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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future inundation risk of farmlan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and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6). In this study, future weather data based on CMIP5 and CMIP6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were collected, and inundation was simulated using the river modeling system for small agricultural watershed (RMS) and 

GATE2018 in the Tanjung district of the Moohan stream watershed. Although the average probable rainfall of CMIP5 and CMIP6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probability rainfa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was significantly 

larger in CMIP6. The results of the flood discharge calculation and the inundation risk assessment showed similar to trends to those of probability 

rainfall calculations. The risk of inundation in the future period was found to increase in all sub-watersheds, and the risk of inundation has been 

analyzed to increase significantly, especially if CMIP6 data ar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limate change effects by utilizing 

CMIP6-based future weather data when designing and reinforcing water structures in agricultural area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utilizing CMIP6-based future weath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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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태풍 등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 (Jun et al., 2019a; Jun et al., 2018; Jun et al., 2013). 

농촌유역은 도시유역에 비해 홍수 저감 대책이 미흡하여 매

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기후변화의 지속적

인 영향으로 침수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유역

의 미래 침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상자료

를 이용한 정략적인 미래 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에 대해 5차 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AR5)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IPCC는 기존 RCP 시나리오에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가로 고려한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 (SSP) 시나리오 기반의 6차 평가보고서 

(AR6) 발간을 앞두고 있다. IPCC의 AR5 보고서에는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를 통해 제공

된 미래 전망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IPCC AR6에 

활용된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6)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공개된 CMIP6 

기반의 미래 기상 자료를 활용한 미래 홍수/침수 위험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한 자연의 수문현상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는 유역특성 및 모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Kang et al., 2016). 농촌유역은 농업용 저수지, 양⋅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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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농업용 수리구조물이 유역의 수문순환에 영향을 미

쳐 도시 및 자연유역 등 타 유역과는 다른 수문순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농촌유역의 수문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농

촌유역의 물순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

해야 한다. River Modeling System for small agricultural 

watershed (RMS)와 배수갑문능력검토 시스템 (GATE2018)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기술정보시스템으로, 우리나라 

농촌유역의 수리⋅수문 특성을 반영하여 수문현상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각 시스템에는 농촌유역에 산재한 농업

용 저수지, 배수장 및 배수문 등 농업용 수리구조물의 수리⋅

수문 알고리즘이 내제되어 있어 연구의 목적으로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에서 농경지 침수 해석에 주

로 활용되고 있는 HEC-RAS의 경우 하천의 홍수위 해석 및 

홍수범람에 의한 침수 해석을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다양한 

수리시설물이 산재한 농촌유역의 수문기작을 반영한 침수 해

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경지 홍수/침수 해석을 위해 

개발된 RMS 및 GATE2018을 활용한 농촌유역의 침수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경지 침수 위험도 예측을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

었다. Jun et al. (2019a)은 배수지연을 고려한 논 지구의 범용 

침수 모의 기법을 개발하고,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Kim et al. (2020)은 Jun et al. (2019a)이 개발한 

범용 침수 모의 기법을 이용하여 농촌유역 침수 DB 구축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s River 

Analysis System (HEC-RAS)은 농경지 침수 관련 연구에 다양

하게 이용되어 왔다. Jun el al. (2018)은 HEC-RAS의 2차원 

모의 기능을 이용하여 1차/2차원을 연계한 농경지 침수 모의

를 수행한 바 있다. Shin et al. (2016)과 Jun et al. (2019b)은 

미계측 농경지 침수 해석을 위한 미계측 하천 단면 추정 기법

을 개발 및 개선하고, HEC-RAS를 이용해 적용성을 분석하였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GATE2018 이용한 농경지 침

수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다. Lee (2019)는 GATE2018을 

이용하여 예보강우의 시간분포에 따른 침수 확률은 산정하였

다. Hwang et al. (2012a)은 GATE2018의 이전버전인 

GATE2012를 이용하여 고정시간 및 임의시간 강우량 선택에 

따른 농경지의 배수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Jeong et al. (2010)

은 GATE2018의 전신인 GATE_Pro를 이용하여 간척지 논의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한 농촌유역 

홍수 관련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다. Jun et al. (2020)은 

CMIP5 기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둑높이기 농업용 저수

지의 미래 홍수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미래기간에 홍수위험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Ryu et al. (2017)은 CMIP5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적용하여 HEC-RAS를 이용한 청미천 

인근의 농경지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미래 기간으로 갈

수록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un et al., 

(2013)은 CMIP5 기반 미래기상자료를 기반으로 둑높이기 저

수지의 미래 홍수조절율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CMIP6 기반

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khrel et al. (2020)은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하여 HEC-RAS 모형을 통해 North Carolina에 위치한 

Neuse강의 미래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Xin et al. (2020)

은 CMIP6와 CMIP5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통해 중국과 동

아시아의 여름 장마 기간의 강수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최근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유역 홍

수 예측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의 미래 홍수/침수 위험도 관련 연구는 대부

분 CMIP5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해 수행되어 왔으며,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는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CMIP6 자료를 이용한 농촌유역 침수 관련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한 농촌유역 미래 침수 

분석을 수행하고, CMIP5 기반 연구 결과와의 정량적인 비교

를 통해 CMIP6 기반 미래기상자료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IP5 및 CMIP6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기반 미래기상자료를 수집하여 무한천 유역의 탄중지

구를 대상으로 RMS 및 GATE2018을 이용해 미래 침수 모의

를 수행하고,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CMIP5와 CMIP6의 적용

에 따른 미래 농경지 침수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Fig. 1은 간략한 본 연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CMIP5 및 CMIP6 기반의 GCM 자료들을 수집하고, 

Simple Quantile Mapping (SQ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편의보정된 자료는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

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CMIP5와 CMIP6의 GCM들 

중에서 최대 및 최소의 확률강우량을 가지는 GCM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RMS를 이용해 설계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설

계홍수량을 GATE2018에 입력하여 대상지구의 침수심, 침수

시간 등의 침수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MIP5와 CMIP6 기반 미래 기상 자료의 특성을 비교 및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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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유역 선정 및 기초자료 구축

가. 대상유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예당저수지 하류 무한천 인근에 위치한 탄

중지구를 연구 대상지구로로 선정하였다. Fig. 2는 대상지구

의 위치 및 유역도를 나타내고 있다. 탄중지구는 충청남도 예

산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경사가 완만하고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중지

구는 3개의 유역 (WS#1, WS#2 및 WS#3)으로 나누어지며, 

유역 홍수량은 유역 내 배수지선 및 배수지거 등 독립된 배수

계통을 따라 배수 본천인 무한천으로 배제되고 있다. 유역의 

말단에는 탄중배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나. 유역 특성자료 구축

탄중지구의 수문 분석을 위해 유역면적, CN, 도달시간, 저

류상수 등 유역 특성자료를 구축하였다. 유역특성자료는 탄

중지구 배수개선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탄중지

구의 유역면적은 1,482 ha로, WS#1, WS#2 및 WS#3의 유역면

적은 각각 1,250 ha, 76 ha 및 156 ha이다. 유역의 토지이용은 

논이 672 ha (45%)로서 가장 많고, 밭 364 ha (25%), 시설재배

지 233 ha (16%), 임야 34 ha (2%) 및 기타 180 ha (13%)로 

논, 밭 및 시설재배지가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탄중지구는 배수계통과 수문학적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3

개의 대유역과 133개의 소유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유역

별 홍수량 계산을 위한 CN,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 자료를 구

축하였다. 경사지와 평야부의 도달시간은 California 도로국 

공식과 배수로 평균허용유속 공식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농

경지 침수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

하여 CN은 AMC III 조건일 때의 값을 사용하였다.

다. 농업용 수리구조물 특성자료 구축

탄중지구의 배수개선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농업용 수리

구조물 특성자료를 구축하였다. 탄중지구는 3개의 유역으로 

구분되며, WS#1과 WS#2은 종경배수장 (23 m³/s), WS#3은 탄

중배수장 (2.5 m³/s)을 통하여 배수본천인 무한천으로 과잉수

를 배제하고 있다. 배수문은 WS#1과 WS#2에 인양비 배수문 

Fig. 2 Location and watershed of the study district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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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련 (2.5 × 2.5 m)이 설치되어 있으며, WS#3에는 인양비 배수문 

2련 (2.5 × 2.5 m)이 설치되어 있다. WS#3의 초과 잉여수량은 

WS#1, WS#2의 종경배수장으로 배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기후변화자료 구축

가. 자료 수집 및 편의보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집가능한 CMIP5 및 CMIP6 기반의 

GCM 미래기상자료들을 수집하였다. Table 1과 같이 CMIP5 

및 CMIP6 기반의 GCM은 각각 29개 및 19개이다. 이중 상호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관에서 생성되었으며 미래 전 기간에 

대해서 자료가 존재하는 GCM을 CMIP5와 CMIP6에 대하여 

각각 14개 및 12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GCM 기반의 24시간 

단위 미래강우자료를 수집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통계

적 상세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30년 이상의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60개 종관기상관측소 지점을 사용하였다. 전국 60

개 종관기상관측소의 관측값과 GCM 사이의 월별 편의 (bias)

에 대해 비모수적 방법으로 평균과 분포를 동시에 보정하는 

SQM 기법을 적용하여 미래 기상자료를 생산하였다 (Ch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CMIP5 RCP8.5 시나리오와 CMIP6 SSP585 

시나리오 기반으로 생성된 미래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과

거 기상자료는 1980∼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래 기상

Institution CMIP5 CMIP6 Selection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CC-CSM1-1

BCC-CSM1-1-m

BCC-CSM2-MR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CanESM2 CanESM5 Selected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CCSM4

CESM1-BGC

CESM1-CAM5

Centro Euro-Mediterraneo per I Cambiamenti Climatici
CMCC-CM

CMCC-CMS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
CNRM-CM5 CNRM-CM6-1

CNRM-ESM2-1

Selected

Selected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Queensland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CSIRO-Mk3-6-0 ACCESS-CM2

ACCESS-ESM1-5

Selected

Selected

LASG,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FGOALS-g2

FGOALS-s2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GFDL-CM3

GFDL-ESM2G

GFDL-ESM2M GFDL-ESM4

GFDL-CM4

Selected

Selected

Met Office Hadley Centre
HadGEM2-AO

HadGEM2-CC

HadGEM2-ES

HadGEM3-GC31-LL

UKESM1-0-LL Selected

Selected

Selected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INM-CM4 INM-CM4-8

INM-CM5-0

Selected

Selected

Institut Pierre-Simon Laplace

IPSL-CM5A-LR

IPSL-CM5A-MR

IPSL-CM5B-LR

IPSL-CM6A-LR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and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MIROC-ESM-CHEM

MIROC-ESM

MIROC5

MIROC6 Selected

Selected

Selected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MPI-ESM-LR

MPI-ESM-MR

MPI-ESM1-2-HR

MPI-ESM1-2-LR

Selected

Selected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CGCM3 MRI-ESM2-0

Norwegian Climate Centre
NorESM1-M NorESM2-LM

NorESM2-MM

Table 1 Characteristics for the selected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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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2020∼2100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상자료는 1980∼

2019년 (1995s), 2010∼2039년 (2025s), 2040∼2069년 (2055s) 

및 2070∼2099년 (2085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나. 확률강우량 산정

확률강우량의 산정을 위해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FARD2006 (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2006)을 사용

하였다. FARD2006은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

에 따라 다양한 분포형의 추정이 가능하며 각각의 추정 방법

에 따른 분포형의 다양한 적합도 검정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여 강우빈도해석 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Hwang et al., 2012b). 

본 연구에서는 확률강우량 추정을 위한 매개변수 추정에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사용하였고, 확률분포형은 GEV 분포형

을 사용하였다. 확률강우량의 재현기간은 200년 및 500년 빈

도를 선택하였으며, 강우지속시간은 미래강우자료의 최소단

위인 24시간을 채택하였다. 확률강우량은 CMIP5 및 CMIP6 

기반으로 각각 4개의 기간 (1995s, 2025s, 2055s 및 2085s)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다. GCM 선정 및 입력자료 구축

CMIP5 및 CMIP6 기반 미래강우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MIP5 및 CMIP6의 GCM 중 최대 및 최소의 확률강우

량을 가지는 GCM을 각각 선정하여 미래 농경지 침수 해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집가능한 GCM에서 제공

하는 미래 강우량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침수의 범위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Phase별 최대 및 최소 확률강우량을 가지는 

GCM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총 26개의 GCM 중 4개의 GCM

을 이용해 대상지구의 침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강우량은 강우량의 총 합으로 설계홍수량 산정 및 농

경지 침수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우의 시간분해를 수

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시간분포로 널리 적용되

고 있는 Huff 분포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시간단위로 분해

하였다. Huff 분포 적용을 위한 매개변수는 환경부 (2019)가 

발표한 각 기상관측소별 Huff 분포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분

위는 3분위값을 사용하였다.

3. 미래 침수 위험도 평가

가. 홍수량 산정

RMS는 농업소유역의 홍수량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농촌유역 치수계획 수립 시 논에서의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배수시설물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RMS에

서 유효우량은 NRCS방법을 이용해 계산하고 있으며, 홍수량

은 단위도법을 이용해 산정하고 있다. RMS에서는 유역을 일

반유역과 논유역으로 구분하여 홍수량을 산정하며, 논 유역

은 유역내의 토지이용이 모두 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역

을 뜻한다. 일반유역과 논 유역의 홍수량은 각각 NRCS 단위

도법과 Clark 단위도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RMS에서는 홍

수 추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홍수 계산 지점에서 각 소유역

의 홍수량이 직접 합성되며, 홍수 추적을 적용할 경우 단순지

체 및 Muskingum 방법 중에 홍수 추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MS를 이용하여 과거기간 및 CMIP5 및 

CMIP6 기반의 미래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대상지구의 특성

자료와 시간분해된 확률강우량을 RMS에 입력하여 4개의 기

간별 200년 및 500년 빈도 홍수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홍수량 

산정 결과는 농경지 침수 위험도 분석을 위한 GATE2018의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농경지 침수 위험도 분석

농경지 침수 위험도 분석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GATE2018을 이용하였다. 최근 저수지 붕괴나 하천 범람 등

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에 관한 연구에는 2차원 수리해석 모형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ee et al., 2019; Jun et al., 2018). 

2차원 수리해석의 경우 홍수파에 의한 유체의 흐름 해석에는 

용이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기작을 가지는 배수지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해석에 적용하기에는 자료 구축 및 모의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침수특성을 분석하고자 물수지 

방정식에 기초해 농경지 침수 모의를 위해 개발된 GATE2018

을 이용해 농경지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다. GATE2018은 배

수개선사업 계획지구 내 기존시설물의 능력을 검토하거나 새

로운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사업지

구 내 침수형태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물 (배수문, 배수

갑문 및 배수장)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GATE2018에서 침수분석은 유역내 홍수량의 저류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물수지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이 이루어진다. 

물수지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은 전시간의 순간유입량 (m3/s), 는 다음시간

의 순간유입량 (m3/s), 은 전시간의 순간유출량 (m3/s), 

는 다음시간의 순간유출량 (m3/s), ∆는 ∆시간의 저류량 

(m3), ∆는 시간간격 (sec, hr)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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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2018에서는 농업용 배수 구조물별 수위에 따른 배수

량 계산이 가능하다. 구조물은 인양비, 자동비, 암거 (Box), 

잠관 (원형), 물넘이, 암거 (원형), 펌프게이트 및 토공 (제형)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배수구조물 입력 창에서 구조

물을 선택하고 필요한 제원을 각각 입력할 수 있다. GATAE2018

에는 구조물별 수위에 따른 배수량 함수가 내재되어 있어 시

간별 내/외수위 변화에 따른 배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IP5 및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바탕으로 RMS를 이용해 계산한 홍수량을 GATE2018에 입력

하여 탄중지구의 미래 침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침수 해석을 

위한 외수위는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

준 홍수위를 적용하였으며, 침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

별 침수심, 침수시간을 추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 (MAFRA, 2018)에서는 배수개선사업 수행 시 20년 빈도 

임의지속시간 48시간 강우량에 대하여 관수 (70 cm)가 발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허용담수심 (30 cm)심 

이하가 되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탄중지구의 미

래 침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기후변화자료 분석 결과

가.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CMIP5 및 CMIP6의 GCM 기반으로 생성된 미래강우자료

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Table 2는 CMIP5 및 

CMIP6 기반 GCM 각각 14개 및 12개의 미래기상자료를 이용

하여 산정한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Fig. 3은 확률강우량의 box plot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의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2025s를 제외한 2055s 및 

2085s에서는 CMIP6 기반의 확률강우량 평균값이 CMIP5 기

반의 확률강우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또한 

2025s를 제외한 전기간에서 CMIP6가 CMIP5에 비해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CM별 확률강우량의 최댓값은 모

든 기간에서 CMIP6가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솟값의 경우 2085s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CMIP6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ig. 3의 box plot을 

살펴보면 1분위 및 3분위 값의 범위는 모든 기간에서 CMIP5

가 CMIP6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MIP6 기반

의 GCM들이 CMIP5 기반의 GCM들에 비해 대체로 좁은 범

위의 확률강우량을 나타냈지만, 확률강우량의 최솟값 및 최

댓값은 CMIP5에 비해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85s에서 CMIP6 기반의 GCM 중 확률강우량의 최댓값

은 box plot의 바깥쪽에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확률강우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확률강우량의 

평균값은 CMIP5와 CMIP6 모두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점진적

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강우량의 표준편차 또한 

CMIP5와 CMIP6 모두 2085s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확

률강우량 최댓값은 CMIP5 및 CMIP6 모두 2085s에서 기록했

으며, 최숫값은 각각 다른 기간에 나타났다. 

나. GCM 선정 및 강우의 시간분포 적용

대상유역의 미래 침수 위험도 평가를 위해 CMIP5와 

CMIP6의 GCM 중 최소와 최대의 확률강우량을 가지는 GCM

을 각각 선정하였다. Table 3은 GCM 선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MIP5 기반의 GCM 중 확률강우량 최댓값 및 최솟값을 

가지는 GCM은 각각 CanESM2 및 INM-CM4으로 나타났으

며, CMIP6 기반의 GCM은 각각 UKESM1-0-LL 및 INM- 

CM5-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GCM별로 산정된 

Period 2025s 2055s 2085s

Phase CMIP5 CMIP6 CMIP5 CMIP6 CMIP5 CMIP6

Average (mm) 424.0 405.3 437.3 445.9 473.0 478.3

Standard deviation (mm)  78.8  63.9  66.6  76.0  98.4 120.6

Maximum (mm) 551.4 556.2 527.3 568.0 606.0 762.3

Minimum (mm) 306.9 300.2 325.2 282.5 266.6 319.2

Table 2 Future probable rainfalls by periods and phases (200-year frequency)

Fig. 3 Box plots of future probable rainfalls by periods and phases

(200-yea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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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강우량에 Huff 분포를 적용하여 1시간 단위 강우량으로 

시간분해하여 농경지 침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2. 미래 침수 위험도 평가

가. 소유역별 홍수량 산정 결과

선정된 CMIP5 및 CMIP6 GCM 기반의 200년 및 500년 빈

도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여 탄중지구의 소유역별 홍수량을 산

정하였다. Table 4, Fig. 4 및 Fig. 5는 홍수량 산정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설계홍수량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댓값을 가지는 

GCM의 경우 미래 전기간의 설계홍수량이 과거기간에 비해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85s에서 가장 큰 설계

홍수량을 기록했다. 최솟값을 가지는 GCM의 경우 CMIP5는 

2085s에 과거기간 (1995s)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CMIP6

는 2025s 및 2055s에 1995s보다 작은 값을 기록했다.

최대 및 최소 GCM 사이의 설계홍수량 차이는 확률강우량

과 마찬가지로 CMIP6가 CMIP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MIP6의 최대 GCM에 의한 설계홍수량은 과거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85s의 최솟값

이 1995s의 설계홍수량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기간에는 설계홍수량이 증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수 농촌유역 홍수/침수 대책 수립 

Period Phase Return period (yr) GCM
Watershed

WS#1 (m3/s) WS#2 (m3/s) WS#3 (m3/s)

1995s -
200 - 73.1 0.4 4.5

500 - 81.6 0.4 5.0

2025s

CMIP5

200
CanESM2 (Max) 93.4 0.5 5.7

INM-CM4 (Min) 73.6 0.4 4.5

500
CanESM2 (Max) 104.7 0.6 6.4

INM-CM4 (Min) 82.5 0.5 5.0

CMIP6

200
UKESM1-0-LL (Max) 118.5 0.6 7.2

INM-CM5-0 (Min) 63.3 0.3 3.9

500
UKESM1-0-LL (Max) 133.9 0.7 8.2

INM-CM5-0 (Min) 71.2 0.4 4.4

2055s

CMIP5

200
CanESM2 (Max) 111.1 0.6 6.8

INM-CM4 (Min) 73.9 0.4 4.5

500
CanESM2 (Max) 124.9 0.7 7.6

INM-CM4 (Min) 82.5 0.5 5.0

CMIP6

200
UKESM1-0-LL (Max) 121.0 0.7 7.4

INM-CM5-0 (Min) 59.5 0.3 3.7

500
UKESM1-0-LL (Max) 136.5 0.7 8.3

INM-CM5-0 (Min) 66.7 0.4 4.1

2085s

CMIP5

200
CanESM2 (Max) 129.2 0.7 7.9

INM-CM4 (Min) 56.1 0.3 3.4

500
CanESM2 (Max) 145.1 0.8 8.8

INM-CM4 (Min) 61.7 0.3 3.8

CMIP6

200
UKESM1-0-LL (Max) 162.7 0.9 9.9

INM-CM5-0 (Min) 85.6 0.5 5.2

500
UKESM1-0-LL (Max) 184.4 1.0 11.2

INM-CM5-0 (Min) 96.4 0.5 5.9

Table 4 Peak discharges of maximum and minimum GCMs for CMIP5 and CMIP6

Phase Scenario
GCM

Max Min

CMIP5 RCP8.5 CanESM2 INM-CM4

CMIP6 SSP585 UKESM1-0-LL INM-CM5-0

Table 3 Selected GCMs from CMIP5 and CMI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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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WS#1의 2025s 기간 홍수수문곡선을 나타내고 있으

며, CMIP5와 CMIP6의 시간별 강수량 및 홍수량 차이를 도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년 빈도와 500년 빈도 모두 CMIP6

의 최대 및 최소 GCM에 의한 홍수량 차이가 CMIP5의 최대 

및 최소 GCM에 의한 홍수량 차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농경지 침수 위험도 평가

소유역별 홍수량 산정 결과를 GATE2018에 입력하여 소유

역별 침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5은 소유역별 

CMIP5 및 CMIP6의 최대/최소 GCM 적용에 따른 침수심 및 

침수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7 및 Fig. 8은 기간별 침수

심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침수시

간은 침수심이 30 cm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앞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한 침수기

준에 비추어 볼 때, 소유역별 침수위험도는 WS#1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S#3은 모든 경우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S#1의 경우 200년 및 500년 빈도 

강우 발생 시 전기간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수

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S#2의 

경우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이 최대값을 기록한 2085s에서만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

Fig. 4 Peak discharge for WS#1 by periods and phases (200-year

frequency flood)

  
Fig. 5 Peak discharge for WS#1 by periods and phases (500-year

frequency flood)

(a) CMIP5 (200 yr) (b) CMIP5 (500 yr)

(c) CMIP6 (200 yr) (d) CMIP6 (500 yr)

Fig. 6 Hydrographs for WS#1 by phases (20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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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중지구의 경우 모든 소유역에서 침

수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나타나 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별 침수모의 결과는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 산정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최대 침수심의 경우 CMIP5와 

CMIP6 모두 2085s에서 나타났으며, CMIP5와 CMIP6의 최소 

Period Phase
Return 

period (yr)
GCM

Watershed

WS#1 WS#2 WS#3

Depth

(cm)

Duration

(hr)

Depth

(cm)

Duration

(hr)

Depth

(cm)

Duration

(hr)

1995s -
200 - 96 13 11 0 0 0

500 - 107 13 21 0 0 0

2025s

CMIP5

200
CanESM2 (Max) 117 14 32 8 8 0

INM-CM4 (Min) 97 13 12 0 0 0

500
CanESM2 (Max) 126 15 43 10 16 0

INM-CM4 (Min) 108 13 22 0 0 0

CMIP6

200
UKESM1-0-LL (Max) 135 16 54 11 25 0

INM-CM5-0 (Min) 80 12 0 0 0 0

500
UKESM1-0-LL (Max) 145 18 65 13 34 3

INM-CM5-0 (Min) 93 12 9 0 0 0

2055s

CMIP5

200
CanESM2 (Max) 130 16 48 10 20 0

INM-CM4 (Min) 98 13 12 0 0 0

500
CanESM2 (Max) 140 17 59 12 29 0

INM-CM4 (Min) 108 13 22 0 0 0

CMIP6

200
UKESM1-0-LL (Max) 137 16 56 12 26 0

INM-CM5-0 (Min) 73 10 0 0 0 0

500
UKESM1-0-LL (Max) 146 18 67 13 36 3

INM-CM5-0 (Min) 86 12 3 0 0 0

2085s

CMIP5

200
CanESM2 (Max) 142 18 62 12 31 1

INM-CM4 (Min) 66 10 0 0 0 0

500
CanESM2 (Max) 150 18 72 13 41 7

INM-CM4 (Min) 77 11 0 0 0 0

CMIP6

200
UKESM1-0-LL (Max) 159 20 82 15 50 9

INM-CM5-0 (Min) 111 13 25 0 2 0

500
UKESM1-0-LL (Max) 171 21 94 15 61 11

INM-CM5-0 (Min) 120 15 35 9 10 0

Table 5 Inundation characteristics of maximum and minimum GCMs for CMIP5 and CMIP6

Fig. 7 Inundation depth for WS#1 by periods (200-year frequency

flood)

  
Fig. 8 Inundation depth for WS#1 by periods (500-year frequency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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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심은 각각 2085s와 2055s에서 기록했다. 최대 GCM에 의

한 침수심은 모든 미래 기간에서 1995s에 비해 큰 값을 기록

했으며, 미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소 GCM에 의한 침수심은 CMIP5는 2025s와 2055s에서, 

CMIP6는 2085s에서 과거기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 및 최소 GCM에 의한 침수심의 차이는 CMIP6가 CMIP5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9는 WS#1의 2025s 기간의 

시나리오별 내/외수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CMIP5 및 

CMIP6 최대 및 최소 시나리오에 의한 시간별 강수량에 따른 

내/외수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저답고, 침수위 및 관수

위를 그래프에 함께 표시하였다. 2025s에서는 CMIP6 500년 

빈도 최대 GCM을 제외하고는 침수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지구의 침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MIP6에 의한 침수 위험도가 CMIP5에 의한 

침수 위험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배

수개선 사업 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CMIP6를 자료를 이

용한 설계수문량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순환 연구에 CMIP6 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MIP5 및 CMIP6 GCM 기반 미래기상자료

를 수집하여 무한천 유역의 탄중지구를 대상으로 RMS 및 

GATE2018을 이용해 미래 침수 모의를 수행하고, 모의 결과

를 바탕으로 CMIP5와 CMIP6의 적용에 따른 미래 농경지 침

수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수집가능한 CMIP5 및 

CMIP6 기반의 GCM 각각 14개 및 12개 자료를 수집하여 확

률강우량 및 홍수량을 산정하고 침수 모의를 수행하였다.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 CMIP5와 CMIP6의 평균값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CMIP6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량 산정 결과와 침수 위험도 평가 

결과는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의 침수 위험도는 모든 소유역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MIP6 자료를 사용한 경우 

침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

후 농촌유역 수공구조물의 설계 및 보강 계획 시, CMIP6 기반

의 미래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MIP6 기반의 미래기상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서는 하나의 대상유역에 적용하여 CMIP6 기반 GCM 자료의 

(a) CMIP5 (200 yr) (b) CMIP5 (500 yr)

(c) CMIP6 (200 yr) (d) CMIP6 (500 yr)

Fig. 9 Water level changes for WS#1 by phases (20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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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했으며, 향후 다양한 유역에 적용하여 유역 특성

에 따른 CMIP6 자료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

프로그램들은 향후 다양한 농촌유역 수문 관련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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