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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설 등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온난화

는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시스템의 변

동은 미래 가용수자원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 역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물수요에 대해 충족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물수급 분석은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의 핵심요소이자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여전히 과거 유량 자료에 근거하

여 미래 물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한 일부 선

행 연구의 경우에도 GCM 기반의 모의값을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하여 

GCM 모의값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간과함으로써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기법의 개선방안으로써 서승범(2011)은 

GCM 미래 유량 시나리오를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하는 기존의 일반적

인 방법 대신에 과거 유량 시나리오에 가중값(재현확률)을 부여하는 새로

운 물수급 전망기법을 제안하고 미래 물부족량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

당 기법은 미래 평균 물부족량 산정에서는 그 적용성이 검토되었으나 미

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에서는 한계점을 보였다. 가중값을 부여하는 과정

에서 과거 유량 시나리오를 재추출하여 미래 전망구간의 유량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미래 최대 전망값이 과거 유량 시나리오의 범위를 벗

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 방법론 측면에

서 미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기법을 개선하는 한편, 연구적용 측면에서도  

공간적 적용범위를 한반도 4대강 유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미래 발생가능한 물부족량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기

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들에서 임의적으로 제한된 수의 GCM과 온

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선택적 활용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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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GCM과 3개의 

배출 시나리오의 앙상블 조합을 통해 생성된 다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최대 물부족량 전망기법은 수문통계학적 빈도해석기법에서 착안하여 

과거 물부족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합한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한 후, 

과거 최대 물부족량 발생에 대한 비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이를 미래 전망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그 정량적 증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적용결과, 먼 미래 시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한반도 물부족량

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미래 

비홍수기 유량이 4대강 유역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부족

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최대 물부족량의 경우에는 2020

년대(2010~2039년)에 과거대비 최대 2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는데 이는 GCM 시나리오를 직접 물수급 모형에 입력한 경우보다 보수

적인 전망결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기

법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과거 최대치의 범위에 제약받지 않는 

최대 물부족량 산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는 전망을 제시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역별로는 영산·섬진강 유역에서 정량적 물부족량은 가장 크게 전망

되었으나, 과거대비 증감률에서는 금강 유역에서 먼 미래 시점으로 갈수

록 물부족량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MK3.0가 상대적으로 과소 모의결과를 보여주었고, 

A1B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 미래 물부족 발생이 가장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기후변화, 물수급 분석, GCM, 최대 물부족량 전망, 한반도 

4대강 유역 

학  번 : 2011-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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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1900년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6 ℃ 상승(IPCC, 2007)하였으며 이

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수량과 적설량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은 수자원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다수의 연구와 보고서 등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궁극적으로 지

표수와 지하수의 가용량을 감소시켜 수자원이용 및 관리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여년간(1912~2008) 평균기온 상승은 1.7 

℃로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에 비해 높았다(국립기상연구소, 2011). 우

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배에 달하지만 여름철 홍수기

에 연중 강수량의 약 74 %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특성과 높은 인구

밀도, 산악지형의 특성, 수자원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높은 이용강도 때문

에 효과적인 수자원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며(국토해양부, 2011), 기후변

화가 심화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변화는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시 더욱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대상 유역에서의 물공급 

변화량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물부족량을 산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2007)에 따르면 2050년대 지구평균 온도는 2~3 ℃ 증가하고 유출과 수

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약 10~20억명이 물부족

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전지구모형(Globa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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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이하 GCM)을 이용하고 있다. 미래 현상을 관측할 수 없는 현시

점에서 GCM은 기후변화 전망연구를 위한 가장 영향력있는 도구이다. 그

러나 미래의 경우 모형의 모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측 자료가 부

재하기 때문에 GCM 모의 전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미래 전망 및 평가의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기후변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GCM 시나리오를 

미래 수문평가를 위한 모형의 입력자료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GCM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GCM 시나리오를 

보다 적합하고 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서승범(2011)은 GCM 모의 강수자료를 이용한 

미래 유량 전망값을 물수급 모형에 입력하는 대신에 GCM을 이용한 미래 

유량 시나리오와 과거 유랑 시나리오의 비교를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한강 유역에 적용하여 미래 물부족량을 제시하였

다. 이는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하는 동

시에 과거 시나리오와의 연속성 또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

거 유량 자료에만 의존한 미래 전망이나 GCM의 직접적인 이용을 통한 

급진적인 전망 방법론에서 보다 개선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서승범(2011)이 제안한 기법은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과거 시

나리오의 범위를 벗어나는 미래구간 표본 추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물수

급 전망에 있어 과거 유량과 GCM 모의 유량을 모두 반영한 가중평균 물

부족량 계산은 가능하지만 최대 물부족량 전망의 경우에는 과거 발생 최

댓값을 초과하는 전망결과 산정은 불가했다. 과거 물부족량 범위에 국한

하여 미래 최대 발생량에 한계가 정해진 상태에서 최대 물부족량을 추정

하는 것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절적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

래 물수급 분석을 위해 최대 물부족량 산정기법을 개선함으로써 기후변

화를 고려한 미래 물부족량 전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물수급 전망 연구의 경우 배출 시

나리오와 GCM의 임의선정으로 인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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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적용대상 역시 한강, 금강 등 연구 목적에 따

른 특정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총체적인 물수급 전

망이 부재한 실정이다. 물수급 분석은 장기 국가 수자원관리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특정 유역에서의 미래 물부족 발생추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물부족 발생 가능량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GCM 모의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반도 물수급 전망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한 물부족량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 연구 중 가중평균 물수급 

전망기법(서승범, 2011)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인 최대 물

부족량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2)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다수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와 GCM을 앙상블 조합하여 생성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함

으로써 미래 유량변화와 물수급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한다. 

   (3) 가중평균 물수급 기법과 개선된 최대 물부족량 산정방법론을 한반

도 4대강 유역에 적용하여 미래 전망구간별 한반도 평균/최대 물

부족량을 산정하고 전망결과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유량 변동을 전망하고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물부족량을 산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용수공급의 

변동이 물수급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미래 물수요 

예측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준수요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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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에 기본이 되는 

절차와 방법론의 이해를 위해 선행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이론

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

기법과 적용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인 물수급 

기법을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개선한 물수급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

적 적용범위를 한반도 4대강 유역으로 확대하여 미래 한반도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반도 물수급 전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

술하였으며, 향후 연구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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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동향 및 이론적 배경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연구결과를 

흔히 접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수자원 분야도 예

외가 아니며 특히 장기적 차원의 수자원계획 수립시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수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물수급 전망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연구 동향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

오 설정을 위한 GCM과 배출 시나리오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미래 유

량 전망을 위한 강우-유출 모형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유량 분

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물수급 전망 모형 등을 비롯한 기존의 물수급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2.1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

2007년 IPCC 4차 평가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켰다.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크게 치

수와 이수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치수에 중점을 둔 경우 극한 홍수의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른 홍수예측 개선 및 조기경보체계 등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수 측면에서는 기후변화가 미래 수자원 

가용량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즉, 장래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강수량 및 증발산량의 변동이 수자원 가용량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며, 동시에 이러한 변동이 궁극적인 물이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지 분석은 향후 

발생가능한 물공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래 물부족 심화에 대한 대처역

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 있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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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극한 

홍수와 극한 가뭄의 정량적 전망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2.1.1 국내 사례

국내의 경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분야에서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90 % 가까

이 기후변화 전망과 영향평가에 대한 것이다(이재경 등, 2012). 국내 기

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분석 연구는 크게 강수, 온도, 증발산량 등 기상

인자와 지표수, 지하수, 홍수 및 가뭄 등 수문인자에 대한 경향성 분석 

및 미래 정량적 전망치 제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증발산량의 경우에는 

그 증감에 대한 온도 상승의 영향이 큼에도 증발산량 산정에 대한 연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수자원 전망에 있어 

상대적으로 물수급 분석 및 물부족 산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비

한 수준이며 그 연구사례 및 성과 역시 매우 드물게 파악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1994)에서 수행한 「기후변화가 한국

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당시 수자원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따

른 영향평가가 희박했던 상황에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하에 강수의 증가에 따른 

유출량 변화와 이로 인한 미래 수자원 시스템이 변동에 대한 조사가 수행

되었다. 건설교통부(2000)는 「수자원계획의 최적화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와 수자원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수문변수의 변동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 수자원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과

학기술부(2007)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

해 물부족 지수와 물수요 예측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

성 검토를 실시함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평가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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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연구를 통해 국내 139개 단위유역에 대해 A2와 B1 배출 시나리오

와 ECHO-G 모형을 이용하여 강수량과 유출량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앙

상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기법을 개발 하였다. 

국토해양부(2009)는 「기후변화대비 국가 물 안보 확보 방안」 연구

에서 A2 배출 시나리오와 지역기후모형인 RegCM3을 적용하여 기후변

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2010)

는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서 GCM 국

내 적용결과 2100년까지 우리나리는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심화될 것이

며 특히 물수급 분석에 있어 국내 물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하

더라도 기후변화 인한 물공급의 감소로 2060년대 최대 약 33억 m3의 물

부족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소양강댐의 총저수량을 상회

하는 수치이다. 국토해양부(2012)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 영향분석 및 

전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및 중장기 수자

원 영향평가와 수문 전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1.2 국외 사례

미국은 넓은 국토 면적과 주정부 단위의 지방행정 중심의 국가 운영 

특성에 따라 주 단위의 보다 세분화된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서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담수 자원을 

봄과 여름철에 발생하는 융설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

온 상승과 이로 인한 융설량 변동과 적설량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국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2003년 캘리포니아 기후변

화 센터(California Climate Change Center, CCCC)를 설립하고 기후변

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더

불어 연구성과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CCCC에서는 BCSD(Bias 

Correction and Spatial Disaggregation) 기법을 이용하여 GCM 기반 

전망값을 상세화(downscaling)한 후 VIC(Variable Infiltr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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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적용하여 캘리포니아 지역의 미래 유출량 변동 시나리오를 생산, 

이를 다양한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의 주요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요처별 미래 용수수요량, 저수지 유입량 등

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활용함으로써 미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안전한 물공급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California 

Climate Change Center, 2009). 

영국은 지난 1997년부터 영국기후영향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을 시작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의 UKCP09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들의 효율적인 정

책수립을 위한 기후 전망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UKCP09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기관 중 특히 영국 생태수문센터에서는 영국 전역의 주요 유역에 

대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역시 영국에서 개

발된 GCM과 RCM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수문기상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이를 수문모형에 직접 입력하여 앙상블 유출 시나리오를 생산함으로써 

GCM 모의값의 상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였다. 

호주는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인 'Water for the Future' 정책에 따

라 건조기후 증가에 따른 물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공

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우선해결 과제 중의 하나가 바

로 기후변화 대응인데 특히 수자원과 관련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하

천과 지하수로부터 확보가능한 가용수자원 평가를 위한 기술력을 국가차

원에서 강화하고자 한다. 호주 역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GCM에 

기반한 수문변수를 이용하여 유출량 모의를 통한 미래 유량 변동을 분석

한다.

2.2 기후변화 시나리오

Manave and Wethrald(1975) 등이 GCM을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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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변화분석 및 영향연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GCM 모의값을 기반으로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을 위해 전 지

구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적용을 위한 적절한 물리적, 수학적 기반의 모

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미래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시나리오 변동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GCM의 조합을 통해 생성되는 기후변화 시

나리오의 선정에 따라 동일한 방법론과 기법을 적용한 연구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연구결과는 상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성과 선택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에 하나이다. 기후변화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 일련의 과정이

며 여기서 미래는 현 시점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된 가정이라는 한

계점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 상황과 시나리오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 연구에

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중 GCM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Prudhomme et al., 2009; Kay et al., 

2009; 이재경 등, 2012). 

2.2.1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과 이로 인한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대응하고자 IPCC에서는 지난 1990년 1차 평가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며, 현재 2013~2014년에 5차 평가보고서(AR5) 발표될 예정이

다. 배출 시나리오는 GCM 모의를 위한 선행 자료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 및 활용에 있어 GCM 선정과 더불어 그 특성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IPCC 4차 평가보고서(IPCC, 2007)에서 

사용된 SRES 배출 시나리오를 활용해왔지만,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온

실가스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 새로이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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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Pathways, 이하  RCP) 배출 시나리오가 선정됨으로써 

최근 들어 기존의 SRES 배출 시나리오 기반의 연구결과와 새로운 RCP 

배출 시나리오 기반의 연구결과의 비교 검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RCP 배출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성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RCP 배출 시나리오 활용 및 적용 성과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단계로 대부분 기존 SRES 배출 시나리오와 RCP 

배출 시나리오의 결과 비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RCP 시나리오 

기반의 전망 특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평가는 IPCC 5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 SRES 배출 시나리오

현재 대부분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는 지난 2000년 IPCC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에 기반하며, SRES 배출 시나리오는 IPCC 4차 평

가보고서(2007)에 걸쳐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의 선행 조건으로 이용되

고 있다. SRES 배출 시나리오는 인구, 사회-경제, 기술적인 유도 요인 

등을 기반으로 잠정적으로 배출량이 상이한 네가지 시나리오 그룹(A1, 

A2, B1, B2)을 제시하였다. SRES 시나리오에 대한 구분을 Fig. 2.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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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lassification of SRES emiss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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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에서 보여주듯이 A, B 축은 각각 경제지향, 환경지향이며, 경

제발전에 대해 상대적인 방향성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가, 환경을 중시

하는가를 나타내는 축이다. 1, 2 축은 각각 지구주의(global) 지향, 지역

주의(regional) 지향으로 경제발전에 대해 상대적인 방향성으로서 지구주

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지, 지역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지를 나타

내는 축이다. 보다 세분화하여 A1 배출 시나리오는 기설명하는 기술변화 

방향에 따라 화석 집약적(A1F1), 비화석(A1T), 모든 자원간의 균형

(A1B)로 나눈다. 또, 다시 주요 사용에너지원에 따라 석탄 주도형(C), 

가스 주도형(G), 밸런스형(B), 고효율 에너지기술 주도형(T)로 구분된

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미래 기후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SRES 배출 시나리

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현재의 기후정책 외의 추가 기후정책 실현을 포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SRES 배출 시나리오의 구분과 특성을 Table 2.1에 정리하

였으며, 다음의 Fig. 2.2와 Table 2.2는 SRES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

온 전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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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ummary of SRES emission scenarios (SRES, IPCC, 2000)

시나리오 구분 특  성

A1
(고성장 사회 

시나리오)

Ÿ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지속 후, 2050년을 기
점으로 감소 

Ÿ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신기술의 지속적 개발
Ÿ 전 세계적 경제성장을 통해 지역적 불평등과 1인당 

소득 격차 점차 완화
Ÿ 주에너지원에 따라 세부 분류
   - A1B: 각 에너지원의 균형 중시
   - A1F1: 화석 에너지원 중시
   - A1T: 비화석연료 에너지원 중시

A2
(다원화 사회 

시나리오)

Ÿ 지역적 자립 및 지역정체성 보전 지향
Ÿ 지역적 격차 여전히 존재
Ÿ 세계 인구의 지속적 증가
Ÿ 지역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되, 지구인구 1인당 경제성

장 및 기술혁신은 지역적 편차가 큼
Ÿ 타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 가정 

B1
(지속발전형 사회 

시나리오)

Ÿ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Ÿ 고효율적 자원 이용
Ÿ 청정기술의 도입과 발전
Ÿ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평등분배 지향
Ÿ 별도의 두드러지는 기후변화 정책은 미수립 가정

B2
(지역공존형 사회 

시나리오)

Ÿ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 및 공평성 강조

Ÿ A2 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인구 성장률과 평이한 경제
성장 가정 

Ÿ A1, B1 시나리오에 비해 다양하고 점진적인 기술의 
변화 가정

Ÿ 환경보호와 사회적 분배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차원에
서의 문제해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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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emperature projections based on SRES emission scenarios 

(IPCC, 2007)

Table 2.2 Future climate change projection: as of 2100 (NIMR, 2009)

시나리오 CO2 농도 기온상승 (℃) 해수면상승 (m) 비고

B1 550 ppm 1.8(1.1~2.9) 0.18~0.38 자연 친화적

A1T 540 ppm 2.4(1.4~3.8) 0.20~0.45 비화석 에너지원

B2 600 ppm 2.4(1.4~3.8) 0.20~0.43
자연 친화적

(지역적 수준)

A1B 720 ppm 2.8(1.7~4.4) 0.21~0.48 균형적 발전

A2 830 ppm 3.4(2.0~5.4) 0.23~0.51 발전 지향적

A1F1 970 ppm 4.0(2.4~6.4) 0.26~0.59 화석연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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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P 배출 시나리오

SRES 배출 시나리오가 인구, 경제 및 기술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 유

도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구, 경

제 및 기술발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농

도를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하나의 대표적인 복사강제력에 의한 사

회-경제 시나리오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RCP라는 용어정립을 통해 

배출 시나리오의 대표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1990년 말 개발된 SRES 배출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 때, RCP 배출 

시나리오는 최근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활발하

게 개발되고 있는 기후예측 모델에 적합하도록 해상도 등이 업데이트 되

었다. RCP 배출 시나리오는 4가지 대표농도(RCP 2.6, RCP 4.5, RCP 

6.0, RCP 8.5)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농도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복사강제력, 즉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이다.

기존 SRES 배출 시나리오와 RCP 배출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시나

리오 산출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산출방법론을 Fig. 2.3으로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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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RES emission scenarios (b) RCP emission scenarios

Fig. 2.3 Climate change scenario generation according to SRES and RCP emission scenarios (NIM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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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 배출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순차적방법이라고 일컬어지며 Fig. 

2.3에서와 같이 배출 시나리오를 생산할 때 먼저 사회-경제-환경 요소

의 특성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다원화사회, 고성장사회, 지속발전형사회, 

지역공존형 사회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 시나리오의 산출은 이미 정

형화된 미래 사회 모습을 결정해두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경

감을 위한 인간 활동의 성과 반영이 불가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

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여 지구온난화가 완화된다면 다시 새로운 

사회를 설정하고 새로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선정된 RCP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에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가정하는 대신에 대표농도경로라는 개념을 등장

시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복사강제력 기준을 제시한 후 이

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RCP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에

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인간 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요소가 

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화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와 다양한 사회상

의 통합만으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정반영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RCP 배출 시나리오 기반하여 생성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

은 시기적으로 SRES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전망결과와의 비교 정도

를 위한 시범적용의 단계이기 때문에 RCP 배출 시나리오를 이용한 기후

변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PCC 5차 평가보고서 발행 시기에 맞추어 RCP 배출 시나리오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RCP 배출 시나리오를 이용

한 기후변화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성장현 등(2012)은 RCP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세기 말 우리

나라 극한강수를 전망하였으며, 이경미 등(2012)은 RCP 4.5와 8.5 배출 

시나리오 기반으로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에서 생산된 일 최고, 최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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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자료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1971~2000년 대비 21세기 말

(2070~2099년)의 기온극값의 공간적 범위 변화를 전망하였다. 또한 이

인혜 등(2012)은 RCP 배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현재기후를 기준으로 

21세기 말까지의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지역의 강수와 온도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RCP 배출 시나리오 기반의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현교

(2012)는 SRES A2, B1 배출 시나리오와 RCP 4.5, 8.5 배출 시나리오

를 이용하여 SWAT 모형을 통한 충주 다목적댐의 유출량 변화량의 비교 

검토하였다.

2.2.2 전지구모형(Global Circulation Model, GCM)

GCM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열역학을 기반으로 대기와 해양 등에서

의 물리적인 운동과 변화를 모의하는 수치모델이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 장

기 기후 예측 및 기후변화 전망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이다. 초기 

GCM은 크게 대기 모형, 해양 모형, 식생 모형 등 모의 대상이 제한적이었

으나 현재에는 대기와 해양 모형이 결합된 형태의 GCM이 개발되어 다수의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GCM은 궁극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일정한 

격자단위로 분할하여, 기온, 습도, 기압, 바람 등의 시간변화를 물리법칙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GCM은 실제 대기를 모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

스 증감을 고려한 이상화된 조건하에서의 기후 예측이 가능하다. 3차원 기

후 시스템을 모의하는 GCM은 그 산출 결과의 격자크기가 평균 300 km 

× 300 km 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수문학적 모의

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PCC 4차 

평가보고서 발간시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12개 국가 24개 기관에서 제공

한 GCM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는 IPCC 

Data Distribution Center를 통해 월 단위로 제공 받을 수 있다. IPCC 4

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GCM 현황을 Table 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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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ganization) GCM
 Emission scenario

(SRES)

China (BCC) CM1 A1B, B1

Norway (BCCR) BCM2.0 A1B, A2, B1

Canada (CCCma)
CGCM3(T47) A1B, A2, B1

CGCM3(T63) A1B, B1

France (CNRM) CM3 A1B, A2, B1

Australia (CSIRO) Mk3.0 A1B, A2, B1

Germany (MPI-M) ECHAM5-OM A1B, A2, B1

Germany / Republic of Korea
(MIUB METRI M&D)

ECHO-G A1B, A2, B1

China (LASG) FGOALS-g1.0 A1B, B1

U.S.A. (GISS)

AOM A1B, B1

E-H A1B

E-R A1B, A2, B1

Russia (INM) CM3.0 A1B, A2, B1

France (IPSL) CM3 A1B, A2, B1

Japan (NIES)
MIROC3.2 hires A1B, B1

MIRCO3.2 medres A1B, A2, B1

Japan (MRI) CGCM2.3.2 A1B, A2, B1

U.S.A. (NCAR)
CCSM3 A1B, A2, B1

PCM A1B, A2, B1

U.S.A. (GFDL)
CM2.0 A1B, A2, B1

CM2.1 A1B, A2, B1

U.K. (UKMO)
HadCM3 A1B, A2, B1

HadGEM1 A1B, A2

Italy (INGV) SXG 2005 A1B

Table 2.3 List of GCMs in IPCC 4th Assessment Report (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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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상세화(Downscaling) 기법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GCM 모의 자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GCM의 공간

적 모의 범위는 전 지구 규모로써 그 공간적 분해능이 수자원 연구를 위

한 유역단위 규모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실제 수자원 평가 연구에서는 상

세화 기법을 이용하여 시․공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 상

세화 기법은 크게 동역학적 상세화(dynamic downscaling) 방법과 통계

학적 상세화(statistical downscaling) 방법으로 구분된다. 

동역학적 상세화 기법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지역기후모형(Regional 

Climate Model, 이하 RCM)의 이용을 들 수 있으며, 고해상도 RCM은 

GCM 모의 결과에 강제력으로 경계조건을 축소 적용함으로써 GCM에 비

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역학적 상세

화 기법 적용시 방대한 요구 자료나 모형의 검·보정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역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각 격자단위의 매개변수 추

정, 초기조건이나 경계조건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의 부족 등으로 현 단

계의 물리적 기반의 대기모형은 관측강우의 특성을 충분히 모의하는데 있

어 한계를 갖는다.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은 일반적으로 과거 자료로부터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고려하여 모수(parameter)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미래 상태를 

추계학적으로 모의하는 형태이다. 통계학적 상세화 기법은 상대적으로 계

산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GCM 모의 원자료를 비교적 쉽게 보완하여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통계학적 기법은 과거 관측자료 분

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통계적 특징과 추세가 미래 구간에도 유사하게 

재현된다는 가정 하에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특성 중 하나로 평가되는 비

정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대표적인 통계학적 상세화 기

법으로는 일기발생기(weather generator), 전이함수(transfer func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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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김병식 등(2003)은 통계학적 회귀방법인 전이함수와 추계

학적 일기발생 모형인 WGEN(Weather GENerator) 이용하여 용담댐 

유역의 미래 강수 시나리오를 상세화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강부식 

등(2006)은 CCSM 모의 결과를 SNURCM에 적용하여 동역학적 상세화 

과정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금강 유역 용담댐의 홍수기 치수안

전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덕효 등(2007)은 NCAR/PSU 

MM5를 이용하여 동역학적 상세화 과정을 적용한 후, LARS-WG(Long 

Ashton Research Station-Weather Generator)를 이용하여 유역별 일

단위 기후 시나리오를 생산하였으며, 김병식 등(2008)은 RegCM3으로 

고해상도 기후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이를 일기발생기인 C-WGEN을 적

용하여 일단위 강우시계열을 생산하였다. 

2.3 유량 시나리오 생성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시스템의 변화를 평가하고 미래 상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강수, 잠재증발산 등 수문기상 변수의 변동 파악과 더불어 이러

한 변동으로 인한 유출량의 증감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향평가 연구에서는 GCM을 통해 모의된 

수문변수를 강우-유출 모형에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미래 유량 시나리오

를 생성하는 방법론이 일반적이다. 

2.3.1 강우-유출 모형

강우-유출 모형(rainfall-runoff model)은 자연계 강수가 하천유량우

로 변화되는 물리적 수문순환 과정을 수학적으로 기술하여 실제 수문사상

을 모의 한 것으로 유역은 모형화 대상이 되는 시스템, 강수량은 입력 자

료이며 시스템의 출력값으로서 유출량이 모의된다. 

강우-유출 모형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문학적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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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에 따른 것으로 확정론적 모형(deterministic model), 추계학적 모

형(stochastic model), 결합 모형(joint stochastic-deterministic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용 유역특성에 따라 전원유출 모형(rural 

runoff model)과 도시유출 모형(urban runoff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적용 강우사상에 따라 강우사상 이전의 강우 영향을 받지 않는 사

상 모형(event model)과 이전 강우사상의 영향을 고려하는 연속형 모형

(continuous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대상 유역에 대한 

모형의 매개변수의 공간적 변화 유무에 따라 집중형 모형(lumped 

model)과 분산형 모형(distributed model)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스케일을 고려한 유출분석 목적에 따라 이수 목적으로 일 

단위 이상의 장기유출 분석에 적용되는 장기유출 모형(long-term 

runoff model)과 치수 목적으로 일 단위 이하의 단기유출 분석에 적용되

는 단기유출 모형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장기유출 모형으로는 

Sugawara가 처음 개발하여 주로 일본과 동남아 각국에서 널이 이용되는 

TANK 모형과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SSARR(Streamflow Synthesis 

and Reservoir Regulation) 모형, 그 외 PRMS(Precipitation Runoff 

Modelling System),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LURP(Semi-distributed Land Use-based Runoff Processes) 모형 

등이 있으며, 단기유출 모형으로는 유역에서의 강우에 의한 수문 과정 모

의를 위해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HEC-1 모형과 HEC-HMS(Hydrologic 

Modeling System) 모형, WMS(Watershed Modeling System) 모형, 

국내 홍수예경보에 이용되고 있는 저류함수법(Storage Function Method) 

등이 있다.

강우-유출 모형은 구조에 따라 크게 metric model, parametric 

model, mechanistic model 세 그룹으로 분리 할 수 있다(Wheater et 

al., 1993). 'Metric model'은 black-box, data-based model로 불릴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모형으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Artificial Neural 

Network)이다. 'Parametric model'은 grey box 혹은 conceptual 



- 23 -

model로 불리며 매개변수 추정이 주요 인자이다. 또한, 'mechanistic 

model'은 physically-based model 또는 white box로도 불리며 물리적 

기반 모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대상유역의 물리적, 지형시나리오자료 

입력을 통해 매개변수 추정을 최소화한 구조를 갖고 있다.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을 모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GCM 모의를 통한 예측 강수 자료를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데, 이때 GCM 모의 성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정 하에서 GCM 모

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GCM의 미래 예측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어 과거 관측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GCM 모의 강수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게 된다.

2.3.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유량 예측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유량 예측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Bronstert et al.(1999)은 독일의 셀케 유역

(Selke catchment) 사례를 통하여 유출량 모의결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Hamlet and Lettenmaier(1999)는 콜롬비아강 유역

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Hamlet(2003)

은 과거 유출량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 시나리오 변

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ha et al.(2004)은 미시시피강 상류유

역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유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Booji(2005)는 기후변화가 하천 홍수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수문학적 모델링 기법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Stewart et al.(2005)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하여 미국 서북부의 

유출특성의 시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Andersson et al.(2006)

은 기후변화 영향과 미래 개발 시나리오를 고려한 유출 변화를 분석하였

고, Manoj et al.(2006)은 미시시피강 상류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와 

GCM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민감도 평가를 위해 GCM 모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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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형에 입력하여 연 평균 유출량을 모의하였다. Zhang et 

al.(2007)이 A2와 B2 배출 시나리오와 HadCM3와 CGCM2 모형을 이

용하여 중각 황하강 지류인 루오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유

출량 변동을 평가하였으며, 2050년대 평균 유출량은 10 %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Minville et al.(2008)은 기후변화가 캐나다 퀘벡지역

의 강수량과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hoi et al.(2009)은 

캐나다 북쪽 마니토바 유역에 대해 A2, B2 배출 시나리오와 2종류의 

GCM(영국 Hadley Centre & 캐나다 기후변화 모의 및 분석센터)과 강

우-유출 모형 SLURP을 이용하여 유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Kim et al.(2000)이 금강 유역을 대

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기후변화가 장기 수자원 시스템

과 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임혁진 등

(2001)은 IPCC에서 제시한 CCCma CGCM2의 결과값과 CA-Marcov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 토지피복 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이를 SLURP 

모형에 적용하여 소양강댐 유역의 수문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용원 등

(2000)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GCM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청댐 유역의 저수지 운영모의를 실시하였다. 이동률 등(2004)은 기후

변화가 기상학적 가뭄과 홍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배덕효 등

(2006)은 GCM 모의 자료를 역학적 상세화 기법을 통해 축소하여 유출

량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미래 유출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환경부(2006)

는 기후변화에 의한 물순환의 예측 및 영향을 평가하고자 새로운 지면모

델과 지역기후모델의 접합을 통한 물순환 예측 시스템인 SNURCM(Seoul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Climate Model)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안소랑 등(2008)은 IPCC의 SRES A2, B2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

한 GCM 모의값을 SLURP 모형에 적용하여 경안수위관측소 상류 유역에

서의 유출량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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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과 김상단(2009)은 캐나다에서 개발된 접합대순환모형(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 CGCM)의 강수자료를 MSPG(Multi-Site 

Precipitation Generator) 상세화 기법을 통해 기후변화가 낙동강 유역

의 유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손태석과 신현석(2010)은 낙

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의 경향성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을 규명

하고 강우와 유출 탄성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의 수문학적 영향을 평가

하였으며, 손태석 등(2012)은 A1B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한 낙동강 유역유출량을 분석하였다. 구영훈 등(2012)은 임

하댐 유역에 대해 인공신경망 기법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

성하고, 이를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예측했다. 또한 강지윤 

등(2012)은 서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미래기후 예

측과 SWAT모형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2.4 물수급 전망

물수급 전망이란 대상 유역의 장래 용수 수요량과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

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발생가능한 물의 과부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유역에서의 장래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물수급 전망은 하천 유역의 미래 물수요(생활, 공

업,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를 예측한 후 유역 내 공급 가능한 수자

원(하천수, 댐 및 저수지, 지하수 등)과의 균형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물수급 분석의 두 축은 신뢰성 있는 수자원 공급가능량 

산정과 과 물수요의 예측이지만 실제로 물수요 예측은 가용한 기초 통계

량의 제한과 인구, 사회, 경제 변화 등 다양한 변동요소 예측의 어려움으

로 제약을 받는다. 



- 26 -

2.4.1 물수급 분석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초기 물수급 분석은 「낙동강유역하구조사 기술

보고서」(건설교통부, 1977)에서 소개된 방법을 기본으로 주로 절차 중

심언어를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절차 중심의 언

어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계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는 있지만, 프로그

램 개발자 이외의 사용자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수정과 보완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절차언어 중심 분석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물수급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형 모형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수자원 계획 최적화연구(II)」(건설교통부, 1999)에서 네트

워크 모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존의 물수급 분석 방법과 비교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운용남과 김태균(1993)은 저수지 운영기법을 이용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통제역 내에서 공급 가능한 수량 분석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의 유입되는 물공급 역시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광만 등(1997)은 10개 저수지군으로 구성된 한강 유역을 대상으

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박명기 등(1999)은 물수급 분석을 실시

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 최적화 댐군 연계

운영모형에서의 시스템 방정식과 조합함으로써 물수급 분석과 최적화 모

형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통

해 물수급 네트워크 모형인 K-WEAP이 개발되었으며, 박희성 등

(2003)은 금강 유역을 대상으로 K-WEAP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K-WEAP 모형은 수량, 수질, 생태환경, 수요관리 등

을 복합적으로 모의하여 각 요소들 간의 영향분석 및 통합적 평가가 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단일목적 물수급 전망 프로그램들과 구

별된다(서승범, 2011). 

물수급 분석은 장래 공급용수량과 필요수요량에 대한 균형분석을 실시

하여 가용 수자원량의 과부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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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계획 수립에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객

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수급 분석을 통해 장래 물부족 예측 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물이용과 수자원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다목적댐 개발을 기조로하는 「수자원

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수립된 이래로 5차례에 거쳐 국가 장기수자원 

계획이 재수립 및 보완되어 왔으며, 이를 국가 수자원관리의 지침으로 두

고 수자원 이용, 개발,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

시하고 있다. 2001년 건전한 물 활용과 안전하고 친군한 물환경 조성이

라는 계획기조 하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

0)」은 이후 5년마다 수정·보완이 이루지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에서는 물이용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물수급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전국 단위로 2020년 발생가능 물부족량을 제시하고 있다(Fig. 2.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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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Water balance analysis in “Water Vision 2020”(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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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수급 전망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수급 전망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에 들어 일부 몇몇 국가에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

아 지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GCM 등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수급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유역 특성 변동으로 

인한 미래 유출량 증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 수자

원 과부족을 분석하고 있다.

국외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연구 사례 중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

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루는데, Vicuna et 

al.(2007)은 개선된 CalSim II 모형을 이용하여 두 개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2개의 CGM을 조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1세기 

캘리포니아 유역의 물수급 전망을 수행하였다. Purkey et al.(2008)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 유역을 대상으로 GCM을 이용한 유출

량 변동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이를 WEAP 모형에 입력하여 

2005~2099년까지의 시나리오별 물부족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M.-Azuara et al.(2008)은 CALVIN 모형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미래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이로 인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 운영비용을 평

가하였다. Wurbs et al.(2005)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캐나다 

앨버타주 서부의 브라조강 유역의 저수용량 및 물공급 신뢰도를 평가하였

다. Mineville et al.(2009)은 캐나다 퀘벡지역의 페리본카강 유역에 지

역기후모형(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이용하여 저수지 전력 생

산량 및 방류량 변화량을 산정하고 이를 이수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고려

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유역을 대상으로 ResSim 모형에 

10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저수지 물공급 취약도

를 산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저수지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비교하였다

(Minvill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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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ler et al.(2007)은 영국 북서부 수자원 관리와 하수 처리를 담당

하는 United Utilities와 영국 환경청(UK Environment Agency)에서 개

발한 수자원계획 모형인 Mospa를 이용하여 영국 북서부에 위치한 

IRZ(Integrated Resources Zone) 구역의 공급원별 미래 가용 수자원량

을 산정하고 현재 시점의 물이용량과 비교를 통해 미래 물수급 전망을 수

행하였다. Kirono et al.(2007)은 호주 윌슨스강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 

수자원 모형인 IQQM에 가상의 물수요 시나리오와 공급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미래 물수급 전망을 분석하였으며, Hoff et al.(2007)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유역에서 지역기후예측모형 시나리오를 WEAP 모형에 적용하

여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에 있어 WEAP 모형

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Islam et al.(2005)은 일본 도쿄의 톤강 유역을 

대상으로 12개 가상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CROPWAT 모형에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가뭄 지수 산정하여 이를 장래 물수급 측면에서 비교·분석하

였다. Raje et al.(2010)은 인도의 마한디강 유역에 9개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SOP(Standard Operating Policy)에 따른 물수급 분석

을 통해 시나리오별 세 가지의 저수지 운영능력 지수(신뢰도, 회복도, 취

약도)를 산정하고, SDP(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 모형을 이

용하여 저수지 최적 운영률을 산정한 후 물수급 결과와 비교하여 미래 저

수지 물수급 전망을 평가하였다. Varela-Ortega et al.(2011)은 기후변

화 하의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 수립 제언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WEAP 모형 적용하여 지하수 가용량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서용원 등(2000)은 금강 유역의 대청댐을 대상으로 기

후변화를 고려한 유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운영 모의를 실시하여 기후변

화로 인한 수자원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안재현 등(2001)은 기후변

화로 인한 수문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NWS-PC 모형과 물수지 모형

을 이용하여 대청댐 유역에서의 유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강동현

(2007)은 CGM 모의를 통한 6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금

강 유역 용담댐과 대청댐의 운영 모의에 적용하여 용수 부족량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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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댐운영에 대한 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 등의 지

수를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최적 댐운영 시나리오

를 제시하였다. 황준식 등(2007)은 금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물수지 모형을 검토하고 abcd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양해근(2007)은 기후학적 물수지 방법(Penman-FAO24법)의 국내 물

수지 분석 적용성을 파악하였으나 기후변화 영향이 유역 유출 특성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수전 등(2009)은 A2 배출 시나리오, RegCM3를 이용하여 생성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강 유역의 미래 물부족 발생을 평가하였

으며, 장기적으로 미래 한강 유역의 물부족량 증가를 전망하였다. 박준형

(2011)은 통계학적 상세화 툴인 LARS-WG를 이용하여 GCM 기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abce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유량을 산정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동·임하댐의 운영 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또한 서승범(2011)은 A2 배출 시나리오와 4개의 GCM을 

조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한 K-nn 가중치 부여 기법을 

적용하여 한강 유역의 미래 물부족량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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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기법 개선

물수급 분석은 통제역 내에서의 물공급과 물수요 간의 과부족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물수요 요구량에 대해 미충족되는 공급량, 즉 물부족량을 산

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미래 수자원 가용량을 전망하고 이

를 반영한 물수급 전망은 기후변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기 수자

원 이용 및 관리, 용수 공급 계획 수립 등에 있어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

다. 최근 다수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 미래 강수량 변동이 예측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하천유량 및 유출량 등에 상당한 증감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기술 단계에서 기후변화 거동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별도

의 대안이 개발되지 않는 한 GCM의 역할은 중요하다. GCM 모의를 통

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한단계 더 진

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GCM 그 자체로의 모형의 불확실성과 

GCM 모의를 위해 선행되는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GCM 모의값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미래 수자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GCM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 

전망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크게 상충되지 않

는 적절한 보안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선행 물수급 전망기법의 한계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분석을 실시한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중앙하천관리위원회, 2010)에서의 

물수급 분석 방법론과, 서승범(2011)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급 

전망기법의 문제점과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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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

3.1.1 과거 유량 자료에 기반한 미래 전망

초기 우리나라의 수자원 계획은 물수급 분석에 있어 이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년으로 1967~1968년 가뭄을 설정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연도에 가뭄에 대한 공인된 평가와 객관적 분석이 부재하여 국가 수자원 

공급계획에 대한 안전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1년 수자원장기계획에서는 과거 여러 가뭄상황에 대해 목표 연

도별 수요량을 적용하여 지역별 물부족을 산정하였으며, 2006년 보완계

획에서는 1967년 이후 최대 가뭄년도를 이수계획의 설계기준년도로 설정

하고 약 30년 정도의 재현빈도를 가진 가뭄이 목표연도(2020년)에 발생

한다는 가정 하에 물부족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001년 계획수립 이

후, 미래 물수급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06년 보완계획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고수요, 기준수요, 저수요)에 따른 물수요량을 산정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물공급 안전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11년 보완계획에도 반영되어 물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수자원 공급 

안전도의 불확실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래 물공급 시나리오는 

과거 유입량 자료를 단일 시나리오로 K-WEAP 모형에 입력하여 물수급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리의 수자원 공급시스템은 물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미래 국지적인 강수량과 유량 부족에도 간이 상수도 

시설과 지하수 이용에 의존하는 도서 산간 및 농촌 지역에서는 물부족 발

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하천 및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2~10년 정도의 가뭄이 발생하면 수원이 고갈하

는 물공급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 용수수요량은 

337억㎥로 저수지에서 공급가능량은 수요량의 53 % 정도이며 나머지 

47 %는 하천유량과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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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수자원의 감소시 안정적인 물공급 확보가 어렵다(이동률 등, 2009).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발생의 증가와 심화는 수자원 이용

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 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과거 유량자료를 이용한 물공

급 시나리오에 머물러 있어 미래 물수급 평가에 있어 과거 유량이 동일하

게 재현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과 유

량 변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강수량과 유량 변동이 전망되

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미래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물수급 분석은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수급 전망을 통해 

미래 안정적인 물공급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수

자원 가용량 전망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분석을 국가 장기 수

자원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3.1.2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선행 연구의 문제점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영

향평가는 GCM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이를 수문모

형에 입력하여 결과값을 산출, 목적에 따른 수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경우에는 미래 기후 변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유량 시나리오에만 의존함으로써 향후 기

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강수량과 유량의 감소 및 극한 가뭄과 같은 이상기

후의 발생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 물수급 전망에 대한 방법론 개선

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GCM 시나리오를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2010)에서는 미래기간(202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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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대한 A2 배출 시나리오 기반의 GCM 적용을 통해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후변화를 고려시 장래 물부족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정략적인 분석을 통해 20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33

억 m3의 물부족 발생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2010) 연구에서는 GCM과 고해상도 R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

래 물수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미래 물수급 전망에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해 기존의 과거 유량 시나리오 대신 GCM 을 이용한 미래 

유량 시나리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기

되었던 기후변화 영향평가 측면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CM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이용은 국내 실정에서 기존 수자원계획 수립 

방법론과의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자원 정책결정자들에게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 기술 수준에서 GCM의 이용이 미래 기후변

화 모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일지라도 미래 기후의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GCM 모의값의 직접적인 활용은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미래 물수급 전망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

하고자 서승범(2011)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방법론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기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서승범(2011)은 기

후변화에 따른 기상 및 수문자료 생성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 K-nearest 

neighbor(K-nn) bootstrap resampling algorithm의 가중값 산정기법

을 미래 물수급 전망에 적용하였는데, 미래시점의 물부족량 전망을 위해 

GCM 기반의 유량 시나리오를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

라, GCM 기반의 유량 시나리오와 동일하거나 또는 가장 유사한 과거 유

량 시나리오를 다수 추출한 후 추출된 유량값에 대응하는 물부족량에 서

로 다른 가중값을 부여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미래 목표연도에 대한 

물부족량을 산정하였다, 

서승범(2011)이 적용한 가중값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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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 전망구간의 시작 연도 선정

   (총 M개의 전망 연도 중 첫 번째 연도)

② 전망 시작 연도의 GCM 유량 모의값과 가장 가까운 K개의 과거 유

량 시나리오 선택

  (Lall and Sharma, 1996)  

여기서, N = 총 과거 유량 시나리오 개수

③ 선정된 K개의 과거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가중값 계산



  






                                         (3.1)

여기서, j = 최근린 순서 (j=1,2, ... ,K)

       
④ 전망구간의 마지막 연도까지 위 ③단계 반복

즉, GCM을 이용한 미래 유량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최근린 순서대로 

선정된 K개의 과거 시나리오에는 ③의 가중값 산정식으로 계산한 가중값

을 부여하고, 나머지 (N-K)개의 과거 시나리오에는 가중값이 '0'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 과거 유량 자료가 미래 구간의 전망을 위한 표본

(sample)으로 재추출됨으로써 미래 전망시 과거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게 된다. 서승범(2011)은 GCM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량 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가중값 부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을 위해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Rank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통해 홍수기(7~9월)를 제외한 나머지 비홍수기(전년 10월~당해 

6월) 유량을 기준유량으로 선정하고 이에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미래 목

표 구간의 연도별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구간별 평균 

물부족량 및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하였는데, 최대 물부족량의 경우는 각 

연도별 선정된 모든 과거 샘플 시나리오의 물부족량 결과의 최댓값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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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량 시나리오에 각기 다른 가중값(재현확률)을 부여하는 기법은 

GCM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과거 

시나리오 특성의 연속성 또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

한 선행 물수급 전망기법의 대안으로서 과거 유량 자료에만 의존한 미래 

단일 물공급 시나리오 적용이나 GCM의 직접적인 이용 방법론보다 개선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범위내의 미래 구간의 평

균적인 상태를 전망하는데 타당성 있는 방법론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방법론은 K-nn 기법의 특성상 전망구간에 대한 표본 추출이 과거 시나리

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시나리오의 범위를 벗어난 표본 추출이 

불가하다. 미래 전망에 있어 과거 유량과 GCM 모의 유량을 모두 반영한 

평균적 상태의 물부족량 계산은 가능하지만 최대 물부족량 전망의 경우에

는 과거 발생 최댓값을 초과하는 전망결과 산정은 불가한 것이다. 최대 물

부족량을 전망하는 것은 미래 발생 가능한 극치사항에 대한 평가와 대응

을 위해서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최대 물부족량의 증감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전망기법이 근본적으로 최댓값을 산정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면 미

래 구간에서 대해 산정된 최댓값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3.2 선행 방법론의 문제점 및 적용 한계 개선

  

3.2.1 최대 물부족량 산정방법 개선

과거에 발생한 연 물부족량 값을 기반으로 발생확률이 높은 값에 가중

치를 두어 미래 물부족량을 전망하는 K-nn resampling algorithm을 적

용할 때, 미래 전망값의 발생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기왕 물부

족량을 초과하는 값을 전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중장기 최

대 물부족량 전망에 한계적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망구간에

서의 물수급 분석에 있어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 산정을 구분하

여 각각 보다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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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대 물부족량 전망을 위해 과거 최대 물부족량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미래 전망구간에 적용하여, 과거 최대 확률이 미래 

구간에 재현될시 발생하는 물부족량을 계산하였다. 이는 GCM 전망결과

를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대신에 과거 최대 발생 시나리오가 

미래에 재현될 경우 그 특성의 변동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미래 전망구간의 시나리오 생성은 동일하게 K-nn resampling을 이용하

여 과거와 미래 GCM 기반 모의된 비홍수기 유량(기준 유량)을 비교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과거 연 물부족량 시나리오의 확률분포함수 결정 

② 기왕 연 최대 물부족량 시나리오의 비초과확률 산정

③ 전망구간의 시작 연도 선정(총 M개의 전망 연도 중 첫 번째 연도)

④ 전망구간 시작 연도의 GCM 유량 예측값과 가장 가까운 최근린 

(the 1st nearest neighbor) 과거 시나리오 추출 

⑤ ④에서 추출된 최근린 과거 유량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과거 물부족

량 시나리오 생성

⑥ 전망구간의 마지막 연도까지 상기 ⑤, ④ 단계 반복

⑦ 전망구간에 대한 물부족량 시나리오의 확률분포함수에서 ② 단계에

서 산정한 비초과확률에 해당하는 물부족량 산정

즉, 과거 물부족량 시나리오의 확률분포함수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기왕 최대 물부족량의 비초과확률을 산정하고 이를 미래 전망

구간 시나리오의 확률분포함수에 적용하여 대응하는 최대 물부족량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Fig. 3.1은 본 연구에서 미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 과정

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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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ncept of maximum water shortage projection considering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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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분포형 적용

초기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할 때 미래 물부족량에 대한 모집단과 그에 

따른 정확한 분포형의 예측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경험분포

(empirical fitting) 추정을 통한 비초과확률을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미

래 전망구간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K-nn 알고리즘을 통해 과거 시나리

오에서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댓값을 산정하기 위한 확률값 1에 근

접한 누적분포함수의 우측 tail 부분이 과거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추정한 

분포형과 그 값과 형태가 유사하였다. 경험분포 추정을 통한 극치 빈도분

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포형의 우측 tail 부분의 외삽을 통해 비초과

확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합한 분포형에 대한 모수

(parameter) 추정이 아닌 경험분포의 함수를 직접 추정해야 함으로 상당

히 복잡한 연산과정을 거쳐야하며, 그 결과 역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시나리오(1967~2003년, 37개년 연 물부족량값)

의 연속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형이 미래 전망구간에서의 물부족 

발생에 연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수문사상 해석

시 통계적 분석을 위해 널리 이용되는 Lognormal 분포, Gamma 분포, 

GEV 분포, Weibull 분포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적합도 검정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은 관측 자료가 어떠한 확률분포형

을 따르는지 통계학적 유의수준 내에서 그 적합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Chi-square 검정, Kolmogorov-Smirnov(KS) 검정, 확률도

시상관계수(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PPCC) 검정 방법 

등이 이용된다. 

먼저, Chi-square 적합도 검정은 표본자료가 이론적인 분포곡선과 잘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관측 자료를 값의 크기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이론값과 자료값의 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통계량은 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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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3.2)

여기서 는  구간에 속하는 관측치, 는 검정분포에서  구간에 속하는 

이론적 기댓값, 은 계급구간의 총 수이다.


는 자유도  을 가진 Chi-square 분포 형태이므로 

와 이론적

인 의 값과 비교하며, 여기서 는 검정하는 분포의 모수의 개수이다. 계

산된 통계량 
가 식 (3.3)을 만족하면 가정된 분포는 유의수준 에서 적

합성이 인정된다(Kottegoda and Rosso, 1997).

      
     

                                          (3.3)

Kolmogorov-Smirnov 적합도 검정은 nonparametric test로 표본자

료로부터 추정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와 

가정된 이론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비교하여 양자의 최대편차로 정

의된다. Kolmogorov-Smirnov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Kottegoda 

and Rosso, 1997).

① 가정하는 이론적 확률분포의 누적확률을  로 정의

② 표본자료로 추정한 누적확률을 으로 정의

③ 앞서 ①과 ②에서 구한  와 에서 각 자료점에 대하여 양

자의 차이 중 최댓값 계산 

    ma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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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산된 값이 유의수준 내에서 K-S 검정에서 제시하는 값보다 큰 

경우 가정한 분포를 기각

다음으로, PPCC 적합도 검정은 Filliben(1975)에 의해 자료의 정규성

을 검사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 자료의 번째 자료값()과 이에 상

응하는 분포의 변위치(plotting position, )간의 상관관계를 다음식

(3.5)를 이용하여 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3.5)  

         

여기서, 와 는 각각 자료값()와 변위치()의 평균값이다.

PPCC 검정을 통해 계산된 상관계수값이 높을수록 자료는 분포에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3.2.2 연구 적용범위의 확대 

기후변화 연구는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불확실한 요소(배출 시나리오, 

GCM, 강우-유출 모형, 물수급 모형 등)들이 조합되며 그로 인한 최종 

연구결과 역시 불확실성이 보다 증가된 형태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나 단일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는 단일 GCM 

적용을 통한 전망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기존 수자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1~2개 임의 선정한 GCM에 대해 대표적인 1~2개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

리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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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적용하여 전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온실가스 배출 시

나리오의 경우에는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SRES 배출 시나리

오 중 미래 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A2, A1B, B1 시나리오를 각각 이용하

였고,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새로이 제시하게 될 RCP 배출 시나리오 

중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이를 동일 온실가스 농도 기준인 A2 

배출 시나리오와 비교할 것이다. RCP 배출 시나리오의 적용은 최신 연구 

기법을 처음으로 국내 물부족 전망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기후변화 고려한 물수급 분석은 한강 유역(서승범, 

2011; 김수전, 2012), 금강 유역(서용원, 2000; 강동현, 2007) 등 단일  

유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우리나리 주요 하천유역별 물부족 전망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

강, 영산․섬진강)으로 확대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발생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한반도 물수급 취약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 물수급 전망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 Table 

3.1에 정리하였으며, Fig. 3.2는 개선된 연구 방법론의 흐름도이다.  



- 44 -

Table 3.1 Improvement in this research comparing to the existing method

기존 방법 문제점 개선 방안

1
과거 유량을 이용한 단일 물공급 

시나리오 적용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함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AR4 & AR5 배출 시나리오, 5개 GCMs)

2
과거 유량 시나리오를 재추출하여 

미래구간 최대 물부족량 산정

미래구간에서 과거 유량 시나리오 범위를 

초과하는 최대 물부족량 전망이 불가함

확률분포추정 및 빈도해석을 통해 최대 물

부족량 전망 개선

3 단일 유역을 대상으로 물수급 전망
단일 유역 시범적용으로 물부족 전망에 대

한 공간적 특성 파악이 불가함 

한반도 4대강 유역에 대한 미래 물수급 전

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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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Flowchart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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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래 한반도 물수급 전망

앞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선행 물수급 연구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물부족 전망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기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 4대강 

대권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발생가능한 물부족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

하는 한편, 시간적 범위를 2010~2099년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장기 

수자원 이용 및 물수급 정책수립을 위한 정량적 물부족량 전망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물부족 전망구간의 단위를 30년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후는 장기간의 대기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로 정의되며, 

미래 기후변화의 경우 특정 시점의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30년간의 평균적인 특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2099년을 3개의 전망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대한 전망 평

균값을 해당 구간의 물부족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GCM에 내재된 우

연오차(random error)에 대한 불확실성 상세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후변화 선행 연구에서도 30년 전망결과의 평균값을 미래 기후변화 영

향평가 및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망구간은 '2020년대

(2010~2039년)', '2050년대(2040~2069년)', '2080년대(2070~2099

년)' 총 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미래 물수요 시나리오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6)에서 제시하는 2020년 기준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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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 유역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수급 전망 적용대상을 한반

도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으로 각 중권역 

단위(부록 A, Table A.1~A5 참조)로 전망을 수행하였다. Fig. 4.1은 한

반도 4대강 중권역 구분도이다.

대상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국토

해양부, 2011). 4대강 유역별 연평균 강수량은 한강 유역 1,260 mm, 

낙동강 유역 1,203 mm, 금강 유역 1,271 mm, 영산․섬진강 유역 1,399 

mm(국토해양부, 2011)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영산․섬진강 유역이 다소 

연평균 강수량이 많다. 또한, 유역별 연평균 유출량과 유출계수는 Table 

4.1과 같으며, 4대강 유역 월평균 유출량을 나타낸 Fig. 4.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수기인 7월~9월의 유출량이 전체 연 유출량의 약 3/4을 차

지한다.

4대강 대권역별 지형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강 유역은 북위 

36°30ˊ~38°55ˊ, 동경 126°24ˊ~129°02ˊ에 걸쳐 한반도 중앙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크게 북한강수계와 남한강수계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면

적은 26,356 km2(북한지역 8,455 km2 포함), 유로연장은 481.7 km, 

유역형상계수는 0.119인 남한 제 1의 하천이다. 북한의 수문변수 자료에 

대한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을 제외한 한

강 유역만을 대상 유역으로 국한 하였다.

낙동강 유역은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한강 유역, 서쪽

으로는 금강 및 섬진강 유역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동해안 유

역과 분수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2의 유역으로서 그 유역면적은 

남한면적의 약 1/4인 24.1 %를 차지하며 23,817.3 km2이고, 유로연장

은 521.5 km, 유역평균 폭은 46.03 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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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Major river basins in the Korean Peninsula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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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average 
runoff

(million ㎥)

Runoff ratio
(%)

Han River 174 59.0

Nakdong River 158 55.6

Geum River 78 61.9

Yeongsan & Seomjin River 77 62.3

Table 4.1 Runoff characteristics of four major river basins (MLTM, 2011)

Fig. 4.2 Monthly average runoff of four major river basins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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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유역은 남한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제3의 유역으로

서 유역면적은 9,843 km2이며, 본류의 유로연장은 393.9 km에 달한다. 

주요 지류는 상류로부터 남대천, 봉황천, 송천, 갑천, 미호천, 유구천, 지

천, 논산천 등이 있으며 미호천을 제외하고는 유역면적 규모가 작은 소하

천들이다.

마지막으로 영산·섬진강 유역의 경우에는, 영산강은 전남담양군에서 

발원하여 총 유역면적은 3,371.4 km2, 본류 유로연장은 136.0 km이다. 

영산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에 견주어 유로가 짧은 편이나 조수의 영향

을 많이 받는 이유로 오랫동안 교통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산강 

유역의 평야 대부분은 퇴적, 침식 작용이 심해 하천의 현 하상과 거의 동

일한 고도에 있으므로 홍수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영산강은 계절

에 따른 유량의 차이가 매우 심한 하천이다. 또한, 섬진강 유역은 우리나

라 남부 지역 중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낙동강유역, 서쪽에

는 영산강유역과 동진강유역, 북쪽에는 금강유역과 만경강유역이 접하고 

있다. 섬진강은 유로 연장 212.3 km로 유역면적은 4,896.5 km2이다.

4.2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성

4.2.1 배출 시나리오 및 GCM 선정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기후변화 발생과 그 영향 범위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해야함으로 원칙적으

로는 IPCC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미래 전망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세부연

구나 실무에 적용한 다는 것은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및 GCM 선정에 따른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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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고려를 통한 전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GCM과 배출 시나리오의 

선택 및 적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온실 가스배출 시나리오는 IPCC 4차 평가보고서(AR4)의 SRES 배출 

시나리오(A2, A1B, B1)를 우선 적용하였으며, 차기 IPCC 5차 평가보고

서(AR5)에 제시될 RCP 8.5 배출 시나리오와의 모의 결과를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GCM 선정에 있어서는 이재경 등(2011)이 제안한 방법론에 따라 한

반도를 대상으로 IPCC에서 제공하는 모든 GCM이 갖는 불확실성을 대표

할 수 있는 GCM 4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모든 GCM을 사용하지 않더라

도 모든 GCM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즉 한반도를 대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몇 개의 GCM 

사용만으로도 모든 GCM을 적용할 시 발생되는 불확실성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4개의 GCM을 Table 4.2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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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scenario

Model
(agency: version)

Abbreviation Country

Resolution

Atmospheric Oceanic

SRES

CSIRO: MK3.0 CSR Australia 192 × 96 192 × 189

CNRM: CM3 GNR France 128 × 64 182 × 152

CONS: ECHO-G MIU Germany/Korea 96 × 48 128 × 117

UKMO: HadCM3 UKC UK 192 × 144 360 × 216

Table 4.2 GCMs us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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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4개의 GCM에 대해 기존 기후변화 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장기 

수문전망 시나리오 산정 연구를 수행한 세종대학교 수자원연구실에 미래 

기상자료를 의뢰하여 제공받았다. 세종대 연구팀은 4개의 GCM 시나리오

를 CSEOF(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기법과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한반도 4대강 중권역 범위로 

상세화한 후 총 129년(1971~2099년)의 일 단위 기후 시나리오를 생산

하여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4.2.2 GCM 모의 강수 전망 

지난 20세기 이후 전 지구 평균기온은 100여 년간 0.75 ℃ 상승하였

으며 최근 30년간의 평균기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71~2000년까지 

14.1 ℃에서 1981~2010년까지 14.3 ℃로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기온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온난화 현상으

로 인한 평균기온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연강수량은 평균 1,267 

mm(1971~1980년)에서 최근 1,407 mm (2001~2010년)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평균 강수량의 증가뿐 만

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강수량은 약 17 % 증가한 반면에 강수일수는 

약 18 % 감소하여 강수 패턴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기상청, 

2011).

우리나라는 특히 7~9월에 연강수량의 70 % 이상이 집중되어 미래 강

수량의 정량적 변동과 더불어 계절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 역시 효율

적인 미래 수자원 관리와 안정적 물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장래 강수량의 변화는 자연 유출량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각 전망구간별 한반도 4대강 유역의 과거대비(1967~2003년) 강수량 

증감을 Fig. 4.2~4.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배출 시나리오에 대해 4개 

GCM 값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2020년대(2010~2039년)에 연평균강

수량은 최대 한강유역에서 약 10 % 증가를 보이며, 최소 낙동강 유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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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2 %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80년대(2070~2099년)에 

들어서는 최대 한강 유역에서 과거대비 약 14 %, 최소 낙동강 유역에서 

3 %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반도 전체 연평균 강수량 변동을 보면 먼 미래 시점으로 갈수록 지

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연평균 강수량의 증

가는 홍수기(7~9월) 강수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먼 미래 시

점으로 갈수록 7~9월을 제외한 비홍수기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장기 미래로 갈수록 홍수 및 가뭄에 대한 취약도

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든 전망국간에서 금강

유역의 이수기 유량 감소율이 가장 크며 배출 시나리오별 전망결과로는 

A1B 배출 시나리오에서 비홍수기 강수량 감소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

다(Fig. 4.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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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precipitation change (%)

(b) Precipitation change in flood period (Jul. to Sep.) (%)

(c) Precipitation change 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

Fig. 4.3 Change in projected precipitation in 2020s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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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precipitation change (%)

(b) Precipitation change in flood period (Jul. to Sep.) (%)

(c) Precipitation change 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

Fig. 4.4 Change in projected precipitation in 2050s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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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precipitation change (%)

(b) Precipitation change in flood period (Jul. to Sep.) (%)

(c) Precipitation change 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

Fig. 4.5 Fig. 4.4 Change in projected precipitation in 2080s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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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래 유량 시나리오 생성

4.3.1 강우-유출 모형 적용: TANK 모형 

물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물공급 측면에서 하천의 자연유량자료를 파악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유량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획득하여 계산해야하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시 활용된 TANK 모형을 자

연 유량 산정 모형으로 선정하여 모의한 유출량을 자연 유량으로 간주하

였다. 중권역별로 1966~2003년 38년간 일 강수량자료를 바탕으로 매개

변수를 추정한 TANK 모형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중

권역별일 단위 유출량을 모의하여 물수급 전망시 물공급 측면에서의 자연

유량으로 사용하였다.

1961년 Sugawara가 처음 제안한 TANK 모형은 유역을 일련의 선형 

혹은 비선형 탱크의 조합으로 보는 수문모형이다. 탱크 수면에 강수가 발

생하면 이는 탱크 내부로 유입되어 탱크의 측면출구를 통해 유출이 발생

한다. 탱크 바닥출구를 통해서는 침투가 발생하며 탱크 내부에 저류성분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탱크 수면에서 발생하는 증발은 탱크로부터의 

물의 손실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탱크를 여러 개 병

렬로 조합하면 큰 유역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탱크에서 바닥출구와 저

류공간을 없애면(측면출구가 바닥과 일치하는 경우) 탱크는 하도추적을 

모의하게 되며, 이들 두 가지의 유형의 탱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함으로써 

하천수계를 모의하게 되는 것이다(Sugawara et al., 1984). 

Fig. 4.5는 3단 TANK 모형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1단 탱크를 

통해 지표수 유출이 발생하고 2단 탱크로 침투되어 중간유출을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 탱크로 침루되어 지하수유출이 발생한다. Fig. 4.6은 

3단 TANK 모형의 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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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lteration

Percolation

A11

A12

A2

A3

h1

h2

h3

H2

H12
B1

B2

H11

1st
Tank

2nd
Tank

3rd
Tank

Rainfall Evaporation

Qs1

Qs2

Qi

Qg

where, = storage depth, 

       = runoff gate height, 

       = surface runoff, 

       = inter runoff, 

       = groundwater flow, 

       = runoff coefficient, 

       = infiltration & percolation coefficient

Fig. 4.6 Diagram of 3-layer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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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단 TANK 모형을 통해 발생하는 유출량 계산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               (4.1)

여기서 는 총 유출량(㎥/s), 는 유역 면적(㎢)이다.

탱크의 구조는 최초 개발 이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표준 4단 탱크를 발전시켜 토양수분 저류구조를 가진 TANK 모

형(Sugawara 등, 1984)까지 개발되었다. 토양수분 저류구조 4단 

TANK 모형은 16개의 매개변수와 5개의 초기상태변수를 가진다. 이는 

매개변수의 추정이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사례가 없었다. 강우

가 1단 TANK에 유입되고 증발산량이 1단 TANK에서 감해지며, 이는 

강우량과 증발산량이 TANK 모형의 입력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탱크에 저류된 물은 측면의 유출공을 통해 유출되거나 하부탱크로 침투되

며, 각 탱크의 유출공을 통해 유출된 물은 성분별로 합해져서 유량으로 

환산된다. 

4.3.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유량 모의

물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미래 물공급 시나리오에 대한 객관성 있는 예

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미래 자연 유출량을 포함한 유량 시나리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4개의 GCM과 SRES 3개 배출 시나리오 조합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생성된 GCM 모의값을 일단위로 상세화하여 구축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강수량과 증발산량 자료를 TANK 모형에 입력하여 4대

강 유역 중권역별로 2010~2099년에 해당하는 일 단위 미래 유량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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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모의하였다. 산출된 일 단위 유량모의 값을 3개의 전망구간으로 

분리하여 과거(1967~2003년) 유량자료와 비교하여 그 월별 증감 변동

을 Fig. 4.7~4.10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배출 시나리오에 대해 4개 

GCM 값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Fig. 4.7~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 비홍수기 유량 변동 역시 앞서 살펴본 비홍수기 강수량 변동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 미래 시점으로 이동할수록 4대강 대

부분의 중권역에서 비홍수기의 유량이 과거대비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80년대로 이동할수록 A1B 배출 시나리오의 비홍수기 

유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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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

(b) 2050s (2040~2069) (%)

(c) 2080s (2070~2099) (%)

Fig. 4.7 Change in projected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in the Han River bas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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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

(b) 2050s (2040~2069) (%)

(c) 2080s (2070~2099) (%)

Fig. 4.8 Change in projected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in the Nakdong River bas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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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

(b) 2050s (2040~2069) (%)

(c) 2080s (2070~2099) (%)

Fig. 4.9 Change in projected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in the Geum River basin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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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

(b) 2050s (2040~2069) (%)

(c) 2080s (2070~2099) (%)

Fig. 4.10 Change in projected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non-flood period except Jul. to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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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Fig. 4.11에 과거대비 한반도 월별 유량 전망 변화율을 나타내

었다. Fig. 4.11을 보면 먼 미래(2080년대)로 이동할수록 7~9월 홍수기

를 제외한 비홍수기에 지속적으로 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4월의 경우, 2020년대에는 모든 배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과거대비 

유량이 증가하다가 2050년대와 2080년대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

어 미래 3~4월 유량변동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7, 8월의 경우에는 

2020년대에서 20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과거대비 50 % 내외로 일정하게 

유량 증가가 유지되고 비홍수기 유량의 경우에는 특히 5월과 10월에 유

량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량 예측결과는 

앞서 분석한 미래 강수량 변동 추이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수량 

역시 미래 갈수록 비홍수기의 감소율이 두드러지며, 2080년대 먼 미래로 

이동 할수록 강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농업용

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5월과 6월의 유량이 현재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게 된다면 농업용수 충족에 큰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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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

(b) 2050s (2040~2069) (%)

(c) 2080s (2070~2099) (%)

Fig. 4.11 Change in projected monthly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in four major rivers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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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래 물수급 전망

 4.4.1 물수급 모형 적용: K-WEAP 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권역별 물수급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형 

물수급 모형인 K-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 물수급 전망기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결과 비교를 위해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

략에서 활용한 동일 물수급 모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K-WEAP 모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웨덴의 스톡홀름환경연구

원(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Boston Center, SEI-B)에서 공

동 개발한 한국형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으로 대표적으로 수자원장기종

합계획(건설교통부, 2006; 국토해양부, 2011)에서 대권역 및 중권역별 

물수급 분석에 활용된 바 있다. 기존의 SEI-B에서 개발된 WEAP에 기

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모의형태개선과 평가방법개선 및 한글

화 등을 통한 재개발로 국내 적용성을 높였다. 

K-WEAP의 모태가 되는 WEAP은 초기 SEI의 지원에 의하여 개발

이 시작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

고 있는 수자원계획 전문 모형으로서 그동안 USACE-HEC(US Army 

Corps of Engineers-Hydrologic Engineering Center)의 지원으로 많

은 부분이 보완되었고, 지금은 UN, World Bank, USAID와 Global 

Infrastructure Fund of Japan 등 많은 세계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 인

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K-WEAP 모형은 현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급 분석에 적용되

고 있는 모형으로 분석대상 지역으로서 도시 지역과 농업 지역, 단일 소

유역이나 복잡한 하천 유역의 물 수요-공급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통

합형 모형이다. K-WEAP은 수요추정에서부터 시나리오의 작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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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수자원계획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

획구조를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편집 모듈과 자료 입력 모듈, 시나리오 

편집 모듈, 용수수급 모의 모듈, 결과 출력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의 특징과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Table 4.3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물수급 전망기법을 적용하여 한반도 4대강 유역에서의 미래 

물부족량 산정을 위해 각 권역별 물수급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였다

(Fig. 4.12 참조)

K-WEAP 모형은 각 수요처에 대한 공급우선순위와 각 운송경로에 

대한 수요처선호도라는 두 가지의 우선순위 시스템을 제공하며, 각각의 

우선순위는 1부터 99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공급우선순위란 여러 개의 

수요처 중에 어떤 수요처에 먼저 물을 먼저 공급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

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수요처선호도는 수요처로 유입되는 공급라인이 여

러 개일 때 어떤 공급라인에서 먼저 취수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시스템에서는 작은 숫자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Fig. 4.13은 K-WEAP을 활용한 수자원계획 평가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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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3 Components of K-WEAP model

구성요소 특징 및 기능

네트워크 편집 모듈 GIS를 기반으로 용수수급 네트워크를 도식적으로 손쉽게 구축하고 편집

자료 입력 모듈 계층적 자료구조와 내장함수를 통하여 수요추정 모형을 수식으로 직접 입력

시나리오 편집 모듈
의사결정수형도(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빠른 시간 안에 손쉽
게 구축하고 편집

용수수급 모의 모듈 공급우선순위와 수요선호도를 통한 우선순위 시스템을 적용한 용수수급 물수지 모의

결과 출력 모듈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통한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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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ructed networks of the Han River basin in K-WEAP  

(b) Water shortage outputs by water balance analysis

Fig. 4.12 Screen images of K-WE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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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evaluation using K-WE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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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EAP 모형에서는 용수수요처에 대한 충족률을 극대화하고 동일 

우선순위에 대하여 동일한 충족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한 공급우선순위와 수

요처선호도에 대하여 물수지 및 기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적

용한다. K-WEAP의 목적이 모든 수요처에 대한 충족률을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함수는 최종충족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형계획법을 반복하여 푸는 과정에서 공급원에서 수요처로 물

수지 원리에 의한 물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소비용이나 최대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화와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주어진 배분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수자원을 배분하는 모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계획부터는 수요 시나리오의 3

가지 시나리오(저수요, 기준수요, 고수요)를 구분되게 설정하여 미래 수

요 시나리오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Table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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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4 Criterion on estimating future water demand scenarios (Water Vision 2020, 2011)

용도 수요구분 시나리오

생활
용수

고수요 누수량 저감등 유수율 제고 절감량의 50 %를 반영한 수요량

기준수요 누수량 저감등 유수율 제고 절감량의 100 %를 반영한 수요량

저수요 누수량 저감등 유수율 제고 절감량의 150 %를 반영한 수요량

공업
용수

고수요 4.5 %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량

기준수요 4.0 %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량

저수요 3.5 %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량

농업
용수

고수요 최근 농업전망(KREI, 2009) 경지전망 + 3.5 %에 따른 수요량

기준수요 최근 농업전망(KREI, 2009) 경지전망에 따른 수요량

저수요 최근 농업전망(KREI, 2009) 경지전망 - 3.5 %에 따른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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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미래 한반도 물부족량 전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부족량 전망기법을 2010~2099년까지 세 개의 

전망구간으로 구분하여 한반도 4대강 대권역 유역에 적용하여 미래 전망

구간별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가. 전망구간 I: 2020년대(2010~2039년)

전망구간 2020년대는 2010~2039년, 30년 구간의 미래 GCM 유량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K-nn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과거 샘플 시나리오

(과거 연 물부족량)를 추출하고 이에 각각 가중값을 부여하여 미래 평균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확률분포함수 추정을 통해 미래 최대 물부족량을 전

망하였다.

먼저, 서승범(2011)이 제안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기법을 

기반으로 공간적인 적용범위를 한반도 4대강으로 확대하여 평균 물부족

량을 계산하였다.

① 첫 번째 전망 연도인 2010년 미래 GCM 유량값(비홍수기 기준)과 

가장 근사한 유량값을 가진 K개의 샘플 시나리오를 과거 표본 시

나리오에서 추출 

 ② 다음, K-WEAP 모형을 통해 산정한 K개의 샘플 시나리오 연도에 

해당하는 연 물부족량 결과 확인

 ③ 다음, 선정된 K개의 샘플 시나리오에 최근린 순서대로 가중값을 

부여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2011년에 대한 연 물부족량 전망

 ④ 상기 ①~③ 단계를 최종 연도인 2039년까지 수행한 후 30년 결

과의 평균값으로 전망구간 평균 물부족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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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부족 전망기법을 한반도 4대강 유역

에 적용하여 각 유열별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과거 연 물부족량 시나리오(1967~2003년, 37개년)의 확률분포함

수 추정

② ①에서 추정한 확률분포함수에 대한 기왕 최대 물부족량 시나리오

의 비초과확률 계산 

③ 첫 번째 전망연도인 2010년 미래 GCM 유량값(비홍수기 기준)과 

가장 근사한 유량값(1st nearest neighbor) 샘플 시나리오를 과거 

표본 시나리오에서 추출 

④ 상기 ③ 단계를 최종 연도인 2039년까지 수행한 후 총 30개년의 

샘플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① 단계에서 추정한 확률분포함수에 대

한 매개변수를 새로이 추정(단, 이때 과거 시나리오의 확률분포함

수가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⑤ ② 단계에서 계산한 비초과확률을 ④의 미래 시나리오 확률분포함수

에 적용하여 미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

이를 위해 과거 37개년 연 물부족량을 대상으로 확률분포함수를 추정

하고 37개년 중 최대 물부족량 시나리오에 대한 비초과확률을 산정하였

다. 확률분포형으로는 2변수-Lognoraml, 2변수-Gamma, 3변수-GEV, 

2변수-Weibull 확률분포 등 4가지 분포를 적용하였으며, 매개변수 추정

은 모멘트법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검정은 다음과 같이 Chi-square 검

정, Kolmogorov-Smirnov 검정, PPCC 검정을 유의수준  로 실시

하였다. 

4가지 분포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실시결과, 모두 적합도 검정에 통화

하였으나 이 중 2변수-Lognormal 분포형이 국내 극치분석에 널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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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하한계가 모든 경우에 대해 만족하였기 때문에 2변수-Lognormal 

분포를 과거 37개년 연 물부족 시나리오에 대한 최적 확률분포로 선정하

였으며 해당 분포가 미래 전망구간에도 동일하게 연속된다고 가정하였다. 

단 금강 유역의 경우에는 과거 37개년 중 연 물부족량 발생 시나리오가 

17개년으로 4대강 중 기왕 물부족 발생빈도가 가장 적었으며 이러한 과

거 시나리오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3변수-GEV 확률분포

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과거 연 물부족량 시나리오에 대해 선정된 확률분포함수에 대

한 한반도 4대강 대권역에 대한 각각의 기왕 최대 물부족량에 해당하는 

비초과확률을 Table 4.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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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1967~2003) 
최대 물부족량 (m3/yr)

선정된
확률분포함수

비초과확률 재현빈도

한강 유역 122,138,312 Lognormal 0.943 17년

낙동강 유역 127,265,085 Lognormal 0.957 23년

금강 유역 71,456,302 GEV 0.978 46년

영산·섬진강 유역 541,014,891 Lognormal 0.978 49년

Table 4.5 Statistical analysis of four major river basins to project maximum water shor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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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절차들을 한반도 4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4개 GCM 

(CSIRO: MK3.0, CNRM: CM3, CONS: ECHO-G, UKMO: HadCM3)

을 이용하여 2020년대에 대한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을 배출 시

나리오별(A2, A1B, B1)로 각각 산정하였다.

2020년대 한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Table 4.6에 나타내

었다. 2020년대 한강 유역의 물부족량은 과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과거대비 15~30 % 

증가폭을 보였고, 최대 물부족량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과거대비 11~25 %

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앞서 한강 유역의 강수량 및 비홍수기 유량이 

2020년대 전망구간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GCM별로 전망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히 MK3.0의 경우 다

른 GCM 보다 A2 와 B1 배출 시나리오와의 조합에서 상당히 과소 모의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20년대 한강 유역에서 산정된 최대 물부족량

은 A2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25 %가 증가한 1.5

억㎥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

과 과거대비 약 30 % 증가한 0.5억㎥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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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r basin : 2020s (2010~203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47,055,598 42,313,004 51,600,971 52,912,837 48,470,602 
(㎥/yr) (+12 %) (+1 %) (+23 %) (+26 %) (+15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00,393,720 107,784,656  234,980,373  166,630,387  152,447,284  
(㎥/yr) 　 (-18 %) (-12 %) (+92 %) (+36 %) (+25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53,399,432  50,262,396  50,662,783  51,383,801 51,427,103 
(㎥/yr) (+27 %) (+20 %) (+21 %) (+22 %) (+23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44,997,788 171,603,446  109,772,679  124,379,986  137,688,475  
(㎥/yr) 　 (+19 %) (+40 %) (-10 %) (+2 %) (+13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63,224,351  39,918,221  60,248,268  54,425,883  54,454,181 
(㎥/yr) (+51 %) (-5 %) (+44 %) (+30 %) (+30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81,791,702 84,350,190  154,190,362  124,251,194  136,145,862  
(㎥/yr) 　 (+49 %) (-31 %) (+26 %) (+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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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출 시나리오와 GCM별 조합에 따른 2020년대 연 물부족량 전망

값의 변동성을 확인하고자 연도별 물부족량 결과를 Fig. 4.14에 나타내었

다. 실선은 2020년대 배출 시나리오별 가중 평균한 연 물부족량 전망값

을 나타내고 점선은 각각의 평균 물부족량이다. 각 배출 시나리오와 

GCM의 조합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전망결과는 전망값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경계로 표현하여 전망결과의 불확실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3개의 배출 시나리오 모두 초기 전망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 물부족

량 발생량이 평균 이하를 보이다가 2039년으로 이동하면서 연 물부족량

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2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대 구간에서 연 물부족량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간 

평균 물부족량은 A1B, B1, A2 순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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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r basin : 2020s (20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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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값은 보정이나 검증이 가능한 실제 관측값이 없기 때문에 객

관적인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 물수급 계획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망결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자세히 기술한 것과 같이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있어 전적으로 

GCM에 의존적인 연구방법론들의 한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

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후변화 연구방법론의 전망결과와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기존의 GCM 모의값

에만 의존하는 전망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한 4개 GCM 

모의 유량 시나리오를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직접 K-WEAP 모형에 입력

하여 전망구간 I: 2020년대(2010~2039)에 대한 물수급 모의를 실시하

여 물부족량을 산출한 후,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강 유역 물부족 전

망결과(A2 배출 시나리오 기반)와 비교 분석하였다. GCM 유량 시나리

오를 직접 모형에 입력하여 모의한 값을 Fig. 4.15에 나타내었다. Fig. 

4.15와 같이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에도 GCM 

선정에 따라 모의 결과 값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

까지 개발된 다수의 GCM 중 어떠한 GCM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가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 영향 전망결과의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특히 ECHO-G 모형의 경우 그 모의값이 다른 GCM에 비해 최대 3

배 이상의 결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GCM의 임의적인 선택적 활용과 

시공간적 상세화 과정 등을 통해 GCM 기반 데이터 자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자료를 모형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자료의 불확실

성이 모의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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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Annual water shortage estimation using GCMs raw data (Han River, 2020s, A2 emiss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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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행 물수급 전망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개선 기법의 

결과 비교를 Table 4.7에 나타내었다. 결과비교 대상은 과거 유량 자료

가 미래 그대로 재현된다는 가정하에 미래 물수급 전망에 활용한 사례(수

자원장기종합계획 방법론)과 GCM 시나리오를 물수급 모형에 직접 입력

하여 전망한 사례(미래 수자원 전략 방법론), 서승범(2011)이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불확실성을 확대하

여 적용성을 분석한 가중값 부여 방법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방법론이다.  

방법론간의 전망결과 비교를 위해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A2 배출 시

나리오와 4개의 GCM을 적용하여 2020년대에 대한 물부족 전망을 수행

하였다.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GCM 시나리오를 직접 모의한 경우가 가

중평균 방법론보다 약 130 % 과대 산정된 결과를 보였다. 최대 물부족

량의 경우에는 GCM 시나리오 직접모의의 경우 GCM 전망값의 범위가 

최소 0.4억㎥에서 최대 1.9억㎥으로 GCM별 최대 물부족량 전망값의 불

확실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서승범(2011)이 제안한 방법론은 과거 

자료의 범위를 초과하는 미래 전망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보이며 모든 

GCM에서 동일한 최댓값을 산정하여 미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에 있어 다

양한 GCM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고려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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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Comparison of water shortage projection between existing methods and newly proposed method

          (Han River, 2020s, A2 emission scenario) 

평균 물부족량 (㎥/yr) (2020년대, A2, 한강 유역 전망) 비고

Historic 41,979,592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GCM 시나리오 직접 모
의가 가중평균 방법론
보다 약 130 포인트 과
대 산정

GCMs CNRM CSIRO CONS UKMO GCMs average

GCM 시나리오 
직접모의

17,384,925
(-58.6 %)

63,415,750
(+51.2 %) 

192,212,621
(+357.9 %) 

137,612,789
(+227.8 %) 

102,665,521
(+144.6 %) 

가중평균 및
확률분포 추정

 47,055,598
(+12.1 %) 

 42,313,004
(+0.8 %) 

 51,600,971
(+22.9 %) 

 52,912,837
(+26.0 %) 

  48,470,602
(+15.5 %) 

최대 물부족량 (㎥/yr) (2020년대, A2, 한강 유역 전망) 비고

Historic 122,138,312
최대 물부족량의 경우  
GCM 시나리오 직접모
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보다 약 118 
포인트 과대 산정하였으
며, 서승범(2011)이 제
안한 방법은 약 58 포
인트 과소 산정

CNRM CSIRO CONS UKMO GCMs average

GCM 시나리오 
직접모의

40,418,725
(-66.9 %)

150,617,624
(+23.3 %) 

684,489,813
(+460.4 %) 

308,969,166
(+153.0 %)

296,123,832
(+142.5 %) 

가중평균
(서승범, 2011)

  80,690,086 
(-33.9 %)

  80,690,086
(-33.9 %) 

  80,690,086
 (-33.9 %)

  80,690,086 
(-33.9 %)

 80,690,086 
(-33.9 %)

가중평균 및
확률분포 추정

(본 연구)

100,393,720
(-17.8 %) 

107,784,656
(-11.8 %)  

234,980,373
(+92.4 %)  

166,630,387
(+36.4 %)  

152,447,284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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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낙동강 유역 역시 과거대비 물부족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과거대비 31~59 

% 증가로 동일 전망구간에 대해 한강 유역보다 평균 물부족량 증가폭이 

크게 전망되었다. 최대 물부족량의 증가율은 12~24 %로 평균 물부족량

보다 그 폭이 작았다. 2020년대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

족량은 A2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24 %가 증가한 

1.6억㎥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

망결과 과거대비 약 59 % 증가한 0.5억㎥으로 전망되었다(부록 B, Fig. 

A.1, Table A.1 참조).

금강 유역의 물부족량 역시 과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

균 물부족량의 경우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과거대비 113~167 % 증가로 

동일 전망구간에 다른 대권역보다 평균 물부족량 증감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평균 물부족량 정량적 수치로는 한강 유역이나 낙동강 유역의 전망

값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금강 유역에서 과거 37개년 중 단 17년 

만이 물부족이 발생하여 과거 물수급이 타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

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래 전망구간에서의 비홍수기 유량이 감소함에 따

라 물부족량이 증가함으로써 과거대비 증감률에서 최대 증가폭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반해 최대 물부족량의 증가율은 9~33 %로 평균 물부족량

보다 그 증가 폭이 작았으며, 한강과 낙동강 유역과도 비슷한 수준의 증

가양상을 보였다. 특히 금강 유역의 경우에는 과거 물부족량 시나리오의 

발생빈도가 적어 미래 전망구간에서도 물부족량이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

오가 있어 불확실성 범위가 2020년대 전망값 중 가장 크다고 하겠다. 

2020년대 금강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

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33 %가 증가한 0.9억㎥으로 전망되었

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167 % 증가한 0.3억㎥으로 분석되었다.(부록 B, Fig. A.2, Table A.2 

참조).

2020년대 영산·섬진강 유역의 물부족량 역시 과거대비 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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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 A1B와 B1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과거대비 16~21 % 증가를 보인 반면에, A2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과거대비 평균 물부족량의 변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2 배출 시

나리오에 비해 A1B와 B1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가 변동폭이 다소 크나 

평균 물부족량 변동이 낙동강, 금강 유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

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32 %가 증가한 7.1억㎥으로 전망되었

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21 

% 증가한 2.2억㎥으로 전망되었다(부록 B, Fig. A.3, Table A.3 참조).

나. 전망구간 II: 2050년대(2040~2069년)

전망구간 2050년대는 2040~2069년, 30년 구간의 미래 GCM 유량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K-nn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과거 샘플 시나리오

(과거 연 물부족량)를 추출하고 이에 각각 가중값을 부여하여 미래 평균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확률분포함수 추정을 통해 미래 최대 물부족량을 산

출하였다. 앞서 제시했던 물부족량 전망 절차에 따라 4개 GCM과 SRES 

3개 배출 시나리오 조합에 따른 물부족량 전망결과 4대강 대권역별로 분

석하였다.

2050년대 한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Table 4.8과 Fig. 

16에 나타내었다. 2020년대에 비해 다소 변동폭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

다. 배출 시나리오 3개의 평균 물부족량보다 상회한 물부족량이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한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 유역에

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B1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

거대비 약 57 %가 증가한 1.9억㎥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63 % 증가한 0.7억㎥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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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r basin : 2050s (2040~206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55,711,075 49,579,297  59,826,810 70,943,279 59,015,115 
(㎥/yr) (+33 %) (+18 %) (+43 %) (+69 %) (+41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49,323,855 90,946,053  187,493,110  203,919,680  157,920,675  
(㎥/yr) 　 (+22 %) (-26 %) (+54 %) (+67 %) (+29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69,554,549  56,224,624  74,509,143  73,722,005 68,502,581 
(㎥/yr) (+66 %) (+34 %) (+77 %) (+76 %) (+63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80,895,954 178,357,125  211,521,150  185,290,153  189,016,096  
(㎥/yr) 　 (+48 %) (+46 %) (+73 %) (+52 %) (+55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66,253,581 52,183,796 64,648,053 71,787,655 63,718,271 
(㎥/yr) (+58 %) (+24 %) (+54 %) (+71 %) (+52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79,269,419 159,551,473  190,102,545  236,855,781  191,444,805  
(㎥/yr) 　 (+47 %) (+31 %) (+56 %) (+94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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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 basin: 2050s (204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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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대 낙동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2020년대에 비해 

변동폭이 크며, 2020년대와 유사하게 한강유역에 비해서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

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51 %가 증가한 1.9억㎥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115 % 

증가한 0.6억㎥으로 산정되었다(부록 C, Fig. A.1, Table A.1 참조).

금강 유역의 경우, 2050년대 물부족 전망값은 2020년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분석되었고, 2020년대와 동일하게 4대강 유역 중 평균 물부족

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62 %가 증가한 1.2억㎥으로 전

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

비 약 288 % 증가한 0.4억㎥으로 나타났다(부록 C, Fig. C.2, Table 

C.2 참조).

2050년대 영산·섬진강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2020년대 유사하게 

평균 물부족량은 크게 전망되었으나, 과거대비 변동폭은 한강 유역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65 %가 증가한 8.9억㎥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77 % 

증가한 3.2억㎥으로 전망되었다(부록 C, Fig. C.3, Table C.3 참조).

다. 전망구간 III: 2080년대(2070~2099년)

전망구간 2080년대는 2070~2099년, 30년 구간의 미래 GCM 유량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K-nn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과거 샘플 시나리오

(과거 연 물부족량)를 추출하고 이에 각각 가중값을 부여하여 미래 평균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확률분포함수 추정을 통해 미래 최대 물부족량을 산

정하였다. 앞서 제시했던 물부족량 전망 절차에 따라 4개 GCM과 SRES 

3개 배출 시나리오 조합에 따른 물부족량 전망결과 4대강 대권역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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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2080년대 한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Table 4.9와 Fig. 

4.17에 나타내었다. 2020년대, 2050년대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

으며, 물부족량 전망결과 중 과거대비 큰 변동폭을 보이는 전망결과로는 

2050년대 한강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

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60 %가 증가한 1.9억㎥으로 전망되

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76 % 증가한 0.7억㎥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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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r basin : 2080s (2070~209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72,764,769  55,807,335  60,628,657  74,574,920 65,943,920 
(㎥/yr) (+73 %) (+33 %) (+44 %) (+78 %) (+57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92,447,062 127,903,778  220,652,054  208,807,988  187,452,721  
(㎥/yr) 　 (+58 %) (+5 %) (+81 %) (+71 %) (+53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73,668,044  70,014,890  75,651,629  76,019,961  73,838,631 
(㎥/yr) (+75 %) (+67 %) (+80 %) (+81 %) (+76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197,715,836 187,521,888  198,564,096  195,676,754  194,869,643  
(㎥/yr) 　 (+62 %) (+54 %) (+63 %) (+60 %) (+60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41,979,592  74,192,918  49,008,586 77,018,093  72,775,814 68,248,853 
(㎥/yr) (+77 %) (+17 %) (+83 %) (+73 %) (+63 %)

최대 물부족량 122,138,312 252,309,496 97,148,763  209,465,626  218,811,742  194,433,907  
(㎥/yr) 　 (+107 %) (-20 %) (+71 %) (+7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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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Han River basin: 2080s (207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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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년대 낙동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2020년대, 2050

년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71 %가 증가한 2.2억

㎥,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129 % 증가한 0.7억㎥으로 전망되었다(부록 D, Fig. D.1, Table D.1 

참조).

금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2020년대, 2050년대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4대강 유역 중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금강 유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77 %가 증가한 1.3억㎥,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약 319 % 증가한 0.4억㎥

으로 산정되었다(부록 D, Fig. D.2, Table D.2 참조).

2080년대 영산․섬진강 유역에서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2020년대, 

2050년대에 비해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로 과거대비 약 84 %가 증가한 9.9억㎥으로 전

망되었으며, 평균 물부족량은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

비 약 84 % 증가한 3.3억㎥으로 전망되었다(부록 D, Fig. C.3, Table 

C.3 참조).

라. 한반도 4대강 유역 종합

다수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GCM 조합을 통한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따라 미래 한반도 4대강 유역의 비홍수기 자연유량은 먼 미래 시점

으로 이동할수록 과거대비 감소폭이 증가하는 추세로 점점 감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먼 미래 시점으로 갈수록 배출 시나리오별로 연총강수

량과 총 유량의 큰 차이는 없으나 홍수기(7~9월)와 비홍수기 유량 변동

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발생하여 홍수기 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반에 비홍수기 유량은 상당히 감소하는 전망값을 보여 장래 홍수기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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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기 이수 측면에서는 봄, 여름, 겨울의 물부족 현

상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전망구간별(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한반도 물부족량 전망값을 Table 4.10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합에 따른 한반도 미래 평균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Fig. 4.18

에 나타내었다.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 모두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가 과거대비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으며, 전망구간별로는 

2080년대 전망결과가 큰 변동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대비 변

동폭이 가장 큰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물부족량의 경우는 A1B 배출 시

나리오를 이용한 전망결과가 과거대비 97 % 증가하여 5.2억㎥으로 전망

되었으며, 최대 물부족량의 경우는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하여 과거대

비 78 % 증가한 15.3억㎥으로 전망되었다. A1B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

망결과가 가장 큰 물부족량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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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Future projection (GCMs average, A2)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평균 물부족량 262,769,211 289,958,343 389,131,507 423,187,138 
(㎥/yr) (+10 %) (+43 %) (+61 %)

최대 물부족량 861,874,590 936,465,422 1,235,323,144 1,458,118,988 
(㎥/yr) 　 (+9 %) (+43 %) (+69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Future projection (GCMs average, A1B)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평균 물부족량 262,769,211 328,800,542 491,319,807 516,513,671 
(㎥/yr) (+25 %) (+87 %) (+97 %)

최대 물부족량 861,874,590 1,029,004,963 1,388,334,420 1,532,404,838 
(㎥/yr) 　 (+19 %) (+61 %) (+78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Future projection (GCMs average, B1)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평균 물부족량 262,769,211 347,780,678 389,131,507 410,369,705 
(㎥/yr) (+32 %) (+48 %) (+56 %)

최대 물부족량 861,874,590 1,090,868,248 1,255,292,233 1,446,822,027 
(㎥/yr) 　 (+27 %) (+46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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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s (2010~2039)

Fig. 4.18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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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50s (2040~2069)

Fig. 4.18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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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80s (2070~2099)

Fig. 4.18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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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SRES 및 RCP 시나리오 전망결과 비교

IPCC 5차 평가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새롭게 제시된 RCP 배출 시나리

오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는 기존 SRES 배출 시나리오에 비해 RCP 배출 시나리오 활용이 제한적

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현시점에서 RCP 배출 시나리오와 조합하여 이

용 가능한 GCM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CP 배출 

시나리오를 이용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위해 기상청

에서 영국 기상청 해들린센터의 지역기후변화예측모형인 HadGEM3-RA

를 도입하여 한반도 영역에 대해 2011~2099년까지 전망구간에 대한 약 

12.5 km의 해상도를 갖는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RES 배출 시나리오와 새로이 제시되는 RCP 배

출 시나리오 자료의 비교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부족 전망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적 유사한 비교 조건

을 제시하고자 SRES A2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RCP 8.5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대표적으로 2050년대(2040~2069년)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검토

하였다. GCM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RCP 배출 시나리오 생산에 이

용된 단일 GCM이 HadGEM-RA에 대응하고자 SRES 시나리오 역시 영

국 기상청에서 개발한 HadCM3.0을 이용한 전망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4.19~4.20에 2050년대 한강 유역에서의 배출 시나리오별 월별 

유량과 과거대비 월평균 유량 증감을 나타내었다. RCP 8.5 시나리오 기

반 월평균 유량은 SRES 시나리오 기반 월평균 유량과 비교한 결과, 홍

수기인 7월~9월에는 작았으며 비홍수기에는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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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omparison of projected monthly flow 

between SRES A2 and RCP 8.5 scenarios (Han River, 2050s) 

Fig. 4.20 Comparison of change in projected monthly flow comparing to 

historical data between SRES A2 and RCP 8.5 scenarios (Han River, 20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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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대 배출 시나리오별 유역별, 한반도 물부족량 전망결과를 Fig. 

4.21~4.24와 Table 4.11에 나타내었다. RCP 8.5 배출 시나리오 기반 

전망결과, 과거대비 평균 물부족량은 35 %, 최대 물부족량 44 % 감소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A2 배출 시나리오 기반, 과거대비 평균 물부

족량은 92 %, 최대 물부족량 58 % 증가하는 결과와는 매우 상이한 전

망결과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배출 시나리오별 유량 비교, 검토를 통해 물부족량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이수기 유량의 경우는 RCP 8.5 배출 시나리오의 

월평균 유량이 큰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평균 총 유량의 경우

에는 A2 배출 시나리오가 조금 더 많지만 A2 시나리오의 경우 유량이 

7~9월 홍수기에 집중되고 비홍수기에는 적은 반면에 RCP 8.5 시나리오

는 2~6월과 10~12월 유량이 확연하게 A2의 경우보다 많다. A2 시나리

오를 이용한 유량 예측이 훨씬 더 계절성이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적용에 있어 기준 유량을 비홍수기 유량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봄

과 여름,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유량이 많은 RCP 8.5 시나리오에서 물부

족 발생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즉,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가정하는 A2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의 물부족량 전망결과는 상당히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미

래 전망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 배출 시나리오의 선정이 

최종 전망결과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RCP 배출 시나리오는 최근에 도입되어 현재 몇

몇 연구에서 시범적용 중에 있어 전망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만 미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에 있어 보다 적합한 기후변화 시나리

오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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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8.5 emission scenario

(b) SRES A2 emission scenario

Fig. 4.21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s (Han River, 20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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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8.5 emission scenario

(b) SRES A2 emission scenario

Fig. 4.22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s (Nakdong River, 20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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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8.5 emission scenario

(b) SRES A2 emission scenario

Fig. 4.23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s (Geum River, 20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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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P 8.5 emission scenario

(b) SRES A2 emission scenario

Fig. 4.24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s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20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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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Comparison of water shortage projection between SRES A2 and RCP 8.5 scenarios : 2050s

(a) RCP 8.5 emission scenario

Future projection (RCP 8.5, HadGEM3-RA)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섬진강 유역 4대강 전체

평균 물부족량(㎥/yr)    27,832,142 16,510,829      1,343,784  125,777,431 171,464,186

과거대비 증감 (-34 %) (-44 %) (-86 %) (-31 %) (-35 %)

최대 물부족량(㎥/yr) 72,954,460 76,713,259 71,456,302 263,808,634 484,932,655

과거대비 증감 (-40 %) (-40 %) - (-51 %) (-44 %)

(b) A2 emission scenario

Future projection (SRES A2, HadCM3)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섬진강 유역 4대강 전체

평균 물부족량(㎥/yr) 70,943,279 68,943,212 41,448,629 323,712,878 505,047,998

과거대비 증감 (+69 %) (+133 %) (+32 %) (+110 %) (+92 %)

최대 물부족량(㎥/yr) 203,919,680 228,610,540 128,308,297 797,948,974 1,358,787,491

과거대비 증감 (+67 %) (+80 %) (+80 %) (+47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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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 물수급 전망을 실시한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한반도 5

대강을 대상으로 발생가능한 물부족량을 전망하였다. 기존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은 수문모형의 입력값으로 GCM 모의 변수에 전적으로 의지해 과

거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급진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승범(2011)은 미래 GCM 기반 

시나리오와 과거 시나리오의 비교를 통해 과거 시나리오 재추출을 통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군을 새로이 조합하고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가중값을 

부여함으로써 GCM 기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존의 과거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미래 물수급 전망기법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서승범(2011)이 제안한 방법은 과거 시나리오의 재추출이라

는 특성으로 인해 미래 최대 물부족량 산정에 있어 기왕 최대 시나리오의 

범위를 벗어난 전망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 물부족량

에 있어서는 서승범(2011)이 제안한 전망기법을 한반도 4대강 유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그 전망결과를 분석하고, 과거 물부족 시나리오의 확률분

포함수 추정을 통해 기왕 최대 시나리오의 비초과확률이 미래 전망구간에

서 재현될 시 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최대 물부

족량을 새로이 산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자 다수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GCM의 조합을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의

된 GCM 수문기상 변수를 TANK 모형에 입력하여 한반도 4대강 중권역

별 미래 유량을 모의하였다. 순위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비홍수기 유량을 

K-nn resampling algorithm 적용을 위한 기준유량으로 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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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을 적용하여 새로이 추출된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이에 

가중값을 부여하여 미래 평균 물부족량을 산정하고 적합한 확률분포함수 

추정과 기왕 최대 시나리오 발생확률 분석을 통해 미래 최대 물부족량을 

산정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한 미래 한반도 물수급 전망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전망구간별 특성

한반도 4대강 유역에 적용하여 2010~2099년에 걸쳐 3개의 전망구간

에 대한 미래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을 각각 전망하였다. 한반도 

4대강 유역의 미래 물부족량은 평균치와 최대치 모두 장기 미래 2080년

대로 이동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대 한

반도 평균 물부족량은 2.9억~3.5억㎥이고, 최대 물부족량은 9.4억~10.9

억㎥로 전망되었다. 장기 2080년대의 경우에는 평균 물부족량은 4.1

억~5.2억㎥, 최대 물부족량은 14.5억~15.3억㎥으로 전망되어 2020년대 

대비 평균 물부족량과 최대 물부족량 모두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전망구간간 물부족량 증가 추이는 2020년대에서 2050년대

로 이동하는 시점에 물부족량 증가폭(16~62 %)이 상대적으로 2020년

대에서 2050년대로 이동하는 시점(10~26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었

는데, 이는 2050년대에서 2080년대의 이수기 유량 변동폭(약 10 %) 보

다 2020년대에서 2050년대 구간 사이의 이수기 유량 변동폭(약 20 %)

이 큰 전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4대강 유역별 전망 특성

4대강 권역별 미래 이수기 유량 변동은 2020년대에는 과거대비 약 

20~30 % 감소를 보이다가, 2080년대에는 약 60 % 감소폭을 보여 모

든 권역에서 장기 미래로 이동할수록 물부족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2020년대에는 4대강 권역 중 영산·섬진강 유역에서 물부족 전망값

이 가장 컸는데, B1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평균 물부족량은 2.2억㎥, 



- 111 -

최대 물부족량은 7.1억㎥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장 물부족량 발생이 적은 

곳은 금강 유역으로 같은 기간 평균 물부족량은 0.2억㎥, 최대 물부족량

은 0.8억㎥으로 영산·섬진강 유역과 약 9.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

히 금강 유역의 경우에는 2080년대 평균 물부족량이 최대 319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4대강 유역 중 과거대비 물부족 증가폭이 가

장 컸는데, 이는 과거 금강 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해 물부족 발생횟수가 

적고 비교적 물수급에 안정적이었는데 미래 비홍수기 유량이 감소함에 따

라 물부족 발생이 증가하게 되어 절대적인 물부족량 전망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과거대비 증감 폭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배출 시나리오별 전망 특성

배출 시나리오별 전망 특성으로는 2080년대 A1B 배출 시나리오의 강

수량과 유량 전망값의 감소가 현저히 두드러져 SRES 시나리오 중에서는 

A1B 시나리오의 경우 물부족량 발생이 많았다(과거대비 평균 물부족량 

최대 97 %, 최대 물부족량 최대 78 %). 차기 IPCC 평가보고서에서 새

로이 제시될 RCP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 결과 SRES 기반 A2 배출 

시나리오와 RCP 8.5 배출 시나리오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달리, A2 배출 시나리오는 미래 비홍수기 유량이 감소하여 물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반면, RCP 8.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봄철과 가을, 

겨울철에 오히려 유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물부족 발생이 오히려 

완화되어(과거대비 평균 물부족량 –86~-31 %, 최대 물부족량 -51~0 

%) 먼 미래로 이동할수록 물부족이 발생되지 않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4) GCM별 전망특성

GCM별 전망특성으로는 MK3.0가 상대적으로 과소 모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없는 미래 전망에 있어 특정 GCM

에 대한 모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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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 GCM 선택에 따른 연구결과가 매우 상이하거나 또는 과소, 

과대 모의 될 수 있으므로 GCM 모의값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미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에 있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

용을 통해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전망에 있어 GCM 전망결과를 직접 모

형에 입력하지 않고 과거 시나리오를 활용한 표본 재추출(resampling)과 

가중값 부여, 확률분포 추정을 통한 빈도 해석 등을 통해 GCM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기후변화 연구 방법론을 지양하고 실재하는 과거 데이터와 

미래 GCM 전망값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

해 미래 한반도 물부족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GCM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

확실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5.2 향후 연구

물수급 분석 및 전망에 있어 물공급 시나리오 분석 외에 물수요 시나리오 

예측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1년 보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년 물수요(기준수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당 물수요가 전망구간에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장래 물수급 전망과 물부족 산정에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공급가용량 분석만큼 물수요 변동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미래 시

점 변동에 따른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물수요 시나리오 예측이 수반된

다면 미래 물부족량 전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과 기온 등 기상변수들의 변동 못지않게, 

미래 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 등 사회요인 변동으로 인한 토지이용도와 

피복도, 식생 변화 역시 미래 유량 시나리오 전망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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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기상변수 변화

에 따른 미래 유량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수급 전망을 수

행하였으나,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분포형 모형을 적용한

다면 유량 시나리오 전망에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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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한반도 4대강 중권역 구분

대권역 유 역 하천명 중권역
구 분

중권역 
번 호

유역면적
(㎢)

비 고

한

강

4개 30개 41,956.97

한강

남한강 남한강상류 1001 2,447.85
강릉시(13.2), 삼척시(17.4), 영월군(13.1), 
정선군(100), 태백시(24.9), 평창군(45.2)

평창강 평창강 1002 1,773.39
영월군(46.5), 원주시(5.4), 평창군(54.8), 
횡성군(30.7), 단양군(3.6), 제천시(7.6)

남한강 충주댐 1003 2,483.82
영월군(40.5), 원주시(9.4), 태백시(6.7), 
문경시(4.6), 봉화군(2.9), 영주시(6.0), 

단양군(96.4), 제천시(92.4), 충주시(24.7)

달천 달천 1004 1,614.36
문경시(1.6), 상주시(4.1), 괴산군(85.4), 

보은군(23.6), 음성군(21.3), 청원군(21.4), 
청주시(2.0), 충주시(33.8)

남한강 충주댐하류 1005 524.42 원주시(13.3), 여주군(0.2), 충주시(41.5)

섬강 섬강 1006 1,491.01 원주시(71.9), 홍천군(2.0), 횡성군(69.3), 
양평군(11.7), 여주군(6.2)

남한강 남한강하류 1007 2,072.72
광주시(5.7), 안성시(20.2), 양평군(68.4), 
여주군(93.6), 용인시(19.7), 이천시(100), 

음성군(36.2)

북한강 금강산댐 1008 2,384.68 양구군(1.8)

북한강 평화의댐 1009 940.45 양구군(7.4), 철원군(19.0), 화천군(16.1)

북한강 춘천댐 1010 1,587.36 양구군(70.2), 춘천시(19.9), 화천군(84.0)

인북천 인북천 1011 931.22 고성군(1.5), 양구군(8.5), 인제군(44.0)

소양강 소양강 1012 1,852.04 양구군(12.1), 인제군(55.9), 춘천시(34.0), 
홍천군(24.7)

북한강 의암댐 1013 721.70 춘천시(31.1), 가평군(44.6)

홍천강 홍천강 1014 1,566.05
춘천시(15.1), 홍천군(73.4), 가평군(1.2), 

양평군(6.4)

북한강 청평댐 1015 760.61
가평군(54.2), 남양주시(40.6), 양평군(13.5), 

포천군(0.1)

경안천 경안천 1016 561.12 광주시(87.2), 용인시(31.6)

한강 팔당댐 1017 43.87
광주시(7.1), 남양주시(1.8), 양평군(0.1), 

하남시(4.3)

한강 중랑천 1018 1,537.22

과천시(100), 광명시(100), 구리시(100), 
군포시(45.0), 남양주시(57.6), 부천시(20.6), 

성남시(100), 시흥시(10.7), 안양시(100), 
양주군(12.0), 용인시(9.7), 의왕시(79.8), 

의정부시(100), 포천군(8.1), 하남시(95.8), 
서울특별시(89.6)

한강 곡릉천 1019 826.33
고양시(100), 김포시(55.1), 부천시(79.4), 

양주군(20.0), 파주시(26.5), 서울특별시(10.4), 
인천광역시(18.1)

고미향천 고미향천 1020 2,198.07 -

임진강 임진강상류 1021 2,194.89 철원군(6.8), 연천군(33.9)

한탄강 한탄강 1022 2,339.62 철원군(74.2), 동두천시(100), 양주군(59.4), 
연천군(42.7), 파주시(0.3), 포천군(91.8)

임진강 임진강하류 1023 1,416.53 양주군(8.6), 연천군(23.5), 파주시(72.5)

한강 한강하류 1024 146.40 김포시(14.7), 파주시(0.7)

안성천 안성천 안성천 1101 1,658.66

군포시(11.5), 수원시(100), 안성시(76.2), 
오산시(100), 용인시(39.1), 의왕시(20.2), 
평택시(77.8), 화성시(25.8), 아산시(22.8), 

천안시(27.6)

한강
서해

포내천 한강서해 1201 1,031.64 김포시(30.2), 시흥시(65.4), 인천광역시(81.9)

화정천 시화호 1202 961.26
군포시(43.5), 시흥시(23.9), 안산시(100), 

평택시(22.2), 화성시(74.2)

한강
동해

양양남대천 양양남대천 1301 1,852.93 강릉시(3.6), 고성군(98.5), 속초시(100), 
양양군(100), 인제군(0.1)

강릉남대천 강릉남대천 1302 1,050.11 강릉시(83.3), 동해시(100)

삼척오십천 삼척오십천 1303 986.64 삼척시(82.6), 태백시(2.7)

Table A.1 Sub-basins in the Han River basin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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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역 유 역 하천명
중권역
구 분

중권역 
번 호

유역면적
(㎢) 비 고

낙

동

강

6개 33개 31,785.04

낙동강

낙동강 안동댐 2001 1,628.68 태백시(65.7), 봉화군(71.2), 안동시(31.3),
영양군(1.7), 울진군(7.8)

반변천 임하댐 2002 1,975.77
안동시(30.1), 영덕군(0.5), 영양군(81.3),

청송군(96.3), 포항시(2.5)

낙동강 안동댐하류 2003 980.41 안동시(34.0), 영주시(1.5), 예천군(9.94),
의성군(33.5)

내성천 내성천 2004 1,816.06
문경시(65.1), 봉화군(25.9), 안동시(4.5),

영주시(92.5), 예천군(83.3)

영강 영강 2005 914.43 문경시(65.1), 상주시(25.4)

벙성천 병성천 2006 433.11 상주시(34.6)

낙동강 위천합류점 2007 223.13 문경시(0.6), 상주시(11.9), 예천군(7.8),
의성군(1.6)

위천 위천 2008 1,405.99
구미시(3.7), 군위군(100), 상주시(0.3),
안동시(0.1), 영천시(0.7), 의성군(63.1)

칠곡군(5.1)

낙동강 낙동수위표 2009 179.20 구미시(22.9), 상주시(1.3), 의성군(1.9)

감천 감천 2010 1,005.33 구미시(20.6), 김천시(87.4)

낙동강 왜관수위표 2011 1,106.16
고령군(1.9), 구미시(52.9), 김천시(3.6),

성주군(62.8), 칠곡군(66.3), 대구광역시(5.9)

금호강 금호강 2012 2.092.42 경산시(96.0), 경주시(0.1), 영천시(98.8), 
칠곡군(28.6), 포항시(12.9), 대구광역시(58.6)

회천 회천 2013 781.70
거창군(0.1), 합천군(3.5), 고령군(65.7),

청도군(0.3), 성주군(37.2)

낙동강 고령교수위표 2014 547.95
창녕군(14.0), 합천군(3.5), 고령군(32.5),

청도군(0.3), 대구광역시(35.5)

남강 합천댐 2015 928.94 거창군(99.8), 합천군(13.1)

황강 황강 2016 387.16 합천군(39.4)

낙동강 적포교수위표 2017 473.26 의령군(41.7), 창녕군(44.0), 합천군(4.0)

남강 남강댐 2018 2,293.42

사천시(13.0), 산청군(100), 의령군(7.5), 
진주시(22.0), 하동군(13.0), 함양군(100),
합천군(18.8), 구례군(4.4), 남원시(32.5),

장수군(0.1)

남강 남강 2019 1,185.08 고성군(23.2), 의령군(50.8), 진주시(73.8),
함안군(70.8)

낙동강 임해진수위표 2020 1,004.68
김해시(37.3), 마산시(17.1), 밀양시(33.2),
창녕군(42.0), 창원시(56.9), 함안군(29.2)

밀양강 밀양강 2021 1,422.30 밀양시(59.9), 양산시(9.1), 경산시(4.1),
경주시(10.8), 청도군(99.7), 울산광역시(5.1)

낙동강 낙동강하구언 2022 915.84
김해시(62.7), 밀양시(7.0), 양산시(73.0), 

부산광역시(28.6)

형산강 형산강 형산강 2101 1,139.99 경주시(63.6), 영천시(0.5), 포항시(21.3),
울산광역시(5.3)

태화강 태화강 태화강 2201 660.86 양산시(0.1), 경주시(6.6), 울산광역시(49.4)

회야강

회야강 회야강 2301 324.16 양산시(13.5), 울산광역시(26.7)

수영강 수영강 2302 541.28
양산시(4.2), 부산광역시(65.0),

울산광역시(3.1)

낙동강
동해

왕피천 왕피천 2401 1,405.85 영덕군(37.4), 영양군(17.0), 울릉군(100),
울진군(92.2)

영덕오십천 영덕오십천 2402 905.56 영덕군(62.2), 청송군(3.7), 포항시(36.3)

대종천 대종천 2403 656.59 경주시(18.9), 포항시(27.0), 울산광역시(10.4)

낙동강 
남해

가화천 가화천 2501 785.56
고성군(46.6), 사천시(87.1), 진주시(4.2),

통영시(19.8), 하동군(18.6)

정포천 남해도 2502 358.70 남해군(100)

사등천 거제도 2503 533.83 거제시(100), 고성군(0.3), 통영시(55.5)

보전천 보전천 2504 770.55 고성군(29.9), 마산시(82.9), 진해시(100), 
창원시(43.2), 통영시(24.7), 부산광역시(6.4)

Table A.2 Sub-basins in the Nakdong River basin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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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역 유 역 하천명 중권역
구 분

중권역 
번 호

유역면적
(㎢)

비 고

금

강

4개 21개 17,537.03

금강

금강 용담댐 3001 930.35 무주군(15.4), 장수군(59.8), 진안군(65.3)

금강 용담댐하류 3002 127.72 무주군(17.4), 진안군(2.3)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 3003 464.08 거창군(0.2), 무주군(63.9), 영동군(7.1)

영동천 영동천 3004 705.51 무주군(3.4), 금산군(59.6), 영동군(39.9)

초강 초강 3005 664.62 상주시(18.7), 영동군(50.5)

금강 대청댐상류 3006 120.42 영동군(2.3), 옥천군(18.7)

보청천 보청천 3007 553.56
상주시(3.8), 보은군(59.0), 영동군(0.4),

옥천군(29.3)

금강 대청댐 3008 667.48 대전광역시(19.0), 금산군(13.1), 보은군(17.4),
옥천군(52.0), 청원군(12.9)

갑천 갑천 3009 648.98 대전광역시(75.0), 금산군(22.3), 논산시(18.4)

금강 대청댐하류 3010 129.82
대전광역시(8.2), 연기군(5.4), 청원군(11.5),

청주시(1.3)

미호천 미호천 3011 1,855.83
연기군(3.7), 천안시(60.6), 괴산군(41.6), 
음성군(14.6), 진천군(42.5), 청원군(54.2), 

청주시(96.8)

금강 금강공주 3012 1,844.04 대전광역시(10.5), 공주시(94.6), 논산시(9.7),
부여군(67.4), 연기군(27.9), 청양군(74.1)

논산천 논산천 3013 666.10
완주군(10.5), 익산시(12.8), 공주시(5.4), 

금산군(4.5), 논산시(71.6)

금강하구언 금강하구언 3014 536.58
군산시(12.1), 익산시(32.5), 논산시(0.3), 

부여군(23.7), 서천군(49.0)

삽교천 삽교천 삽교천 3101 1,668.04
당진군(28.8), 서산시(0.1), 아산시(77.2),
연기군(6.2), 예산군(96.6), 천안시(30.9),

청양군(25.9), 홍성군(40.9)

금강
서행

성연천 대호방조제 3201 684.24 당진군(72.1), 서산시(24.6)

용요천 부남방조제 3202 1,336.04
보령시(8.8), 서산시(75.3), 예산군(3.3),

태안군(100), 홍성군(43.8)

광천천 금강서해 3203 910.96 군산시(19.3), 보령시(91.2), 부여군(9),
서천군(51.1), 홍성군(15.4)

새만금

만경강 만경강 3301 1,600.63
군산시(64.5), 김제시(30.5), 완주군(89.4),

익산시(54.7), 전주시(100)

동진강 동진강 3302 1,161.52
고창군(9.4), 김제시(69.5), 부안군(23.2),
완주군(0.2), 전주시(1.0), 정읍시(94.0)

직소천 새만금방조제 3303 260.51 군산시(4.1), 부안군(51.6)

Table A.3 Sub-basins in the Geum River basin (MLT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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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4 Sub-basins in the Seomjin River basin (MLTM, 2011) 

대권역 유 역 하천명
중권역
구 분

중권역 
번 호

유역면적
(㎢) 비 고

섬

진

강

2개 15개 8,310.96

섬진강

섬진강 섬진강댐 4001 763.38
순창군(30.7), 임실군(49.0), 정읍시(8.9),

진안군(32.4)

섬진강 섬진강댐하류 4002 237.08 순창군(22.3), 임실군(20.5), 정읍시(0.5)

오수천 오수천 4003 370.89
남원시(13.0), 순창군(8.7), 임실군(30.5),

장수군(9.0)

섬진강 순창 4004 431.35 곡성군(34.6), 남원시(6.7), 순창군(38.3)

요천 요천 4005 486.53 남원시(42.9), 장수군(31.1)

섬진강 섬진곡성 4006 183.45 곡성군(25.3), 구례군(1.8), 남원시(4.9)

보성강 주암댐 4007 1,029.41
담양군(11.8), 보성군(58.8), 순천시(18.0),

장흥군(16.8), 화순군(40.5)

보성강 보성강 4008 283.78 곡성군(37.7), 순천시(8.5)

섬진강 섬진강하류 4009 1,128.43
하동군(68.3), 곡성군(2.3), 광양시(22.5),

구례군(93.8), 순천시(15.9)

섬진강 
남  해

고읍천 섬진강서남해 4101 1,086.27 강진군(53.7), 고흥군(35.2), 보성군(26.0),
장흥군(45.0), 해남군(8.9)

- 완도 4102 384.61 완도군(100), 해남군(0.1)

- 금산면 4103 124.07 고흥군(16.1)

이서천 이사천 4104 1,048.40 고흥군(48.7), 보성군(15.2), 순천시(53.3),
여수시(19.1)

수어천 수어천 4105 612.71 광양시(77.5), 순천시(4.3), 여수시(19.1)

- 여수시 4106 140.60 여수시(30.2)

Table A.5 Sub-basin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MLTM, 2011) 

대권역 유 역 하천명 중권역
구 분

중권역 
번 호

유역면적
(㎢)

비 고

영

산

강

4개 14개 7,584.50

섬진강

영산강 영산강상류 5001 714.808 광주광역시(56.6), 담양군(83.0), 장성군(10.7)

황룡강 황룡강 5002 565.04
광주광역시(21.5), 담양군(5.17),

장성군(82.67), 함평군(0.34), 정읍시(0.59)

지석천 지석천 5003 663.98 광주광역시(8.4), 나주시(25.1), 화순군(59.6)

영산강 영산강중류 5004 421.18 광주광역시(11.4), 나주시(52.7), 영암군(7.6)

고막원천 고막원천 5005 218.95 나주시(6.0), 장성군(6.6), 함평군(35.7)

영산강 영상강하류 5006 470.36 나주시(16.2), 무안군(24.1), 영광군(0.5),
영암군(14.1), 함평군(46.7)

영암천 영암천 5007 264.51 영암군(46.9)

영산강 영산강하구언 5008 150.53 목포시(7.0), 무안군(15.7), 영암군(13.7)

탐진강 탐진강 탐진강 5101 493.23 강진군(43.4), 영암군(7.2), 장흥군(38.2)

영산강
남  해

군내천 진도 5201 437.43 진도군(100)

옥천천 영암방조제 5202 1,069.31 강진군(2.9), 영암군(10.5), 해남군(91.0)

영산강
서  해

주진천 주진천 5301 511.11 고창군(64.2), 부안군(25.2)

와탄천 와탄천 5302 1,096.36
목포시(93.0), 무안군(60.1), 신안군(14.5),
영광군(99.5), 함평군(17.3), 고창군(26.4)

- 신안군 5303 507.71 신안군(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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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2020년대(2010∼2039년) 대권역별 물부족량 전망

Fig. B.1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 2020s (20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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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1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 2020s (2010~203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40,682,464  30,168,921  38,497,303 45,048,494 38,599,295 
(㎥/yr) (+38 %) (+2 %) (+30 %) (+53 %) (+31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130,806,775 113,841,556 134,179,959 251,791,236 157,654,882 
(㎥/yr) 　 (+3 %) (-11 %) (+5 %) (+98 %) (+24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44,467,256  39,771,660  46,414,926  44,782,810 43,859,163 
(㎥/yr) (+51 %) (+35 %) (+57 %) (+52 %) (+49%)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107,130,081 180,341,428 149,744,350 134,001,141 142,804,250 
(㎥/yr) 　 (-16 %) (+42 %) (+18 %) (+5 %) (+12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54,646,173  32,730,308  54,085,665  46,151,508 46,903,414 
(㎥/yr) (+85 %) (+11 %) (+83 %) (+56 %) (+59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140,187,685 120,050,505 189,251,804 140,509,183 147,499,794 
(㎥/yr) 　 (+10 %) (-6 %) (+49 %) (+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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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uem River basin : 2020s (20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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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eum River basin : 2020s (2010~203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22,070,524  14,832,467  23,969,940  23,773,745  21,161,669 
(㎥/yr) (+122 %) (+49 %) (+141 %) (+139 %) (+113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83,385,102 72,205,417 73,797,855 82,196,322 77,896,174 
(㎥/yr) 　 (+17 %) (+1 %) (+3 %) (+15 %) (+9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25,119,706  22,471,145  26,711,304  20,807,424  23,777,395 
(㎥/yr) (+153 %) (+126 %) (+169 %) (+109 %) (+139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89,923,373 82,787,176 88,344,590 83,579,145 86,158,571 
(㎥/yr) 　 (+26 %) (+16%) (+24 %) (+17 %) (+21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35,071,663 14,020,311  31,337,837  25,544,155  26,493,491 
(㎥/yr) (+253 %) (+41 %) (+215 %) (+157 %) (+167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16,298,899 79,952,324 97,224,103 88,044,479 95,379,951 

(㎥/yr) 　 (+63 %) (+12 %) (+36 %) (+2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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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20s (20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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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3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20s (2010~203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171,465,804 150,436,907 181,078,089 223,926,304 181,726,776 
(㎥/yr) (-5 %) (-17 %) - (+23 %)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465,619,000 386,597,549 560,531,646 781,120,135 548,467,083 
(㎥/yr) 　 (-14 %) (-29%) (+4 %) (+44 %) (+1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13,054,315 185,943,754 222,798,923 217,150,533 209,736,881 
(㎥/yr) (+18 %) (+3 %) (+23 %) (+20 %) (+16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638,195,649 598,271,166 709,918,191 703,029,662 662,353,667 
(㎥/yr) 　 (+18 %) (+11 %) (+31 %) (+30 %) (+22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2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74,473,830 142,761,093 242,916,944 219,566,502 219,929,592 
(㎥/yr) (+51 %) (-21 %) (+34 %) (+21 %) (+21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898,850,034 322,464,505 991,879,095 634,176,926 711,842,640 
(㎥/yr) 　 (+66 %) (-40 %) (+83 %) (+1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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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2050년대(2040∼2069년) 대권역별 물부족량 전망

Fig. C.1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 2050s (204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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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1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 2050s (2040~206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50,853,641  33,691,169  49,192,489  68,934,212 50,667,878 
(㎥/yr) (+72 %) (+14 %) (+67 %) (+133 %) (+72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140,784,518 65,186,208 216,370,010 228,610,540 162,737,819 
(㎥/yr) 　 (+11 %) (-49 %) (+70 %) (+80 %) (+28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67,484,338  41,721,555 72,158,092 73,001,263 63,591,312 
(㎥/yr) (+129 %) (+41 %) (+144%) (+147%) (+115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216,430,190 99,213,541 236,673,109 218,699,073 192,753,979 
(㎥/yr) 　 (+70 %) (-22 %) (+86 %) (+72 %) (+51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56,560,195 40,453,920 52,321,690 63,727,206 53,265,753 
(㎥/yr) (+92 %) (+37 %) (+77 %) (+116 %) (+80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190,815,997 138,156,423 150,853,272 199,939,071 169,941,191 
(㎥/yr) 　 (+50 %) (+9 %) (+19 %) (+57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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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2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eum Rive r: 2050s (204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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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2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eum River : 2050s (2040~206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30,886,471 20,605,549  27,071,940  41,448,629 30,003,147 
(㎥/yr) (+211 %) (+107 %) (+173 %) (+32 %) (+202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22,691,092 84,178,483 93,311,958 128,308,297 107,122,458 
(㎥/yr) 　 (+72 %) (+18 %) (+31 %) (+80 %) (+50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42,203,951  24,405,315  43,657,488  43,762,861  38,507,404 
(㎥/yr) (+325 %) (+146 %) (+339 %) (+340 %) (+288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18,459,867 84,621,109 133,349,634 126,304,947 115,683,890 
(㎥/yr) 　 (+66 %) (+18 %) (+87 %) (+77 %) (+62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34,417,292 21,671,020 31,055,541 40,736,481 31,970,083 
(㎥/yr) (+246 %) (+118 %) (+213 %) (+310 %) (+222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03,050,955 79,585,063 97,610,264 120,893,265 100,284,887 
(㎥/yr) 　 (+44 %) (+11 %) (+37 %) (+6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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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3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50s (204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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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3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50s (2040~206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41,009,698 169,892,216 213,331,032 323,712,878 236,986,456 
(㎥/yr) (+33 %) (-6 %)  (+18 %) (+79 %) (+31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861,177,257 372,990,153 805,995,901 1,190,005,460 807,542,193 
(㎥/yr) 　 (+59 %) (-31 %) (+49 %) (+120 %) (+49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338,002,126 206,648,638 357,562,912 380,660,368 320,718,511 
(㎥/yr) (+86 %) (+14 %) (+97 %) (+110 %) (+77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1,024,371,796 600,854,650 1,145,345,404 792,949,974 890,880,456 
(㎥/yr) 　 (+89 %) (+11 %) (+112 %) (+47 %) (+65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5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84,956,269 179,990,671 206,535,784 289,226,876 240,177,400 
(㎥/yr) (+57 %) (-1 %) (+14 %) (+60 %) (+32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1,016,497,584 444,637,226 613,209,171 1,100,141,422 793,621,351 
(㎥/yr) 　 (+88 %) (-18 %) (+13 %) (+103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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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2080년대(2070∼2099년) 대권역별 물부족량 전망

Fig. D.1 A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 2080s (207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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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1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 2080s (2070~209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61,978,727  36,910,848  53,802,397  70,946,975 55,909,736 
(㎥/yr) (+110 %) (+25 %) (+82 %) (+140 %) (+89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259,131,683 108,435,451 235,716,477 214,220,713 204,376,081 
(㎥/yr) 　 (+104 %) (-15 %) (+85 %) (+68 %) (+61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67,148,350  53,494,329  72,090,424 77,754,695 67,621,950 
(㎥/yr) (+127 %) (+81 %) (+144 %) (+163 %) (+129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220,903,546 129,754,764 215,137,339 302,592,346 217,096,999 
(㎥/yr) 　 (+74 %) (+2 %) (+69 %) (+138 %) (+71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29,528,506  61,332,248  35,383,862 57,587,216 64,008,390 54,577,929 
(㎥/yr) (+108 %) (+20 %) (+95 %) (+117 %) (+85 %)

최대 물부족량 127,265,085 332,821,109 118,884,308 161,701,200 240,950,113 213,589,182 
(㎥/yr) 　 (+162 %) (-7 %) (+27 %) (+89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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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2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eum River basin : 2080s (207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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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2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Geum River basin : 2080s (2070~209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41,160,799  23,009,293  29,841,589  43,906,444  34,479,531 
(㎥/yr) (+314 %) (+132 %) (+200 %) (+342 %) (+247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27,790,466 86,014,741 97,407,234 135,014,215 111,556,664 
(㎥/yr) 　 (+79 %) (+20 %) (+36 %) (+89 %) (+56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42,420,204  33,245,178  43,738,212  47,032,472  41,609,017 
(㎥/yr) (+327 %) (+235 %) (+340 %) (+373 %) (+319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32,894,581 101,108,469 129,545,890 141,537,768 126,271,677 
(㎥/yr) 　 (+86 %) (+41 %) (+81 %) (+98 %) (+77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9,936,113   40,790,158  17,365,643  38,930,041  42,698,555  34,946,099 
(㎥/yr) (+311 %) (+75 %) (+292 %) (+330 %) (+252 %)

최대 물부족량 71,456,302 125,760,890 75,752,474 97,604,500 129,406,688 107,131,138 
(㎥/yr) 　 (+76 %) (+6 %) (+37 %) (+8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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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3 Annual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80s (207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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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3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e Yeongsan & Seomjin River basins : 2080s (2070~2099)

(a) A2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2)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51,885,289 189,899,955 265,437,114 360,193,445 266,853,951 
(㎥/yr) (+39 %) (+5 %) (+46 %) (+99 %) (+47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976,873,373 522,001,298 1,235,372,250 1,084,687,167 954,733,522 
(㎥/yr) 　 (+81 %) (-4 %) (+128 %) (+100 %) (+76 %)

(b) A1B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A1B)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339,115,462 230,755,362 344,440,974 419,464,494 333,444,073 
(㎥/yr) (+87 %) (+27 %) (+90 %) (+131 %) (+84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937,498,660 653,520,351 1,303,870,641 1,081,776,424 994,166,519 
(㎥/yr) 　 (+73 %) (+21 %) (+141 %) (+100 %) (+84 %)

(c) B1 emission scenario

Historic
(1967~2003)

GCMs (2080년대, B1)
CNRM CSIRO CONS UKMO Average

평균 물부족량 181,325,000 275,539,357 175,929,358 233,006,259 325,912,322 252,596,824 
(㎥/yr) (+52 %) (-3 %) (+29 %) (+80 %) (+39 %)

최대 물부족량 541,014,891 1,025,304,331 579,094,807 723,260,750 1,399,011,313 931,667,800 
(㎥/yr) 　 (+90 %) (+7 %) (+34 %) (+159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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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Balance Proj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Climate Change Information

by Kim, Cho Rong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Kim, Young-Oh, Advisor

Climate change has considerable impacts on the water resources 

system, especially an aspect of the amount of freshwater 

available. Water balance analysis which determines differences 

between the available water supply and water demand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ng-term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However, the national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 in 

Korea has considered only historical flows to analyze future water 

balance, ignoring climate change impacts. Moreover, existing 

researches attempted to consider climate change by directly 

inputting GCM-driven values into a water balance model, ignoring 

uncertainties in the GCM data.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 alternative which assigned 

different weights to historical flow scenarios to project water 

shortages was introduced (Seo, 2011)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y was determined in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However, this method had limitations as unprecedented valu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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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scenarios could not be computed because the weighting 

algorithm was entirely depending on historical scenario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 new approach to project 

maximum water shortages in future target periods. The research 

areas were extended to the Korean Peninsula consisting of four 

major river basins to determine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future water shortages according to climate change in Korea. 

In addition, to consider uncertainties in climate change, ensemble 

climate change scenarios generated with 4 GCMs and 3 emission 

scenarios were used.

A methodology of maximum water shortage projection was 

developed based upon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probability 

function estimation. The goal is to estimate how probable water s

hortages as maximum will be if the probability of historical 

maximum value will re-occur in the future.

The results show that water shortages will increase steadily in 

the Korean Peninsula. Average water shortages were projected to 

increase due to decrease in future flows in non-flood period. 

Especially, the maximum water shortage in 2020s (2010~2039) 

was projected to increase up to 27 % comparing to the historical 

maximum value. This result, however realistic, is more 

conservative than results obtained by inputting GCM-driven 

values into a water balance model directly. Also, as comparing 

with the weighing method, the maximum water shortage projection 

in this study showed more logical results because it was not 

restricted by the range of historical scenarios. 

Comparatively, the Yeongsan River and Seomjin River basin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basin to fut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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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ages, but in terms of the change ratio of water shortages 

comparing to historical scenarios, the Geum River showed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both of the average and maximum 

water shortage. 

keywords     : climate change, water balance analysis, GCM, 

maximum water shortage projection, the Korean Peninsula

Student Number : 2011-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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