. G., S. J. Kim, and R. Ha, 2013.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on storage behavior of chungju and the regulation 

dams using SWAT model.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6(12): 1235-1247. doi:10.3741/jkwra.2013.46. 

12.1235 (in Korean).

8. Kim, J., J. Park, J. H. Song, S. M. Jun, and M. S. Kang, 2016. 

Design flood estimation in the Hwangguji river watershed 

under climate and land use changes scenari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8(1): 39-51. doi: 

10.5389/ksae.2016.58.1.039 (in Korean).

9. Kwadijk, J. and J. Rotmans, 1995.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river Rhine: a scenario study. Climatic Change 

30(4): 397-425. doi:10.1007/bf01093854.

10. Legesse, D., C. Vallet-Coulomb, and F. Gasse, 2003. Hydrological 

response of a catchment to climate and land use changes in 

Tropical Africa: case study South Central Ethiopia. Journal of 

Hydrology 275(1): 67-85. doi:10.1016/s0022-1694(03)00019-2.

11. Lettenmaier, D. P., A. W. Wood, R. N. Palmer, E. F. Wood, 

and E. Z. Stakhiv, 1999. Water resources implications of global 

warming: A US regional perspective. Climatic Change 43(3): 

537-579.

12. Nash, J. E. and J. V. Sutcliffe, 1970. River flow forecasting 

through conceptual models part I—A discussion of principles. 

Journal of hydrology 10(3): 282-290. doi:10.1016/0022-1694 

(70)90255-6.

13. Park, J. Y., H. Jung, C. H. Jang, and S. J. Kim, 2014. Assessing 

climate change impact on hydrological components of Yongdam 

dam watershed using RCP emission scenarios and SWAT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6(3): 19-29. doi:10.5389/ksae.2014.56.3.019 (in Korean).

14. Park, M. H., H. L. Cho, and B. K. Koo, 2015. Nn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effects on pollution loads of the Hwangryong 

river watershed in korea.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8(3): 185-196. doi:10.3741/jkwra.2015.48.3.185 

(in Korean).

15. Park, M. J., H. J. Shin, G. Park, and S. J. Kim, 2010. Assessment 

of future hydrological behavior of Soyanggang dam watershed 

using SW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0(4B): 337-346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