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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유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유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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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pointed out that global warming is a certain ongoing process 
on the earth, due to which water resources management is becoming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with the frequent 
occurrences of extreme floods and droughts. In this study we made runoff predictions for several control points in the Geum 
River by using the watershed runoff model, SSARR (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Model), with daily RCP 
4.5 and RCP 8.5 scenarios for 100 year from 1st Jan 2006 to 31st Dec 2100 at the resolution of 1 km given by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As a result of, the Geum River Basin is predicted to be a constant flow increases, and it showed a variation 
in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u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t seasonality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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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는 4차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

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관측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상

기후에 따라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여 수자원

관리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우리

나라의 1998~ 2007년의 우기의 강우량은 그 이전의 

우기 강우량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08). 기후변화 (climate change)란 용

어 자체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대기 조성변

화’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은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9년 제1차 기

후변화협약 대응 정부 종합대책 을 시작으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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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의한 국가 기

후변화 적응대책(2011 2015) 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0).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2008; 2010)에서는 한국기후변화 백서 발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기초연구와 기후변화에 의한 유역환경

영향 통합평가를 수행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011)에서는 

NHERI report에서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산재된 기후자료를 통합관리하고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2011년 기후변화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후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수자원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온도 증가와 강수량의 변화로 인한 

국지성 돌발호우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의 취약성

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대책

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

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광역적 통합 물 

관리 (Integrated Regional Water Management, 
IRWM)를 지역별로 수립하여 실행한 바 있다(Chung 
et al., 2011). 또한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이 치수중심으로 적용될 때 이를 통합홍수관리

(Integrated Flood Management, IFM)라 하여 전 세계

적으로 뜨겁게 연구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Chung et al., 2009). 우리나라 역시 향후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물관

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심각해

지고 있는 수자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

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

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 지구모형(GCMs, General Circulation 
Models),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 기법, 강우-유
출모형, 저수지군 운영모형, 환경평가 모형의 순으로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과정을 거치면서 불

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불확실성

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전략에 영향을 줄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줄여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Lee et al., 2009). 현재 

국내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유역의 수문평가 연

구(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7;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7)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배출시나리오, GCM, 수
문모형, 상세화 기법을 사용하는 등 기후변화 연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동일유역이라 하더라도 매우 상이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관련정책에는 반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water Institute,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유역유출을 분석하였

다.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기후변화시나

리오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정보센터(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CCIC, 2013)에서 제공하

는 공간해상도 1 km 지역규모의 RCP 시나리오를 

SSARR모형에 적용하여 미래 유출량 전망을 분석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상유역

연구대상 유역인 금강유역은 동경 126°41′~ 
128°25′, 북위 35°35′~ 37°05′에 걸쳐 위치하며, 유역

면적이 9,896.7 인 대유역으로, 본류의 유로연장은 

약 395.9 이다. 유역 내 주요 지류는 상류로부터 남

대천, 봉황천, 송천, 갑천, 미호천, 유구천, 지천, 논산

천 등이 있으나, 미호천을 제외한 유역들은 본류 면적

의 3~6 %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하천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획

득하기 위해 다년간 유역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4대강유역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유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별 유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다목적댐, 그리고 본류 및 지류의 주요 수위표 

지점 등을 기준으로 소유역을 구분하였다. 각 수리시

설물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유역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ARC-GIS Tool을 이용하여 금강유역

의 주요 제어지점을 기준으로 1:25,000의 수치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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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30 m×30 m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을 작성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소유역을 14개로 분

할하였고, 동일축척의 토양도(개략토양도) 및 토지이

용도를 활용하여 모형의 중요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각 소유역 별로 유역면적 등 유역의 특성인자와 하도

특성인자를 추출하였다.

Fig. 1. Study area.

2.2.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가속화될 것으

로 판단된다(IPCC, 2007).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SRES) 자료의 갱신 

및 해상도 문제를 보완하고 정확도 향상 및 다양한 부

문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 도입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PCC 세계표준 온실가스 농

도 시나리오 전문가 회의(2007. 09)를 거쳐 대표농도

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개발이 진행되었다. 대표 농도 4개를 선정

하여, 농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산출하였는데, 선정

된 4개 농도는 복사강제력(W/ ) 기준으로 RCP 
2.6, 4.5, 6.0 그리고 8.5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0). 

IPCC AR4에서 사용된 SRES에서는 미래의 사회·
경제 형태가 가장 먼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배출량 시

나리오로 온실가스 농도가 정해진다. 이러한 순차방

법은 분리된 각 시나리오 간의 정보 전달시 시간 지연

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IPCC, 2007). 대표농도

경로로 명명된 RCP는 IPCC AR5를 위한 새로운 온실

가스 배출시나리오로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였다. 하나의 대표

적인 복사 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유사한 복사강제력과 배출 특성

을 가진 여러 다른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대표(Representative)’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온실

가스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경로(Pathway)'라는 의미를 포

함한다(IPCC, 2007).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복사강제력, 즉 온실가스 

등으로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으로서 단위는 W/ 이며 지상에 도달되는 

태양복사가 약 238 W/ 이므로 RCP 8.5/6.0/4.5/2.6의 

복사강제력은 입사 태양복사량의 약 3.6%, 2.5%, 
1.9%, 1.1%에 해당된다. 남한 상세 공간해상도 1km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모델을 통해 생산된 한

반도 (12.5 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계

적 상세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RCP시나리오의 특

징은 RCP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

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

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 RCP 6.0은 온실가스 저

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이다.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는 73개 주요지점 및 230개 

시군구에 대해 기후변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요지점에 해당하는 자료는 지점과 가장 근접한 격자

점의 값이며, 230개 시군구자료는 영역이 평균된 값

이다. 또한, 200년 제어적분의 RCP 4.5와 8.5 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RCP 기후변화 자료는 2005년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2006년부터를 모의하고 있으며, 이전 

자료는 RCP 미래전망 자료가 아닌 과거기후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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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basin Station Area

( )
Thiessen 

coefficient
Sub

basin Station Area
( )

Thiessen 
coefficient

B01 Jangsu 291.1 1.00 B09 Cheonan 399.7 0.22
B02 Jangsu 138.8 0.84 Boeun 17.5 0.01

Geochang 26.5 0.16 Cheongju 1224.5 0.66
B03 Geumsan 202.6 0.43 Icheon 135.7 0.07

Jangsu 179.8 0.38 Chungju 71.3 0.04
Jeonju 90.5 0.19 B10 Daejeon 331.5 0.79

B04 Geumsan 390.4 0.62 Chungju 72.4 0.17
Geochang 132.6 0.21 Cheonan 16.9 0.04

Chupungryong 97.3 0.17 B11 Cheonan 276.4 0.25
B05 Geumsan 374.8 1.00 Buyeo 741.0 0.67
B06 Geumsan 244.9 0.23 Boryeong 30.2 0.02

Chupungryong 775.1 0.73 Daejeon 66.2 0.06
Boeun 37.8 0.04 B12 Geumsan 198.8 0.43

B07 Geumsan 108.6 0.09 Buyeo 145.2 0.31
Chupungryong 25.2 0.02 Daejeon 123.1 0.26

Boeun 800.7 0.67 B13 Jeonju 29.6 0.05
Daejeon 228.2 0.19 Boryeong 10.7 0.02

Cheongju 36.7 0.03 Buyeo 541.2 0.93
B08 Geumsan 195.4 0.26 B14 Buyeo 271.8 0.51

Daejeon 523.2 0.70 Jeonju 9.1 0.02
Cheongju 36.7 0.04 Gunsan 250.7 0.47

Table 1. Thiessen coefficient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의해 

개선된 상황과 현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미래하천환경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인 RCP 4.5와 현재 탄소 

배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된 RCP 8.5를 채택하였다.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상청에서 관리 운영

하고 있는 강우관측소 중에서 금강유역에 해당하는 

14개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일반적인 

산술평균법 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진 Thiessen 방법을 

이용하여 관측소별 지배면적을 산정하고 면적가중치

(weight)를 도출하였다.

2.3. 유역유출모형

2.3.1. 모형 구축  

수문기상 매개변수인 강우자료, 고도별 강우 가

중치, 강우강도별 ETI 가중치(EKE), 기온별 증발산 

지수(ETP), SMI별 ETI 가중치(DKE), 고도별 ETI Fig. 2. Thiessen polygons in the Geum River using ARC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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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the SSARR model.

가중치(ETEL), 월별 ETI 가중치(ETM), 최대 차단량

(TINTMX) 및 기온자료를 유역별로 초기치를 설정하

였다.
내부처리 매개변수인 토양 습윤 상태 별 유출율

(SMI-ROP), 침투량 별 지하수 유입률(BII-BFP), 지
표수와 복류수 분리(S-SS), BII의 저류시간(BIITS), 
최대 BII(BIIMX)와 최대 지하수 유출율(BFLIM), 지
하수 중 회귀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PBLZ) 및 이의 

최대 값(DGWLIM)에 대한 초기치를 설정하였다. 
SSARR모형에서의 유역추적은 지표수, 복류수 및 지

하수 각각에 대한 추적 및 IS유역모형에서 추가되는 

회귀지하수 등 4가지 흐름장에 대한 추적이 독립적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 각 흐름장은 여러개의 가상적인 

선형저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저수지 추적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각 흐름장에서

의 매개변수로는 가상저수지의 수효와 저류시간이 있

으며 각 매개변수는 유역면적과 유로연장 및 도달시

간 등을 참고하여 초기치를 산정하였다. 

하도추적에서도 유역추적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가

상저수지의 추적 방법이 사용되는 바, 가상저수지의 

수효와 저류시간이 매개변수가 되며 이들을 미국 개

척국(USBR)에서 개발한 식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SSARR 모형에서 이용하는 하도추적 개념은 저류시

간이 직접 입력되지만 하도모형에서는 저류시간을 

식(1)과 같이 유량의 함수로 표현된다. SSARR 모형

의 유역모형은 선형이지만 저수지를 포함한 하도모형

은 비선형이다.

  
             (1)

여기서, 매개변수는 가상저수지의 개수와 각 저수

지의 저류시간(Ts), KTS는 시행착오방법에 의해 결정

되는 상수이고, I는 유입유량, n은 -1에서 1 사이의 값

을 갖는 계수이다.
유역 또는 하도구간에서 취수된 용수는 해당 유역과 



 안정민 정강영 김경훈 권헌각 양득석 신동석

Year
Daecheong Gongju

BIAS R-BIAS RMSE R-RMSE BIAS R-BIAS RMSE R-RMSE

2001 7.60 0.22 20.83 0.60 -23.95 -0.27 41.59 0.47 

2002 -14.14 -0.16 187.21 2.08 1.25 0.01 115.07 0.94 

2003 -37.08 -0.21 150.64 0.85 -18.78 -0.08 156.19 0.65 

2004 -1.95 -0.02 123.50 1.49 -9.17 -0.06 129.91 0.86 

2005 1.51 0.02 76.70 0.97 -6.12 -0.04 84.37 0.59 

2006 -11.26 -0.13 93.84 1.10 -8.19 -0.06 157.68 1.13 

2007 -10.47 -0.11 75.0 0.81 -18.23 -0.12 103.4 0.68

2008 -0.07 -0.002 15.9 0.45 -53.23 -0.44 97.3 0.80

Table 2. Annual bias and RMSE of control points

하도로 환원되는 경우와 타유역 또는 타하도로 배수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회귀수율(환원율 

및 배수율)은 하도의 물수지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그러나 금강유역에서 이러한 회귀수량을 산

정 할 수 있는 동시 측정된 유량과 취수량 관측치가 없

는 실정이기에 회귀수량은 취수량의 일정비율(회귀수

율)로 산정하게 된다. 취수에 의한 회귀수율은 물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계절별로도 크게 변화한다. 따
라서, 한강유역에서 사용한, 생 공 용수에 대해서 환

원율과 배수율을 각각 80%와 60%로 가정하여 사용

하고 농업용수는 성수기(3월 8월)에 30 40%, 비성

수기(9월 11월)에 60 80%로 가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Fig. 3은 구축된 SSARR 모형의 모식도이다.

2.3.2. 모형 보정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2001~2008년 사이의 금강유역 유

량관측 결과를 토대로 SMI-ROP와 BII-BFP를 산정

하였다(Fig. 4). 최종적인 매개변수는 년 단위로 보정

을 실시한 후, 고수위와 저수위를 분리하여 실시하였

고 이를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토양 습윤 상태 별 유출

율은 첨두 유량과 총 유출량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나 중요한 매개변수 중에 하나이며, 침투량 별 

지하수 유입률은 총 유출량 중 지하수로 유입되는 비

율을 설정하는 매개변수이다.
유역추적과 관련된 SMI (Soil Moisture Index) 및 

BII (Baseflow Infiltration Index)는 고수 및 저수기 모

두 민감하였고 지표수와 복류수의 저류시간을 유량의 

함수로 할 경우 상수로 고정시킨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저수시 뿐만 아니라 고수시에도 민감한 결과를 보였

다. 이 두 매개변수 조정을 통해 첨두 유량과 총 유출

량을 조절하여 유출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모형 매개변수 보정을 위하여 2001~2008년에 대

해 대청지점과 공주지점에서의 장기 유출모의 결과를 

일단위로 비교하였다(Table 2). 두 오차를 함께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로는 BIAS와 RMSE (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였다. 기간 I에 대한 관측을 

Qoi, 예측을 Qfi라 한다면 BIAS와 RMSE는 Eq. (2)와 

Eq. (3)과 같이 계산되며, R-BIAS와 R-RRMS는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 BIAS는 관측 평균

치와 예측치로 계산된 평균의 차를 나타내는 지표이

며, RMSE는 관측에서 나타나는 오차(Error)를 제곱

(Square)해서 평균한 값의 제곱근(Root)을 나타낸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기간 및 유역

에 대한 예측결과들의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

해, Eq. (4), Eq. (5)와 같이 각각의 지표들을 시공간적 

동질성을 가지는 관측의 평균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는 지표(R-BIAS, R-RMSE)로 나타내었다. 대청댐 

지점의 경우 연도별로 BIAS와 RMSE는 각각 37.08
7.6, 20.83 187.21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상대치로 

나타낸 R-BIAS와 R-RMSE는 각각 0.21 0.22와 

0.45 2.08의 범위로 근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주

지점의 경우 연도별로 BIAS와 RMSE는 각각 53.23
1.25, 41.59 157.6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상대치

로 나타낸 R-BIAS와 R-RMSE는 각각 0.44 0.01
와 0.47 1.13의 범위로 근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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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I-ROP (b) BII-BFP

Fig. 4. Parameters of SMI-ROP and BII-BFP applied to the SSARR model.

(a) 2005 (b) 2006

(c) 2007 (d) 2008

Fig. 5. Calibration results of the SSAR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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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06-2014 2015-2049 2050-2100

Rainfall
(mm)

Discharge
( /sec)

Rainfall
(mm)

Discharge
( /sec)

Rainfall
(mm)

Discharge
( /sec)

Yongdam Inflow
RCP 4.5 3.9 26.6 4.3 30.7 4.6 33.0

RCP 8.5 4.0 21.8 4.7 27.0 4.9 29.6

Daecheong Inflow
RCP 4.5 3.5 26.3 4.3 32.4 4.6 35.2

RCP 8.5 3.3 24.5 4.1 29.3 4.2 29.2

Gongju
RCP 4.5 3.8 54.1 4.4 70.6 4.7 81.1

RCP 8.5 3.6 49.4 4.2 59.9 4.5 59.2

Gyuam
RCP 4.5 3.6 42.1 4.4 95.7 4.8 110.0

RCP 8.5 3.8 69.7 4.4 83.5 4.7 83.6

Table 3. Results of discharge calculated by RC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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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여기서, 는 모의 유량, 는 관측 유량, 는 

평균관측유량이다.

3. 결과 및 고찰

2006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의 RCP 4.5와 RCP 8.5 남한상세 공간해상도 1 km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보정된 유역유출모형에 적용해서 

금강 수계 물이용을 고려한 각 주요지점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와 기온의 변화만 고

려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 및 인구 변동에 따른 용수 

수요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RCP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강우량 및 유출량을 비

교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강우량은 합

계이고, 유출량은 평균값이다. RCP 4.5 시나리오 분

석결과, 2006년에서 2014년의 평균 유출량을 기준으

로 2015년에서 2049년까지는 유입량이 Yongdam 
Inflow 지점 13.3%, Daecheong Inflow 지점 18.6%, 

Gongju 지점 23.4%, Gyuam 지점 24.6%이 증가하였

고, 2050년에서 2100년까지는 Yongdam Inflow 지점 

19.3%, Daecheong Inflow 지점 25.2%, Gongju 지점 

33.3%, Gyuam 지점 34.5%이 증가하였다. RCP 8.5 
시나리오 분석결과, 2006년에서 2014년의 평균 유출

량을 기준으로 2015년에서 2049년까지는 유입량이 

Yongdam Inflow 지점 19.2%, Daecheong Inflow 지
점 16.4%, Gongju 지점 17.5%, Gyuam 지점 16.5%이 

증가하였고, 2050년에서 2100년까지는 Yongdam 
Inflow 지점 26.3%, Daecheong Inflow 지점 15.8%, 
Gongju 지점 16.5%, Gyuam 지점 16.6%이 증가하였

다.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유

출량의 증가경향이 예측되었다.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Yongdam Inflow 및 Daecheong Inflow 지점에서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RCP 4.5 대비 더 많은 증가량

이 예상되었고 하류지역에 해당하는 Gongju 및 

Gyuam 지점에서는 RCP 4.5 시나리오에서 RCP 8.5 
대비 더 많은 증가량이 예상되었다.

Table 4 7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 댐 유입유량

을 분석한 것이다. Table 4 7의 ( ) 안의 내용은 2006 
~2014년 대비 증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주목할 점

은 우리나라의 홍수기인 7 9월의 유입량 증분 보다 

10 4월의 유입량 증분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여

름철 유출량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물 순환 체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전과는 다른 계절적 특성의 출현과 함께 가용수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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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RCP
4.5

2006-
2014 5.8 14.2 12.1 17.8 17.8 19.6 93.1 73.7 43.5 6.2 4.8 8.5 

2015-
2055

7.7 11.4 17.0 18.0 24.9 31.0 139.9 62.2 27.0 6.4 8.2 11.2 
(0.32) (-0.20) (0.41) (0.01) (0.40) (0.58) (0.50) (-0.15) (-0.38) (0.03) (0.69) (0.31)

2056-
2100

9.9 12.4 18.5 28.5 24.1 29.5 141.8 70.0 32.5 7.7 8.7 10.5 
(0.69) (-0.13) (0.53) (0.60) (0.35) (0.51) (0.52) (-0.05) (-0.25) (0.23) (0.81) (0.23)

RCP
8.5

2006-
2014 4.4 6.6 11.6 16.8 17.8 32.4 80.5 40.6 35.8 5.5 3.6 4.6 

2015-
2055

8.8 8.3 15.7 25.7 27.0 34.9 96.1 54.0 23.9 7.8 9.7 9.6 
(1.00) (0.27) (0.35) (0.53) (0.52) (0.08) (0.19) (0.33) (-0.33) (0.43) (1.69) (1.09)

2056-
2100

7.8 14.9 18.2 30.2 26.9 49.4 104.2 46.8 27.8 8.6 9.2 8.6 
(0.76) (1.27) (0.56) (0.80) (0.51) (0.52) (0.29) (0.15) (-0.22) (0.56) (1.53) (0.87)

Table 4. Analysis of monthly average inflow at Yongdam Inflow point (unit : /sec)

Cas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RCP
4.5

2006-
2014 21.8 27.6 25.8 35.8 33.3 30.7 161.3 117.2 100.8 33.4 29.5 28.4 

2015-
2055

26.5 26.4 32.3 35.2 43.7 70.5 304.4 127.3 69.6 37.1 34.7 33.3 
(0.21) (-0.04) (0.25) (-0.02) (0.31) (1.29) (0.89) (0.09) (-0.31) (0.11) (0.18) (0.17)

2056-
2100

30.9 31.5 38.7 56.8 57.4 80.8 322.8 154.9 77.1 41.7 37.7 33.2 
(0.42) (0.14) (0.50) (0.59) (0.73) (1.63) (1.00) (0.32) (-0.24) (0.25) (0.28) (0.17)

RCP
8.5

2006-
2014 17.6 19.5 22.1 26.1 27.5 46.2 179.6 97.0 77.2 28.6 25.2 23.3 

2015-
2055

31.1 28.7 36.0 48.9 46.8 78.8 174.7 106.4 59.7 36.8 34.9 33.1 
(0.76) (0.47) (0.63) (0.87) (0.70) (0.70) (-0.03) (0.10) (-0.23) (0.29) (0.39) (0.42)

2056-
2100

28.5 39.9 39.6 51.0 47.8 63.2 191.8 85.3 62.4 34.1 32.7 29.6 
(0.76) (0.47) (0.63) (0.87) (0.70) (0.70) (-0.03) (0.10) (-0.23) (0.29) (0.39) (0.42)

Table 6. Analysis of monthly average inflow at Gongju point (unit : /sec)

Cas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RCP
4.5

2006-
2014 7.1 12.7 13.2 18.9 16.9 18.5 87.3 66.3 46.0 9.9 7.8 9.8 

2015-
2055

8.7 10.5 16.9 18.6 23.6 34.5 151.4 60.9 28.0 10.2 10.2 11.8 
(0.24) (-0.18) (0.28) (-0.01) (0.39) (0.86) (0.74) (-0.08) (-0.39) (0.03) (0.30) (0.20)

2056-
2100

10.9 12.7 19.1 29.3 28.8 42.2 141.8 70.1 31.9 11.8 10.6 10.7 
(0.54) (0.00) (0.44) (0.55) (0.70) (1.28) (0.62) (0.06) (-0.31) (0.19) (0.36) (0.09)

RCP
8.5

2006-
2014 5.6 8.5 12.1 14.9 16.9 26.2 95.0 53.0 38.9 8.7 6.3 6.6 

2015-
2055

12.0 12.0 18.4 26.1 24.4 41.9 92.4 58.2 27.7 12.4 11.9 12.8 
(1.15) (0.41) (0.51) (0.76) (0.44) (0.60) (-0.03) (0.10) (-0.29) (0.43) (0.89) (0.95)

2056-
2100

10.7 18.6 20.8 27.8 24.3 34.8 98.2 49.9 31.1 10.8 10.5 10.5 
(1.15) (0.41) (0.51) (0.76) (0.44) (0.60) (-0.03) (0.10) (-0.29) (0.43) (0.89) (0.95)

Table 5. Analysis of monthly average inflow at Daecheong Inflow point (unit :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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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RCP
4.5

2006-
2014 29.2 37.1 35.5 49.4 47.2 41.1 213.8 150.8 134.3 45.0 39.9 38.4 

2015-
2055

35.7 35.6 43.7 48.2 60.4 96.3 421.3 164.2 92.8 50.1 46.9 44.7 
(0.22) (-0.04) (0.23) (-0.02) (0.28) (1.34) (0.97) (0.09) (-0.31) (0.11) (0.17) (0.16)

2056-
2100

41.4 42.2 52.5 76.8 79.5 113.8 439.2 205.5 104.4 56.6 51.3 45.0 
(0.42) (0.14) (0.48) (0.55) (0.68) (1.77) (1.05) (0.36) (-0.22) (0.26) (0.29) (0.17)

RCP
8.5

2006-
2014 24.9 26.9 30.8 36.7 38.5 65.8 252.6 134.7 112.1 40.7 35.7 32.8 

2015-
2055

42.2 38.7 48.3 66.1 64.0 106.4 249.0 153.0 84.7 51.4 48.4 45.2 
(0.70) (0.44) (0.57) (0.80) (0.66) (0.62) (-0.01) (0.14) (-0.24) (0.26) (0.36) (0.38)

2056-
2100

39.0 53.4 53.3 71.5 65.8 89.7 276.0 124.2 88.8 48.2 45.6 40.9 
(0.57) (0.99) (0.73) (0.95) (0.71) (0.36) (0.09) (-0.08) (-0.21) (0.18) (0.28) (0.25)

Table 7. Analysis of monthly average inflow at Gyuam point (unit : /sec)

편재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수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거동

특성의 변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경

향이 미래에 현실화된다면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

는 체계로의 전환과 저수지군의 운영 룰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황곡선은 하천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유량의 크기와 순위백분율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수력에너지개발, 용수공

급, 관개계획 및 설계, 수질관리를 위한 수문학적인 연

구에 종종 사용되고 있다(Maidment, 1992). 유황곡선 

분석은 많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사례에 적

용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2007)은 오

염총량관리 유량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 

유황분석을 수행하였고 Kim et al.(2008)은 유황곡선

의 거동특성을 이용하여 유역관리모형인 SSARR 모
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Ryu et al.(2009)은 한강수

계를 대상으로 hedging rule을 이용한 댐 연계 운영 최

적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Ko et al.(2009)은 생태 수문

학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황변화분석을 적용하

였다. Kang et al.(2010)은 금강 유역의 댐과 물이용에 

의한 유황의 변동특성 분석을 통해 압력요인을 평가

하였고 Ahn et al.(2011)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되고 있는 다기능보와 관련하여 금강 

수계를 대상으로 댐과 보의 운영에 의한 하류 유황특

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황곡선의 거동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적용한 유황계수들은 식(6) (8)과 같이 

정의된다.

 

 (6)

 

 ;  

 (7)

 

 ;  

 (8)

여기서, , , , , , 는 유황기준

유량들로서 아래첨자는 연간유지일수를 나타낸다.
식(6)의 는 Lee et al.(1993)이 제안한 유황계수

로서 유황변화의 척도를 나타내며 하상계수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황계수 가 클수록 

유량의 변동이 크고, 작을수록 유량의 변동이 작아서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식(7)의 , 는 Park(2003)
이 제안한 홍수계수와 풍수계수로서 1 이상의 값을 가

지며 이 값이 작을수록 풍수량 이나 홍수량 이 

평수량 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되어 평수량 이상

의 하천 유량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나타낸다. 
홍수계수 와 풍수계수 의 값이 클수록 홍수량 

이나 풍수량 은 평수량 에 상대적으로 가

깝기 때문에 큰 홍수사상의 유량크기가 풍수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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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ngdam Inflow (b) Daecheong Inflow

(c) Gongju (d) Gyuam 

Fig. 6. Flow duration curve.

크기와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8)의 

,  역시 Park(2003)이 제안한 저수계수와 갈수

계수로서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저수계수와 갈수계수

는 하천의 저수량 과 갈수량 을 평수량 

에 대한 비율로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하천

의 수자원개발 및 관리와 하천생태환경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저수계수 와 갈수계수 가 클수

록 저수량 과 갈수량 의 크기가 평수량 

의 크기와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은 각 주요지점별 유황분석 결과이다. Table 

8과 9는 각각 각종 유황계수들과 유황기준유량들을 

정리한 것으로, Table 8의 결과를 보면 RCP 8.5의 경

우, RCP 4.5 경우 보다 작은 유황계수 결과를 도

출하였으며, Gyuam 지점에서 19.7로 가장 작게 산정

되었다. 하류지역보다 상류지역에서 유황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천 수량의 상태 변화가 점점 증가

되어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RCP 4.5 시
나리오가 RCP 8.5에 비해 저수계수와 갈수계수에서

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수

계수 와 풍수계수 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유황분석 결과를 도시한 Fig. 6의 0 30% 사이에

서도 같은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6~2014년 관측 자료로 분석된 유황과 비교해볼 

때, RCP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는 전반적인 유황이 증

가하였고, RCP 4.5에 비해 RCP 8.5의 경우, 홍수기에 

유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9를 볼 

때 극한사상의 유량() 발생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기에 유량을 담수하여 농번기에 활용하는 우리

나라의 이수 특성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 예측을 충분

히 수행하여, 장기적인 미래 댐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안정민 정강영 김경훈 권헌각 양득석 신동석

Point Scenarios     

Yongdam Inflow
RCP 4.5 108.2 59.7 2.3 0.5 0.2

RCP 8.5 129.1 69.9 2.3 0.4 0.1

Daecheong Inflow
RCP 4.5 52.5 68.9 2.0 0.6 0.4

RCP 8.5 41.2 51.3 1.9 0.6 0.3

Gongju
RCP 4.5 27.7 47.6 1.5 0.7 0.5

RCP 8.5 19.1 34.6 1.5 0.8 0.6

Gyuam
RCP 4.5 27.7 47.7 1.4 0.7 0.5

RCP 8.5 19.7 34.6 1.5 0.8 0.5

Table 8. Coefficient of flow regime characteristics calculated at each point

Point Scenarios      

Yongdam Inflow
RCP 4.5 680.7 202.7 25.7 11.4 5.3 1.9

RCP 8.5 692.9 181.4 22.4 9.9 4.1 1.4

Daecheong Inflow
RCP 4.5 797.5 226.3 23.4 11.6 7.0 4.3

RCP 8.5 623.6 172.2 22.8 12.1 7.2 4.2

Gongju
RCP 4.5 1,534.1 484.2 46.8 32.2 23.6 17.5

RCP 8.5 1,034.2 320.5 43.4 29.9 22.8 16.8

Gyuam
RCP 4.5 2,102.1 647.8 63.9 44.1 32.1 23.4

RCP 8.5 1,440.5 450.5 61.2 41.7 31.5 22.8

Table 9. Analysis for the duration curve at each point ( /sec)

미래의 수문환경 자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

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

한 시기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

도 한계성과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수학 통계적

인 기법과 몇 가지 인자만을 가지고 복잡한 현실의 세

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정확한 예측

은 어렵다. 하지만 차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명

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문환경의 전반적

인 변화에 따른 유출·영향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고 향후 수자원 분배와 물 자원 관리 등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006부터 2100년까지의 미

래 금강유역의 유역유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량의 증가경향이 예측되었다. 홍수기시 상류지역

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더 많

은 증가량이 예상되었고, 하류지역에서는 RCP 4.5 시
나리오에서 더 많은 증가량이 예상되었다.

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월 댐 유입유량을 분석한 

결과, 홍수기인 7 9월의 유입량 증분 보다 10 4월
의 유입량 증분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물 순환 

체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과는 

다른 계절적 특성의 출현과 함께 가용수자원의 편재

현상에 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에서 저수계수와 

갈수계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RCP 4.5 시나리오에서 홍수계수 와 풍

수계수 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홍수기에 유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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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변화된 하천환경의 정량적 검토를 위해서

는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수치모의

와 관련한 관측 자료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댐과 새로 건설된 다

기능보를 포함한 유역유출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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