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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with extreme hydrological events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rn for agricultural 
water systems. Climate change affects not only irrigation availability but also agricultural water 
requirement. In response, adaptation strategies with soft and hard options have been considered 
to mitigate the impacts from climate change. However, their implementation has become 
progressively challenging and complex due to the interconne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with 
socio-economic change in agricultural circumstances, and this can generate more uncertainty 
and complexity in the adaptive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water system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system in Seongju dam watershed in Seonju-gun, 
Gyeongbuk in South Korea.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system disturbances. Climate variation 
and socio-economic components with historical and forecast data were investigated Then, as the 
second step, problematic trends of the critical performance were identified for the historical and 
future climate scenarios. As the third step, a system structure was built with a dynamic hypothesis 
(causal loop diagram) to understand Seongju water system features and interactions with multiple 
feedbacks across system components in water, agriculture, and socio-economic sectors related 
to the case study water system. Then, as the fourth step, a mathematical SD (system dynamics)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dynamic hypothesis, including sub-models related to dam 
reservoir, irrigation channel, irrigation demand, farming income, and labor force, and the fidelity 
of the SD model to the Seongju water system was checked.

Keywords: agricultural water system, climate change, HOMWRS, system dynamics, 
water management

Introduction
농업용수 시스템은 최근 기온상승 및 강수량 편차, 극한 수문사상 등을 동반하는 기후변화
로 인해 상당한 취약성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과거 100년동
안 약 0.74℃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세기 후반에는 적어도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PCC, 2007; Wang et al., 2013; Pachauri et al., 2014). 이러한 기온 변화는 농업환
경에 미치는 기후 및 수문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농업용수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
(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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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강수패턴은 시공간적으로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achauri et al., 2014). 
이는 지구의 기온상승이 농업부분의 수자원 이용 가능량, 하천 유출량, 극한 수문사상 발생 등에 영향을 주고
(Vrochidou et al., 2013; Nam et al., 2015; Ronco et al., 2017),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시스템의 물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심
각한 불균형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glesias and Garrote 2015; Nunes et al., 2017).
농업용수 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수원, 물 재이용, 관개 스케쥴 조정, 작물 다양성 등 
다양한 전략들이 고려되어 왔다(Palombi and Sessa, 2013; Chartzoulakis and Bertaki, 2015; Iglesias and Garrote, 2015). 
그러나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Rosenzweig 
et al., 2004; Iglesias and Garrote, 2015).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예측에는 기후 자체의 변동성과 임의성, 기후변화 과정
의 이해, 기후 분석 모델링 및 파라메터 산정 등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이 내포해 있다(Quiggin, 2008; Shin 
and Park, 2018). 지난 몇 십년간 기후 모델링 기법의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불확실
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Koutsoyiannis et al., 2008). 따라서 기후변화 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불확
실성으로 인해 많은 적응전략들에 대한 준비는 다소 더딘 상황이다(Mortazavi et al., 2015). 게다가 농업용수 시스템
은 환경, 사회, 경제, 식량안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상호 작용하고 있다(Arnott et al., 2016; Rahman et al. 2017). 농
업용수 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상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들의 요소들 변화에 의해서도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Schaldach et al., 2012; Arnott et al., 2016; Bizikova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용수 시스템의 기
후변화 적응전략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기대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최적 대안을 준비하는 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좀 더 효
과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Bizikova et al., 2019).

Materials and Methods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HOMWRS)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이하 HOMWRS)은 국내 농업용수 시스템 설계 및 관
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역 유입량, 관개 필요수량, 저수지 물수지 분석 및 단위용수량 산정 등이 통합
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OMWRS는 Fig. 1과 같이 기후요소들과 유역면적 등의 입력 파라미터와 함께 
수정 3단 탱크모형을 이용하여 저수지 유입량을 산정한다.
탱크모형은 기본적으로 유역을 오리피스의 유출공을 가진 다수의 저류형 탱크를 선형 또는 비선형적으로 조합
하여 강우로부터 유역 유출 유량을 산정한다. 또한, HOMWRS는 작물계수, 관개면적 등의 입력 파라미터와 함께 
Penman과 Penman-Monteith식(KRC, 2010; Yoon et al., 2019)을 이용하여 논과 밭에 대한 일별 관개 필요수량을 산정
한다. 따라서 HOMWRS는 저수지 유입량과 관개 수요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수지 농업용수 가용
량과 전체 관개 필요수량과의 물수지를 평가한다. HOMWRS는 물수지 분석에 있어서 수력발전, 환경유지용수, 가
정용수 등 관개 목적 외의 용수량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에는 농작물 수익, 농
업 종사자 등 사회경제 요소 변화에 의해 관개 면적 및 작물품종 등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관개 필요수량 산정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MWRS는 저수지 물수지 분석에 있어서 관개면적 및 작물 품종변화에 따른 관개 
필요수량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후 및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농업용수 시스템 
성능과 적응대안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복잡계의 문제이다. 이는 기후 및 사회경제, 농업용수 시스템 요
소 간 복잡한 피드백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내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은 물수지 분
석 결과와는 다른 거시적 관점에서 창발 될 수 있는 거시적인 새로운 시스템 거동을 유발한다.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8(2) June 2021 313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system dynamics model: focus on Seongju reservoir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요소들 간의 인과관
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HOMWRS 분석결과와 연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는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
한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하고 순환적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 나가는지 컴퓨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는 결과변수를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치며 원인변수에 다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영향의 크기와 경로의 방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총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동태적이고 비선형적이다(Moon, 2007). 이러한 접근
법의 특징은 ① 특정 변수가 시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변수의 시간
적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양상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일회적인 사건이나 모델 파라미터
의 정확한 측정이나 변수의 추정값을 구하기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동태적 
변화의 경향 - 안정적‧불안정적 경향, 상하 주기적인 변동, 성장‧쇠퇴‧평형상태의 유지 등을 보이는지에 보다 

Fig. 1. Modified TANK model. ST, water depth; H, outflow hole height; B, permeation coefficient; A, outlet 
hole area; Q,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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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을 둔다(Meadows, 1980). ② 모든 현상을 내부 순환적 환류체계(closed loop thinking, circular feedback system)
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Kim et al., 1999). 즉, 어떤 변수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
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circular causation, two-way causation or feedback)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
라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내부순환적, 또는 내부지향적 관점(endogenous point of view)을 가지며, 관련된 변수들
이 원형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므로 원형의 피드백 관점을 가진다
(Meadows, 1980; Richardson and Pugh, 1981).

Model Application and Analysis

대상유역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한 농업용수 시스템 기후 복원력 평가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경북에 위치한 성주댐 농업용
수 시스템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Fig 2). 성주군은 참외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며, 한국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
다. 성주군의 농업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큰 농업지역 중 하나로 농업 면적이 약 8,510 ha에 달한다. 성주군의 총 인
구는 약 46,886명이며 그 중 농업 종사자수는 약 14,2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주군의 총 인구와 농업인구는 약 
0.27, 5.74%로 감소 추세에 있다.

Fig. 2의 성주댐은 최초 1997년에 완공되어 총 저수량 38,240톤, 유역면적 14,960 ha, 수혜면적 3,217 ha의 시설이
다. 성주댐 하류로 방류되는 물은 지방하천인 대가천과 회천을 통해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합류한다. 성주댐은 성
주군 농업용수 시스템의 주요 수자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성주댐은 최초 설계시 하류부 벼
농사 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후 수혜지역 중 상당부분은 특용작물(참외 등) 재
배면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성주댐의 물은 관개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가정용수, 수력발전 및 환경유지용
수 등으로도 공급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다수의 저수지들과 마찬가지로, 성주댐 역시 30년이상 운영되어 왔다. 이에 변화
하는 물환경 및 기후조건에 대해 기존의 설계 목표(10년 설계 빈도)를 만족하는지에 대해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상태의 성주댐 물 공급 가용량이 충분하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접지역으
로의 물 공급 서비스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시점에서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들에 
대한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Fig. 2. Case study area: Seongju agricultural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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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교란요인 분석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복원력 평가를 위해서는 성주군의 미래 기후 요소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한국
의 경우 기상청에서 PRISM 모형(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의 통계적 상세화 기
법을 통해 고해상도(1 km)의 지역 기후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다(Nam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당 기후 자료들을 사용하였으며, 기후 시나리오로는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와 RCP 8.5 시나리오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예측된 기후 요소들에 대한 효과적 분석을 
위해 시계열 자료를 Table 1과 같이 4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climate data from RCP scenarios.
Classification Time period Data source

Base (historical) 1979 - 2017 Observation from KMA (2018)
Short term 2018 - 2040 RCP 4.5 and 8.5 scenarios from KMA (2018)
Mid term 2041 - 2070
Long term 2071 - 2100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Fig. 3는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대해 성주군 지역의 연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며, 미래 단기, 중기, 장기 
시간 구간에 대한 연강수량 변화를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Fig. 3A와 같이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구간
에서 평균 연강수량이 약 7%정도 증가하나 이후 중기 및 장기 구간에서는 연강수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장기 구간에서 극한 강우사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Fig. 3B의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중기구간 이후부터 연강수량이 약 9.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지만, RCP 8.5 시나리오 역시 과거 연강수량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증가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3. Change in future annual precipitation in Seongju-gun.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4는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대한 성주군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와 같이 RCP 4.5 시나
리오에서는 평균 기온이 단기, 중기, 장기 시간구간에 대해서 과거 평균 기온의 약 13, 19, 24%까지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시간 구간에 대해서 약 14, 25, 41%로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B). Fig. 4에서 보여주는 결과들은 Nam et al. (2015)에서 한국 남부 지역의 평균 기온 변화
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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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in future annual temperature in Seongju-gun.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5는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대한 성주군의 연 증발산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 기온의 변화 추세
와 유사하게, 연 증발산량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
나리오 보다 약 1.7배 더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Change in future annual evapotranspiration in Seongju-gun.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한편,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요소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요소들
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당 시계열 자료들은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를 통해 확보하였다. Fig. 
6A는 성주군 지역의 총 인구수와 농업 종사자수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성주군의 총 인구와 농업 종사자가 
1990년대 초반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 종사자
의 감소율이 총 인구 감소율 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총 인구 및 농업 종사자의 감소율은 점차 줄어들어 
최근 10년간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매우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B는 성주군의 논과 밭에 대한 면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성주군은 최근까지 상당한 농경지 면적의 변화
가 있었다. 특히, 논의 면적은 1990년 중반까지는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주군의 인구 감소 및 농업 종사자의 감소 등이 농경지 면적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밭의 면적은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밭의 면적이 논의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적인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논(쌀)에서 밭(참외)으로의 재배 작물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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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in future socio-economic factors in Seongju-gun. (A) Rural population, (B) Crop areas, (C) Unit 
crop productivity, (D) Crop income.

재배 작물의 변화는 농업 종사자가 작물 생산량, 작물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Mahesh, 1999; 
Cutforth et al., 2001). Fig. 6C - D에서 보듯, 밭작물의 단위 생산량은 논작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밭작물의 비용대비 수익성이 논작물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 반응 분석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 요소들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과거, 단기, 중기, 장기 시간 구간에 대한 수문학적 요소
와 관개 요소들의 거동 변화를 HOMWRS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OMWRS는 사회경제 요소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경작지 면적에 대해 오직 기후변화에 대한 수문학적 요소 및 관개 
요소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7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기간에 대한 연간 성주댐 유입량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의한 연강수량 패턴과 같이,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기 
구간에서 약 1.0%의 유입량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와 장기 구간에서는 각각 11.0%와 3%의 유입량 증가를 내
고 있다(Fig. 7A).
반면, Fig. 7B와 같이, 미래 시간 구간에 대해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댐 유입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평균 유입량의 증가는 중기 기간에 발생하며, 평균 연간 유입량은 단기, 중기, 장기 시간구간에 대
해 각각 약 1.0, 14.0, 1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RCP 8.5 시나리오에서 
더 큰 댐 유입량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입량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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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댐 유입량의 증가는 물 공급 가용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관개 용수 수요량의 더 큰 증가는 성주 
농업용수 시스템의 서비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g. 8과 Fig. 9는 각각 성주군 논과 밭작물의 
면적당 단위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단위 수요량은 각 작물의 면적에 대한 관개 수요량의 비로 산정되었
다. Fig. 8과 Fig. 9와 같이, 논과 밭작물의 단위 수요량은 RCP 4.5와 8.5 시나리오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해 관개 수요의 주요 인자인 평균 기온과 연 증발산량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장기 시간구간
에서는 밭작물의 단위 수요량이 논작물에 비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7. Change in future reservoir inflow to Seongju dam.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8. Change in unit irrigation demand for paddy crop.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9. Change in unit irrigation demand for field crop.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8(2) June 2021 319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system dynamics model: focus on Seongju reservoir

Fig. 10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실패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실패는 성
주댐의 용수 공급 가용량이 관개 및 관개 외 수요(가정 용수, 수력 발전, 환경유지용수 등)에 대한 전체 요구량을 만
족하지 못할 때로 정의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10년에 한번 시스템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설계빈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Fig. 10과 같이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은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해당 설계
빈도를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성주댐 유입량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한 
반면, 논과 밭에 대한 관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Fig. 10. Failure occurrence of Seongju agricultural water system in the future periods. (A)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동적 가설을 통한 시스템 구조 분석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들이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적가설을 CLD (causal 
loop diagram)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Fig. 11).

Fig. 11을 살펴보면, 성주댐의 저수량 증가는 저수지 수위를 증가시키고, 이는 저수지의 수표면적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는 저수지 표면 증발량을 증가시켜 저수량을 감소시키는 음의 루프를 보여준다(Loop B1). 성주댐의 용수 
공급 가용량이 관개 및 관개 외 수요의 총 물 요구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급수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주댐의 저수량 증가는 관개 용수 공급 가용량을 만족시키며, 이는 관개 및 관개 외 수요
에 대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댐 저수량을 감소하게 한다(Loop B2와 B3). 이와 유사하게 피드백 루프 B4는 댐 저
수량에 대한 무효 방류량의 영향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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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루프 B5는 농업 종사자 부족과 유효 농경지 면적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농경지의 증가는 더 많은 
농업 종사자를 필요로 한다. 만약 요구되는 종사자 수를 만족할 수 없으면, 즉 농업 종사자가 부족하다면 농경지의 
유효면적은 잠재적으로 감소할 것이다(Loop B5). 그러나, 농경지의 증가는 작물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작물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의 증가로 농경지의 추가적 확장이 가능하고 결국 경작지 면
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Loop R1). 또한 루프 B6과 같이 농경지의 면적 변화는 작물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피드백 루프 B7은 농경지 가용면적이 농경지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Fig.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댐 저수량이나 농경지 면적 등 주요 시스템 요소의 거동은 어느 하나의 요소나 피드백 
루프가 아닌 다수의 피드백 루프와 그들의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저량-유량 흐름도(SD 모형) 개발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동적가설 이해를 바탕으로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를 이용한 SD 모형을 개발하였다. 
Fig. 12는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에 대한 SD 모형을 요약한 것이다. 개발된 SD 모형은 성주댐, 관개 수요, 관개 수
로, 작물 수익, 농업 종사자 등과 관련하여 총 8개의 하위모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모형 1은 성주댐의 연간 저수량을 평가한다. 여기서 연간 저수량은 댐의 물수지로써, 저수지 유입량에 의해 
증가하며 관개 및 관개 외 물 공급과 저수지 증발, 여수로 방류 등에 의해 감소한다. 관개 용수 공급량은 경작지 면
적 변화에 따른 관개 요구량과 관개수로에서의 물손실에 의해 결정된다. 관개 외 용수 공급량은 수력발전, 가정용
수 및 환경유지 용수량에 의해 산정된다.

Fig. 11. Dynamic hypothesis for Seongju agricultural water system. B, balancing feedback loop; R1, 
reinforcing feedback loop.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8(2) June 2021 321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using system dynamics model: focus on Seongju reservoir

Fig. 12. System dynamics (SD) model for Seongju agricultural water system. L, feedback loop.

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1. Water volume in dam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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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 방류량은 댐 저수용량을 초과하여 하류로 방류되는 물의 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HOMWRS에서 산정된 
무효 방류량을 적용하였다. 댐에서의 증발량은 온도, 수표면 면적, 물의 비중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Ford and Ford, 1999). 일반적으로 댐 저수량은 상류로부터의 저수지 유입량과 취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수지 증발량은 댐 저수량에 시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Lee et al., 201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증발량 산정을 간소화하여 저수지 수표면적에 따라 증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위 모형 2는 논과 밭 작물에 대한 연간 관개 요구량을 산정한다. 각 작물에 대한 관개 수요는 온도, 강수, 상대 
습도, 바람, 복사열, 작물 품종, 작물 면적 등 다양한 인자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Pulido-Calvo et al., 2003; Perea et 
al., 2015). HOMWRS는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논과 밭작물에 대한 관개 수요를 산정해
준다. 따라서 하위 모형 2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HOMWRS에서 산정된 단위 관개수요를 적용하였다. 
HOMWRS에서는 논작물과 밭작물 두가지에 대한 관개 수요를 산정한다. HOMWRS는 상기한 영향 인자들을 고
려하여 관개 수요를 산정하나, 경작지 면적의 변화에 따른 관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작지 면적
은 사회경제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asmussen et al., 2012; Ibragimov et al., 2019). 이는 하위 모형 6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경작지 면적 변화에 따른 관개 요구량의 변화는 하위 모형 5와 하위 모형 6의 상호작
용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각 작물에 대한 관개 수요는 단위 수요량과 경작지 면적의 곱에 의해 산정
되어진다. 그러면 연간 총 관개 요구량은 논과 밭작물에 대한 각 관개 수요의 합에 의해 산정된다.

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2. Irrigation water demand.

하위 모형 3은 성주댐의 연간 관개 외 수요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산정한다. 성주댐은 수력발전, 가정용수, 그리
고 환경유지용수 등 관개 외 수요를 위해서도 공급한다. 따라서 연간 관개 외 수요에 공급되는 용수량은 상기한 세
가지 수요량의 합에 의해 산정된다.
하위 모형 4는 관개 수로의 노후 상태를 평가한다. 이는 물 공급시 관개 수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손실 양에 영
향을 미친다. 해당 물손실 양은 관개수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개 수로 설치 후 
경과년수가 오래될 수록 수로는 노후화된다(Swamee et al., 2000). 본 하위 모형은 관개 수로 노후 정도의 평가를 간
략히 하기 위해 설치 경과년수에 따라 노후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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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3. Non-irrigation water demand.

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4. Irrigation channel condition.

하위 모형 5는 관개 수로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평가한다. 관개수로에서의 물 손실은 침투/침윤, 증발, 수문조작 
등의 시스템 운영에 의해 발생된다(Lee et al., 2008; Meng et al., 2015). 이러한 손실은 지하수위, 수로 재질, 시설 운
영 방식, 기후 요소 등 다양한 시스템 및 환경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08; Saha, 2015). 관개 수로에
서의 물 손실을 간략히 산정하기 위해, 본 모형에서는 관개수로 상태에 따른 물 손실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
였다. 물 손실율은 전체 관개 수요를 위해 성주댐에서 공급되는 물의 양(하위모형 1에서 산정)에 대해 각 관개수로 
상태별로 발생되는 물손실량의 비로써 정의된다. 따라서, 관개수로에서의 물 손실량은 전체 관개 수로길이에 대
한 각 노후상태의 수로길이의 비로 가중평균한 물 손실율을 성주댐에서 관개 위해 공급된 총 물의 양에 곱하여 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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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5. Water loss in irrigation channel.

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6. Agricultural area.

하위 모형 6은 논과 밭작물에 대한 농경지 면적을 산정한다. 농경지 면적은 작물 수익 및 비용, 그리고 농업 종사
자수 등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Pluchinotta et al., 2018; Hashemi et al., 2019; Ibragimov et al., 
2019). 각 농작물의 면적은 전체적인 경작지 면적의 증감이나 재배작물 변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
여, 본 하위 모형은 하위 모형 7과 8에서 각각 평가되는 농업종사자 부족 지수와 논작물 수익 지수에 따라 각 작물
의 면적 변화가 결정된다. 본 하위 모형에서 결정되는 각 작물 면적은 하위 모형 2에서 각 작물별 관개 수요 산정에 
사용된다.

하위 모형 7은 논에서 밭작물로의 변화를 결정하는 논작물 수익 지수를 평가한다. 재배작물 변화는 밭 작물로부
터의 수익에 대비 논 작물 수익에 대한 농업종사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Pluchinotta et al., 2018). 본 하위 모
형은 해당 농업종사자의 인식을 논작물 수익 지수로써 나타낸다. 순수 작물 수익은 작물 비용에 대한 수익의 비로 
정의되고, 작물 수익은 해당 작물 생산량과 단위 판매 가격의 곱에 의해 산정되며, 작물 비용은 해당 작물의 면적
에 단위 작물 비용을 곱하여 산정된다. 최종적으로 논작물 수익 지수는 전체 논과 밭작물에 대한 순수익 대비 최근 
3년의 평균 논작물 순수익의 비로써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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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7. Farming income.

하위 모형 8은 농작물 생산에 대한 농업 종사자 부족 지수를 산정한다. 농업 종사자의 부족은 잠재적으로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경지의 유효면적 감소로 이어진다. 농업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 만약 농업 기
술력의 향상이 없다면, 농경지의 유효면적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농경지의 면적 감소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형태(Ibragimov et al., 2019)이므로 농업종사자 부족 지수는 하위 모형 6에서 전체 농경지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Appendix. Stock-Flow Diagram Sub-model 8. Labor forces.

SD 모형 검보정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SD 모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SD 모형과 HOMWRS 결과와의 비교하고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시스템 반응을 잘 모의하는지 확인하였다. HOMWRS 및 개발된 SD 모형에 대한 주요 변
수와 해당 관계식은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HOMWRS와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를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총 수요량에 대한 성주댐 용수 공급량의 비로써 정의하였다. 따라서 시
스템 실패는 성주댐 용수 공급량이 전체 용수 요구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SD 모형 검증은 1989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구간에 대해 모의하였다. 여기서 성주댐 용수공급 시스템은 현
재 시점의 농경지 면적에 대해 관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MWRS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SD 모형의 사회경
제 요소의 영향은 모의되지 않았으며, SD 모형 모의는 STELLA® Architect 1.6.2 버전(isee systems, www.iseesystems.
co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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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개발된 SD 모형을 통해 산정된 시스템 기능적 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1994년에 시스템 실패 상
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HOMWRS 역시 1994년에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는 Fig. 
14에서 보듯, 1994년에 연간 관개 및 관개 외 수요에 비해 저수지 유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당시 성주댐
은 심각한 물수지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된 SD 모형은 이를 잘 모의하고 있으므로, 기후
변화에 대한 성주군 농업용수 시스템을 모의하는 데 충실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OMWRS는 1995년에도 시스템 실패 상태로 평가되는 반면, 개발된 SD 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는 SD 모형과 HOMWRS 모의 시 시뮬레이션 시간 단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SD 모형은 연간 단위로 모의하는 반면, HOMWRS는 일별 단위로 분석을 한다. 일별 단위의 분석 시 1995년에 물부
족이 발생되는 일수가 존재하지만, 연간 전체 물수지에 있어서는 연간 저수지 유입량이 연간 용수공급량 보다 많
아 SD 모의상에서는 시스템 실패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SD model components and corresponding equations/values.
Components Calculation/values Units
Water volume in reservoir Water_volume_in_reservoir + (Annual_reservoir_inflow - Annual_evaporation_

amount - Spillway_discharge - Water_release_for_irrigation - Water_release_for_
non-irrigation) * dt

1,000 m3

Water demand for non-irrigation Annually_contracted_residential_water + Environmental_water_released + Water_
supplied_for_hydropower

-

Water release for irrigation Annual_irrigation_water_requirement * (1 + Average_leak_fraction/100 + Return_
flow_rate/100)

1,000 m3·yr-1

Annual water requirement for crop 
area

Crop_area * Irrigation_demand_per_crop_area 1,000 m3·yr-1

Paddy area Paddy_area + (Change_in_paddy_area - Change_in_crop_pattern) * dt ha
Field area Field_area + (Change_in_crop_pattern + Change_in_field_area) * dt ha
Paddy income index IF(TIME < 2020) THEN (0) ELSE [MEAN {DELAY (Paddy_net_income_ratio, 

1), DELAY(Paddy_net_income_ratio, 2), DELAY(Paddy_net_income_ratio, 3))/
(Accumulated_paddy_profit/(TIME-2017) + Accumulated_field_profit/(TIME - 
2017)}]

/

Crop (paddy/field) net income 
ratio

(Crop_profit + Governmental_subsidy_for_crop)/crop_expenditure /

Crop (paddy/field) profit Crop_production * Unit_price_per_crop USD
Unit paddy/field production 12.3 for unit paddy production, 39.4 for unit field production 1000 kg·ha-1

Unit price per crop 487.6 for paddy crop, 1,203.4 for field crop USD·1000 kg-1

Labor shortage index IF(Labor_force ≥ Required_labor_force) THEN (0) ELSE {100 * (1 -Labor_force/
Required_labor_force)}

/

Unit cultivation labor 1.85 Persons·ha-1

Required labor force Unit_cultivation_labor * Total_irrigation_area Person
Total length of irrigation channel Non-deteriorated_irrigation_channel + Deteriorated_irrigation_channel km

Table 3. HOMWRS model components.

Item Run-off model
Consumptive use Eq. Irrigation area (ha) Basin area 

(ha)

Other water 
(1,000 m3·day-1)

Paddy Field Paddy Field Residential Environmental
Case 1 Modified 

tank 
model

Penman Penman 
Monteith

3,261.5 10.3
14,960 8.8 46.6Case 2 1,918.5 1,353.3

Case 3 3,26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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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unctionality variation of Seongju agricultural water system in historical period.

Fig. 14. Water balance (inflow and outflow) of Seongju dam reservoir.

본 연구의 기후 복원력 평가체계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요소의 변화도 고려하기 때문에 연간 시간 
단위의 SD 모형 모의가 요구된다.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간 단위로 모의하는 SD 모형은 성주댐의 물수지 불균
형이 발생하는 시스템 실패 상태를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SD 모형은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
변화에 대한 성주군 농업용수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성능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성능이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 변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
다. 이에 오직 기후변화 영향만 고려하는 경우와 기후 및 사회경제분야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한 경우를 구분하여 
시스템 성능 평가 위한 3가지 Case를 Table 4와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system performance analysis.
Case Climate change Socio-economic change Crop area change Note

1 O X X Initial planned crop areas
2 O X X Current crop areas
3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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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 최초 설계 수혜면적(논 3,160 ha)과 추가 공급면적(논 101.5 ha, 밭 10.3 ha)을 기준으로 용수공급 할 
경우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건이고, Case 2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변화된 수혜면적(논 1,817 ha, 밭 1,343 ha)과 
추가 공급면적(논 101.5 ha, 밭 10.3 ha)을 기준으로 용수공급을 할 경우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건이며, Case 3의 
경우 성주지역 경작지 감소율, 농업종사자 수 감소율 및 기후변화 영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복합적인 조건을 
분석하였다.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은 10년 가뭄빈도의 시스템 실패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성주댐 설
계시 대부분의 수혜면적은 주로 논작물로 구성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Fig. 6A에서와 같이, 성주댐 
운영 이후 참외 작물 등의 밭작물의 경작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단지 기후변화 영향만을 고려하는 
경우를 초기설계시 고려된 경작지에 대한 영향과 현재 변화된 경작지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여 성주군 농업용수 
시스템 설계 목표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서,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는 물공급 가용성, 즉 농업용수 시스템의 관개 및 관개 외 수요에 대한 성주댐의 공급 
가능량에 대한 비로 정의되었다. 개발된 SD 모형은 성주댐의 총 공급 가능량 그리고 경작지 면적 변화에 따른 관
개 요구량 및 관개 외 요구량을 합한 총 용수공급 요구량을 산정하므로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가 평가될 수 있다.

Fig. 15는 세가지 분석 Case에 대해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대한 시스템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15에
서 Case 1이 전체 시간구간 중 가장 빈번하게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1의 경우 수혜면적의 
입력값이 대부분 성주댐 설계시 고려된 논작물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개 수
요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및 연 증발산량의 증가로 
관개용수 수요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성주군 농업용수 시스템은 최초의 설계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시스템 실패로 분석되었다.

Fig. 15. Variation of system functionality under climate and socio-economic impacts. (A) Case 1 under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 (B) Case 1 under RCP 8.5, (C) Case 2 under RCP 4.5, (D) Case 2 
under RCP 8.5, (E) Case 3 under RCP 4.5, (F) Case 3 under RC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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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에서 Case 1과 2를 비교해 보면, 성주댐 농경지 중 밭작물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실패 빈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2와 3의 비교를 통해 사회경제요소의 변화로 인한 전체 경작지의 감소는 성
주댐의 여유수량 확보로 이어져 전체 농업용수 시스템의 실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경작지
의 감소는 전체 관개용수 요구량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경제요소 변화에 의한 전체 농경지의 변화와 재
배작물의 변화는 미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실패 빈도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보여
준다.

Results and Discussion
미래 기후 및 사회환경 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농업용수 시스템 성능평가는 관개 용수 가용량 및 수요에 대한 기후 및 사회경제요소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은 사회경제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미래 기후변화에 대해 초기 설계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고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HOMWRS 시스템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연계한 성능평가 체계는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의 영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규명하여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D 모형은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 농업용수 시스템의 구조와 주요 
요소들을 확인하고 미래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정밀 분석을 위한 관련 데이터 부족
으로 인해 용수시스템 요소, 농업시스템 요소, 사회경제 요소들간 상당부분 가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 요
소들에 대해 가정된 데이터 또는 관계식들은 SD 모형 모의에 있어서 시스템 성능 분석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불확
실성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농업용수 시스템과 농업 시스템 그리
고, 사회경제 요소들 간 관계의 정량적 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관개 용수 가용량과 수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스
템의 동태적 분석을 통한 전략들은 물 시스템이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LD를 이용한 동적가설은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농업용수 시스템의 구조와 주요 요소들, 
그리고 피드백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농업용수를 구성하는 시스템 요소들의 거동은 다수의 피드백 
루프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댐, 관개 수로, 관개용수 수요, 경작지 면적, 작물 수익, 농업종사자와 
관련된 8개의 하위 모형을 포함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SD 모형은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요소 변화에 대한 성주댐 
농업용수 시스템의 기능적 상태와 성능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농업 용수분야
의 빅데이터 활용연구를 통해 보다 개량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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