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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reported that the amount of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would increase

regardless of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Moreover, the temporal and spatial rainfall variation would als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the geographic allocation of Korea, more than 80% of the annual precipitation occurs in the wet season from early 

July to late September. It is expected that the average precipitation in this period will increase from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scenario projections. These predictions imply an increased variability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Rainwater harvesting

system is widely used as an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oday. This study introduces a RBSN (rain barrel sharing network) as an efficient 

way to utiliz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under the RCP scenarios. The concept of RBSN combines individual rainwater harvesting 

system to a sharing network, which make the whole system more reliable. This study evaluated a RBSN in South Korea composed of four

users based on a storage-reliability-yield (SRY) relationship. The study area comprises all 17 provincal areas in South Korea. The result 

showed a huge benefit from a RBSN in Korea under the historical rainfall condition. Even in the climate change con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RBSN is still beneficial but the changes in reliability are different depending on provinc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a RBSN is a very effective and alternative measure that can deal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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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강수를 대체수원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빗물집수시스템을 공유하는 RBSN (Rain Barrel Sharing Network)

을 소개하고, 현 상태 및 미래 기후변화 조건하에서의 효율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17개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RBSN를 적용했을 

때 미적용시와 비교하여 신뢰도, 회복탄력도 및 취약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RCP 시나리오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 기후조건하에

서도 RBSN을 통해 평균 60%이상의 빗물집수시설의 필요 저류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후변화 조건하에서는 이러한 효용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빗물집수시설의 공동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RBSN, 빗물집수시스템,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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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 물관리 이슈에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으로 그

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기법(LID)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 중 하나인 빗물집수시스템(rainwater 

harvesting system)은 지붕이나 지표면의 불투수층을 타고 흐

르는 빗물을 컨테이너, 레인배럴(rain barrel) 등 다양한 형태

의 저장소로 빗물을 저장하고, 저장된 빗물을 사용하거나 방

류하는 시설로 일종의 빗물저류시설에 해당한다(Pacey and 

Cullis, 1986). 빗물집수시스템 설치는 지표수 유출과 첨두유

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물 수요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포함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수재해 시 물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Helmreich and Horn, 2009).

빗물집수시설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한 유출감소

와 집수된 빗물의 수질정화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외에서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에 초점을 맞추

어 우수저장시설의 크기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빗물집수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

절한 설계와 평가가 필수적이다(Mun and Han, 2012). 빗물집

수장치를 개발하여 최대 집수능을 산정하여 이를 소규모 관개

용수 확보 및 단기적 물부족 해소에 활용할 수 있으며(Choi et 

al., 2018), 실질적인 빗물 재이용을 위해 수요패턴과 장기강우

패턴을 고려한 빗물이용시설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Kang 

et al., 2015). 빗물집수시설과같은 수자원 시스템은 용도와 규

모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발생 시 적절

한 대응능력과 그 성능에 대한 평가와 검증 또한 필수적이다

(Kang et al., 2013).

빗물집수시설은 집수한 장소에서 별도의 이수나 처리없이 

물 공급이 가능하다(Han, 2003)는 점을 제외하면 하천과 저수

지, 다목적댐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다.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정성 등과 같은 수자원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신뢰도 등의 지표가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2014). 저

장고의 최적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SRY (Storage-Reliability- 

Yield) 관계 또는 빗물 공급과 수요를 저류시설에 연결하는 3

차원 모델과 같은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Asadieh and Krakauer 

(2016)는 강수량 분포의 변화가 빗물집수시스템(RWHS)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강수량 분포가 일정하지 

않은 지역의 물 공급 신뢰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Jafarzadeh 

et al. (2017)는 GCM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크리깅을 통해 대

상지역의 위치에 보간된 월평균 강우량으로 빗물집수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했다. Haque et al. (2016) 은 미래기후 시나리오

를 통해 빗물집수시스템의 최적의 저류용량을 도출하여 그 

성능은 우기보다 건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단일 빗물집수시스템은 빗물의 저장과 사용이 동시에 가

능하므로 이를 다수의 시스템과 상호 연결시켜 공유 네트워크

(RBSN, Rain Barrel Sharing Network)를 구성할 수 있다. 각각

의 빗물 저장소를 공유하게 되면 저장 가능한 총 용량이 늘어나

며, 유동적인 재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Seo et al. (2012, 2015)

은 4개의 개별 빗물집수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RBSN

을 구성하였으며, 연결망이 늘어날수록, 즉 연결의 정도가 커

질수록 RBSN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BSN를 구성하는 빗물집수시스템이 연결 

수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용수공급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reliability), 회복탄력도(resiliency) 및 

취약도(vulnerability) 세 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Hashimoto 

et al., 1982). 이를 통해 빗물집수시스템의 물 수요에 따른 공

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지(신뢰도), 정상

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회복탄력도), 빗물집수시스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가 얼마나 큰지(취약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어 기후변화 하

에서 RBSN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능 기준을 

우리나라 17개 시도(8개의 특, 광역시, 9개의 도)를 대상지역

으로 선정하여 관측자료 및 RCP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위험도를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순히 물 공급이 중단되는 빈도만으로 평

가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만족한다면 피해의 규모

를 나타내는 취약도를 감소시키거나, 정상 시스템으로 전환되

는 척도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기후변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HadGEM3-RA (해

상도 12.5 km)의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

치시를 포함한 8개의 특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등 9개의 도

의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구분된 기후변화 자료 중 강우

량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로는 IPCC 5차 보고서에 제시된 RCP (Repre-

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시나리오 중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했을 시의 시나리오인 

RCP 8.5와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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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인 RCP 4.5를 사용하였다(Table 1). 

주요 특광역시의 관측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평균 

강우량을 비교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특히 RCP 4.5 및 8.5에서 서울

의 7월 평균 강우량이 각 199%, 186%씩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 대전, 광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강우 및 태풍 발생 확률이 낮

은 동절기에도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RCP 4.5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 월별 강우량

의 증가폭이 RCP 8.5 시나리오하의 증가폭 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저류용량-신뢰도-수요량 관계

빗물집수시스템의 저류용량 혹은 저수량은 물 수요와 강수

량의 차이의 누적 합계로써 양수로 유지한다. 저류용량 Sr이 0미

만이 되거나, 필요 용수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실패(failure) 

상태가 되므로 시스템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물 수요, 신뢰도 

및 강수량을 결합하여 빗물집수시스템 저류용량을 계산하기 

Table 1. Description of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scenarios (IPCC, 2014)

Scenarios
Radiative Forcing 

(W/m2)

CO2-eq Concentration 

(ppm)
Description

RCP 2.6 3.0 480-530
A strict reduction scenario that aims to keep global warming likely below 

2℃ above pre-industrial temperatures. 

RCP 4.5 4.5 580-720 A reduction scenario in which a significant GHG mitigation policy is implemented. 

RCP 6.0 6.0 720-1000 A normal reduction scenario in which an ordinary GHG mitigation policy is implemented. 

RCP 8.5 8.5 >1000 Very high GHG emissions. Scenarios without additional efforts to constrain emissions. 

Fig 1. Study area: 17 provinces in South Korea

Fig. 2. Monthly averaged rainfall (1971-2000) and future rainfall projection from RCP 4.5 and 8.5 (2071-2100) scenarios for (a) Seoul, (b) 

Busan, (c) Daejeon, and (d) Gwangju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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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질량보존 관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주어진 목표 신뢰도에 필요한 저류용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저류용량-신뢰도-수요량(Storage-Reliability-Yield, SRY)

관계곡선을 사용하였다(Hanson et al., 2009). Eq. (1)에서 

은 단위면적당 빗물집수시스템의 저류용량(mm/m2)이고, X

는 물 사용량 혹은 수요량으로서 마찬가지로 단위면적당 수심

(mm/m2)으로 가정하였다. R은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 P는 일

별 강수량을 의미한다. 아래 식은 실제 모형에 적용된 무차원

화된 수요량으로서 일평균강수량에 대한 비(α)로 나타냈다.

  (2)

여기서 는 일 수요량(mm/day), 는 집수면적(m2), 는 대

상 지역의 일평균강수량(mm/day)과 같다. 

   ∙


 (3)

여기서 Srreq는 목표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한 빗물저류시스템

의 용량의 크기(mm/m2), Sri는 i번째 사용자에게 필요한 빗물

저류시스템의 용량(mm/m2), Ci는 RBSN에 속한 사용자들의 

수요량의 합으로 얻어진 새로운 수요량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량은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빗물저류시스템의 공유하

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Fig. 3는 서울과 부산지역의 SRY 관계곡선을 비교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빗물집수시스

템의 저류용량에 대해 신뢰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대로 목표 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증가

함에 따라 더욱 큰 저류용량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량(α)은 해당지역 일평균 강우량의 비

로 나타내므로 지역별 강우량의 차이와 상관없이 SRY곡선

에는 강우의 시간적 분포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특성을 보여

준다. 같은 비의 용량이라도 서울과 부산에서 얻을 수 있는 신

뢰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저류용량이 10 mm 일 경우 α가 0.1일 경우 서울 

지역의 신뢰도는 80% 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부산지역의 신

뢰도는 7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용량이 많아지

는 경우, 즉 α가 커질수록 부산지역의 신뢰도가 서울보다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수요량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사용 시기 및 주기를 

가진 용수 사용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고유의 수

요량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은 실제 수자원 시스템의 운용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을 일정한 값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정규대수분포를 가진 난

수(random variable)로 생성하였다. 단 이때에도 평균 공급량

(yield ratio)는 일평균 강우량에 대한 다양한 비로 가정하였다.

앞서 Eq. (3)에서는 RBSN을 고려한 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빗물집수시

스템을 공유하는 경우의 RBSN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가능한 

수요의 조합은 모두 14개이다. 총 인원인 4명 중 2명만이 공유

하는 경우(N = 1)는 6가지 경우가 있으며, 4명 중 3명이 공유하

는 경우(N = 2)는 7가지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4명 모두 서로

의 빗물집수시스템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경우(N = 3)는 

1가지 경우가 있다. Table 2에서는 위와 같이 주어진 모든 경우

에 대해 정리하였다. 여기서 N은 공유하는 사용자를 서로 잇

Fig. 3. Storage-Reliability-Yield (SRY) relation of Seoul and Busan obtained from a simulation using historical rainfall data (1971-2000) and a 

constant yield ratio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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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의 연결선(link)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N = 1일 

경우 두 명만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3 RBSN의 성능 평가

개개인이 빗물집수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비

교하여 이를 상대방과 서로 공유하는 RBSN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평가 지표의 관점을 통해 과연 RBSN이 수자원으

로서 전체 스템의 거동을 향상 또는 악화시키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평가 

지표로서 신뢰도(reliability), 회복탄력도(resiliency) 그리고 

취약도(vulnerability)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지표는 

저수지와 같은 수자원 시스템의 거동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Hashimoto et al., 1982). 신뢰도(R)는 성

공(sucess) 상태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n 모의에 사용되는 총 일 수를, nf, ns는 각각 실패 혹은 

성공에 해당하는 상태의 일 수를 나타낸다. 회복탄력도(γ)는 

연속되는 실패 상태에 해당하는 일 수의 평균에 역수를 취한 

값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Hashimoto et al., 1982).





 (5)

여기서 신뢰도 R은 Eq. (4)에서 구한 신뢰도를 나타내며 rf는 

전체 모의 일수에 대한 성공상태에서 실패상태로 바뀌는 날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RBSN의 취약도(ν)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Hashimoto et al., 1982).

 
∈

 (6)

여기서 F는 실패 상태의 집합이며, sj는 실패 상태의 심각도

(severity)를 나타내는 지표(indicator)이며, ej는 sj의 발생 확

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 부족량을 sj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RBSN의 취약도는 평균 수요 부족량(mean deficit 

amount of demand)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결과 및 분석

3.1 RCP 시나리오 하에서의 RBSN의 시스템 거동 변화

Figs. 5 ~ 7은 대전 지역의 신뢰도, 회복탄력도, 취약도를 

과거 강우자료일 경우(historical rainfall conditon) (Fig. 5), 

RCP 4.5 시나리오 조건일 경우(Fig. 6), 그리고 RCP 8.5 시나

리오 조건일 경우(Fig. 7),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N = 0), 두 

명만 공유하는 경우(N = 1), 세 명이 공유하는 경우(N = 2), 그

리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우(N = 3)에 대해 나타낸 것이

다. 과거 강우자료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모두 

1971-2000 사이의 30년 기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RCP 시나리오의 경우 이보다 100년 후인 2071-2100 사이의 

30년 기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우선 주목할 점은 Fig.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유의 정

도가 높아질수록 즉 N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저수량이 작아 적정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

는 구간에서는 공유의 정도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Fig. 4. Schematic of a conceptual community (RSBN) that consists of
four users with different storage sizes (Sr i) and demand (X); 
C i represents a combination of demand depending on the 
number of users who share their rainwater storage with 
others in the RBSN.

Table 2. Possible combination of demands (C1, C2 …) in a hyperthetic

RBSN composed of four perspective users

No. N Scenario Possible Combinations

 1 1 11 C1 = X1+X2;C2=X3;C3=X4

2 12 C1 = X1+X3;C2=X2;C3=X4

3 13 C1 = X1+X4;C2=X2;C3=X3

4 14 C1 = X1+X3;C2=X1;C3=X4

5 15 C1 = X1+X4;C2=X1;C3=X3

6 16 C1 = X1+X4;C2=X1;C3=X2

7 2 21 C1 = X1+X2+X3;C2=X4

8 22 C1 = X1+X2+X4;C2=X3

9 23 C1 = X1+X3+X4;C2=X2

10 24 C1 = X2+X3+X4;C2=X1

11 25 C1 = X1+X2;C2=X3+X4

12 26 C1 = X1+X4;C2=X2+X3

13 27 C1 = X1+X3;C2=X2+X4

14 3 31 C1 = X1+X2+X3+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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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60%이상의 신뢰도 구간에서 구

성원 모두가 공유할 때(N = 3) 일괄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대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3.2절 Table 3 참조). RBSN으로 인한 신뢰도의 향

상은 즉각적인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 즉, 일정한 목표 신뢰

도를 만족하는 빗물집수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소요되는 저수

량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요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탱크 제작 비용 등의 저감으로 이어진다. 결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RBSN의 최대 인원인 4명이 모두 

공유할 경우(N = 3)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

어서 그 이상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에 참여할수록, 즉 

RBSN의 규모가 더욱 더 커질수록 이익 또한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회복탄력도는 신뢰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Fig. 5(b)는 회복탄력도가 저류용량의 증가에 따

라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유의 정도가 높아질수

록 즉 N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회복탄력도는 오히려 감소하

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신뢰도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유 인원이 늘어남으

로써 새로운 수요를 SRY 관계식에 적용하게 되면서 상대적

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 사용량의 변동성에 따라 

회복이 쉽게 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요량의 규모가 증

가하며 새로 조합된 수요의 변동성이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시스템 전체의 회복속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

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취약도는 저류용량

의 변화보다 공유정도(N)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저류용량에 대한 취약성의 변화는 공유정도(N)에 대한 변

화에 비해 비교적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유 인원

이 최대(N = 3)일 때 취약도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5(c), 6(c), 7(c)). 시스템 취약도의 거동은 신뢰도와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뢰도는 공유정도(N)에 비해 저류용

량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취약도는 저류용량보다 공유정도

(N)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에 참여할수록 취약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 혹은 회복탄력도가 저수량의 크기

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약도는 빗물집수

시스템의 저수량과 큰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s. 6 and 7은 각각 RCP 4.5 및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RBSN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Fig. 5와 비교하여 신뢰도와 

회복탄력도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취약도에 있어서는 매우 큰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Fig. 8은 

완전히 결합된 상태 즉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RBSN에

서의 지표 거동 변화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기후 변화시

나리오 하에서 신뢰도는 대부분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80%이상의 고 신뢰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Fig. 5. (a) Reliability, (b) resiliency, and (c) vulnerability of a RSBN in Daejeon under the historical rainfall condition (1971-2000)

Fig. 6. (a) Reliability, (b) resiliency, and (c) vulnerability of a RSBN in Daejeon under the RCP 4.5 Scenario (207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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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하강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회복탄력

도의 경우 전 저수량 구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으며 또한 저수량이 높을수록 기후 변화 하에서의 회복탄력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도의 경우 또한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빗물저류시스템

의 저수량이 높은 구간에서는 취약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미래 기후변화 조건하 RBSN의 지역별 거동 변화

본 절에서는 목표 신뢰도에 대한 소요 저류량의 감소로 나타

나게 되는 RBSN의 효과에 대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파악하고

자 과거 강우 조건, RCP 시나리오 조건에 대해 전국 17개 특별

시 및 광역시, 도에 대한 저류량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Table 3). 목표 신뢰도 95%부터 50%까지 5개 케이스

의 신뢰도를 설정하여 RBSN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예를 들

어 서울 지역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공유에 참여하여 RBSN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태(fully connected)를 가정했

을 때, 과거 강우 조건 하(historical)에서 95%의 신뢰도를 목

표로 보장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저류용량을 52.84%까지 줄

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ig. 9는 95% 신뢰도 목표 상태에서의 RBSN으로 인한 소

요 저수량의 감소 비율을 전국 각 지역에 대해 과거 강우 조건

(historic data) 및 기후변화 조건(RCP 4.5 및 RCP 8.5)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Table 3과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강우

조건하 우리나라에서의 RBSN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Seo et al. (2012)의 미국 6개 대도시 지역 적용 사례

(소요 저류 용량 약 30% 감소)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 서울

의 경우 저감 효과가 53%정도 나타나는 반면 남부 지역에서

는 이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약 70%에 가까운 소요 저수량의 

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하에서의 RBSN의 효과

는 충남과 전북(RCP 4.5), 강원(RCP 8.5)에서 타 지역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는 80% 신뢰도 목표 상태에서의 RBSN으로 인한 소

요 저수량의 감소 비율을 전국 각 지역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95% 목표 신뢰도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0% 목표 신뢰도 하에서는 경기 및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BSN 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도 강원도와 서울, 인천

(RCP 4.5), 서울 및 경기(RCP 8.5) 등이 다른 지역에 대해 높은 

RBSN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s. 11 and 12는 RBSN의 효과(storage size reduction)가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각각 목표 신뢰도 95% 

및 80%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한 RBSN의 효과는 목표 신뢰도에 관계없이 전반적

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5% 목표 신뢰도 조건에

서 강원, 경남, 제주(RCP 4.5) 및 강원, 제주(RCP 8.5)에서는 

Fig. 7. (a) Reliability, (b) resiliency, and (c) vulnerability of a RSBN in Daejeon under the RCP 8.5 Scenario (2071-2100)

Fig. 8. Changes in (a) reliability (Re), (b) resiliency (Rs), and (c) vulnerability (Vn) for a fully connected RBSN under RCP Scenarios compared to 

the histor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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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orage reduction ratio for sharing network (Nc=3) depending on the region, target reliability, and climate change scenario

Region ABB Scenario
Target Reliability (%)

95 90 80 60 50

Seoul SE

Historical 52.84 54.55 30.81 5.81 2.32

RCP 4.5 53.47 52.47 27.98 8.26 2.59

RCP 8.5 52.70 54.74 32.33 4.52 0.60

Busan BS

Historical 64.53 58.08 23.74 8.77 5.03

RCP 4.5 59.40 42.71 20.84 6.27 2.92

RCP 8.5 61.05 37.57 20.17 4.75 0.42

Daegu DG

Historical 62.56 58.06 32.05 8.98 5.66

RCP 4.5 61.20 52.05 18.09 9.89 1.91

RCP 8.5 62.63 47.05 21.10 3.14 0.54

Incheon IC

Historical 58.95 57.28 35.33 6.99 2.99

RCP 4.5 55.10 53.16 27.95 8.08 1.55

RCP 8.5 61.74 55.87 27.46 9.02 2.47

Gwangju GJ

Historical 69.51 60.72 25.79 6.23 1.57

RCP 4.5 70.91 47.25 17.91 5.23 0.83

RCP 8.5 61.67 39.42 17.52 4.80 1.50

Daejeon DJ

Historical 65.74 58.37 28.20 7.40 4.01

RCP 4.5 64.79 53.18 22.07 8.98 2.36

RCP 8.5 60.48 46.02 20.01 8.74 1.51

Ulsan UL

Historical 64.15 54.11 28.26 5.52 2.53

RCP 4.5 60.44 40.08 17.07 10.39 3.69

RCP 8.5 65.68 42.66 17.15 7.34 1.51

Gyeonggi GG

Historical 55.37 57.63 35.78 6.62 2.75

RCP 4.5 53.61 53.01 24.51 3.57 -0.20

RCP 8.5 54.81 55.95 28.33 6.45 2.24

Gangwon GW

Historical 60.63 57.97 26.96 5.72 0.71

RCP 4.5 66.39 52.59 27.05 4.69 3.06

RCP 8.5 69.37 51.49 22.69 4.59 3.56

Chungbuk CB1

Historical 63.75 62.08 29.78 9.12 1.75

RCP 4.5 66.48 53.91 21.66 2.32 0.94

RCP 8.5 62.95 50.80 19.82 6.56 2.24

Chungnam CN

Historical 68.77 62.96 24.98 8.38 2.71

RCP 4.5 70.34 56.39 23.77 3.01 2.01

RCP 8.5 62.28 46.10 17.14 5.28 1.64

Jeonbuk JB

Historical 68.25 64.28 21.62 5.50 -0.14

RCP 4.5 72.27 48.02 22.90 6.04 1.07

RCP 8.5 65.96 43.16 21.69 3.16 1.82

Jeongnam JN

Historical 69.81 60.79 27.30 7.67 3.48

RCP 4.5 65.40 42.37 19.34 6.21 1.98

RCP 8.5 62.99 38.86 15.60 6.82 1.71

Gyeongbuk GB

Historical 67.34 59.77 24.48 9.38 2.68

RCP 4.5 59.36 42.28 21.36 4.04 1.18

RCP 8.5 62.41 39.93 19.53 3.13 1.23

Gyeongnam GN

Historical 58.73 58.31 28.25 4.67 2.63

RCP 4.5 66.21 46.80 19.16 7.43 2.85

RCP 8.5 63.30 45.39 18.73 8.93 2.88

Jeju JJ

Historical 56.51 33.16 19.33 3.97 3.58

RCP 4.5 62.12 39.88 15.77 6.67 3.57

RCP 8.5 63.28 40.71 16.33 8.57 3.89

Sejong SJ

Historical 63.23 59.25 26.60 8.22 4.28

RCP 4.5 66.71 55.76 21.10 9.11 1.55

RCP 8.5 60.78 48.48 23.42 11.8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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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orage reduction (%) with a fully connected RBSN targeting 95% reliability

Fig. 10. Storage reduction (%) with a fully connected RBSN targeting 80% reliability

Fig. 11. Changes in storage reduction (%) compared to historical rainfall condition targeting 95%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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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하여 오히려 RBSN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0% 목표 신뢰도 조건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RBSN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빗물수집시스템을 사

회적인 합의를 통해 공유하는 RBSN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전체 수자원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빗물 이용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 하에서의 평가 지표의 변화를 검토하여 향후 지속

적인 효용성 제고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현 기후조건하에

서도 RBSN을 통해 평균 60%이상의 빗물집수시설의 필요 저

류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후변화 조

건하에서는 이러한 효용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RBSN으로 인한 소요 저수용량의 감소는 전

반적으로 그동안 수행되었던 국외 지역 적용 연구 결과와 비

교하여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내 강우 조건하에

서 레인배럴 및 RBSN의 높은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효용성의 편차가 지역적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전국적으로 RBSN의 높은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건하에서도 RBSN은 여전히 높은 소요 

저수량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레인배럴(rain barrel)로 대표

되는 빗물수집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

나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 아프리

카에 이르는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체 수자원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아직 국내에서의 적용성 

및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 대해 많

이 부족한 실정이긴 하나, 최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와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형의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대체 수자

원 공유와 같은 무형의 새로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통해 보

다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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