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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물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중요
하다. 국내 주요 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
록 하고 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가능최대강수량(PMP)을 이용한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RCP4.5와 RCP8.5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기반해 산정한 미래 가능최대강수량(PMP)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1년∼2040년, 2041년∼
2070년, 2071년∼2100년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4개 댐(A, B, C, I)을 대상으로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대해 평가한 결과 
RCP 시나리오와 분석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가 3개 댐(A, B, I)의 월류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기존 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비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구조적 대책 마련도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댐, 가능최대강수량, 적응

Abstract

Assessing the hydrological safety of existing dams against climate change and providing appropriate adaptation measures 
are important in terms of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management. Korean major dams ensure their safety through 
periodic inspections and maintenance according to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Especially when performing a full safety examination, principal engineer must  assess the hydrological safety and prepare 
for potential risks. This study employed future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 estimated using outputs of regional 
climate models based on RCP4.5 and RCP8.5 greenhouse-gas emission scenarios to assess climate change impact on existing 
dam’s future hydrological safety. The analysis period was selected from 2011 to 2040, from 2041 to 2070, and from 
2071 to 2100. Evaluating the potential risk based on the future probable maximum flood (PMF) for four major dams 
(A, B, C, I) showed that climate change could induce increasing the overflow risk on three dams (A, B, I), although 
there are small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RCP scenarios and the analysis periods. Our results suggested that dam managers 
should consider both non-structural measures and structural measures to adapt to the expected climate change.

Key words : Climate change, dam, hydrological safety assessment,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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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는 IPCC(Intergove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인위적인 온실가스배출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미래 

기후변화 가능성과 영향을 정량화하여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다.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환경, 물공급, 건강, 식량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ae et al., 2011; Najafi et al., 2011; Han et al., 2016; 

Shin et al., 2017). 이들 연구들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

제적 여건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의 차이를 평가하

고 어떤 지역과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지와 

어떠한 대책이 효과적인지에 관해 기술하였다(Bae et al., 

2011; Han et al., 2016).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댐, 철도, 도로 

등)의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이나 이상기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물

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해피해와 기초의 

쇄굴 문제는 해안 저지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Lewsey et al., 2004). 또한, 빈번해진 폭염은 철로를 휘

게 만들어 열차 탈선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집중호우의 증가는 

도로의 포트홀(pot hole)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Nemry and 

Demirel, 2012).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도 차이

가 발생한다. Schweikert et al.(2014)은 이탈리아, 일본, 에디

오피아, 볼리비아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도로시설물의 기후변

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들이 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

로 그룹화하여 평가한 결과 이탈리아와 일본 등 선진국은 복

잡한 도로네트워크와 고비용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해 에디오

피아, 볼리비아 등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후변화의 피해를 크

게 받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의 수문순환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im et al., 2016; Lee et al., 

2019). 수문순환의 변화는 평균적인 변화뿐 아니라 극한사상

의 변화도 동반할 것이다(Kim et al., 2010). 수문순환의 변화

에 민감한 수공시설물로 댐, 하천시설물 등이 있다. 특히 댐은 

국내 물공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시설로, 본연의 기능상

실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댐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진단과 

보수보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최

대강우량(PMP)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능최대홍수량(PMF)이 

유입되었을 때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현행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는 국내 관측 호우를 기반으로 

작성한 PMP도를 이용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

한 PMP도를 활용하여 국내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재평가하

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기존 댐의 수문

학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RCP 4.5와 RCP 8.5 기반의 PMP 정

보를 활용하였으며, PMF 산정을 위해 강우-유출모형으로 

Clark 단위도 기반의 HEC-HMS를 이용하였고, 댐 월류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 저수지추적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고는 제

2장 연구방법, 제3장 주요결과와 대응방안 고찰, 제4장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댐

연구대상 댐으로 한강에 위치한 A댐, B댐, C댐과 낙동강유

역에 위치한 I댐을 선정하였다(Fig. 1). 이들 댐은 한강과 낙동

강 상류에 위치한 댐으로 국내 수자원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B댐은 국내 댐 중에서 유역면적이 6,648

㎢으로 가장 넓고, C댐은 총저수용량이 2,900백만㎥으로 가장 

크다. 댐별 저수용량 등의 제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댐들은 유입량 자료의 신뢰성이 높

다고 평가되며, 하류에 위치한 댐들에 비해 인위적인 영향이 

유입량에 적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 연구뿐 아니라 수문

관련 연구들에서도 시범대상유역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2.2 수문학적 안정성평가 방법

기존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MOLIT, 2019)에 제시

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도 세부지침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댐

의 월류(overflow)/여유고 확보 여부 검토, 2단계는 월류시 구

조적 안정성 검토, 3단계는 하류부 위험도 검토이다. 만약 검

토된 여유고가 댐의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거나 비구조적 대책

으로 월류를 방지할 수 있으면 1단계 평가만 수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와 3단계를 검토하여 최종 안전성을 평가

한다.

1단계에서 비구조적 대책은 PMF가 댐으로 유입되었을 경우 

다양한 저수지 운영룰을 적용하여 월류를 방지하거나 초기 저

수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단계는 콘크리트댐을 대

상으로 하며, 필댐, 복합댐,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CFRD) 등은 바로 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월류에 취약

한 필댐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붕괴를 가정하여 평가하기 위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안정성평가의 1단계를 수행하였으

며, 2단계와 3단계는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참고하여 수

행하였다. 각 단계의 등급은 A, B, C, D, E로 구분되는데, A
는 안전성이 우수한 상태를, E는 안전이 미흡한 상태를 의미

한다.

2.2.1 강우-유출해석

PMP를 이용하여 댐에 유입되는 PMF를 산정하기 위해 합

성단위도 방법 중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였다. Clark 합성 

단위도 방법은 국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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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s located Han River basin and Nakdong River basin 

유역의 도달시간(Tc)과 저류상수(K) 2개의 매개변수 결정만으

로 단위도를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E, 2019).

단위도 산정을 위한 유효우량 산정방법은 NRCS(미국자연

자원보호청) 방법을 적용하였다. NRCS 방법은 토지이용상태

와 식생피복처리상태, 토양의 배수능력을 고려한 유출곡선지

수(Curve Number, CN)를 이용한다. CN값이 0이면 유효우

량이 없다는 의미로, 강수가 유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CN값 100은 강수가 100% 유출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CN값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자원관리

정보시스템(WAMIS)에서 제공하는 수치정밀토양도와 수치토

지피복도(WAMIS 제공)를 이용하였다.

댐별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경험식을 

이용하여 초기치를 결정하고, 실제 강우-유출 자료를 이용하

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도달시간(Tc) 초기치 산정을 위해서

는 식(1)의 Kraven 경험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저류상수(K)는 

식(2)의 Sabol 공식을 적용하였다(ME, 2019). 

   ×


(1)




    × 

 
(2)

여기서 L은 유로연장(km), S는 유역평균경사(m/m), A는 유

역면적(㎢)이다. 

HEC-HMS 모형은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함수와 최적화 방법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로 

Peak-Weighted RMS Error를, 최적화방법으로는 Univariate 

Gradient 방법을 적용하였다.

2.2.2 저수지 홍수추적

PMF가 댐으로 유입될 경우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를 분석하기 위해 저수지 홍수추적이 필요하다. 저수지 홍수추

적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Auto 

ROM(Reservoir Operation Method), Spillway Rule 

Curve(SRC) ROM, Rigid ROM을 고려하였다. Auto ROM

은 저수지 수위가 목표수위보다 낮을 경우에는 방류하지 않다

가 목표수위보다 높아지면 유입량 전량을 방류하는 방식이다. 

반면 SRC ROM은 댐의 여수로 설계시 정해 높은 여수로 운

영룰 커브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수지 수위에 따라 사

전에 결정된 유량을 방류한다. Rigid ROM은 일정률, 일정량 

방류에 의한 저수지 운영 방안으로 유입수문곡선을 예측하여 

유입량이 최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정률에 의한 방류를 그 

이후에는 일정량을 방류하는 방식이다.

2.3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자료

기후변화를 고려한 PMP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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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ed PMP of each dam basin according to duration(x-axis), RCP scenarios(colors), and future periods(2040(upper panel),
2070(middle panel), and 2100(lower panel)) 

Kim(2018)이 산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Lee and Kim(2018)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PMP를 산정하기 위해 지역기후모델

(Regional Climate Models, RCMs)에서 생산된 미래 기상자료

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RCMs에서 모의된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주요 기상인자의 변화율을 산정

하고 이 변화율을 고려해 미래 PM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상

인자 변화율을 이용한 미래 PMP 추정 연구는 2010년 이래 여러 

연구들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Beauchamp et al., 2013; 

Rousseau et al., 2014; Rouhani and Leconte, 2016). 

Lee and Kim(2018)은 기상인자 중에서도 극한이슬점의 미

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극한이슬점은 PMP 

산정 시 수분최대화 및 호우전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기상인자이다. 이들은 RCMs에서 생산된 미래 일 기상자료 

변수를 이용하여 미래 이슬점을 산정하고 관측자료와 모의자

료의 관계를 통해 미래 12시간 지속 100년 빈도 극한 이슬점

을 산정하였다. 그 다음 대표적인 PMP 산정 방식인 수문기상

학적 방법에 관측기반의 극한 이슬점 대신 RCMs 결과 기반

의 미래 극한 이슬점을 적용하여 미래 PMP를 추정하였다.

미래 PMP는 5㎞×5㎞의 격자형 자료로 제공된다. 본 연구에

서는 댐유역별 PMP를 산정하기 위해 유역 내부에 위치한 격자

의 값을 독취하고 평균하여 대표 PMP값을 산정하였다. 그 다음 

유역의 형상을 고려하기 위해 공간분포를 수행하고 최종 PMP값

을 산정하였다. PMP의 시간분포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댐별 PMP 산정

미래 세 기간에 대해 지속시간별 PMP를 각 댐에 대해 산정

하였다(Fig. 2). 2070기간과 2100기간에서는 RCP4.5 시나리

오에 비해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한 PMP가 큰 값을 보였

다. 반면, 2040기간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RCP4.5가 

RCP8.5에 비해 다소 크게 산정되었다. 댐별로는 A댐이 모든 

지속시간에 대해 가장 큰 PMP 값을 보였는데, 2100기간

(2017년∼2100년) 기준 RCP8.5 시나리오의 72h 지속 PMP

는 1,053mm, RCP4.5 시나리오에서는 865mm로 산정되었다. 

미래 분석기간에 따라서도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지

속시간 6h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미래(2040, 2070)에 비해 

먼미래(2100)에서 더 큰 PMP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6h 지속 PMP는 B댐과 C댐의 RCP4.5 시나리오에서 2100기

간이 아닌 2070기간에서 최대값을 보였는데, 두 기간의 차이

는 약 4mm 이내로 크지 않았다.

3.2 댐별 PMF 산정

HEC-HMS 모형에서 제공하는 최적화방법인 Univariate 

Gradient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Table 1). 

댐별 차이는 있지만 과거 대표 호우사상, 태풍 루사 등을 포함

한 대규모 호우사상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Clark 단위도 적용을 위해 유역면적이 큰 B댐과 C댐을 각각 

7개, 3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3.1절에서 산정된 유역별 지속시간별 PMP를 Huff 분포별로 

시간 분해한 강수량을 구축된 강우-유출모형에 입력하였다. 이

때 발생 가능한 최대 PMF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모형내 입력

치인 초기손실은 유역별 최소값을, 초기기저유량과 Threshold 

유량은 유역별 최대값을, 유출곡선지수는 선행토양함수조건

(AMC) III를 적용하였다. 각 댐별 PMF를 산정한 결과 A댐의 

경우 지속시간 18h, Huff 4분위 조건에서 최대 첨두홍수량과 

최고수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타났다. B댐의 경우에는 지속시간 

24h, Huff 3분위에서 최대 첨두홍수량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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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Clark’s Unit Hydrograph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Dams sub-basins
Basin area

(㎢)
River Length

(㎞)
Time of concentration

(h)
Storage coefficient

(h)
Curve Number

(CN)

A 1 671.00 79.99 3.70 4.00 89.4

B

1 973.38 84.35 5.46 4.82 79.0

2 451.71 55.32 3.52 3.16 81.0

3 1,022.76 118.94 7.69 7.04 83.0

4 607.36 86.69 4.39 4.07 85.0

5 1,166.03 146.75 8.62 8.04 80.0

6 495.25 53.34 3.64 3.12 82.0

7 1,945.09 103.27 12.79 11.57 84.0

C

1 939.50 70.0 3.15 2.62 80.6

2 1,084.70 89.3 3.42 2.87 85.8

3 2,703.00 145.1 2.44 1.51 85.4

I 1 1,973.10 109.4 4.40 4.30 94.8

Fig. 3. Estimated PMF of each dam basin according to Huff‘s time distribution(1st, 2nd, 3rd, and 4th) and duration(colors) 

고수위는 지속시간 48h, Huff 3분위 조건에서 발생하였다. C댐

의 경우 지속시간 18h, Huff 3분위에서 최대 첨두홍수량이 발생

하였으며, 지속시간 48h, Huff 3분위에서 최고 수위가 발생하였

다. I댐의 경우 지속시간 18h, Huff 3분위에서 최대 첨두홍수량

이, 최고수위는 지속시간 24h, Huff 4분위에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시간분포는 Huff 3분위 또는 Huff 4분위에서, 지속시간

은 18h, 24h, 48h에서 최고값을 보였다.

PMF도 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와 기간에 대해 PMP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2040기간을 제외한 2070기간과 2100기간

에서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한 PMF가 RCP4.5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첨두홍수량이 크게 산정되었다. 미래 분석기간에 

따라서는 대부분 근미래(2040, 2070)에 비해 먼미래(2100)에

서 더 큰 PMF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PMF 유입을 고려한 저수지 추적 결과

A댐과 B댐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 및 미래 분석기간에서 월

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댐에 대

해 PMF 유입 전 초기 수위를 댐마루표고까지 저하시키고 다

양한 저수지 운영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월류를 방지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C댐의 경우는 RCP4.5와 RCP8.5 시나리

오 모두에서 월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시간 48h, Huff 3분위 조건에서 발생하는 최고수위에서는 

비록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유고는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댐의 경우 RCP4.5 시나리

오, 2100기간에서만 월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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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results of reservoir operation using PMFs under different RCPs and periods 

Dam RCP Period
duration(h)/

Huff‘s time distribution
Peak discharge

()
Maximum water 

level (EL.m)
Dam crest elevation

(EL.m)
Results

A

RCP 4.5

2040
18h / Huff-4 10,759 146.92

137.65

Overflow

18h / Huff-4 10,759 146.92 Overflow

2070
18h / Huff-4 11,436 147.65 Overflow

18h / Huff-4 11,436 147.65 Overflow

2100
18h / Huff-4 11,705 147.95 Overflow

18h / Huff-4 11,705 147.95 Overflow

RCP 8.5

2040
18h / Huff-4 10,685 146.84 Overflow

18h / Huff-4 10,685 146.84 Overflow

2070
18h / Huff-4 12,484 148.81 Overflow

18h / Huff-4 12,484 148.81 Overflow

2100
18h / Huff-4 14,167 149.99 Overflow

18h / Huff-4 14,167 149.99 Overflow

B

RCP 4.5

2040
48h / Huff-3 34,919 152.17

147.50

Overflow

48h / Huff-3 34,919 149.56 Overflow

2070
48h / Huff-3 37,222 153.56 Overflow

48h / Huff-3 37,222 150.88 Overflow

2100
48h / Huff-3 38,033 154.03 Overflow

48h / Huff-3 38,033 151.34 Overflow

RCP 8.5

2040
48h / Huff-3 35,743 152.66 Overflow

48h / Huff-3 35,743 150.03 Overflow

2070
48h / Huff-3 41,352 156.09 Overflow

48h / Huff-3 41,352 153.36 Overflow

2100
48h / Huff-3 47,755 160.23 Overflow

48h / Huff-3 47,755 157.45 Overflow

C

RCP 4.5

2040
48h / Huff-3 17,647 198.69 

203.00

No

48h / Huff-3 17,647 198.03 No

2070
48h / Huff-3 18,592 199.17 No

48h / Huff-3 18,592 198.53 No

2100
48h / Huff-3 19,040 199.40 No

48h / Huff-3 19,040 198.77 No

RCP 8.5

2040
48h / Huff-3 17,647 198.69 No

48h / Huff-3 17,647 198.03 No

2070
48h / Huff-3 20,274 200.02 No

48h / Huff-3 20,274 199.41 No

2100
48h / Huff-3 24,219 201.96 No

48h / Huff-3 24,219 201.44 No

I

RCP 4.5

2040 24h / Huff-4 15,819 168.02

168.00

Overflow

2070 24h / Huff-4 16,888 168.4 Overflow

2100 24h / Huff-4 17,062 167.77 No

RCP 8.5

2040 24h / Huff-4 15,945 168.07 Overflow

2070 24h / Huff-4 18,666 168.39 Overflow

2100 24h / Huff-4 22,206 168.94 Overflow

3.4 기후변화 고려한 댐별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4개 댐에 대해 미래 세 기간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

하였다. I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들은 미래 분석기간과는 상관

없이 결과가 일치하였다. 다만 I댐의 경우에는 2100기간에 월

류가 발생하지 않아 1단계에서 B등급, 3단계에서 A등급을 보

였다. A댐과 B댐은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월류를 방지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에서 E등급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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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e hydrological safety assessments of each dam under RCP 4.5 scenario 

Future periods Step

Dam

A B C I

Grade Score Grade Score Grade Score Grade Score

2040

1st Step E 1 E 1 B 5 E 1

2nd Step B 4 A 5 - - - -

3rd Step E 1 E 1 A 5 E 1

2070

1st Step E 1 E 1 B 5 E 1

2nd Step B 4 A 5 - - - -

3rd Step E 1 E 1 A 5 E 1

2100

1st Step E 1 E 1 B 5 B 1

2nd Step B 4 A 5 - - - -

3rd Step E 1 E 1 A 5 A 1

A댐과 B댐은 2단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B댐은 월류가 발생

하지만 콘크리트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

타나 A등급을, A댐은 콘크리트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

되나 수문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로 B등급으

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 진단보고서의 구조해석 결과를 

참조한 것이다. 3단계는 하류부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댐

의 붕괴가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하류부에 주택이나 

산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거나 댐의 총저수용량이 1,000만㎥ 이상인 경우에는 E등급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콘크리트

댐의 경우 제1,2,3단계 가중치를 0.5, 0.3, 0.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댐, 복합댐, CFRD에서는 제1단계에 0.7을 제

3단계에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5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찰

PMP는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수록, 먼 미래로 갈수록 값

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 PMP 산정에 

이용된 이슬점온도 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and 

Kim(2018)은 RCMs 결과에서 이슬점온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평균기온과 상대습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이

슬점온도를 추정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농

도 증가는 온도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

출농도가 높은 RCP8.5가 RCP4.5에 비해 이슬점온도가 높게 

산정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래로 갈수록 RCP8.5와 RCP4.5의 

온실가스 배출농도 차가 커짐에 따라 RCMs이 모의한 기온의 

차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3.1절과 3.2절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온실가스 배

출 시나리오와 RCMs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미래 PMP산정 결

과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CMs와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금회 연구조건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래 PMP와 PMF를 이용한 결과는 댐유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었다. C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

에서 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구조적 대책으

로는 월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댐이 

월류를 방지한 가장 큰 원인은 치수능력증대사업 결과가 저수

지 홍수추적 모델링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른 댐의 경우에도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

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치수능력증대사업

과 같은 대표적인 구조적대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

대책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

는 사업인 만큼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구

조적대책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수위를 낮추거나 댐

운영룰을 변경하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PMF를 대비하는 것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다만, 최대 첨두홍

수량을 제외한 경우 월류를 방지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 비

용이 적게 드는 비구조적 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는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개 주요 댐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을 현재

와 미래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비록 단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함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기후변화가 수문학

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

에서는 C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에서 비구조적 대책만으로

는 댐월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미래 발생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실질적인 

댐별 적응대책 수립이나 장기적인 보수보강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더 정교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

구를 통해 대형 수자원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비

해 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연료로 달리는 열차와 같아서 속도 때문에 갑자기 멈추기도, 

뛰어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

화는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 또는 가속화될 것이며, 어느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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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국내 주요 수자원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화와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수자원 시설물의 안전확보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

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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