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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서 유역규모의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다. 먼저, CMIP5(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의 모형인 MRI-CGCM3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추계학적 축소기법의 하나인 
SDQDM(Spatial Disaggregation-Quantile Delta Mapping)기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를 편의보정 하였다. 또
한 관측치와 SDQDM 기법의 적용 전⋅후의 비교를 통해 SDQDM기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가 북한의 유역규모 수문순환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순환을 전망
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는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최적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북한지역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미계측 유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측 유출량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질의 유출량자료가 있는 남한
의 16개 유역을 대상으로 M-RAT모형의 최적 매개변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유역특성변수 간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을 고려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미계측 유역에 적용 할 수 있는 매개변수 추정식을 산정하였다. 매개변수 추정식의 
검증을 위해 남한의 오십천, 남대천, 용담댐, 영강 유역을 미계측 유역이라고 가정하고 교차검증을 수행한 결과 4개 유역 모
두 효율계수 NSE가 0.8이상으로 높은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시나리오와 추정된 유출모형의 매개변
수를 이용하여 북한의 압록강 유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규모의 수문순환과정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시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기온상승으로 인해 증발산량의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유역 내 유역 저류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황 분석결과 Future 1, 2 기간에 풍수량은 증가하고, 갈수량이 감소하고 Future 3 기간에 풍수량과 갈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핵심용어 : RCP 기후변화시나리오, 압록강, M-RAT, 유황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the hydrological cycle at a basin level in North Korea. The 
selected model for this study is MRI-CGCM 3, the one used for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Moreover, this study adopted the Spatial Disaggregation-Quantile Delta Mapping (SDQDM), which is one 
of the stochastic downscaling techniques, to conduct the bias correction for climate change scenarios.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application and postapplication of the SDQDM supported the study’s review on the technique’s validity. 
In addition, as this study determined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the hydrological cycle, it also observed the runoff 
in North Korea. In predicting such influence, parameters of a runoff model used for the analysis should be optimized. 
However, North Korea is classified as an ungauged region for its 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it was difficult to collect 
the country’s runoff observation data. Hence, the study selected 16 basins with secured high-quality runoff data, and 
the M-RAT model’s optimized parameters were calculated. The study also analyzed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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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asin characteristics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Then, based on a phased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developed 
an equation to calculate parameters for ungauged basin areas. To verify the equation, the study assumed the Osipcheon 
River, Namdaecheon Stream, Yongdang Reservoir, and Yonggang Stream as ungauged basin areas and conducted 
cross-validation. As a result, for all the four basin areas, high efficiency was confirmed with the efficiency coefficients 
of 0.8 or higher. The study used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parameters of the estimated runoff model to assess the 
changes in hydrological cycle processes at a basin level from climate change in the Amnokgang River of North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climate change would lead to an increase in precipitation, and the corresponding rise in temperature 
is predicted to cause elevating evapotranspira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storage capacity in the basin decreas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flow duration indicated a decrease in flow on the 95th day; an increase in the drought 
flow during the periods of Future 1 and Future 2; and an increase in both flows for the period of Future 3.

Key words : RCP Climate change scenario, Yalu river, M-RAT, Duration Curve

1. 서 론

북한의 경우 지난 10년(2008∼2017) 간 평균기온이 세계에

서 두 번째로 높은 1.9℃까지 상승하였으며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UN산하 기구들이 공동발행한 ‘2018년 인도주의 위기 

및 재해 위험 평가보고서’에서는 자연재해, 정부능력, 지역사

회의 취약성 등 50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결과 북한의 위기

관리 능력이 전체 조사대상 191개국 중 43번째로 낮다고 평가

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어 북한 산림 약 32%가 황폐해져 홍수 

및 이수, 수질오염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 매우 취

약하다.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작성한 임농업 국가전략과 

활동 계획(2015∼2024)에서는 “현재 산림벌채, 토지 황폐화, 

자연재해 증가는 국민의 생계와 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이슈”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경사가 가파른 지형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

한 조림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에 매

우 취약하며 치수 이수시설이 노후화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극한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북한의 수자원 현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북한의 수자원분야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이라

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개인보다 국가 기관에서의 수자원현황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1994)에서

는 북한의 수자원현황과 수자원관리기구 및 제도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남북한의 수자원 기술의 공유와 접경지역 하천의 공

동개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1998)에서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및 Landsat TM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수문

인자를 추출하고, 수문모형에 적용하여 북한의 잠재 수자원 부

존량,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자

원공사(2003)에서는 북한의 용수확보에 대해 전망하였고, 북

한의 수자원개발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자원사

업 수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

수자원공사(2005)에서는 북한의 수력발전사업의 진출을 위해 

북한의 전력분야의 조직 및 법령을 파악하였으며 북한의 수력

발전소의 현황을 평가하여 북한의 수력발전사업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Son et. al.(2006)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응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동‧서독이 분단기간 동안 공유하

천과 관련하여 실시한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천에

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들의 

세부적 추진방안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자

원공사(2007)은 북한 수해방지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하고, 북한 

수해방지 기술수준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북한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및 향후 조사․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원(2008)은 북한을 대상으로 자연 및 사회적 요

인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추정을 통해 북한의 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는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Youn et. al.(2008)은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15)는 북한 수자원산업의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북

한의 발전 수자원 가능량을 산정 및 평가를 통해 북한의 수자

원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Joo et. 

al.(2017)은 북한의 수자원관련 법안 및 조직을 파악하고 북한 

댐 개발 가능 지점의 현황 및 건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북

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수문순환 변화를 전망하기 위

해서는 먼저 유출모형의 매개변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검증은 관측자료와 모의자료와

의 통계적 비교로 수행하게 되지만, 북한의 경우 충분한 유량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매

개변수 지역화를 통해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미

계측 유역에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미

계측 유역이라고 분류하고 부족한 유출량자료를 대신 할 수 

있는 장기유출모형의 매개변수 지역화 추정식을 통해 북한지

역의 미래 수자원 부존량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해 

ADSS에서 제공하는 CMIP5(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의 기후변화시나리오 모델 27종 중 통계 기법

을 이용하여 MRI-CGCM3모델을 선택하였으며, SDQDM 

(Spatial Disaggregation with Quantile Delta Mapping)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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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Weather Data from South 
and North Korea

Analysis of Basin Characteristics in the Target Basin
(topographical, meteorological)

M-RAT model
Construction of Climate Change Scenario 

Data in Korean Peninsula
(Rainfall, Minimum temperature, Max 

temperature)
        Current : 1986~2015
        Future 1: 2011~2040
        Future 2: 2041~2070
        Future 3 : 2071~2100

Bias-Correction of 8.5 Climate Change Scenario

Estimation of Meteorological Factors in the Yalu 
River Basin by Climate Change Scenario

Application of parameter localization estimation 
equation and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model

Evaluation of Hydrological Circulation in the 
Yalu River Basin by Climate Change

Fig. 1. Research flow chart of Hydrological cycle change in North Korea

Table 1. 13 GCMs used for analysis

No. GCMs
Resolution
(degree)

Institution

1 CanESM2 2.813ⅹ2.791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2 CESM1- 1.250ⅹ0.942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3 CMCC-CM 0.750ⅹ0.748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4 CMCC-CMS 1.875ⅹ1.865

5 CNRM-CM5 1.406ⅹ1.401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6 GFDL-ESM2G 2.500ⅹ2.02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7 HadGEM2-AO 1.875ⅹ1.250
Met Office Hadley Centre

8 HadGEM2-ES 1.875ⅹ1.250

9 INM-CM4 2.000ⅹ1.500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10 IPSL-CM5A-LR 3.750ⅹ1.895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11 IPSL-CM5A-MR   2.500ⅹ1.268

12 MRI-CGCM3 1.125ⅹ1.122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13 NorESM1-M 2.500ⅹ1.895 Norwegian Climate Centre

기법을 이용하여 MRI-CGCM3모델을 편의보정 하였다, 또한 

미래를 Future 1: 2011년 ∼2040년, Future 2: 2041년 ∼

2070년, Future 3: 2071년 ∼2100년으로 분할하였다. 이어서 

미계측 유역인 북한유역에 지역화 회귀식을 적용하여 매개변

수를 산정하고 북한지역의 미래 수문순환 변화를 전망 하고자 

한다. Fig 1은 전체적인 연구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2. 이론적 배경

2.1 RCP 기후변화시나리오

KMA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시

나리오 인증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GCM 시나

리오와 통계적 상세화를 조합하여 생산한 13개 지역 규모 시

나리오를 추천하고 있다(Table 2). 여기서 통계적 상세화는 기

후 모델의 장기추세를 유지하고 편의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SDQDM(Spatial Disaggregation with Quantile Delta 

Mapping; Eum and Cannon, 2017)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

의 연구에서는 RCP8.5에 따르는 13개 모형의 MME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RCP8.5는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극

단적인 시나리오이다(IPCC, 2014). Table 1은 분석에 사용된 

13개 GCMs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 2은 분석에 사용된 기상 

관측소 위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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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the meteorological station used for the analysis

2.2 기후변화시나리오의 지역 상세화

일반적인 공간해상도를 높이는 상세화 기법은 역학적 및 통

계적 상세화 기법이 있다. 통계적 상세화 기법으로는 기상패턴, 

회귀, 일기발생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편의

보정 중심의 방법들로는 편의보정과 통계적 내삽 기법을 연계한 

BCSD(Bias-Correction and Spatial Disaggregation)방법과 내

삽된 고해상도 정보를 동일한 해상도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편의

보정방법인 SDBC(Spatial Downscaling and Bias-Correction)

방법 등이 있다. 현재 AIMS(APCC Integrated Modeling 

Solution, http://aims.apcc21.org/)에서는 편의보정 중심의 

SQM(Simple Quantile Mapping; Cho et al., 2018)과 SDBC 

방법에 속하는 SDQDM(Spatial Disaggregationwith Quantile 

Delta Mapping; Eum and Cannon, 2017)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BCSD는 월 단위의 GCM 자료를 월 단위 RCM자료로 상

세화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시간적 분해기술은 일 단위의 기후

변화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Wood et al., 2004). 

이 과정에서 기후모델의 일 단위의 기후특성이 손실된다. 따라

서 일 단위 BCSD는 일 단위 기후자료의 CDFs를 통합함으로

써 기후모델의 일 단위 자료의 기후특성을 유지한다. 

Abatzoglou와 Brown (2012)은 SDQM을 사용하여 일단위 

BCSD를 적용했으며, SDQM은 역 거리 보간 기법에 의해 거

시적인 해상도의 자료를 상세한 해상도로 공간분해 한 후, 관

측 치의 CDFs와 전달 함수를 포함하는 quantile mapping 알

고리즘에 의해 바이어스 보정을 적용했다. 

  
 (1)

여기서 와 는 시간 t에서의 기후 모델 바어어

스 보정전⋅후를 나타내고,  는 과거 기간의 CDFs를, 


는 관측 자료의 CDFs의 역함수를 나타낸다. (식 1)에서, 

는 모의기간, 는 과거기간, 은 GCM 값, 는 관측 값을 

나타낸다. 

SDQM은 주어진 날짜에 측정한 관측 데이터 범위 내에서 

경험적 CDFs를 사용하지만 관측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극치 

값은 매개변수 분포로 외삽된다. 미래의 큰 장기 추세를 보이

는 기후변화 자료의 극치 값의 경우 SDQM은 외삽의 빈도가 

많아 과장된 기후변화 자료를 생성 한다. Bürger et al. (2013)

은 Historical 데이터 범위 내에서 기후변수를 유지하기 위해 

예측 값에서 장기평균추세를 제거하는 DQM(Detrended 

Quantile Mapping)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de-trended값에 

대한 quantile mapping을 적용한 후 제거 된 장기평균경향은 

(식 2)와 (식 3)처럼 계산된다.

  
 





 (2)

  
   

   

(3)

여기서  와 는 각각 기준 및 미래 기간에 걸친 장

기모델링 된 평균의 추정치이다. 그러나 DQM 기법은 현재

와 미래 사이의 장기평균의 변화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통계

적 축소 방법으로 유지해야하는 확률분포의 꼬리에 해당하

는 극한 값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는다. Cannon et al. 

(2015)는 quantile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변화를 유지하고, 

관측 값의 CDFs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자료를 편의 보정하는 

QDM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QDM은 현재 및 미래 사이의 

quantiles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변화 (식 4)에서의 Δm(t))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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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DM의 두 단계는 미래 투영에서 각 분위가 바이어스 보정

됨과 동시에 양자의   절대 또는 상대 변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

미 한다. 그리고 QDM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annon 

et al.(2015)에 수록되어 있다. Cannon et al.(2015)에서는 우

리나라에 대해 상세화된 기후변화자료를 추정하기 위해 일단

위의 DCSD와 QDM을 결합한 SDQDM을 제시하였다. Fig 3

에 AIMS tool의 SDQDM기법의 흐름도를 도시하였다.

Fig. 3. Flow chart of SDQDM scheme of AIMS tool

2.3 M-RAT(Monthly Runoff Assessment Tool)

M-RAT(Monthly Runoff Assessment Tool)모형은 Vandewiele 

et al.(1993)이 제시한 Temperature index function을 이용하

여 강수를 강우과 강설로 구분하여 그 양을 산정하며, 월 유출

은 주로 물수지 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유출은 기상 인

자와 지형․지질 인자간의 복합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

나,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식 6)로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 강우량,  : 유출량,  : 증발산량, 

 : 차단량,  : 지표저류량

  : 유역저류수량,  : 침투량

장기간으로 볼 때 식 (2-11)은 차단량과 지표저류량은 증발산

량 및 토양 수분변화량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물수지식에서

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식을 적용하려는 단위시간에 대해 깊이 

단위로 표시하여 변형하면 (식 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 단위시간

이 때 유출량은 직접유출과 기저유출 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토양수분 변화량은 전달의 토양저류수분과 그 달의 토

양저류수분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식 8)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 직접유출,  : 기저유출,  : 전 달의 

유역저류수량,  : 현 달의 유역저류수량

강우의 약 2/3가 여름의 우기에 집중되어 홍수로 직접 유출

되는 우리나라의 수문학적 특성상 이 기간의 유출에서 기저유

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외의 기간에 있어 

기저유출은 유출량 추정에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저유출량과 이에 관계되는 토양수분 변화량 및 

침투량은 월 유출량 추정을 위한 물수지식에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식 8)은 월 유출량 추정을 위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Fig 4는 M-RAT 모형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Basic Concept of M-RAT Model

3. 기후변화가 압록강 유역의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 전망

3.1 대상유역 현황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압록강 유역은 백두산 천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지방과의 국경을 이루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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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tus of Yalu River Basin

Table 2. Watershed Characteristic Variables in Yalu River

Area
(km2)

Average elevation
(m)

Average slope
(°)

Coefficient of Form
Highest altitude

(m)
Total length of the stream

(km)

64,841 843 45 1.4 1,575 145,865

Annual 
precipitation

(mm)

Annual min 
temperature

(℃)

Annual max 
temperature

(℃)

Total annual potential 
evaporation

(mm)

Amount of available 
water resource

(P-E)

Ratio of available water 
resource(%)

668.2 -34.4 33.3 502.6 165.6 0.2

(a) Annual Precipitation (b) Annual Temperature

Fig. 6. Comparison of Raw and downscal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하천으로, 혜산·중강진·만포·신의주 등을 거쳐 용암포의 초하류에

서 황해로 흘러든다. 압록강은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자성강, 

독로강, 충만강, 삼교천을 비롯하여 100km를 넘는 여러 하천들

과 수많은 지류로 형성되어 있다. 유역 면적은 약 64,841.0km2, 

유역평균표고는 843.5m, 유역평균경사는 44.5°, 형상계수는 

1.4, 유역최고고도는 1,575m, 하천총길이는 145,865.2.0km 

이다. Fig 5는 압록강 유역 현황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압록강 유역의 경우 연강수량이 약 

668.2mm 이며, 연 평균기온은 약 3.5℃ 이다. Table 2에 압록

강 유역의 수문학적 지형인자와 기상인자를 나타내었다.

3.2 SDQDM을 이용한 기후변화시나리오의 상세화

연 강수량에 대해 관측 값과 SDQDM 적용 전후에 대해 PDF

를 비교하였다. 연 강수량은 평균에 대하여 대칭(bell-shaped)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잘 적합하고 있었고, 중앙치에 

변수가 모여 있었다. 관측의 최빈값, 중앙값과 평균값이 모두 

같은데, 상세화 적용 전(blue line in Fig 6(a))과 적용 후(red 

line in Fig 6(a))를 비교하면 상세화 적용 후에 관측의 평균

(최빈, 중앙) 및 분산을 잘 따르고 있었다(Fig 6(a)). 상세화 전⋅
후의 공간분포 비교 결과, 적용 후의 경우 관측(Fig 7(a))의 공



정세진･강동호･김병식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1, No. s-1, 2019

45

(a) OBS (b) Raw Scenario (c) Downscaled Scenario

Fig. 7. Spatial distribution for observation and downscaling(Precipitation)

(a) OBS (b) Raw Scenario (c) Downscaled Scenario

Fig. 8. Spatial distribution for observation and downscaling(Temperature)

(a) Annual precipitation (b) Annual average temperature

Fig. 9. Building Climate Change Scenario Data in Yalu River

간분포를 매우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a), 

(c)). 특히, 지형 영향에 따른 강수량의 지역 분포가 매우 상세

하게 모사되어 있어서, 남한의 남쪽과 동쪽지역의 강수량을 많

게, 북한의 북쪽 및 북서쪽의 강수량을 적게 모의하고 있었다.

연 평균기온도 마찬가지로 상세화 적용 전후에 대해 PDF를 

비교한 결과, 기후모델은 일반적으로 기온에 대해 성능이 우수

하므로 강수량과는 다르게 상세화 전의 기온도 관측과 유사하

였다. 상세화 적용 후 관측 평균 등을 매우 잘 따르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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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shed Characteristic Variables in Yalu River

Classification
Annual 

Precipitation
(mm)

Annual Min 
Temperature

(℃)

Annual Max 
Temperature

(℃)

Total annual potential 
evaporation

(mm)

Amount of available 
water resource

(P-E)

Ratio of available 
water resource

(%)

Current 668.2 -34.4 33.3 502.6 165.6 0.2

Future 1 667.8 -34.1 31.4 521.6 146.2 0.2

Future 2 747.0 -33.9 33.5 572.1 174.9 0.2

Future 3 912.1 -31.3 35.8 635.0 277.1 0.3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in Yalu River

Period a1 a2 a3 a4 a5 a6 snow Storage

Current -40.6 -26.0 -65.87 -281.25 -254.28 39.24 15.7 256.2

Future 1 -40.0 -26.0 -65.87 -150.81 -254.28 46.18 18.9 247.8

Future 2 -39.7 -26.0 -65.87 -274.98 -254.28 42.53 15.3 260.2

Future 3 -34.8 -26.0 -65.87 -317.08 -254.28 25.85 11.3 304.1

만 분산은 다소 차이가 확인되었다(Fig 6(b)). 공간분포의 비

교결과, 상세화 적용 후의 경우에 관측 값(Fig 8(a)에서 보이

는 태백산맥, 개마고원 및 백두산의 저온 현상을 매우 유사하

게 모의하고 있었다(Fig 8(c)). 이러한 고지대의 저온 현상뿐만 

아니라 남한의 남쪽과, 동쪽 해안지역에서 기온이 높게 모의되

어 관측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압록강 유역의 연 강수량 및 연 평균기온의 연 시계

열과 10년 이동평균을 도시한 것이다. 압록강 유역의 연 강수

량과 연 평균기온의 평균은 각각 245mm(37%), 5.3℃로 미래

로 갈수록 크게 증가 및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Table 3

은 압록강 유역의 미래 기간별 각 기상인자를 나타낸 표이다.

3.3 미계측유역의 M-RAT 매개변수 추정

북한 같은 미계측 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관측자료의 

부재로 인해 매개변수 산정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출모

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은 관측자료와 모의 자료와의 통계적인 

비교를 통해 수행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북한지역

은 미계측 유역으로 분류되어 관측유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

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16개 계측유역을 대상

으로 산정된 M-RAT 모형의 매개변수의 추정식인 (식 9)∼

(식 16)에 Table 3의 유역면적, 유역평균표고, 유역평균경사, 

형상계수, 유역최고고도, 하천총길이 정보와 Table 3의 압록강 

유역의 미래 유역특성변수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의 각 매개변

수를 산정하였다.

  ×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  ×  (16)

여기서 지형학적 인자인 A는 유역면적, H는 유역평균표고, 

S는 유역평균경사, C는 형상계수, Hx는 유역최고고도, L은 하

천총길이이며, 기상학적인자로 P는 연 강수량, Tn은 연최저기

온, Tx는 연최고기온, PET는연 총 잠재증발산량, Ab는 수자

원부존량, Ar은 수자원부존량비율이다. Table 4는 본 연구에

서 추정된 압록강 유역의 매개변수를 수록한 것이다.

3.4 기후변화가 압록강 유역의 미래 유출특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본 논문에서는 압록강 유역의 유역특성변수를 이용하여 

M-RAT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Table 4)하였으며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미래 유출 특성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기후변화 전망은 미래를 Future 

1(2011년 ∼2040년), Future 2(2041년 ∼2070년), Future 3( 

2071년 ∼2100)년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래 

수문순환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수문순환 인자의 단위를 mm

로 통일하였고, 유출량는 유출고(mm)로 단위를 변환하였다. 

Fig 10은 압록강 유역의 월 유출수문곡선이며, Fig 11은 압록

강 유역의 미래 기간별 물수지 성분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결

과이다. 그 결과, 압록강 유역의 월 강수량은 7월에 집중되고, 

Future 1기간은 현재대비 약 6%, Future 2기간은 약 4%가 감

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Future 3기간은 약 24%가 증가

할 것이라 전망되었다. 월 유출고도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7월

에 집중되며, Future 1은 현재대비 약 20%, Future 2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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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Long-Term runoff using M-RAT Model

(a) Precipitation

(b) Evapotranspiration

(c) Runoff

Fig. 11. Comparison of the hydrological cycle components

10% 감소하고, Future 3은 약 36%정도 증가하였다. 월 증발

산량은 7월과 6월이 가장 크며, Future 3 기간일 때 약 12%정

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었다. Fig 12은 각 유역의  수문순환 

성분의 연시계열 비교 그림이다. Fig 12(d)는 (식 23)을 이용

하여 계산되었다.

   ∆ (23)

여기서 는 유출고, 는 강수량, 는 실제증발산량을 

의미하며, ∆는  유역 내에 잔류하는 저류량을 의미한다.

압록강 유역은 연 강수량, 연 유출고, 연 실제증발산량을 살

펴보면 미래로 갈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유역 내 저류량의 경

우 감소함을 보였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057로 미래로 

갈수록 크게 감소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저류량이 급

격히 떨어지는 빈도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는 각 유역의 기간별 강수량에 대한 수문순환 성분의 

구성비를 비교한 그림이다. 적색은 증발산량, 녹색은 유츨고, 

청색은 저수유량을 의미한다. 압록강 유역은 Current 기간의 

증발산량의 비율은 약 64% 유출고의 비율은 22% 이며, 저류

량은 약 14%이다. Future 1 기간의 증발산량의 비율은 약 

68% 유출고의 비율은 18% 이며, 저류량은 약 14%이다. 

Future 2 기간의 증발산량의 비율은 약 63% 유출고의 비율은 

25% 이며, 저류량은 약 12%이다. Future 3 기간의 증발산량

의 비율은 약 57% 유출고의 비율은 33% 이다. 저류량은 약 

10%이다. 

Fig 14는 압록강 유역의 미래 기간별 유황분석 결과이다. 압

록강 유역의 풍수량은 Future 1 기간과 Future 2기간에 각각 

약 5 %, 약 34% 하강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Future 3 기간

에 현재 대비 약 66%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갈수량의 

경우 Future 1 기간에 약 42%, Future 2 기간에 3%가 하강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분석 결과, 풍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지만 Future 1, 2기간일 때 갈수량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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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cipitation (b) Evapotranspiration

(c) Runoff (d) Storage

Fig. 12. Comparison of annual hydrological cycle components

(a) Current (b) Future 1

(c) Future 2 (d) Future 3

Fig. 13. Comparison of hydrological cycle components under climate change

Fig. 14. Comparison of Duration Curve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문학적 가뭄의 발생위험성의 증

가 의미하며, 풍수량이 증가하고, 갈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극한

홍수와 극한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RCP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지역의 압

록강 유역의 수문순환 변화를 전망하였다. 북한지역은 미계측 

유역이기 때문에 관측수문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 M-RAT모

형의 매개변수 산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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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16개 계측유역의 유역특성변수와 M-RAT 모형 매개변

수 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산정된 매개변수를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추정식을 통해 산정된 매개변수와 RCP8.5 기후

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북한의 압록강에 적용하였다. 압록

강 유역의 연강수량, 연유출고, 연 총증발산량을 확인한 결과 

미래로 갈수록 크게 증가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관점에서의 가용 수자원량인 P(강

수량)-ET(실제 증발산량)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 증가함

을 확인 하였다. 즉, 양은 확보되고 있으나 무강수 일수의 증

가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 발생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즉, 기상

학적 가뭄의 총 심도는 크지 않을 것이나 수문학적 가뭄의 경

우,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차이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p의 증가

와 e의 증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기

온의 상승으로 실제증발산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보다 더 큰 

경향성으로 강수량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에 p-e의 증가에 

따라 유효우량 또는 가용수량이 증가되어, 유출고는 증가가 되

겠으나, 수문수지(Hydrological balance)에서는 직접 유출고 

증가에 따라 유역에 저류 가능한 수량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수문학적 가뭄은 대표적으로 하천수, 저수위 그리고 지하수

가 평균상태 보다 적을 때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서 지하수위

의 감소는 수문학적 가뭄 중 제일 마지막에 발생하게 되고,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역 내 토양저류량이 미래로 갈수록 감소

가 전망되었기 때문에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 된다. 지금의 가뭄대응정책을 보면 수문학적 가뭄

의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

인 대체 수자원은 지하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의 감소

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 필요하게 

됨을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기상학적 가용 수자원량을 수문학

적 가용 수자원량으로 전이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향후 연구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역 물수지 분석을 통해 

수문학적 가용 수자원량과 기상학적 가용 수자원량의 차이를 

분석 후 저류시설을 설치한 위치선정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Single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 전망을 하였으나 추후 CMIP5의 27개의 모형을 모

두 사용한 Multi Model Ensemble을 이용한 기후변화 전망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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