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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modeling of climate change impact on runoff across southeast Korea using a conceptual 
rainfall-runoff model TANK and assesses the results us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flows developed by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The future climate time series is obtained by scaling the historical series, informed by 4 global 
climate models and 3 greenhouse gas emission scenarios, to reflect a 4.0°C increase at most in average surface air temperature 
and 31.7% increase at most in annual precipitation, using the spatio-temporal changing factor method that considers changes 
in the future mean seasonal rainfall and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as well as in the daily rainfall distribution. Although the 
simulation results from different global circulation models and greenhouse emission scenarios indicate different responses in 
flows to the climate change, the majority of the modeling results show that there will be more runoff in southeast Korea in the 
future. However, there is substantial uncertainty, with the results ranging from a 5.82% decrease to a 48.15% increase in the 
mean annual runoff averaged across the study area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climate change scenarios. We then assess 
the hydrologic perturbation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present and future flow duration curves suggested by IMWI. As 
a result, the effect of hydrologic perturbation on aquatic ecosystems may be significant at several locations of the Nakdong 
river main stream in dr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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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물 환경 자원의 계획과 리에 종사하는 문가에게 직

면한 도 과제들  하나는 ‘물 환경 자원의 계획과 리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의 향을 고려할 것

인가?’일 것이다. 기온 상승과 강수패턴의 변화로 야기되는 

미래 하천유량의 불확실성은 하천유량의 자연 인 변동성

에 덧붙여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California 
Climate Change Center, 200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한 식수원을 4  형 하천으로부터 거의 량 취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4개 형 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 상태에 보다 큰 심이 집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물 환경 자원의 황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자원의 향을 살펴

보기 해서는 형 하천 본류 유량의 변화에 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물 환경 자원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분

석할 때 가장 요한 것은 미래의 기후정보를 어떻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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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인가일 것이다. 재까지의 세계 인 추세는 

이에 한 해답을 구기후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s, 
GCMs)에서 찾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GCMs는 지구를 보

통 3° 내외의 격자단 로 나 어 모의를 하고 있으며, 한반

도 체가 서  개의 격자로 표 되기 때문에, 물 환경 자

원에 한 계획 수립 시 일상 으로 하고 있는 유역의 

공간  범 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이의 직 인 사용이 

곤란하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특히,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 되고 강수의 공간  변동성이 매우 큰 몬순기후에 속

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CMs의 결과를 물 환경 자원에 

한 계획 수립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GCMs의 결과를 

공간 으로 축소하기 한 규모내림기법(down-scaling)이 

 세계 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Giorgi 
and Mearns, 1991; Wilby and Wigley, 1997). 이러한 규모

내림기법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물 환경 자원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Najjar, 1999; Stonefelt et al., 2000; Varanou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와 련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나(김문성 등, 2009a; 최 규 등, 2009, 2010; 
한수희 등, 2009; Choi et al., 2010; Han et al., 2009),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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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경우 GCMs로부터 규모내림기법으로 도출된 미래지

역기후자료들 사이의 공간 인 상 성(특히, 강수량의 경

우)이 올바르게 재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자료의 

공간  상 성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형 하

천 본류에서 물 환경 자원의 기후변화에 한 향평가가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후자료의 공간  균질성이 

상 으로 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소하천에서의 향

평가가 수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기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물 환경 자원의 리  이용 특성을 

고려할 때, 한강, 낙동강, 강, 산강과 같은 형 하천의 

본류유량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근

본 인 응 책의 수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자료의 시공간  변동성이 가

능한 보존되면서도 비교  간단한 통계학  규모내림기법

을 개발하여 기후변화가 낙동강 본류 하천유량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물 환경 자원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분석할 때 제기

되는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어떠한 GCMs의 미래기후정보

를 이용할 것인가일 것이다. GCMs마다 서로 다른 변화량, 
심지어는 서로 반 되는 경향성을 가진 미래기후정보를 생

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되는 GCMs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반된 응 략이 도출될 가능성도 

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규 등(2010)에서는 총 

17개 GCMs를 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가장 잘 표

하는 GCMs를 살펴보려는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형을 히 표 한 고해상도 

GCMs이 비교  우리나라 기후를 잘 재 하고 있음을 살

펴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에서 추

천한 고해상도 GCMs  주요 IPCC 온실가스 배출시나리

오인 SRES A1B, A2, B2에 한 미래기후정보를 모두 제

공하고 있는 GCMs인 CGCM3.1(T63), CNRM-CM3, CSIRO- 
MK3.0, ECHAM5/MPI-OM를 상으로 하여 미래기후정보

를 추출하여 기후변화가 낙동강 본류 하천유량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한 물 환경 자원에 한 기후변

화의 향을 분석할 때 제기되는 마지막 문제는 미래기후

정보에 따른 물 환경 자원의 변동량이 과연 유의한 수 인

가 그 지 아니한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유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 다. 최근 새로운 물 

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유량에 한 개념이 도출되어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주철과 최용 , 2010). 여기

서 환경유량(Environmental flow)이라는 용어는 문헌에 따

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부분 특정한 생태 조건하에서 하

천흐름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하천의 흐름

역(flow regime)을 지칭하기 하여 사용된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른 표 으로는 하천필요수량(Instream 
flow requirements, IFRs), 하천유지필요수량(Maintenance IFRs), 
갈수하천필요수량(Drought IFRs), 최소유량(Minimum flow) 
등이 있다(건설교통부, 2007; Smakhtin and Anputhas, 2006). 

과거에는 생태계 자체의 건강성을 보 하는 활동과 생태계

가 제공하는 자연 인 서비스의 보호를 분명한 목표로 삼

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필요로 하는 물 수요는 개 무

시되거나 락되어 왔다. 이러한 근방식은 인간이 물 시

스템에 가하는 압력이 차 늘어나면서 생태계 기능에 할

애되는 물의 비율이 험한 수 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에 

물 시스템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계속 리게 해서는 시

스템 자체의 건강과 한 작동을 보호하기 해서 필요

한 물의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물이용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그 것은 정 경계까지

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물 리 정책을 통해 생태계의 

부양을 한 충분한 물이 공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천흐

름을 지속 으로 유지시켜 하천의 하류에 치한 사람들이 

받는 물 공 에 한 스트 스도 일 수 있을 것이다. 최
근 IMWI(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에서는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의 거동특성을 기반으로 상 

유역에 하여 개략 인 환경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 바 있는데(Smakhtin and Eriyagama, 2008), 유황

곡선은 하천 상의 한 지 에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측정

된 유량의 크기와 순 백분율의 계를 시각 으로 나타낸 

것으로 상 지 의 흐름의 변동성을 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문학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MWI에서 제

안한 환경유량 산정기법을 용하여 미래 물 환경 자원 변

동량의 유의성 여부를 분석하 다. 즉, 다양한 GCMs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미래기후정보를 반

한 낙동강 본류 유량에 한 유황곡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변동성을 환경유량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미래기후정보의 구성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GCMs의 용에 

따른 미래 물 환경 자원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네 가

지 GCMs를 용하 다. 첫 번째 GCM은 CCCma (Cana-
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에서 제공

하는 CGCM3.1이다. CGCM3.1은 T47과 T63의 해상도에서 

실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해상도 1.9° × 1.9°, 해양 

해상도 0.9° × 1.4°인 T63이 용되었다. 두 번째 GCM은 

랑스 CNRM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
ques)에서 제공하는 CNRM-CM3이다. CNRM-CM3 한 

CGCM3.1-T63과 같은 정도의 해상도에서 실행된다. 세 번

째 GCM는 호주 CSIRO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에서 개발한 CSIRO-MK3.0
이다. CSIRO-MK3.0의 공간 인 해상도는 지표면 1.9° ×
1.9°, 해양 0.8° × 1.4°이다. 마지막으로 용된 GCM인 

ECHAM5/MPI-OM은 독일 MPIMET (Max Planck Institut 
for Meteorologie)에서 개발되었는데, 지표면 해상도 1.9° ×
1.9°, 해양 해상도 1.5° × 1.5°가 용되었다. Fig. 1에 이들 

GCMs의 동아시아 지역 육지표 능력을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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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CM3.1-T63 (b) CNRM-CM3

(c) CSIRO-MK3.0 (d) ECHAM5/MPI-OM

Fig. 1. Representing of Land/Ocean.

한,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제공하는 SRES A1B, A2 
그리고 B2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모두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시간 으로는 2011~2040년, 2041~2070년, 2070~ 
2100년으로 구분된 미래에 하여 1971~2000년의 재 상

태의 모의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 다.
상기와 같이 GCMs로부터 획득한 큰 해상도의 미래기후

정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공간  변화인자기법(Spatio- 
Temporal Changing Factor Method, STCFM)을 용하여 

통계학 으로 한반도 남동부에 치한 19개 기상 측지

에 규모내림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용한 STCFM은 미래 

강수량과 평균기온을 모의하기 하여, 우리나라 기상청 

24개 지 (Fig. 2)의 월 강수량  월 평균기온에 근거한 

비교  간단한 통계학  규모내림기법이라 할 수 있다. 
GCMs에서 월단 로 제공되는 변수  pr를 월강수량으로, 
tave를 월 평균기온이라 가정하 으며, 먼  GCMs에서 제

공되는 1971~2000년의 월 평균기온과 월 강수량 자료를 동 

기간 24개 지  공간평균자료와 일치시키기 한 편의보정

을 시도하 다. 편의보정은 월별로 수행되었으며, GCMs별 

모의결과의 가확률 도함수를 측된 공간평균자료의 

가확률 도함수에 Quantile mapping하는 방법을 취하 다. 
를 들어 설명하면, ECHAM5/MPI-OM에서 모의된 1971~ 

2000년 1월 강수량과 1971~2000년 24개 지  공간평균 1
월 측 강수량의 확률 도함수를 서로 mapping 시키는 과

정을 취하 음을 의미한다. 즉, 1월 측 자료 에 한 

가확률 도함수를 라 하고 1월 재 모의 자료 

에 한 가확률 도함수를 라 할 때, 1월 재 

모의 자료 에 한 편의보정된 값 ′은 
로

Fig. 2. Observation locations (24 sites).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은 의 역함수를 의미한다. 

이 때, 가확률 도함수는 Kernel smoothing 기법을 이용

하여 결정하 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MATLAB의 

ksdensity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하 는데, ksdensity 함수는 

정규분포를 추정하기 해 가장 최 인 주 수 역폭을 

sample 자료로부터 자동 으로 제공하는 장 이 있다. 보
다 상세한 사항은 MathWorks 사의 련 웹페이지

(http://www.mathworks.com/access/helpdesk/help/toolbox/stats
/ksdensity.html)  그에 따른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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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CM3.1-T63 A1B (precipitation) (b) CSIRO-MK3.0 A1B (surface air temperature)

Fig. 3. Future climate projections.

미래 자료 한 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는데, 를 

들어 설명하면 ECHAM5/MPI-OM에서 모의된 미래 어떤 

해의 1월 강수량 에 응하는 재 모의 자료로부터 구

한 가확률 도함수에서의 가확률 값 를 구한 

후, 이를 측된 자료로부터 구한 가확률 도함수의 역함

수에 용하여 보정된 미래 어떤 해의 1월 강수량 

′ 을 구하게 된다. Fig. 3은 편의보정과정

을 거친 A1B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CGCM3.1- 
T63의 연 강수량과 CSIRO-MK3.0의 연 평균기온 시계열의 

측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71~2100년의 경우, CGCM3.1- 
T63은 재 비 연강수량이 14% 정도의 증가를 측하고 

있으며, CSIRO-MK3.0에 따르면 2.4°C 정도의 기온 증가가 

측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3에서 obs는 24개 

지  공간평균 측 자료이며, present와 future는 GCMs로
부터 편의보정과정을 거쳐 획득된 재  미래 강수량  

평균기온 모의자료를 각각 의미한다.
와 같은 산출한 미래 월 강수량  평균기온 자료

(2011~2100년)는 각각 과거 30년 평균 월 강수량자료에 

한 백분율  월 평균기온 자료의 편차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이러한 백분율 는 편차 자료는 지 별 미래 일 강수

량  일 평균기온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강수량을 기

으로 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강수량과 평균기온의 

규모내림에 있어서의 차이는 강수량의 경우는 백분율을 기

으로 용한다는 것과 평균기온의 경우는 편차를 기 으

로 용하는 것이 다르며, 그 외는 모두 동일한 차를 거

쳐 지 별로 규모내림되어진다.
1) 지 별 과거 측 30년 자료의 공간평균 월 기상자료

(이 경우에는 낙동강 19개 기상 측소 1980~2009년 자

료 용)에 측된 백분율을 용하여 미래 공간평균 

월 기상자료(2011~2040년)를 산출,
2) 미래 공간평균 30년 자료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과

거 측 공간평균자료도 내림차순으로 정리,
3) 상기 정렬된 미래 공간평균 자료의 순 에 해당하는 과

거 측 공간평균자료의 공간분포 분율(= 지  월 강수

량자료 / 공간평균 월 강수량자료)을 미래 공간평균 자

료에 용하여 미래 지 별 일 기상자료 생성,
4) 2041~2070년, 2071~2100년 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과거

Fig. 4. Down-scaling procedure.

  측 자료의 공간분포를 반 하여 미래 지 별 일 강수

량자료 생성

상기 규모내림 차를 보다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나타내

면 Fig. 4와 같다.

2.2. 일 하천유량 모의

Muskingum 하도 추 기능이 추가된 개념 인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이 한반도 남동부에 치한 낙동강 유

역의 일 하천유량을 모의하기 하여 용되었다. 23,300 
㎢의 낙동강 유역은 44개 소유역으로 분할되어 각각의 소

유역별로 일 하천유량이 모의되었다. 강우-유출 과정을 모

형화하기 해 용된 TANK 모형의 주요 구조를 Fig. 5에 

도시하 다. 하도 추 기능이 추가된 수정 TANK 모형은 

하천 유량에 한 기후변화의 향평가(김문성 등, 2009b) 
 각종 물 환경 계획의 수립(김재철과 김상단, 2007; 한수

희 등, 2007)을 하여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에 성공 으로 

용되어온 모형이다.
한반도 남동부 19개 기상 측지 에서 측한 일 강수량, 

평균기온, 상 습도, 풍속, 일사량, 일조시간 등이 TANK 
모형의 구동을 해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한국 기상

청 홈페이지에서 획득할 수 있다(www.kma.go.kr). TANK 
모형 구동을 해 필요한 잠재증발산량은 Penman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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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al management classes (EMS; Smakhtin and Eriyagama, 2008)
EMC Most likely ecological condition Management perspective

A Natural rivers with minor modification of in-stream and 
riparian habitats.

Protected rivers and basins. Reserves and national parks. No 
new water projects (dam, diversions) allowed.

B
Slightly modified and/or ecologically important rivers with 
largely intact bio-diversity and habitats despit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or basin modifications.

Water supply schemes or irrigation development present and/or 
allowed.

C

The habitats and dynamics of the biota have been disturbed, 
but basic ecosystem functions are still intact. Some sensitive 
species are lost and/or reduced in extent. Alien species 
present.

Multiple disturbance associated with the need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dams, diversions, 
habitats modification and reduced water quality.

D

Large changes in natural habitats, biota and basic ecosystem 
functions have occurred. A clearly lower than expected species 
richness. Much lowered presence of intolerant species. Alien 
species prevail.

Significant and clearly visible disturbances associated with 
basin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cluding dams, 
diversions, transfers, habitats modification and water quality 
degradation.

E
Habitats diversity and availability have declined. A strikingly 
lower than expected species can no longer breed. Alien 
species have invaded the ecosystem.

High human population density and extensive water resources 
exploitation. Generally this status should not be acceptable as 
a management goal. Management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restore flow pattern and to 'move' a river to a higher 
management category.

F

Modifications have reached a critical level and ecosystem has 
been completely modified with almost total loss of natural 
habitats and biota. In the worst case, the basic ecosystem 
functions have been destroyed and the changes are irreversible.

This status is not acceptable from the management perspective. 
Management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restore flow pattern 
and river habitats(if still possible/feasible) to 'move' a river to 
a higher management category.

Fig. 5. Schematic diagram of TANK model.

의해 사 에 계산하여 모형에 입력하 다.
상기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장기간의 일 하천유량 모의자

료로부터 하천 주요 지 별로 유황곡선을 작성할 수 있는

데, 유황곡선은 연  지속일수 는 순 백분율에 따른 유

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하천의 체 인 유량조

건을 확률 으로 악하기 한 방법이다(Dingman, 2002; 
Vogel and Fenessey, 1994). 이 곡선을 작성하기 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일 유량자료를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여 순 를 정한 후 그 비 과확률(non-exceedance proba-
bility)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취한다. 유황곡선은 해

당지 의 흐름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성분들로 구성된 일종

의 스펙트럼(spectrum)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흐름의 변동성 

평가에 있어 매우 요한 정보로서 Smakhtin and Eriyagame 
(2008)은 특히 자연유량(natural flow)의 유황에 주목하여 환

경유량의 개략산정 방법을 개발하 다. 여기서 자연유량이

란 인 인 조 을 받지 않은 하천의 흐름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류  방류의 향  하천 취수, 환경기 시설 

방류량 등의 향을 배제한 상태의 유량을 의미한다.

2.3. 환경 리등 (Environmental Management Classes, 

EMC)

하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하천

이 가지고 있는 자연발생  흐름특성의 모든 성분들을 원

형 그 로 지속시키는 것이지만, 하천 내 이용  취수를 

통해 얻는 편익 등의 강으로부터 얻는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경유량의 산정은 수서생태계를 사 에 계획

된 조건하에서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

된 목 으로 한다. 경제 인 목 을 한 하천 유량 변경

은 하천의 자체의 건강성과 한 기능을 보호하기 한 

수 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우선 한 환경 리등   기 에 

한 정의가 요구된다. 여기서 환경 리등 이란 환경보호  

리수 과 그에 해당하는 하천의 흐름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서생태계의 변화에 한 기본 인 시나리오로서 

환경 리등 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양의 물이 환경유량으

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넓은 범 까지 흐름특성의 

변동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김주철과 최용 , 2010). 
Table 1은 IWMI가 제안한 환경 리등 으로, A부터 F까지 

총 여섯 개의 등 으로 구성되어 각 등 별 생태계의 조건 

 리 망에 하여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A등 에 

가까울수록 자연 하천 환경과 유사하며 F등 으로 갈수록 

심각한 하천개발로 환경 괴가 심각한 상태가 된다.

2.4. 환경유황곡선 작성

본 연구에서는 Smakhtin and Anputhas (2006)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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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udy area and locations of calibration catchments.

Fig. 6. Estimation of environmental FDCs for different 
EMC by lateral shift.

환경 리등  산정을 한 환경유량 유황곡선 작성 방법을 

용하 다. 우선 상유역에 하여 자연유량의 유황곡선

(Flow Duration Curve, FDC)를 작성한다. 작성된 곡선의 

확률 축 값  특정 17개 값(0.01%, 0.1%, 1%,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99%, 
99.9%, 100%)에 응하는 지 을 기 으로 하여 왼쪽으로 

1단계씩 평행이동(lateral shifting)시킨 곡선이 순차 으로 

A부터 F까지의 환경 리등  산정을 한 기  유황곡선

이 되는 것이다. 이때 평행이동을 수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유황곡선 꼬리의 미지유량은 선형외삽에 의하여 추정되어 

진다. 이러한 과정은 유역개발에 따른 유량의 감소가 수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해당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흐름의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모의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형

태에 비하여 상당히 효율 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유량의 증가에 한 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량의 유

황곡선을 오른쪽으로 1단계씩 평행이동을 실시하여 유량의 

감소  증가에 한 향 모두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

된 환경 리등  유황곡선을 작성하 다. 이를 Fig. 6에 도

시하 다. 김주철과 최용 (2010)에서는 환경 리등 별 연

평균유출량의 비를 통하여 우리나라 강 유역에 용 결

과가 선행 연구결과(Jones, 2002; Tennant, 1976)에 잘 부합

되며 수서생태계에 한 효율 인 감시나 리 방안의 수

립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3. 결과  고찰

3.1. 강우-유출 모형의 용

강우-유출 모형은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 44개 지 에서 

2004~2009년까지 측한 8일 간격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

여 보정되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 리 

기본방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 말단부에 

한 수질･유량조사를 8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질･유

량측정망 등 DB  웹 시스템은 이러한 수질･유량 측정망 

조사결과를 장에서 PDA를 이용하여 DB로 구축하고 

Web을 통해서 데이터를 리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유역 구분은 수질오염총량 리계획에 의거하여 분할하 는

데,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의 오염총량 리 단 유역은 모두 

41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의 4개 형 다

목  인 안동 , 임하 , 합천 , 남강 이 존재하는 단

유역의 경우 의 향을 고려하여  상류  하류 유

역으로 다시 재분할하 다. 그리고 유역 출구에 치한 단

유역인 낙본 N의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서 낙동강으로 

분기되는 유역으로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하천 유량이 인 으로 조 되는 유역임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상에서 제외하 다. Fig. 7에 40개 단 유역의 수

질･유량 측 지 과 4개 다목 의 치를 도시하 다. 
결과 으로 총 44개의 소유역으로 낙동강 유역을 분할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Fig. 8에 도시하 다.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하여 낙동강 유역 44개 소유

역별 면 , 일 강수량, 일 잠재증발산량  취수량, 환경기

시설 방류량 자료를 구축하 다. TANK 모형의 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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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yeongseong A (b) Nakdong river mainstream-I

Fig. 9. Stream flow simulation results.

Fig. 8. Sub-basins for TANK-Nakdong river model.

상류유역부터 하류유역으로 하도추 과 병행하여 축차 으

로 이루어졌다. 측 자료의 재  여부를 보다 정량 으로 

단하기 하여 모의자료와 측자료 사이의 통계  상

성을 측 자료와 모의 자료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결정계수  와 Nash and Sutcliffe (1970)에 의해 제안된 

모형 효율계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으로 결정계수

는 0.85, 모형 효율계수는 0.79로 비교  우수하게 측유

량자료를 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에 모

의결과의 로서, 병성천 유역과 낙동강 본류 I지 의 측

유량과 모의유량을 도시하 다. 각각의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의 P는 일 강수량, 두 번째 그림의 ET는 증발산량에 

한 값으로 선은 잠재증발산량이고 실선은 실제증발산

량이다. 세 번째 그림의 Q는 일 유량으로 실선은 모의된 

유량(calculated flow), 선은 측유량(observed flow)이다.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유량조건 시나리오(  방류

량 효과  환경기 시설 방류량과 취수량 효과 제거)에 

따라 최근 30년간(1980~2009년) 일 자연유량을 산정하 으

며, 이를 기 으로 각 단 유역별 환경유황곡선을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를 심으로 최상류인 A지

부터 최하류인 M지 에 해당하는 유역을 으로 분

석하 다. Fig. 10에 일부 단 유역의 EMC를 도시하 다. 
가장 앙에 치한 곡선이 상유역의 자연유량 유황곡선

이며 나머지 곡선은 Fig. 6처럼 이를 좌우로 한 단계씩 이

동시켜, 차례로 A부터 F까지의 등 을 구한 것이다. 그림

에 선정된 지 은 낙동강 본류에서 4개 형 다목  이 

유입한 직후의 본류 지 들이다.

3.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용

1971-2100년까지 일 강수량과 일 평균기온을 산출하기 

한 통계학  규모내림기법이 용되었다. 일 강수량과 일 

평균기온은 한반도 남동부 19개 기상청 측지 을 상으

로 4개 GCMs (CGCM3.1-T63, CNRM-CM3, CSIRO-MK3.0, 
ECHAM5/MPI-OM)와 3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SRES 
A2, A1B, A2)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시간 으로는 2011~ 
2040년, 2041~2070년, 2070~2100년으로 구분하여 기후변

화에 한 향을 분석하 다. 강수량과 일평균기온에 한 

미래 기후 시계열은 용된 구기후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재 상태와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며, 그 범 는 

2071-2100년 기 으로 연강수량의 경우 재 비 +0.59~ 
+28.06%의 변화가 있었으며 일평균기온의 경우 +1.59~ 
+3.58°C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 Fig. 11에 

SRES A2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기 으로 재 비 

월별 미래 강수량의 편차(%)를 도시하 으며, Fig. 12에 

SRES B1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기 으로 재 비 

월별 미래 일평균기온의 편차(°C)를 각각 도시하 다. 그림

에서 future1은 2011~2040년 기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며, 
future2는 2041~2070년, future3는 2071~2100년 기간 동안

의 결과를 각각 의미한다. 일평균기온의 경우에는 GCMs에 

상 없이 강수량에 비하여 상 으로 일 성 있는 상승추

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강수량의 경우에는 용되는 GCMs
에 따라 계 별 편차가 매우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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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dong Dam (b) Nakdong river mainstream-C

(c) Nakdong river mainstream-H (d) Nakdong river mainstream-I

Fig. 10. Environmental flow duration curves.

(a) CGCM3.1-T63 (b) CNRM-CM3

(c) CSIRO-MK3.0 (d) ECHAM5/MPI-OM

Fig. 11. Percent change in modeled future monthly precipitation using future climate series informed by 4 global climate 
models with SRES A2 greenhouse emiss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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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GCM3.1-T63 (b) CNRM-CM3

(c) CSIRO-MK3.0 (d) ECHAM5/MPI-OM

Fig. 12. Difference (°C) change in modeled future monthly air temperature using future climate series informed by 4 global 
climate models with SRES B1 greenhouse emission scenario.

미래 하천유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GCMs의 미래

기후정보로부터 규모내림기법을 통한 세부 인 기후시나리

오를 도출하는 경우 강우-유출모형의 용에 덧붙여서 입

력자료 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유량의 경우 이러한 기후 요소의 변동뿐만 아니

라 인간 활동 변화에 의한 인  요소 한 향을 미치

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재 주어진 한계 내에서 미래 유황모의의 불확

실성을 보다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의 향으로 인한 잠재  

유황 변동성을 평가하기 하여 자연유량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여기서 자연유량이란 재 유역의 수문

조건하에 다목  의 방류량 효과와 유역의 물이용을 배

제하 을 때의 유량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의 향을 분석

하기에 앞서 각각의 GCMs에서 reference 기간(즉, 1980~ 
2009년)의 자료를 규모내림하여 도출된 재기후자료와 동 

기간 측 기후자료를 TANK 모형에 입력하여 자연유량을 

모의･비교하 으며,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용한 통계학  

규모내림방법의 성을 여부를 간 으로 단하고자 

하 다. 4개 GCMs로부터 모의된 기후자료로부터 도출된 

자연유량(present)과 측된 기후자료로부터 도출된 자연유

량(observed)  갈수량, 수량, 평수량, 풍수량을 낙동강 

본류를 따라 Fig. 13에 도시하 다. 여기서 갈수량은 연간 

일 유량  355번째로 큰 유량(즉, Q355)을 의미하며, 수

량은 275번째(즉, Q275), 평수량은 185번째(즉, Q185), 풍
수량은 95번째로 큰 유량(즉, Q95)을 각각 의미한다. 4  

주요유황이 모두 양호하게 재 유황을 재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유량의 계 성이 우수하게 

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낙동강 상･하류 유량이 모

두 우수하게 재 되고 있음에 따라 유량의 공간  변화도 

잘 재 하고 있음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Fig. 14은 낙동강 본류 주요 지 을 기 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월별 유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0∼2009년의 경우, 용된 4개 GCMs을 통해 산출된 

각 30년의 월별 평균유량이 도시된 것이다(4개 GCMs×30
년 월별 평균유량=120개 월평균유량곡선). 미래의 세 가지 

그룹의 경우, 용된 4개 GCMs에 3개 온실가스 배출 시나

리오가 용된 각 30년의 월별 평균유량이 도시된 것이다

(4개 GCMs×3개 시나리오×30년 월별 평균유량=360개 월평

균유량곡선). 이와 함께 각각의 경우에 한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용된 GCM별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체 으로 재와 비교하여 여름철에는 

하천 유량이 증가되고, 겨울철에는 유량 변화가 크지 않을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가을철의 경우에는 용된 

GCM별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별로 하천 유량의 측결과

가 증가 는 감소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5는 미래기후정보로부터 산출된 재와 미래 유량 

유황곡선의 비교를 EMC와 함께 비교하고 있다. Fig. 15의 

상지 은 낙동강 본류 C 지 과 I 지 으로, C 지 은 

상류의 주요한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여 본격 인 낙동강 

본류가 시작되는 지 이며, I 지 은 하류부에 치하여 낙

동강 유역의 수자원 용수 공   홍수 제어에서 가장 

요한 control point가 되는 지 이다. 가운데 선이 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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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ought flow condition (Q355) (b) Low flow condition (Q275)

(c) Median flow condition (Q185) (d) High flow condition (Q95)

Fig. 13. Natural and GCM-based monthly flow for 1980-2009.

(a) Andong-Dam (b) Nakdong river mainstream-C

(c) Nakdong river mainstream-H (d) Nakdong river mainstream-I

Fig. 14. Monthly river flow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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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kdong river mainstream-C (1980~2009) (b) Nakdong river mainstream-C (2011~2040)

(c) Nakdong river mainstream-C (2041~2070) (d) Nakdong river mainstream-C (2071~2100)

(e) Nakdong river mainstream-I (1980~2009) (f) Nakdong river mainstream-I (2011~2040)

(g) Nakdong river mainstream-I (1941~2070) (h) Nakdong river mainstream-I (2071~2100)

Fig. 15. Comparison EMC with FDCs forced by various future climate in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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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dong Dam (b) Nakdong river mainstream-C

(c) Nakdong river mainstream-H (d) Nakdong river mainstream-I

Fig. 16. Uncertainty of future FDCs.

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original reference 곡선이며, 굵은 실선

은 EMC를 나타낸다. 그리고 얇은 실선이 구기후모형을 

통해 산출된 유량의 유황곡선으로 4개 GCMs 3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총 12개의 곡선이 작성된다.
그 결과 낙동강 본류 많은 지 들이 유량시기별로 유량 

유황곡선이 A 등  역, 즉 유량 변화가 수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역과 B 등  역, 즉 유량 변

화가 수서 생태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역

에 걸쳐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uture1 시기까지

는  지 이 A 등  역에 포함되며, future2~3 시기의 

경우  지 이 B 등  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갈수량과 평수량의 유량 범  사이에서 A 등 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간에 해서는 

생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된 보다 정 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참고로 유황곡선의 양 쪽 끝 부분, 즉 풍수

량 범  이상 는 갈수량 범  이하에서 A 등 을 벗어

나는 지 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오히

려 홍수 는 가뭄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평가할 때, 
보다 정 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

의 범 에서는 제외하 음을 밝 둔다. 본류 지  반 으

로는 미래기후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으나 재보다 미래

에 낙동강 본류 유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음 

한 아울러 살펴볼 수 있다.
Fig. 14에서 언 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21세기 후

반부로 갈수록 GCM별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별 유량 측

결과들 서로 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Fig. 16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으로부터 본류 주요 지 별로 재  

미래의 갈수량, 수량, 평수량, 풍수량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실선은 GCM별 온

실가스 배출시나리오별 주요 유량 특성값들(즉, 풍수량, 평
수량, 수량, 갈수량)의 평균값이며 선은 각각의 경우별 

최 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도시된 모든 지 에서 미래로 

갈수록 GCM별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별 유황 측결과들 

사이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념 인 강우-유출모형인 TANK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 남동쪽에 치한 낙동강 유역 본류에 한 

기후변화의 향을 환경유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모형 구동을 해 필요한 미래 기후 시계열은 4개 

GCMs(CGCM3.1-T63), CNRM-CM3, CSIRO-MK3.0, ECHAM5/ 
MPI-OM)의 3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SRES A1B, A2, B2)
를 바탕으로, 시간  공간  상 성을 실성 있게 모의하

고자 시공간  규모내림기법에 의해 획득되었다. 강수량과 

일평균기온에 한 미래 기후 시계열은 용된 구기후모

형  시나리오에 따라 재 상태와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

며, 그 범 는 2071~2100년 기 으로 연강수량의 경우 재 

비 +0.59 ~ +28.06%의 변화가 있었으며 일평균기온의 경

우 +1.59 ~ +3.58°C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모형의 결과로서, 미래 한반도 동남부

의 하천 유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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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용 시나리오에 따라 2071~2010년 기 으로 연

평균유량은 지역 으로 48.15% 증가에서 5.82% 감소까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IMWI에서 제

안한 유황곡선의 거동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상 유역에 

한 개략 인 환경유량 산정법을 바탕으로, 환경유량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을 상으로 용하 다. 
한 IMWI에서 제안한 하천 리를 한 등  기 은 유량의 

감소에 한 평가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

에서는 수정된 하천 리를 한 등 을 작성하 다. 재 

비 미래 유황곡선의 변화를 기반으로 IMWI의 환경유량 

산정기법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용한 결과, 낙동강 본류 많

은 지 들에서의 미래 유량 유황곡선은 유량 변화가 수서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역  시기별로 유량 

변화가 수서 생태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칠 수 있는 역

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할 수 있

는 생태 분야의 연구가 포함된 보다 정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하천유량은 미래로 갈

수록 용 시나리오에 따른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응 

정책에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연구에서 미래 기후자료산출부분은 “기후변화 감시･

측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기후

과학연구 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RACS 2010- 
4006)이며, 환경유량분석부분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년 녹색성장정책연구(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유량 산

정  물환경 응방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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