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생 ․ 공용수 공급, 하천유지용수 공급, 

수력발전, 홍수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댐 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Choi, 2007; Hong, 2007). 국내 농

업용 저수지는 1 ․ 2종 시설물 포함 약 18,000여개이며, 준공 

후 30년을 경과한 저수지는 90% 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용 저

수지의 70%는 1945년 이전에 준공되어 70년 이상 경과된 극

심한 노후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수 ․ 보강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아 재해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Kim, 2017; KISTEC, 2015; Park, 2010). 과거 인구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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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agricultural reservoir dam facilities are difficult to manage water resources because of the in summer rainfall increase due to 

aging and climate change, it is expected that the dam risk will be large due to the overflow. In this study, author selected study basin in 

order to evaluate hydrological safety of agricultural reservoir dam facilities. And calculated the probable rainfall, Present PMP, Future 

PMP considering climate change. Also, author carried quantitative analysis out for increasing rainfall due to climate change, analyze 

freeboard assess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by calculate flood discharge, reservoir flood routing according to rainfall scenarios. As 

a result of evaluate hydrological safety of agricultural reservoir dam facilities using Future PMP considering climate change, Gosam, 

Kumkwang, Miho, Cheongcheon reservoir had the Highest Water Level over the design flood level, it is analyzed that it would be 

vulnerable to overflow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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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 농업용 저수지 댐 시설물은 노후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강우량 증가로 인해 수자원관리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댐 월류에 따른 피

해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저수지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1종 댐 

시설물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역별 확률강우량, 기존에 제시된 Present PMP,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Future PMP를 산정하

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강우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홍수량산정 및 저수지홍수추적을 실시하여 강우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용 저

수지의 여유고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Future PMP를 이용하여 농업용 저수지 댐 시설물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고삼, 금광, 

미호, 청천저수지는 설계홍수위 이상의 최고수위가 발생함에 따라 월류위험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PMP, 농업용 저수지, 수문학적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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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역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는 산업화로 인해 도시지역

에 다수 위치하였으며, 거대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유입량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Lee, 2008; Park, 2015). 1979년 이후 댐 설계기준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건설된 댐은 구조기준 및 내진설계가 댐 

건설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위험에 더욱 노출

되어 있으며(Kim, 2009),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강도 

및 발생빈도 증가, 태풍의 대형화로 인해 댐 유입량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서 극심한 홍수,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Jeong, 2013).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여수로는 PMP 또는 200

년 빈도 확률강우량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기후변화가 고려되

지 않아 미래기간의 PMP 발생에 따른 수문학적인 안전성 검

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기간의 PMP 전망에 대한 연구동

향을 살펴본 결과, Beauchamp et al. (2013)은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수분최대화법을 

기반으로 캐나다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PMP

를 분석하였으며, 2071~2100년 기간의 PMP가 현재보다 약 

0.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Kunkel et al. (2013)은 

RCP8.5에 따른 기후모형 결과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PMP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바, 2071~2100년 기간의 

PMP가 현재보다 약 20~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Lee 

et al. (2017)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한반도 미래기간의 PMP를 

수문기상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1981~2005년과 

2071~2100년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RCP8.5에서 약 15~30%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PMP는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고려 PMP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현재 대비 미래기간의 PMP 증가율이 

0.5~6%부터 최대 20~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며, 다양한 GCMs (Global Climate Models), RCMs (Regional 

Climate Models)에서 제공되는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라 미

래기간의 PMP는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와 댐 안전, 노후화된 댐 성능개선 및 

재개발, 유지관리 효율화 증대 방안 등의 다양한 대비책 마련

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산정 

및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소의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유역

으로 선정하였으며, 강우시나리오 산정을 위해 대상유역에 

대한 확률강우량,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Present 

PMP, 그리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Future PMP를 산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강우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홍수량산정 및 저수지홍수추적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여유

고를 분석하여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대상유역 선정

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용 저수지

의 여유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Fig.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저수지의 여유고 평

가를 위해 저수지 6개소를 선정하고 강우시나리오를 산정하

였으며, 강우시나리오는 기상강우관측소의 관측자료를 이용

한 확률강우량,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Present PMP, 기후변

Fig. 1. Flow chart to evaluation hydrological safety of agricultural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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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고려한 Future PMP로 결정하였다. 강우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증가하는 PMP를 분석하

였으며,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유역별 홍수량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홍수량산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역에 

대한 매개변수(유역면적, Curve Number, 도달시간, 저류상

수)를 분석하고, 손실우량방법인 SCS-CN (Soil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법과 합성단위도법인 Clark를 이용

하였으며, 강우시나리오(확률강우량, Present PMP, Future 

PMP)를 홍수량산정모형의 강우인자로 입력하여 각 저수지 

유역에 대한 홍수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우시나리오에 따

른 유역별 홍수량은 저수지홍수추적의 입력 값으로 댐 여유고 

평가에 활용되며,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저수지의 내용적, 여수토 제원 및 저수지관리수위를 입력

하였으며, 저수지 운영방법을 Auto ROM으로 결정하였다. 

댐 여유고 평가는 저수지의 강우시나리오 별 최고수위를 분석

하여 상시만수위, 홍수위, 제정표고, 여유고를 검토하였다. 

2.2 대상유역 선정

과거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위해 실시한 ‘기존 저수지 수문

조사 지원사업 조사 보고서(KRC, 2004)’에서는 총 25개소 농

업용 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총 25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중 1종 댐 시설물인 한강

유역의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금강유역의 동부저수지, 미

호저수지, 청천저수지, 영산강유역의 광주저수지를 연구대

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Fig. 2).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

한 저수지 제원은 다음과 같다(Table 1).

Fig. 2. Study basin (agricultural reservoir)

Table 1. Basin inform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dex Unit
Reservoir

Gosam Gwangju Kumkwang Dongbu Miho Cheongcheon

Area ha 7,100 4,130 4,830 2,811 13,300 7,010

River length km 12.63 12.43 7.59 10.68 25.25 13.10

Total storage 1,000 m3 1,522.0 1,740.0 1,209.6 1,218.2 1,387.0 2,072.8

Dead storage level EL.m 40.7 63.0 51.5 7.0 48.0 23.2

Full water level EL.m 52.4 74.6 67.0 15.8 61.0 40.2

Flood level EL.m 53.7 76.4 67.7 17.0 63.3 40.2

Levee level EL.m 55.6 78.4 69.8 18.4 65.0 42.5

Crest length of dam m 207.0 505.0 232.0 126.0 174.0 306.0

Height of dam m 16.6 25.0 21.0 11.5 19.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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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3.1 확률강우량 산정

수문 ․ 기상분야에서는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이 되는 통

계적강우를 확률강우량이라 하며,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서는 기상관측소의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자료를 추출하

고, 확률분포형을 선택하여 추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저수지 유역에 대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 관측개시

(a) Gosam reservoir 

(Suwon meteorological station, 1964∼2016 yr)

(b) Gwangju reservoir 

(Gwangju meteorological station, 1961∼2016 yr)

(c) Kumkwang reservoir 

(Cheonan meteorological station, 1973∼2016 yr)

(d) Dongbu reservoir 

(Gunsan meteorological station, 1968∼2016 yr)

(e) Miho reservoir 

(Cheongju meteorological station, 1967∼2016 yr)

(f) Cheongcheon reservoir 

(Boryeong meteorological station, 1973∼2016 yr)

Fig. 3. Intensity-duration-frequency curve (probability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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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016년까지의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연 

최대 강우자료를 추출하고, GUMBEL분포를 이용하여 강우

량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우

관측지점의 강우자료 보유년수는 44~56년으로 강우빈도해

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3.2 PMP 산정

가능최대강수량(Probability Maximum Precipitation)은 

기상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이론상 최대 강우량 개념으로 범

람 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댐 시설물과 같은 중요한 하

천수공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강우량이며, 가능최대강수

량은 통계학적으로 약 10,0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PMP도 재작성 보고서(MCT, 2004)’

에 제시한 가능최대강수량을 활용하였으며, 각 저수지 유역

에 대한 지속시간별, 면적별 PMP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Fig. 4).

(a) Gosam Reservoir (b) Gwangju Reservoir

(c) Kumkwang Reservoir (d) Dongbu Reservoir

(e) Miho Reservoir (f) Cheongcheon Reservoir

Fig. 4. PMP-area-duration (Present 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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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후변화고려 PMP 산정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Probability Maximum Precipitation)를 산정하였다. 현재

기간 및 미래기간의 PMP에 대한 변화양상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RCP 시나리오별 이슬점 자료를 편의보정하

고, Scale Invariance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일 단위 이슬점 자

료를 시 단위로 추출하여 100년 빈도의 이슬점을 산정하였다

(Lee et al., 2016;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수문기

상학적방법을 이용한 미래 PMP는 수분최대화비(Orographic 

Transposition Factor), 수직전이비(Vertical Transposition 

Ratio), 수평전이비(Horizontal Transposition Ratio) 등에 대

한 인자를 이용하며, 이는 모두 이슬점을 이용한다(WMO, 

2009). 미래 이슬점 변동에 따른 수문기상학적 PMP 산정절

차는 다음과 같다(Fig. 5). 

1) RCM의 현재기간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100년 빈

도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수분최대화비, 수직전이비, 수

평전이비 값을 산출 후,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Present 

PMP를 5 km 해상도로 산출

2) RCP시나리오로부터 산출된 100년 빈도 이슬점 자료를 

이용하여 수분최대화비, 수직이전비, 수평전이비 값을 산

출 후, RCP시나리오별 Future PMP 도출

3) 현재기간 모의자료의 Present PMP (1)와 RCP시나리오 

Future PMP (2)를 비교하여, 현재기간 대비 미래기간의 

PMP 변화율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GCM (Global 

Climate Model)은 HadGEM2-AO, RCM (Regional Climate 

Model)은 HadGEM3-RA이며, 공간해상도는 12.5 km이다. 

시나리오는RCP2.6, 4.5, 6.0, 8.5, 기준년도는 2040, 2070, 

210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해상도는 현재기간 1981~ 

2005년, 미래기간 2006~2100년이다. 본 연구에서 농업용 저수

지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활용된 기후변화 고려 Future 

PMP의 시나리오형태는 RCP4.5, 기준년도는 2070년이며, 

현재 대비 미래기간의 PMP 변화율은 다음과 같다(Fig. 6).

Fig. 5. Procedure of PMP estimation using RCM-based historical data & future RCP scenar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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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강우시나리오 비교 ․ 분석

농업용 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강

우시나리오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Present PMP, Future 

PMP이며, 시나리오에 대한 유역별 강우량을 분석하였다. 여

기서,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선정한 이유는 ‘댐의 농업 생

산기반 정비 사업 계획 설계 기준(KRC, 2002)’에서 농업용 

댐의 설계홍수량은 200년 빈도 확률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 

지역 최대홍수량 중 가장 큰 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하며, 붕괴

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게 예상 되는 지구는 가능

최대홍수량(Probability Maximum Precipitation)을 설계홍

수량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강우시나리오의 지속시간 결정을 위해 각 유역

에 대한 임계지속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저수지유역의 강우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유역에 대한 

Present PMP, Future PMP를 비교한 결과(Fig. 7), 고삼저수

지는 현재 대비 미래기간의 PMP가 17.7% 증가하였으며, 광

(a) Duration: 1 hr (b) Duration: 2 hr (c) Duration: 4 hr (d) Duration: 6 hr

(e) Duration: 8 hr (f) Duration: 12 hr (g) Duration: 24 hr (h) Duration: 48 hr

Fig. 6. Future PMP map considering climate change (RCP4.5, 2070 yr, 25 km2)

Table 2. Comparison of rainfall scenario (unit: mm)

Reservoir Watershed
Probable rainfall-

200 yr
Present PMP Future PMP

Critical duration 

(hour)

Gosam Han river 411 649 763.9 12

Gwangju Yeongsan river 241 479 575.3   6

Kumkwang Hangang river 244 463 582.0   6

Dongbu Geum river 278 473 580.8   6

Miho Geum river 277 518 634.0 12

Cheongcheon Geum river 306 422 52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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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수지 20.1%, 금광저수지 25.7%, 동부저수지 22.8%, 미

호저수지 22.4%, 청천저수지 23.9% 증가하였다. 기후변화

에 따른 강우증가율이 가장 큰 저수지 유역은 금광저수지, 청

천저수지, 동부저수지, 미호저수지, 광주저수지, 고삼저수지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Future PMP가 기

존에 제시된 Present PMP보다 17~23.9% 증가한다는 것은 미

래의 기상이변에 따라 댐 월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의미된다.

3.5 댐 여유고 평가

농업용 저수지 댐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및 미래 기후변화

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Fig. 8), 고

삼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서 EL.53.00 

m, Present PMP에서 EL.54.13 m, Future PMP에서 EL.54.42 

m로 분석되어,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발생 시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53.70 m) 이하이며,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53.70 m)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에서 EL.69.48 m, Present PMP에서 EL.75.07 m, Future PMP

에서 EL.76.03 m로 분석되어,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

(EL.76.40 m) 이하로 다소 안정된 여유고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금광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서 

EL.64.16 m, Present PMP에서 EL.67.91 m, Future PMP에서 

EL.69.12 m로 분석되어,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발생 시 최고

수위가 설계홍수위(EL.67.70 m) 이하이며,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67.70 m) 이

상으로 분석되었다. 동부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에서 EL.13.93 m, Present PMP에서 EL.16.29 m, 

Future PMP에서 EL.16.92 m로 분석되었으며,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17.00 m) 이

하로 분석되어 충분한 여유고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호

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서 EL.62.42 m, 

Present PMP에서 EL.63.66 m, Future PMP에서 EL.64.05 m

로 분석되었으며,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발생 시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63.30 m) 이하이며,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63.30 m)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청천저수지 최고수위는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에서 EL.38.05 m, Present PMP에서 EL.39.81 m, Future PMP

에서 EL.41.24 m로 분석되었으며,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 

Present PMP 발생 시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EL.40.20 m) 

이하이며, Future PMP에 따른 최고수위가 설계홍수위

(EL.40.20 m)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6개소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결과(Table 3),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RCP4.5, 기준년도 2070년) 발생 시 고삼저수지, 금광

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는 설계홍수위 이상의 수위

발생에 따른 여유고 부족으로 수문학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유역에 현재대비 미래의 PMP 발생에 따른 

최고수위를 비교한 결과, 청천저수지(+1.43 m), 금광저수지

(+1.21 m), 광주저수지(+0.96 m), 동부저수지(+0.63 m), 미

호저수지(+0.39 m), 고삼저수지(+0.29 m)순으로 수위가 증

가하여 청전저수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위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Present PMP & Future 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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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gricultural reservoir flood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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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농업용 저수지 6개소를 대상으로 기

후변화를 고려한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강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수유출모형 및 저수지홍수추적모형을 구축

하여 강우시나리오(Probable rainfall, Present PMP, Future 

PMP)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댐 최고수위를 분석하였다. 

강우시나리오에 따른 강우분석을 위해 기상관측자료를 이

용한 확률강우량과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Present 

PMP,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Future PMP를 산정

하였으며, 강우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우분석결과, 

미래의 기후변화 고려한 유역별 Future PMP가 Present PMP

보다 17.7~25.7% (고삼저수지 17.7%, 광주저수지 20.1%, 금

광저수지 25.7%, 동부저수지 22.8%, 미호저수지 22.4%, 청

천저수지 23.9%)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각 저수지 유역의 홍

수량 산정을 위해 유역매개변수를 산정하였으며, 손실우량

방법으로 SCS-CN과 합성단위도법으로 Clark를 채택하였

다. 또한, 분석한 강우시나리오를 모형의 강우인자로 입력하

여 저수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수지홍

수추적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지에 대한 내용적, 여수토 

제원, 저수지관리수위를 입력하였다. 저수지홍수추적 결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Future PMP (RCP4.5, 2070년) 발생 시 고

삼저수지, 금광저수지, 미호저수지, 청천저수지는 설계홍수

위 이상의 수위발생으로 월류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현재 대비 미래기간의 최고수위는 청천저수지(+1.43 m), 

금광저수지(+1.21 m), 광주저수지(+0.96 m), 동부저수지

(+0.63 m), 미호저수지(+0.39 m), 고삼저수지(+0.29 m)순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수량 분석 및 저수지홍수

추적을 실시한 결과, 기존 댐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및 기후변

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댐 수문학적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 가지 기후변화시나리오(HadGEM3-RA, RCP 

4.5, 2070년)에 따른 분석결과이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GCMs 

(Global Climate Models) 및 RCMs (Regional Climate Models)

에 따른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국내 댐 시설물 수문학

적인 안전성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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