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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 및 농작물 생산을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써
지역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편중을 극복하고, 원활한 농업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는 관개기간 동안 기상
상황 및 수문 현상을 예측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저수지 운용 및
관리는 기상·수문 현상이 갖는 불확실성을 계측하고 대비하는 관리체
계의 부재로 사전 계획이나 과거 운영 경험에 의한 관행적 방법에 의
해 수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극한 수문사
상의 영향이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수수요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신규 수자원 개발은 지양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 부족 및 용수공급능력의 취약성이 증가함
에 따라 본연의 기능인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농업수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
업용 저수지의 수요 및 공급 양상을 파악하고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
인 용수공급능력 평가방안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
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합리
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을 위한 기준설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불확실성 해석을 위해 확률론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위험도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 확률론으로 정의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 및 현재, 미
래 기후변화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급량과 수요
량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함으
로써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에 적용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설계 당시 용수공급능력의 기준인 설계한발빈도를 현 시점에서 재평
가하였고 기상·수문 현상 및 하류의 용수 수요, 유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취약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경우 실시간 저수
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으로 인한 저수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
의 변화로부터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실시간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
는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개용수공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미래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수문 현상의 변
화에 따른 농업수자원 이수 측면에서의 공급량 및 수요량의 불확실성
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변화를 산정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용
수공급능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 및 안
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계획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준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에 대한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정량적 분석은 미래 기후변화 대
응 전략 및 효율적인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농업수자원 정책의 모니터
링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농업용 저수지, 미래 기후변화, 신뢰성 해석,
용수공급능력, 지속가능성, 확률론
학 번 : 2008-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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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역수자원은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 및 농작물 생산을 위한 주요
한 자원으로 지역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 적정 배분은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수자원 관리의 기본 목표는 시간
적, 공간적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합리적
인 수자원 계획을 위해서는 용수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충족
한 물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 (Shim et al., 1995).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1900년대 이후 약 18,000
여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되어, 지역 환경 보전 및 벼 재배를 위한
지역 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
는 단일 목적으로 축조되어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인 편중을 극복하
는 방법으로 홍수기의 풍부한 수량을 저류한 후 관개기 혹은 갈수기
에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Ahn et
al., 2002; Ahn et al., 2004; Kim et al., 2005).
농업용 저수지의 약 90%는 1970년 이전에 축조되어 설치 경과년수
가 50 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약 94%의 저수지는 수리답
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로 축조되었다 (Yoo and Park, 2007). 소규

모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수지 본연의
용수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농업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
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에 의한 취약성
증대, 홍수조절능력의 부재, 시설의 노후화, 관리인의 고령화에 따른
유지관리의 문제 등 운영 및 관리의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Kim et
al., 2004; Lee et al., 2006; 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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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비관개기와 관개기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운영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관개기에는 저수지의 담수에 치
중하고 관개기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저수량에 의한 관
개용수 공급 가능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용한 수자원의 원천인 강우
특성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수목적을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은 예상되는 유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입량과 관개지역
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Ahn et al.,
2004; Park, 2005). 하지만 기상·수문 현상이 갖는 불확실성을 계측하
고 대비하는 관리체계 및 객관적인 용수공급 평가지표의 부재로 사전
계획이나 과거 운영 경험에 의한 관행적 방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극한 수문사상의 영향이 변
화하고, 사회적으로 용수수요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신규 수자
원 개발은 지양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의 저류용량 부족 문제는 용수공급능력의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의 기능인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농업수자
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수요 및 공급 양상을 파악하고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인 용수공급능력
평가방안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농업수자원 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의 주요한 절차이다. 용수공급능력 평가 척도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계한발빈도는 저수지 설계 계획시 산정된 지
표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의 수문사상의 변화 및 수요
의 다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Ahn et al., 2002; Ahn et al., 2004; Lee
et al., 2006). 저수지 운영은 건설 당시와 상이한 환경을 반영하여 관
리해야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상, 수문현상 및 하류의 용수수
요, 유역 환경의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상황변화에 따른
용수공급능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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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능력 평가는 과거 유입량 기록이 장래에도 반복되어 발생
한다는 가정 하에 기왕의 수문사상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설계빈
도에 따른 계획용수량을 결정하는 확정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Kim
et al., 1995; Shim et al., 1997; Ahn et al., 2002; Lee and Kang,
2006).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에 기여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수문사상의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수요량이 공급
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 부족의 척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뢰도
기반의 국내외 저수지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Hashimoto et al., 1982; Moy et al., 1986; Shim et al., 1997; Cha and
Park, 2004; Park, 2005; Lee and Kang, 2006; Ahn et al., 2009).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변동성이 큰 유입량 및 강우량 등 불확실한
요소를 확률 또는 극한 조건의 값을 사용하여 정량화함으로써 용수공
급 계획 시점인 관개 시작 전 용수공급능력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뿐
(Shim et al., 1995, 1997; Kim et al., 1998; Jang et al., 2004; Park,

됨

2005), 관개가 진행 에 따라 이수 측면에서 유입량 및 수요량의 변동
성으로 인해

흡

달라지는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연구는 미 하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기와 비관개기로 구분되

못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상자료와
공급량 자료가 축적되는 기간에 비하여 축적된 자료를 단기적으로 결
는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과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농업용 저수지 운영 및 관리가 관

루

행적으로 이 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상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따

별

라 단일 저수지 로 상이한 용수공급능력의 취약성을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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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 저수지의 합리적인 운용 및 관리, 용수공
급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확률론 및 신뢰성 해석기법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확률론으로 정의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기상·수문 현상
및 하류의 용수 수요, 유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거 용수공급능력의

니 링 체계의 구축으로 인한 현재 저수지 운

재평가, 실시간 수위 모 터

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의 변화로부터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
및 용수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간 수위의
동일하

활용, 미래 기후변화에

게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확실성

을 분석하고 농업수자원 이수 측면에서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
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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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및 범위
범위는 농업수자원 용수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유
역, 저수지, 관개지역을 포함하며,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본 연구의 공간적

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을 적용하였으며, 농업수자

/ /

원의 이수 관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 현재, 미래

게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용수공급능
력의 재평가,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저수지 운영 및 관
리 체계 변화에 따른 저수지 운용기준 정립,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용
수공급의 대응력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에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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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udy objectives and out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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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 구성
니 링 체계 보급 및 미래 기후변화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수위 모 터

와 같은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주변 상황 변화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용수공급 운

준

용 및 관리를 위한 기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수요량 및 공급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는 모
형을 개발하였다. 저수지의 공급량과 관개지구 수요량의 특성 및 불확
실성을 해석하기 위해 확률론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정량적으로

키

수치화하였고, 관개기 기간의 공급가능량이 수요예측량을 충족시 지

못하는 경우를 용수공급 실패로 정의하였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
분포로부터 용수공급 실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위험도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는 확률론을 바탕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
함으로써 시기별, 저수지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설계시점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제 4 장에서는 기상·수문 현상 및 하류의 용수 수요, 유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기

준 재평가를 위하여 과거 용수공

급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관개기 시작 전

늠

의 저수량은 관개기간 동안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가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농업용수의 물관리 효율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비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향후 용

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개기 직전
의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를 산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용수공
수공급량과 수요량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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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포

급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빈도 개 을 내 한 기존 설계한발빈도와

교

검증하였다. 또한 잔여 공급계획량과 수
요예측량의 관계로부터 관개취약시기의 경향성 및 시계열 변화를 분
석하여 농업용수 관개 취약성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집
비 하여 객관성 및 적정성을

중 물관리 시기를 파악하였다.

마트 물관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시
간 저수지 수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용수의 운용 및 관리
를 위한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잔여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용수공급 취
제 5 장에서는 스

약성 확률을 기초로 관개기 전기간 동안 관개 취약성 확률 변화를 산
정하였다. 이수 측면에서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단일 저수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용수공급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
시간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재현기간별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관개 취약성 특성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현재의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
고 용수공급의 위험도 및 적정한 관개용수공급의 가능 여부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판단할

응

제 6 장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대 을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

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에 대한 민
감도를 분석하여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선
속가능성의 개 을 정의하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의

정하였다. 확률론과 신뢰성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용수공급 취

오

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 에 적용하여 공급량과 수요
량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함으

응

로써 미래 기후변화 대 을 위한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8 -

제 2 장 연구사 및 이론적 배경
2.1 용수공급능력 평가
용수공급능력이란 저수지 혹은 수계가 일정기간 동안 공급할 수 있
는 용수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자원의 장기적인 용수공급계획
을 위하여 신규 댐 건설 계획과 설계 및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Chae et al., 2012). 과거 저수지 및 댐 설계 시 용수공급
능력은 유입량, 저수용량,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갈수년 또는 장
기 수문자료에 대한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수자원의 용수
공급 계획은 설계 당시 적용한 수문자료의 불확실성, 해석 방법의 부
적합, 기후변화의 영향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 (uncertainty)을
내포하고 있다 (Lee and Yi, 2012).
수자원 시스템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Hashimoto et al.
(1982)이 제시한 신뢰도 (reliability), 회복도 (resilience) 및 취약도
(vulnerability)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지표들은 수자원 개발 계
획에서 설계공급량 혹은 공급가능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며,
일정 기간 용수공급의 부족 또는 가능 여부만을 발생 확률로 평가하
거나 실패사상의 용수부족 크기 정도를 평가한다. 용수부족사상에 대
한 통계학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가뭄과 같은 이수안전
도를 초과하는 물 부족에 의한 피해규모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Hashimoto et al., 1982; Lee and Yi, 2012).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점의 유효저수용량으로
부터 저수지 유입량, 증발량, 강수량, 홍수시 월류량 및 방류량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대한 부족량 공급 (deficit supply) 방식에 따른 저수
지 운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Chae et al., 2012). 국내외 저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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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과 용수공급능력 결정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유입량 기록이
장래에도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유입량 기록이나 추정치를
근거로 수행되었다. Kim et al. (1998)은 저수지의 저류량과 강수량의
확률통계적인 해석을 통해 관개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정량적으
로 수치화하였고, Ahn et al. (2002)은 소규모 저수지의 저류량과 용수
공급능력 결정을 위해 천이확률행렬법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TPM) 및 모의발생방법, 최적화기법을 활용하여 적정 용수공
급량을 산정하였다. Kim et al. (2012)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야 하
는 둑높임 저수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하천유
지용수량에 대한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였다.
용수공급능력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의 경우, Park et al. (2002)은
저수지 물공급에 대한 신뢰도, 복원도, 부족심도 등 용수공급의 부족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저수지의 물 공급 설계
상의 위험도를 표현하였으며, Lee et al. (2006)은 저수지의 가뭄감시
를 위하여 저수율을 기반으로 현재 공급 가능한 물의 양에 대한 향후
수요량의 부합 가능성을 표현하는 지표로서 표준 물공급 능력지수
(Standard Water Storage Capacity Index)를 제안하였다. Yoo et al.
(2008)은 시군별로 농업용수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지표인 ACDS
(Adaptive Capacity for Drought Stress) 지수를 개발하였다.
물 공급 안전도 및 취약성 평가 연구의 경우, Lee and Kang (2006)
은 우리나라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뢰
도 개념의 확률론적 물 공급 안전도 (water supply reliability)를 제시
하였으며, Moon et al. (2012)은 물 공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는 K-WEAP (Korea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과 4단 TANK 모형, 기상청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중권역 별 물 부족량을 산정함으로써
지역별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Lee and Yi (2012)는 이상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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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비상용수원으로서 다목적댐의
저수용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다목적댐을 대상으
로 가뭄 피해사례를 기초로 한 용수부족지표 (water shortage index)
를 적용하여 저수용량 활용의 이상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 방법은 기왕의 수문사상을 통계학적으
로 분석하여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용수량을 결정하는 확정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Kim et al., 1995; Shim et al., 1997), 기후변화
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의 수문사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Lee et
al., 2006), 용수수요의 증가, 수자원 개발의 한계 등 수자원 시스템이
갖는 용수공급능력의 취약성이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
의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불확실성을 분석
하고, 이들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성을 파악하는 확률
론적 방법 및 신뢰도 해석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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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률론
와 저항의 비율로 표현된 안전율
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안전율은 물리적 변수, 외력 및 저항 등과
같은 주요 매개변수들이 하나의 값으로 할당한다. 이 방법은 매개변수
기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는 부하

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실행방안에 대한 상대적 신뢰도만을
평가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Ahn et al., 2009). 일반적으로 하나의

값

된 접근법을 결정론적 접근법이라 하며, 기술자의 판단과 형
태조건 등을 고려하여 변수값을 결정하게 된다. 확률론적 접근법은 매
개변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며, 시스템 혹은 구성요소
가 고유의 능력을 초과할 확률을 부하 (수요 및 외력)와 저항 (용량)
의 관계 정립을 통해 모델의 실패나 파괴 확률을 정의한다.
신뢰성 공학에서 파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은 기존의
확정론적 해석방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파괴의 발생 가능성을 정량
적인 파괴 확률 (probability of failure)로서 산정하는 것이다.
으로 정의

불확정성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안전

와 파괴 (failure)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criterion,  )을 설정
해야 한다.  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하중 요소 (Load factor,  )와 저
항 요소 (Resistance factor,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능한계상태
(performance limit state), 성능불능상태 (state of performance
failure), 성능파괴상태 (performance failure state), 실행변수, 실행함
수 등으로 명명된다 (Kim et al., 1995; Kwon and Lee, 2010). 시스템
의 파괴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변량을 하중과 저항에 연
관시킨 실행함수가 음의 값이 파괴를 나타내도록 정의한다. 실행함수
(safety)

의 수학식은 

 ,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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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태

의 경우 안전한 상 , 

 

괴

태

의 경우 파 가 발생한 상

태와 파괴의 경계가 되며, 해석의
대상에 따라 기능수행함수 (performance function), 파괴방정식
(failure equation), 한계상태식 (limit state equation), 안전여유
(safety margin) 등으로 명명된다.
기존의 결정론적 해석방법에서는  과  의 분산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대푯값 
과 
 을 사용하여 적절한 안전계수의 값을 적용함으로써

이 
 을 초과하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파괴에 대한 안전여유를 고려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방법은  과  의 분산특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2.1은 안전여유를 고려한 확률
론적 해석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안전여유를 고려하여 대푯값 
을 증
가시키면 파괴확률과 관계된  과  의 밀도함수 (density function)가
겹쳐지는 영역이 감소함으로써 유효성을 설명할 수 있다.
Fig.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과  의 대푯값  과  이 일정하게
이다. 

      

은 안전 상

유지되어 동일한 안전계수를 갖는 경우라도 분산 특성의 변화에 따라

괴

파 확률은 상이하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푯값만을 고려한 안전계수 개념을 이용하는 것보다
통계적인 분산 특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이 요구된다.
서는 변수들의 대

3

- 1 -

Fig. 2.1 Change of the 

Fig. 2.2 Change of the 





according to change of mean

according to change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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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뢰성 해석기법
공학적인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신뢰성 해석기법은 통계학적인 방

조

판단한다 (Plate and Duckstein, 1998;
Yang et al., 1999). 과거 수공구조물의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 적
용되었으며, 하수관망이나 도시유역 우수관거의 안전도 및 위험도 해
법으로서 구 물의 안전여부를

석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Kim et al., 1995; Kwon, 2010;
Kwon and Lee, 2010). 최근에는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수문학적 사상
의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주요 변수를 결정하는 수문학적 설계에

적용되거나 저수지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Ostfeld et al., 2002; Park, 2005).
수자원 시스템은 다양한 하중 (load)이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위치하
도록 설계되며, 하중의 크기가 시스템의 저항 (resistance) 범위 이하
이면 시스템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항 범위 이상의 하중이 가
해지면 실패가 발생하게 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수자원 시스템의 설계, 분석, 모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저항과 하중은 무작위성이 내포되어 있다. 신뢰도는 하중과 저항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으며 저항이 하중과 동일
하거나 초과할 확률을 신뢰도 (reliability), 하중이 저항을 초과할 확
(Kim and Park, 2000;

률을 위험도 (risk)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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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공학 시스템에서 위험도란 시스템이 설계

미

3 괴

확률을 의 하며 (Kim et al., 199 ), 파 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작용하는 하중 ( )이 저항능력 ( )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험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에



           
    는

사건  가 발생할 확률이며,  은 신뢰도이다.

본

항

시스템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기 변량을 하중과 저

킨 성능한계상태를 정의함으로써 음의 값이 파괴를 나타내
도록 기능수행함수 (성능한계상태식)를 정의할 수 있으며, 파괴 확률
(위험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에 연관시

∞

        



 


        은  과  의



   

  ·  · 

밀

j

결합 확률 도함수 ( 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공학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확률분포 (probability

항

독립이고 정규분
포라면, 한계상태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distribution)의 저 능력  이 하중  에 통계학적으로

            


 
  

균
이다. Fig.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는 평균상태로부터 파괴수준
(failure level)까지 거리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로 정의되므로,  에 대한
확률이 신뢰도로 채택된다 (Yang et al., 1999).
는

신뢰도 지수 (reliability index)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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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평 ,     는 분산

보
Ⅲ, Level Ⅱ,
Level Ⅰ으로 구분한다. Level Ⅲ는 파괴에 관련된 확률변수들의 평균
과 분산 및 결합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한계상태식이 0보다 작을
확률인 파괴 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Level Ⅱ는 확률변수의 평균
과 분산, 분포형태만을 활용하여 파괴 확률에 대한 상대적 지표인 신
뢰도 지수를 근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Level Ⅱ에서는 확률변
수들이 정규분포와 같은 특정한 확률분포를 가정하게 되며 (Ang and
Tang, 1984; Frankel, 1998; Modarre, 1999), 비선형성의 존재유무에
따라 FORM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와 SORM
(Second-Order Reliability Method)로 구분한다 (Kwon, 2011). Level
Ⅰ은 목표 신뢰도 지수 (target reliability index)로 정의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률변수에 대하여 부분안전계수 (partial safety
신뢰성 해석기법은 통계적 정 의 특성에 따라 Level

factor)를 적용한 방법이다.

Fig. 2.3 Probabilistic concept of reliability index (Yang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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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 해석기법 적용 연구
는 Shim et al. (1997)은 추계학적 모의발생기법 및 신뢰도 분석을 활
용하여 저수지의 최적 운영을 위한 신뢰도, 복원도, 취약도 등의 평가
지표를 산정하였다. Kim and Park (2000)은 소규모 저수지의 설계 재
현기간에 따른 위험도

와 초기 저수지 수위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

여 신뢰도 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Lee and Kang (2006)은 확률론
적 신뢰도를 이용하여

보장 공급량의 안전도 분석에 의한 댐의 물 공

급 안전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서 검토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
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관개기와 비관개기로 구분되는 운영상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상자료와 공급량 자료
가 축적되는 기간에 비하여 축적된 자료를 단기적으로 결과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능력의 안정성
평가 및 취약성 기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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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도 관리
위험도 또는 리스크 (risk)란 정성적, 정량적

측정방법에 의해 결정

손실에 대한 노출 가능성 혹은 시스템 내에서 재해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까지 일련의 사상계열에 대한 시나리오라 정의할 수 있다
(Kaplan and Garrick, 1981). 위험도 (Ansell and Wharton, 1992)는
재난발생 확률과 재난발생의 결과로 파생되는 손실의 결합에 의해 추
정할 수 있으며, 위험요인의 밀집도 (density), 노출정도 (exposure),
노출될 경우 위험 피해의 취약성 (vulnerability) 및 결과적으로 발생
한 위험 피해규모에 비례하며 평상시 위험대비 및 경보에 의한 긴급
되는

대응과 같은 위험피해 저감능력에 반비례한다.

난

재 의 발생은 발생의

잠재적 위험요인의 작용여부에 따라 변동하

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도는 확률 (probability)과

q
주요인자가 되며 모집단 특
성을 반영하는 인자들로써 모집단의 크기, 구성요소의 밀도, 모니터링
면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Park, 2009). 합리적
인 위험도 평가 기법의 필요조건으로써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대응정책으로서의 활용성 및 지속가능성이 요구된다
(Park, 2009). 재난의 발생확률과 피해규모 및 재발빈도를 분석하기
피해규모 (magnitude of conse uence)가

위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이

3

난

개발되었으며 (Hanayasu and Sekine, 200 ), 자연재 에 대한 안전도

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로써 활용된다.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는 재해 인지 (hazard identification),

를 평가하여 대응정
취약성

분석

z

(vulnerability

assessment),

위험도

규정

(risk

순서로 분류할 수 있다 (Ikeda, 2006). 재해 인지
단계는 해당 지역의 재해의 규모와 크기를 분석하는 단계이고, 취약성
분석 단계는 인명이나 자산 그리고 환경적 요소가 발생 가능한 재해
characteri 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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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동일한 재해에 대해서도 취약성
등급에 따라 피해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 (Jang and Kim, 2009). 위험
도 규정 단계는 재해 인지와 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의 발
생 가능성과 영향 수준의 조합으로부터 재해의 위험도를 결정한다.
에 대한 취약정도를 평가하는

위험도 관리 (risk management)란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사건을 효

프로세스 및 구성 체계로써 정
의할 수 있다 (NRC, 1983; UNDP, 2004; Ikeda, 2006). 미국 재난복구
협회 DRII (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의 지침에서 위
험도 관리는 재해로 인한 피해와 조직·시설의 파괴, 충격을 주는 사건
과 외부환경을 정의하고 발생가능한 손실의 영향을 막거나 최소화하
는데 필요한 통제활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험도 관리 단계
에서는 정량화된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의사결
정자에게 제공한다. 의사결정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위
험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관리를 집중하고 이에 대한 경감활
동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Fig. 2.4 Cycle of disaster management (Wilhite and Svobod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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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책

립

기후변화 적응 대 을 수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변화 영향을

것이 필수적이
다 (IPCC, 2007). 적응능력 (adaptation)이란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맞
게 스스로를 조절하거나 잠재피해를 감소시키고 기회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결과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IPCC, 2007).
파악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적응능력을 파악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은 기후 시스템과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국가 및 해

마

와 같은 다양한 특성에 의해 상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변화의 잠재
당 지역 다 지형 및 인문, 사회

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통합 도구로써 취약성 지표에 대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성 지수
(vulnerability indicator)를 산정하여 공간 분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적응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취약성 지수는
국내외 문헌상의 다양한 개념 정의에 따라 기후변화의 민감도와 적응
한 연구가

능력의 정량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소에 대한 대리변수 (proxy
variables)로 추정하

게 된다.

차 보고서 (1995)에서 개념이 처음으
로 도입되었으며, IPCC 제 3차 보고서 (2001)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은 IPCC 제 2

적응 및 취약성 (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CIAV) 평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취약성에 대한 개
념은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 측면도 포함된다. 취약
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혼합 지표
(composite indicator)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가해지는 영향이 시

처 및 적응 능력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후

스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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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민감도, 기후노출, 그리고 적응 능력의 세 가지 인자로 구성된다

(Moss et al., 2001; Yoo et al., 2010).

민감도란 기후 변화로부터 시스템의 영향 정도를 정량화
한 지표이며, 적응능력은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를 조절하여
영향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후노출은 민감도의
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정도를 설명하는 개
념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후노출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도 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향 인자로 정의
기후변화

하였다 (Moss et al., 2001; IPCC, 2007).
Moss et al. (2001)은 취약성의 개념을 생물, 물리적인

민감도와 사

회 경제적인 적응 능력의 함수로 정의하고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된

이 연구에서 사용

V

R

탄

방법론은 취약성- 력성 지수 원형 모형

VRIP model)으
로 민감도 부문과 적응능력 부문의 대리변수로 구분하였다. 민감도 부
문은 인간정주, 식량 안보, 보건, 생태계, 수자원 등 5 개 분야로 구분
하고, 적응능력 부문은 경제적 능력, 인적자원, 환경 역량 등으로 요약
하였다. Brooks et al. (2005)은 국가 수준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변수
들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주요한 변수를 추출하려는 목적으로 취약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취약성을 구성하는 주요 대리변수의 유용성을 파
악하기 위해 경험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고, 문헌 조사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취약성 대리변수 후보로 경제, 보건과 영양, 교육, 인프
라, 거버넌스, 지리 및 인구학적 요인, 농업, 생태, 기술 분야의 46 개
변수를 도출하였다. Wehbe et al. (2005)은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
어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민감도와 적응 능력의 함수로써, 농업 부문에
서의 적응능력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기후 변화 취
약성 평가지수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상의 방법론은 개념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역별 취약성 평가에 활용되었다. 각 분야별 기후 변화 취약
( ulnerability- esilience Indicator Prototyp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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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의 대리 변수를 경험적으로 결
정하므로 대리변수 선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성 지수는 기후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과학에 근거한 취약성 평가의 과학적인 방법

책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분야이다. 정
책결정자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기후변화 적
응능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지할 수
및 도구의 개발과 정 적 수단이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

책 수립의 선행단계로 적응력과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의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해외문헌 및 기구에서 제안된 기후변화 농
업수자원 취약성 지표는 자료의 구성이 국가 간 취약성 비교에는 적
합하지만, 한 국가 내의 지역별 취약성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농
업용수 취약성 비교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은 적응대

농업용수 관리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에 관한 지표는 농업용수 수요
량과 공급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용수의 취약성은 농업용
저수지를 통한 용수 공급량을

작물의 용수 수요량과 비교하여 농업

부분의 적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농업용수 수요량과 공급량의 시
간적,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고 관개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 부

잠재 적응능력을 표현하는 지수 개발이 필요하
다.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적응능력
의 예측으로 확장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 및 취약성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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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수공급체계 구성 및 범위
3.1 농업용 저수지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수원공은 일정한 수혜구역 내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로
써 종류는 저수지,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담수호 등이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 농업용 저수지는 총 수
리답면적 772 천  의 58%인 449 천  에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 저수지
는 총 17,531 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3,356 개소
(19%), 시·군 관리 저수지는 14,175 개소 (81%)로 구분된다. Table 3.1
과 Fig. 3.1은 관리기관별 저수지 개소수 및 총 유효저수량을 도시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의 19%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의 총 유
효저수량 중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 관리의 81% 저수지는 총
유효저수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준공년도 현황은 Fig. 3.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약
54%는 1945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1982년 이후 최근 30 년 이내 준
공된 저수지는 약 5%이다. 1967-68년 연속되는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농업용수 개발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
인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1970-80년대 주곡자급 달성을 목표로 항구
적인 농업용수 개발이 추진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저수지 개발이 본격
화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농업용수 공급의 단일 목적에서 생·공·
환경용수를 포함하는 농촌용수 공급으로 확대되었고, 근래에는 저수
지 주변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 다목적 개발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Yoo and 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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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중 수리답면적 100



미만의 저수지는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62%, 시·군 관리 저수
지 64%는 설치 경과년수가 50 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화되어 저수
지 본연의 용수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농업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의 증가 및 홍수배제능력 부족, 저수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누수현
상, 제체의 균열 및 붕괴, 여수토 방수로의 유실 등 재해위험도가 상
대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및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
급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Yoo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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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according to
administration management
Classification
Number of
reservoirs
Effective reservoir
storage (   )

KRC

Local
government

Total

3,356
(19%)

14,175
(81%)

17,531
(100%)

2,483,212
(89%)

299,105
(11%)

2,782,381
(100%)

※ KRC :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Fig. 3.1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according to
administr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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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 Distribution of reservoirs according to construction year

Fig. 3.2 (b) Distribution of reservoirs according to construction year

- 27 -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기관별 설계한발빈도 현황은 Table 3.2와 Fig.

∼

3.3 3.5에 도시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약 78%는 10
년 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약 63%는 평년 한발빈도 (frequency
of drought)로 설계되어 관리기관별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

준공년도별 설계한발빈도의 현황은 Fig. 3.6 3.7에 도시하였다.
1980년 이후에 축조되는 저수지의 경우 약 60% 이상의 저수지는 10
년 한발빈도 이상으로 설계되어 축조되고 있지만, 누적분포를 살펴보
면 약 73%의 저수지는 10 년 이하의 설계한발빈도로 축조되었다. 10
년 이하의 설계한발빈도로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는 약한 가뭄에도 안
전한 용수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
지 정례적인 이상가뭄 발생 및 강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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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according to
frequency of drought
Frequency of
drought

KRC
unit
(  )

Local government

proportion
( )

unit
(  )

proportion
( )

Normal years

53

1.6

8,934

63.0

3 years

245

7.3

2,417

17.1

5 years

224

6.7

513

3.6

7 years

227

6.8

254

1.8

Over 10 years

2,607

77.7

2,057

14.5

Total

3,356

100.0

14,175

100.0

Fig. 3.3 Frequency of drought in total agricultural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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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Frequency of drought tha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nagement

Fig. 3.5 Frequency of drought that local govern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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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ate of frequency of drought according to reservoir construction year

Fig. 3.7 Accumulated number of reservoirs according to reservoir
constructio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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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에 따른 저수지 개소수 분포를 멱승법칙
(power law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의 약 18,000 여
개의 저수지의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축은 유효저수량,

축은 저수지 개소수로 정의한 후, 저수지 분포를 도시하면 Fig. 3.8

과 같다. 이와 같은 저수지 분포를

척도가 없는 네트워크 (scale-free

형태 (log-log axis)로 전환하여 저수지의 분포를 도시하면,
Fig. 3.9∼3.10과 같이 멱급수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network)

Fig. 3.8 Distribution of reservoirs according to effective reservoi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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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ower law distribution of total agricultural reservoirs

Fig. 3.10 Comparison of power law distribution betwee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nagement and local govern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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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수공급체계
간

일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은 공 적으로 유역 단위의

결정되므로, 유역 유입량 및 용수공급시설에 의
한 공급량, 관개지구의 용수 수요량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
가용수량과 수요량으로

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체계를 유역 (watershed), 저수지 (reservoir),
관개지구 (irrigation district)로 구분하고, 용수공급 요소로써 공급량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과 수요량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을

선정하였다. Fig. 3.11은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

급체계 및 요소를 도시한 것이다.

Fig. 3.11 Elements of water supply system in agricultural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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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으로 정의하였고, 수요량은 관개지구의 논벼 필요수량으로 정의하였다.
Table 3.3은 공급량과 수요량의 산정 모형을 도시한 것이다. 관개용 저
수지의 일별 유입량을 모의하기 위하여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
을 사용하였으며, 관개지구의 필요수량은 FAO Modified-Penman
(Doorenbos and Pruitt, 1977)식과 작물계수를 적용하여 작물의 소비수
량을 산정하였다. 일별 담수심법을 사용하여 논에서의 유효우량을 산정
하였으며, 수로 손실 및 관리 손실을 반영하여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저
수지의 월류량은 저수지 물수지 모의를 통하여 유역 유입량으로부터
저수지 수위가 만수위 시 자연 월류되는 양으로 산정하였다. 지역수자
원은 대부분 논농사를 위한 용수공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벼 재
배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수요량 및 공급량으로 국한하기로 한다.
공급량의 경우 강우로부터 유역으로 유 되어 저수지로 유 되는 양

Table 3.3 Definition of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Classification

Model

Sources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TANK model

Watershe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FAO

Modified-Penma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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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district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회

건 변화를 Table 3.4와 같이 정의하였

주변 상황 및 환경적, 사 적 여

으며,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변화를 Table
3.5에 도시하였다. 설계한발빈도는 과거 저수지 설계 당시의 기상
이터 및 유역, 저수지, 관개지구의

데

특성인자를 활용하여 산정된 용수

투영한 지표이다. 과거의 경우 저수지 설계 시 저수지 용
량 및 수요량의 기준이었던 설계한발빈도가 설계 후 시간 경과에 따
공급능력을

라 변화된 용수공급능력을 의미한다. 현재의 경우 기상, 수문현상을

롯

특성인자의 변화와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및 검측·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시간 저수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저수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의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기상자료, 작부체계, 유역특성 등 현재 상황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미래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수문
현상으로 인한 저수지 용수공급능력 및 불확실성의 변화로 정의하였
으며, 기상자료 이외의 인자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비 한 유역, 저수지, 관개지구의

Table 3.4 Definition of water supply system environment change
Classification

Definition of circumstance change

Past event

Change of water supply capacity according to
passage of time

Present

Change of reservoir operation and management
according to real-time water level observation system

Future

Change of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uncertainty according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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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efinition of water supply system environment change according to past event, present and future
Classification

Watershed

Elements

Past event

Watershed area

Past design resources

Rate of paddy,
upland, forest
Effective storage capacity
Dead storage level
Reservoir
Full supply level
Rating curve

S

Uncleared

I

Past design resources

M

M

Rural nfrastructure anagement
(2011)

System

Statistical yearbook of land and water
development for agriculture (2012)

Infiltration water

Abstraction rate
Ponding depth
district
Nursery bed area
Rice planting water
Cropping periods
Crop coefficient
Environmental water
eteorol Temperature, rainfall,
ogical humidity, wind speed,
data
duration of sunshine
Other circumstance change

Uncleared

Application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 data

Not applied

A study on consumptive use of water for crops
Applied

Past design resources
-

Future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Irrigated area

Irrigation

Present
tatistical yearbook of land and water
development for agriculture (2012)

Application
of equally
present data

Climate
Korea 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hange
scenario data
Real-time water level observ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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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3 용수공급 취약성 및 위험도
취약성 (vulnerability)은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체계
가 갖는 고유의 특성이며, 위험도 혹은 리스크 (risk)는 용수공급 체계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주변 상황 및 환경적, 사회적 여건
용수공급

변화를 용수공급 체계의 위험도로 정의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용수공

취약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해당 시점
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취약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
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용수공급 가능 확률을 의미한다. 용수공급 취
약성은 동일한 사상이 유지된다면, 해당 시점의 용수부족 발생 확률,
가뭄 발생 확률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리스크로 인하여 동일
한 사상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용수공급 취약
성은 시간적, 공간적인 변동성을 갖게 된다.
급

Fig. 3.12 Relationship between water supply vulnerability an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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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 대상지역 선정
톤 이상 저수지 1,570 개소에
자동수위계측기 (recording water gauge)를 설치하여 재해 상황 파악
및 재해 대책 수립을 위한 가뭄 및 홍수 예·경보의 기초자료로써 저수
위, 저수량, 저수율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농촌용수종합정
보시스템 (https://rawris.ekr.or.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Fig. 3.13은
실시간 수위를 계측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농업용 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유효저수량 10 만

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약 81%를 차지하
는 유역면적 500



미만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관개면적, 유효저수량

이 유사한 설계 한발빈도 10 년 이하의 수문이
지를

없는 자연 월류식 저수

선정하였으며, 대상 저수지의 특성은 Table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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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stalled recording
water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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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Characteristics for agricultural reservoirs in the study area
Reservoir
name

Effective
storage
capacity
(   )

Asan

Watershed Irrigated
area

area

Frequency
of drought

(  )

(  )

(  )

369.0

270.0

114.5

10

283.7

296.0

85.5

10

479.4

340.0

78.2

10

Deasan

408.0

335.0

101.9

10

Dodeok

316.0

256.0

94.1

10

615.0

230.0

106.7

10

783.3

365.0

239.4

10

414.0

367.0

109.5

10

302.0

328.0

121.3

10

635.1

310.0

152.5

3

463.0

254.0

161.0

3

Topgok

451.8

378.0

133.7

3

Yoogok

687.0

320.0

130.9

10

Beodeul
Bulam
Hyocheon
Gwangi

Myeonggyeong
Samindong
Shinpyeong
Son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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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개발
4.1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개요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agricultural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의 기본과정은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입
력과 출력에 대한 매개변수를 갖는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고, Fig. 4.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a) 기상자료 및 유역, 저수지, 관개지구 특성 자
료를 활용하여, (b) 용수공급능력의 평가 요소로써 공급량과 수요량을
산정한다. (c) 기상·수문 현상의 불확실성 해석을 위하여 공급량과 수
요량의 확률분포로부터 확률론 및 신뢰성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용수
공급 실패에 대한 성능한계상태를 정의한 후, (d) 성능한계상태 방정
식으로부터 용수공급 실패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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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hematic diagram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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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요소로써 선정된 유역의 공급량과 관
개지구의 수요량의 산정방법은 Table 4.1과 같다. 공급량의 경우 해당
시점의 저수량 및 관개기간 동안의 유역으로부터 유입량의 합과 자연
월류되는 양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수요량의 경우 관개기간 동안의 논
벼 필요수량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별 물수지 방정식을 사용하여 공급
량과 수요량의 누적 값을 산정하였다.  (reservoir capacity, the
volume of reservoir water storage)는 저수량,  (reservoir
watershed inflow)는 유역의 유입량,  (reservoir overflow)는 월류
량,



는 시간 단위 (일별 단위),



은 관개 종료시점, 수요량 (  )은

논의 필요수량,  (paddy water requirement)을 의미한다.

Table 4.1 Elements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Potential water

Irrigation water

supply capacity, 

requirement, 

Reservoir

Reservoir watershed

Paddy water

capacity

inflow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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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확률론 적용
과거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적용된 방법들은 과거의 유입량 및 강우
량이 장래에도 반복되어 발생하는 가정 하에 기록이나 추정치를 근거
로 수행되거나 (Ahn et al., 2002), 기왕의 수문사상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용수량을 결정하는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Kim et al., 1995; Shim et al., 1997; Lee and Kang,
2006). 결정론적 방법은 기록상 나타난 최악의 갈수 상황 시 공급이
가능한 보장공급량 기준과 전체 계획기간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용수
공급의 제한을 수용하여 평가하는 신뢰도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결정론적 방법의 경우 공급량과 수요량 요소의 분산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하나의 대푯값으로 결정하게 된다. Fig. 4.2 (a)와 같이  축
을 양 (volume),  축을 발생 확률 (probability)로 정의하면, 이수 관
점의 수요량과 치수 관점의 공급량 (유입량)은 대푯값으로 표현되며
발생 확률은 1이 된다. 일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a) 유역으로
부터의 공급량이 관개지구의 수요량을 초과하도록 설계한다. 강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b) 수요량보다 공
급량이 부족해지므로 용수공급의 실패가 발생한다. 관개지역의 안정
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c) 관개 용·배수로의 구조화 사업을 통해 관
개효율을 높임으로써 수요예측량을 감소시키거나, 저수지 둑높임 사
업으로 인하여 저수용량 (reservoir storage capacity)이 증가함으로써
공급가능량 증가의 효과가 발생한다. 결정론적 방법은 최선의 신뢰도
를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 저수지 설계 기준 및
용수 계획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결정론적 방법
론은 용수공급능력의 평가 혹은 저수지 운영 측면에서 요소의 대푯값
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극치사상을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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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Deterministic methods of water suppl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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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능력 평가 요소로써 불확실성을 갖는 유역
의 공급가능량과 관개지구의 수요예측량을 확률론으로 해석하였다. 확
률론의 경우 하나의 대푯값으로 대변되는 결정론적 방법과는 달리 기
상·수문현상이 갖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수요량 및 공급량은 분산을
포함하며 발생 확률의 밀도에 따라 상이한 확률분포를 나타나게 된다.
Fig. 4.3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확률분포로부터 발생 가능한 용수공
급 상황을 도시한 것으로,  축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절대값,  축은
발생 확률을 표현하였으며 확률분포의 면적은 1이다. (a) 공급량과 수
요량의 확률분포가 교차되지 않는다면 용수공급 실패는 발생하지 않
으며, (b) 수요량의 경우 효율적인 물관리, 공급량의 경우 유입량에 대
한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산을 줄임으로써 각 요소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c) 수요량과 공급량의 확률분포가 서로 교차하여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경우 용수공급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수
요량과 공급량의 확률분포로부터 확률론으로 정의한 용수공급능력 평
가 방법은 발생 확률의 밀도에 의한 용수공급 실패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며 실패 확률을 정량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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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robabilistic methods of water suppl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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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정 확률분포 선정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요소로써 선정된 공급량과 수요량은
기상·수문 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률분포형태로 나타나며, 신뢰
성 해석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적정 확률분포형 선정이 필수적이다
(Heo and Kim, 1995; Han et al., 2009;

Oh and Moon, 2009; Yoon et

al., 2012).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or gaussian distribution)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대칭인 분포이며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모든 통계적인 특성이 결정된다.

비정규분포 확률변수들의 선형
합에 의해 정의되는 확률변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된다는 중심
극한정리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확률분포가 정확하게 알려지
지 않은 자연적인 시스템이나 변량들의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
으로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는
확률변수의 변역이 양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수가 될

수 없는 물리량의 확률변수로 활용된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적정 확률분포 선정을 위하여 사용한 확률분포형
은 Table 4.2와 같다. 확률분포의 수학적 특성은 확률밀도함수의 변동

왜곡도 (skewness), 첨예도 (kurtosis)
등의 매개변수로서 표현된다. 적합도 검정에는   (Chi-square),
Kolmogorov-Smirnov (K-S) 검정, 확률도시 상관계수 검정
(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PPCC)을 활용하였다.
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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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lassification

Major
Gaussia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categories
distributions

Extreme value distributions

Gamma

distributions

Logistic distributions

Wakeby

distributions

Sub-categories

Normal

distribution
Two-parameter log-normal distribution
Three-parameter log-normal distribution
Extreme value type-Ⅰ distribution (Gumbel distribution)
Extreme value type-Ⅱ distribution
Extreme value type-Ⅲ distribution (Weibull distribution)
General extreme value distribution
Two component extreme value distribution
One-parameter gamma distribution
Two-parameter gamma distribution
Three-parameter gamma distribution (Pearson type-Ⅲ distribution)
Log pearson type-Ⅲ distribution)
Logistic distribution
Log logistic distribution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Four-parameter wakeby distribution
Five-parameter wakeb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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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합 확률분포
확률론에서 다양한 확률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단일 확률변수에 대

한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여러 인자들을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변수의 결
합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확률변수에 대한 결합 과정을
합성적 (合成積), 확률곱 (convolution), 컨볼류션 적분 (convolution
integral), 결합 확률 (joint probability) 등으로 명명한다.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요소로써 선정된 공급량과 수요량은
발생 확률의 밀도에 따라 상이한 확률분포를 나타나게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의 확률분포로부터 발생확률의 밀도에 의한 용수공급 실패 확률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요소의 결합 확률분포를 산정해

야 한다.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정규분포는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들의 확률곱으로 정의
되는 새로운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도 정규분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Kim et al., 1996; Kim, 1997; Suh et al., 2008; Kim et al., 2010).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및 정규분포의 결합 확률분포식은 다음과
같으며,

은

모집단의 평균값,




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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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신뢰성 해석기법 적용
신뢰성 해석기법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매개변수를 가지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한계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불확실
성을

파악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Kim and Park, 2000). 본 연구에

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로부터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성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4.4는 신뢰성 해석기법

적용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신뢰성 해석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스

템에 작용하는 하중 (  )과 저항능력 (  )을 결정해야 하며, 공급량
(  )을 저항능력, 수요량 (  )을 하중으로 정의하였다. 용수공급
체계의 안전 상태와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성능한계상태

(performance limit state,  )는 수요량이 공급량과 동일한 경우로 정
의하였다. 용수공급 실패 확률이란 공급량이 성능한계상태에 도달하

거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성능실패상태 (performance failure
state)의 발생 확률을 의미한다.
    
   의

경우 용수공급의 안전 상태, 

용수공급 실패가 발생한 상태이다. 

         은

급 안전 상태와 실패의 경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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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용수공

Fig. 4.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liability concept and of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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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개발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용수공급 실패에 대한 정의

가 필요하다. 신뢰성 해석기법의 시스템

파괴 또는 실패에 대한 개념
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부하 (  )가 저항능력 (  )을 초과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Yang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과 공
급량을 하중과 저항능력에 연관시킨 용수공급 체계의 성능한계상태
방정식을 적용하여 확률 변수들의 확률곱 (convolution)으로부터 실패
확률 (      )을 의미하는 간접적인 지표인 위험도 지수를 용수공급
취약성으로 정의하였다.        는 사건  가 발생할 확률이며,  은
신뢰도 지수 (reliability index),  는 위험도 지수 (risk index)이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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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의 실패란 관개지역의 수요예측량 (     )이 유역의 공
급 가능한 가용용수량 (     )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실패가 발생한
경우 성능한계상태 방정식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

률은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에 대한 기능수행상의 실패 (performance

∼

failure)의 발생가능확률 (위험도 지수)로 정의하였으며, Fig. 4.5 4.6은
용수공급 실패 확률의 산정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Fig. 4.5 Definition of water supply failure using probability
functions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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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alculating

process of water supply failure using
probability functions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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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및 취약시기 평가
5.1 서 론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척도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발빈도는 저수지 설계 계획시 산정된 지표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
뭄, 홍수 등 수문사상의 변화 및 수요의 다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용
수공급능력의 평가는 저수지 설계 계획 당시에도 이루어지지만, 현재
의 저수지 운영은 건설 당시와 상이한 환경을 반영하여 운영·관리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상·수문 현상 및 하류의 용수수요, 유역
환경의 변화로 인한 농업수자원의 주변 상황 변화에 따른 용수공급능
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용수공급
능력이 상이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에 적용하여 시간 경
과에 따른 상황 변화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 설계기준을 재평가함으로
써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고, 잔여 공급가능량 및 잔여 수요
예측량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산정하고자 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관개기 직전의 저수량은 관개기간 동안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용수공급 계획 시점의 취약성을 산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용수공급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빈도 개념을 내포한 기존 설계한
발빈도와 비교하여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수
자원 용수공급 체계를 구성하는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
의 관계로부터 관개 취약시기의 경향성 및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57 -

5.2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5.2.1 용수공급 취약성 개념 및 정의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운용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용수공급능력 및 향후 관개
기간의 용수공급량과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개기 직전의 저수량은 연중 용수공급 취약성의 시작점으로 결정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관개기 시작 전의 저수율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였으며, 만수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봄 가뭄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용수공급 계획 시점인 관개기 시작 전의 저수량
은 관개기간 동안 용수 공급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을 비
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가용공급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위하여 비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
되는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요소인 공급량과 수요량의 산정방
법은 Fig. 5.1 및 Table 5.1에 도시하였다. 공급량 및 수요량은 관개
시작 시점에서 관개 종료 시점까지의 누적 값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시점으로부터 미래 관개 종료 시점까지의 잔여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잔여 공급가능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으로 명명하였다.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관개 시작일의 취약도 (용수공급 가
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개 시작일로부터 향후 관개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용수공급 지속가능성 (공급가능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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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Definition of load and resistance elements
for pas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Table 5.1 Elements of pas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Elements

Method of calcul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capacity
Reservoir watershed inflow
Reservoir overflow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Paddy water requirement
Irrigation start period



Irrigation e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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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적용
가.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 개요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적용한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과정을 Fig. 5.2에 도시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요소로써 공급
량은 유역 유입량을 사용하였고, 수요량은 작물의 증발산량 및 논 물
수지 모형을 이용한 관개지구의 필요수량을 사용하였다. 저항능력, 하
중으로 정의한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함수로부터 신뢰성 해석기
법을 적용하여 확률곱으로 정의되는 용수공급의 실패에 대한 한계상
태방정식 (기능수행함수)을 산정하였다. 기능수행함수의 실패 확률을
의미하는 간접적인 지표인 위험도 및 신뢰도 지수로부터 과거 용수공
급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와
기존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 (frequency of drought)와 비교를 통해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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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Process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based on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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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량 및 수요량 산정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유입량과 관개지구의 필요수량, 저수지 물

∼

수지 모의에 의한 월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39년간 (1973년 2011년)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급량은 관개기 직전 (3월 31

∼

일)의 저수량과 관개기간 (4월 1일 9월 30일) 유역 유입량의 합과 저
수지 월류량의 차이로 정의하였고, 수요량의 경우 관개기간 논벼 필요

∼

수량의 합을 사용하였다. Fig. 5.3 (a) Fig. 5.3 (d)는 대상 저수지의
연별 유역 유입량과 저수지 월류량, 관개지구 필요수량의 시계열 변화
를 도시한 것으로, 저수지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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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a) Comparison of watershed inflow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Hyocheon reservoir

Fig. 5.3 (b) Comparison of watershed inflow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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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c) Comparison of watershed inflow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Songak reservoir

Fig. 5.3 (d) Comparison of watershed inflow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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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정 확률분포 선정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의 요소로써 선정된 공급가능량과 수요
예측량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을 위하여 확률분포에 의한 빈도분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ormal (NOR), Gamma (GAM),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Gumbel (GUM), Log-Normal (LN), Weibull
(WBU), Generalized logistic (GLO)를 적용하였다.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인 평균 (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변동계수, 왜곡도 및 첨예도는 Table
5.2와 Table 5.3에 도시한 바와 같다.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송악
저수지를 제외한 효천, 신평, 탑곡, 유곡 저수지에서 공급량이 큰 값을
나타났다. 변동계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량에서 큰 값이 도출되었
으며, 이는 표준편차와 평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곡도
지수는 저수지별로 변동이 크며, 각 저수지별 공급량 및 수요량의 평
균에 대한 대칭 정도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 저수지의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히스토그램 (histogram)
은 Fig. 5.4와 Fig. 5.5에 도시하였다. 적합도 검정은

 ,

K-S 검정, 확

률도시 상관계수 검정을 활용하였다. 요소별로 선정한 확률분포형을
따른다는 귀무가설 (null hypothesis)을 유의수준 5%에서 적합도 검정
을 수행하였다. Table 5.4, Table 5.5에 도시한 바와 같이, ‘  ’ 표시는
적합도 검정방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이며, ‘  ’ 표시는 모든 검정 방
법을 통과한 경우이다. Normal 분포형의 경우 검정값이 한계값보다
작게 산출되어 적합도 검정을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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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Basic statistics of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name

Mean

Standard

Coefficient of

Coefficient of

Coefficient of

(   )
1150.1

deviation
122.6

variation
0.107

skewness
0.253

kurtosis
3.110

Shinpyeong

1509.3

241.4

0.185

0.041

3.059

Songak

1240.5

162.9

0.131

-0.283

2.505

Topgok

1371.3

174.1

0.127

-0.133

2.500

Yoogok

1450.7

177.3

0.122

0.518

2.610

Hyocheon

Table 5.3 Basic statistics of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Reservoir name

Mean

Standard

Coefficient of

Coefficient of

Coefficient of

(   )
823.7

deviation
185.2

variation
0.225

skewness
0.275

kurtosis
3.314

Shinpyeong

1304.4

241.4

0.185

0.065

2.377

Songak

1322.8

260.0

0.197

-0.388

2.373

Topgok

1138.5

232.1

0.204

-0.191

2.764

Yoogok

960.9

226.8

0.236

0.026

2.211

Hyo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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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Histogram of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in Asan reservoir

Fig. 5.5 Histogram of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Asan reservoir

- 67 -

Table 5.4 Test of goodness of fit for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name

NOR

GAM2

GAM3

GEV

GUM

LN2

LN3

WBU2

WBU3

GLO

Hyocheon





















Shinpyeong





















Songak





















Topgok





















Yoogok





















Table 5.5 Test of goodness of fit for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Reservoir name

NOR

GAM2

GAM3

GEV

GUM

LN2

LN3

WBU2

WBU3

GLO

Hyocheon





















Shinpyeong





















Songak





















Topgok





















Yoo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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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뢰성 해석기법 적용
본 연구에서는 공급가능량과 수요예측량의 차이를 용수공급 실패에
대한 성능한계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요소별 확률분포함수의 확률곱
(convolution)을 적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신뢰
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6은 신뢰성 해석기법을 적용한 용수공
급 취약성 확률 산정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Table 5.6의 (A), (B)는 대상 저수지의 관개기 직전 저수량 및 관개
기간 유역 유입량과 월류량의 차이에 의해 산정한 공급가능량과 관개
기간의 필요수량인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함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의미한다. 요소별 적정 확률분포함수로부터 신뢰성 해석기법을

∼

적용하여 Table 5.6의 (C), Fig. 5.7 (a) Fig. 5.7 (h)와 같이 용수공급
실패에 대한 성능한계상태의 확률분포함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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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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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Probability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water supply failure
Reservoir name

Asan

Dodeok Hyocheon Gwangi Shinpyeong Songak Topgok Yoogok

A.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1,099
(157)

913
(119)

1,150
(154)

2,097
(364)

1,509
(220)

1,241
(183)

1,371
(176)

1,451
(206)

B.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999
(230)

760
(177)

824
(185)

2,088
(481)

1,304
(241)

1,323
(260)

1,138
(232)

961
(306)

C. Water supply failure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01
(278)

154
(213)

326
(241)

9
(603)

205
(326)

-82
(318)

233
(291)

490
(306)

※ units : average (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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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a)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Asan reservoir

Fig. 5.7 (b)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Dode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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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c)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Hyocheon reservoir

Fig. 5.7 (d)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Gwangi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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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Shinpyeong reservoir

Fig. 5.7 (f)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Songa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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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g)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Topgok reservoir

Fig. 5.7 (h)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Yoo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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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수공급 취약성 분석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체계에서 실패는 공급가능량이 수요예측
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기능수행 평가지표로
서 사용되는 신뢰도 지수 및 위험도 지수로부터 취약성 확률을 산정
하였다. 공급가능량과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함수를 활용하여 성능한
계상태식으로부터 용수공급 실패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5.7과
같다. 아산 저수지와 관기 저수지, 송악 저수지의 경우 신뢰도 지수는

0.362, 0.015, -0.259로 산정되었고, 용수공급 실패 확률 0.359, 0.494,
0.603에 해당된다. 효천 저수지와 유곡 저수지의 경우 신뢰도 지수는
1.354, 1.599로 산정되었고, 용수공급 실패 확률은 0.089, 0.055에 해당
된다. 아산, 관기, 송악 저수지는 효천, 유곡 저수지와 비교하여 관개
기 초기의 용수공급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은 빈도개념을 내포한 용
수공급 실패 확률로 정의함으로써 설계한발빈도와 비교가 가능하다.
Fig. 5.8은 대상 저수지의 준공년도 및 설계한발빈도의 분포와 용수공
급 취약성 확률을 도시한 것으로 원의 크기는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을
의미한다. 송악, 신평, 탑곡 저수지의 경우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설
계빈도인 3 년 한발빈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유곡, 효천 저수
지의 경우 설계빈도인 10 년 한발빈도와 근사한 값을 보였다. 아산,
도덕, 관기 저수지의 경우 설계한발빈도는 10 년이지만 용수공급 실패
확률은 0.359, 0.236, 0.494로 한발빈도와는 상이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설계 당시 계획했던 설계한발빈도가 이수 측면에서 용수공급 체
계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 변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용수공급 취약
성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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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Pas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reliability index and vulnerability probability
Reservoir name

Reliability index

Vulnerability probability

Asan

0.362

0.359

Dodeok

0.721

0.236

Hyocheon

1.354

0.089

Gwangi

0.015

0.494

Shinpyeong

0.628

0.265

Songak

-0.259

0.603

Topgok

0.799

0.212

Yoogok

1.59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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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Pas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frequency of drought and vulnerability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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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거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5.3.1 용수공급 취약시기 개념 및 정의
가.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의 개념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은 한정된 저수 공간 내에서 이수를 목적으로
유입량과 저류량, 방류량, 손실량으로 구성된 저수지의 물수지에 의해
수행된다 (Shim et al., 1995; Lee and Kim, 2001). 지역수자원의 용수
공급 체계에서 수요량 및 공급량은 유역 및 관개지역의 기상, 토양,
작물의 종류, 생육조건, 영농방식 등 기상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의해
변동되며,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기상 및 수문현상의 영향
으로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공급량과 수요량은 상이
한 주기 및 경향성을 나타내며, 두 요소의 시기적인 편차 및 변화 분
석을 통해 관개지구의 수요량이 저수지의 가용 용수량을 초과하는 기
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개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값과 공급가능량을 상호 비
교하여 특정시점의 필요수량 대비 저수량, 공급가능량의 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정시점의 저수량과 필요수량의 단순 비교는 물 부
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에 (Ahn et al., 2009), 특
정시점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능력 외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수
량까지도 고려하여 저수량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저수지의 저수량과 방류량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정식
은 다음과 같으며,  는 저수량 (reservoir capacity),  는 유입량
(watershed inflow),  는 공급량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는 월류량 (overflow),



는 시간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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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물수지는 Fig. 5.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저수량, 유입량, 공급
량, 월류량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 취약시기 산정을 위
한 기초자료로써 저수지의 공급 가능한 가용용수량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과 관개지역의 필요수량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의 누적 값을 활용하였다.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성은 현 시점의 저수량과 향후



시점까지

가능한 유입량과 필요수량의 누적 값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Fig. 5.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개기 (4월 1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향후 누적 잔여량 (residual values)을 기준으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일별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을 산정하였다.

Fig. 5.9 Definition of reservoir water balance between watershed
and irriga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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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Definition of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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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의 시계열 변화 분포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필요한 시기에 적정 수량을
공급해야 하며, 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가능량과 수요예측량의 시계
열 변화 양상을 추정 또는 예측해야 한다 (Kim et al., 2004). 농업용수
수요에 대한 공급의 충족 여부는 저수지 저수용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급량과 수요량,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갖는 시
간적 편차 및 상이한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라 용수
공급 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의 분포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
약시기 평가 기법은 Fig. 5.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급량 (  축)과
수요량 (  축)을 잠재 가능량으로 정의하고, 현 시점에서 관개 종료
기간까지 잔여 잠재량을 좌표면에 도시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급
량과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
예측량은 현 시점에서 관개 종료기간까지의 누적 공급량과 누적 수요
량으로 정의하였다. 강수의 부족으로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급량
이 적은 시기와 관개지역의 필요한 수량이 많은 시기가 동시에 발현
되는 시기를 관개 취약 시기 또는 집중 물관리 시기로 정의하였다.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시간 경과에 의한 변화는 Table 5.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울기에 기초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공급계획
량이 수요예측량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관개지역에 필요한 전량을 공
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의 수요량만큼 공급량도 일정한 양만큼 감
소하므로 기울기가 45 도로 일정하다. 강수로 부족으로 인한 유입량의
감소 및 저수량의 부족은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공급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감하게 되며, 필요이상의 물을 관개할 경우
에는 공급계획량의 감소 변화량보다 수요예측량의 감소 변화량이 커
지므로 기울기가 45 도 이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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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Definition of irrigation vulnerable duration using the distribution
of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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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수요예측량 및 잔여 공급계획량의 관개 시작 시점의 위치(   )
는 해당 년도의 가뭄상황 또는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잔여
수요예측량과 잔여 공급계획량이 동일한 기간 (          )
을 기준으로 아랫 영역은 용수공급 안전국면 (safe zone), 윗 영역은
용수공급 불안전국면 (unsafe zone)으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 5.8 Classification of irrigation state using slope of potential volume
Slope of
potential volume

Comparison of
elements

Irrigation state

Less than 45
degrees

  

Excessive irrigation states
(safe zone)

  

Possible states of
appropriate irrigation
water supply

  

Shortage states of
irrigation water supply or
water saving irrigation
(unsafe zone)

45 degrees

More than 45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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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모형 적용
가.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역의 유출
에서부터 관개지역의 수요량을 고려하고 저수지를 운용할 수 있는 유
역-저수지-관개지구 개념의 종합적인 거동을 분석하였다. 농업용 저
수지의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 분포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의 과정은 Fig. 5.12에 도시하였다. (a) 기상자료 및 유역 수문자
료, 관개지구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b) 용수공급 체계에 대한 입출력
요소로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산정한다. 산정된 두 요소의 값을 도시화
하여, (c)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의 시계열 변화 및 경향
성을 분석하고, (d) 과거 수문사상을 기반으로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평가하였다. 유사한 규모를 갖는 저수지의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
을 산정하고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별 저수지 운
영 및 관리의 활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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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Schematic diagram of the irrigation vulnerable duration assessment

- 86 -

나.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 산정
송악 저수지의 연도별 관개기간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누적

값에 대한 분포를 Fig. 5.13과 같이 도시하였으며, 두 요소 사이의 상관
성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악 저수지의 공급계획량은 평균
1,240

  ,

수요예측량은 평균 1,320

요예측량 발생년도는 1997년 (1,780
는 1984년 (1,565

   )으로

  로

   ),

산정되었으며, 최대 수

최대 공급계획량 발생년도

나타났다. 관개기간 동안 누적 공급계획

량과 수요예측량이 동일할 경우 (Fig. 5.13의 점선)를 기준으로 2005년
(풍수년)의 경우 공급계획량은 1,408
로 산정되어 약 400

  

   ,

수요예측량은 1,074

정도 용수의 여유분이 발생하였으며, 1988

년 (갈수년)의 경우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이 각각 1,024
1,645

   로

  

산정되어 약 620

   의

   ,

용수 부족이 발생하였다.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총량 비로부터 갈수년 (1975년, 1982년,
1988년, 1995년), 평수년 (1991년, 1993년, 1999년, 2002년), 풍수년 (1990
년, 1998년, 2004년, 2005년)을 구분하여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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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Distribution of annual total water supply and demand
in Songa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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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의 시계열 변화 분석
대상기간인 39개년도의 연도별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누적 값
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Fig. 5.14, Fig. 5.15와 같이 도시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의 값이 비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들이 발생하였다.
공급계획량이 수요예측량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관개지역에 필요한 전
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의 수요량만큼 잔여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도 일정한 양만큼 감소하므로 기울기가 45 도로 일정하다.
강수의 부족 또는 저수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잔여 공급계획량은 동일

한 값이 지속되고 당일 수요량의 절감으로 인한 잔여 수요예측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기울기가 급감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공급
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누적 총량으로 구분한 갈수년, 평수년, 풍수년
에 따라 기울기가 급감하는 시기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하여 용수
공급 취약시기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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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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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a)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Asan reservoir

Fig. 5.15 (b)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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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c)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Songak reservoir

Fig. 5.15 (d)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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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수공급 취약시기의 시계열 변화 분석
풍수년 (flood years), 평년 (nornmal years), 갈수년 (drought years)

구분에 의한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시계열 변화를 Fig. 5.16

∼

Fig. 5.18과 같이 도시하였다. 풍수년은 저수지 공급계획량이 관개지
역 필요수량 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개기 전 기간 동안 물 부족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수년은 공급계획량에 비해 수요예측량이
초과되는 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공급량, 수요량 변화 그래프

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갈수년은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 즉
저수량의 부족으로 공급계획량이 부족한 시기가 지속되며, 이 기간을
용수공급 취약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송악 저수지의 갈수년에 대한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Table 5.9와 같

∼

이 정리하였다. 시기적으로 상이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6월 하순 7

∼

월 초순, 8월 하순 9월 하순으로 분석되었고, 실제 가뭄기록 (Lee
and Kim, 2012)과의 비교 결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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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a)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flood years in Asan reservoir

Fig. 5.16 (b)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flood years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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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c)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flood years in Songak reservoir

Fig. 5.16 (d)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flood years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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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a)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normal years in Asan reservoir

Fig. 5.17 (b)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normal years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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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7 (c)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normal years in Songak reservoir

Fig. 5.17 (d)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normal years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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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a)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drought years in Asan reservoir

Fig. 5.18 (b)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drought years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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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c)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drought years in Songak reservoir

Fig. 5.18 (d) Distribution changes of total annual  and 
during drought years in Topgok reservoir
- 99 -

Table 5.9 Irrigation vulnerability duration in Songak reservoir during drought years
Year

1973
1975
1982
1988
1995

Irrigation vulnerability duration

∼ L. Jun,
∼ M. Aug.
L. Jun. ∼ E. Jul.,
M. Aug. ∼ L. Aug.
L. Jun. ∼ M. Jul.
L. Jun. ∼ F. Jul.,
L. Aug. ∼ L. Sep.
L. Jun. ∼ E. Jul.,
M. Jun.
L. Jul.

E. Aug.

Droght events (Lee and Kim, 2012)
20-Jun., 18-Jul., 31-Jul.
20-Jun., 07-Jul.
21-Jun., 02-Jul.
28-Jun., 14-Jul.
29-Jul.

※ F.: the first part of a month, M.: the middle part of a month, L.: the last part of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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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잔여 공급가능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의 시계열 변화 분포로부터 산
정한 용수공급 취약시기의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기울기의 정규화 과
정을 수행하였다. 정규화 과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정된 갈수년의 용
수공급 취약시기 분포는 Fig. 5.19 및 Table 5.10과 같이 저수지별, 지
역별 차이가 발생하였다. 취약시기가 중첩되는 기간을 집중 물관리 기
간 (물관리 주의 기간)으로 정의함으로써 저수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19 (a) Duration of irrigation vulnerabilities in Asa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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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b) Duration of irrigation vulnerabilities in Shinp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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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c) Duration of irrigation vulnerabilities in Songa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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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d) Duration of irrigation vulnerabilities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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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Irrigation vulnerability duration during drought years
Reservoir name

Irrigation vulnerability duration
L.Jun., M.Jul.,
E.Aug. L.Aug.
in 1973

L.Jun. M.Jul.,
M.Sep.
in 1994

E.Aug.,
E.Sep. M.Sep.
in 2008

∼

L.Jun. M.Jul.,
L.Jul. E.Aug.
in 1992

E.Jul. L.Jul.
in 1994

∼

E.Aug. M.Aug.,
E.Sep. M.Sep.
in 1995

Asan

∼

L.Jun. M.Aug.
in 1968

Shinpyeong

E.Jul. M.Jul.,
L.Aug. E.Sep.
in 1983

∼
∼

L.Jul. E.Aug.
in 1988

Songak

M.Jun L.Jun.,
L.Jul. M.Aug.
in 1973

L.Jun. E.Jul.,
M.Aug. L.Aug.
in 1975

L.Jun. M.Jul.
in 1982

Topgok

L.Jun.,
E.Jul. L.Jul.,
M.Aug. L.Aug. M.Aug. L.Aug.
in 1967
in 1973

L.Jun. E.Jul.
in 1982

∼
∼

∼

∼

∼

M.Jun.,
M.Aug. E.Sep.
in 1967

∼
∼

∼
∼

∼

∼
∼

∼
∼

∼

∼
∼

∼

∼

L.Jun. F.Jul.,
L.Aug. L.Sep.
in 1988

L.Jun. E.Jul.,
E.Aug.
in 1995

∼

L.Jul.,
L.Aug. M.Sep.
in 1994

L.Jul. L.Aug.,
M.Sep.
in 1995

∼

※ F.: the first part of a month, M.: the middle part of a month, L.: the last part of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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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활용방안 및 고찰
5.4.1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고찰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는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 시 계획된 용
수공급능력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용수공급 체계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준공년도
및 설계한발빈도, 유역 및 관개지역의 특성, 기상·수문 현상이 상이한
단일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 용수
공급 취약성 확률은 Fig. 5.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확률론을 바탕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저수지별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과 설계한발빈도는 Table 5.11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역수 관계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Table 5.11 Relationship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and frequency of drought
Frequency of drought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  )

Normal years

50

3 years

33

5 years

20

7 years

14

10 year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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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a) Utiliz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Fig. 5.20 (b) Utiliz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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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확률분포로부터 용수공급 실패
기준인 공급량과 수요량이 동일한 상태인 성능한계상태식을 적용하여
실패 기준 이하의 확률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로써 정의하였다. 용수
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으로부터 용수공급의 성공 또는 실패 뿐만 아니
라 Fig. 5.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용수공급의 여유량을 유지할 확률 등
용수공급 평가의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용수공급 경보와 같은
용수부족 대응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상대적으로 용수공급능력이 취약한 저수지
를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한발빈도로 비교할 수 없었던 저수지별 용
수공급능력의 절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설계시점의 자료만을 이
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
측량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한발빈도
와는 차별화된 지표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21 Application of water supply warn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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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고찰
잔여 수요예측량 및 잔여 공급계획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두 요소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평가하였다. 용수
공급 취약시기는 기존의 저수지 수위를 통한 용수공급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이수 관점에서 집중 물관리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공급계획량의 경우 강우에 대한 시기적 편차가 발생하고 수요예측
량의 경우 논벼의 생육시기에 따라 수요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필요수량 및 유입량의 비교를 통해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저수지 수위 및 저수량을 기준으로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지역별 관개시기의 차이로 단일 저수지마다 상이한
기준 수위를 제시해야 하는 반면,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는 향후 관개기간에 대한 잔여 필요수량을 용
수공급 부족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로 일관된 평가 기
법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저수지 수위를 통한 용수공급 관리의 경
우 “강우가 적고 필요수량이 많은 6월 중순에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관개시기가 상이하여 중부, 남부 지역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잔여 수요예측량 및 잔여 공급
계획량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시기 평가 방법의 경우, 1,200

 의

향후 필요수량이 남은 기간을 중부는 5월 15일, 남부는 4월 15일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별, 저수지별 잔여 수요예측량 및 잔여 공급
계획량을 활용하여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개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잔여 수요예측량 및 잔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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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량의 분포 변화로부터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정의하였다. 용수공
급 취약시기는 대부분 관개 시작 시점이 불안전국면인 갈수년에 발생
하였으며, 지역별, 저수지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운영
을 위한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지 운영에 활용되는 공급 계획 모델은 이상적인 공급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필요수량 이상의 용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현재 농업
용 저수지 물관리는 경험에 의한 운영, 적정 필요수량 산정의 불확실
성, 정밀한 공급량 제어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실제 저
수지 운영에서는 수요량 이상의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
제 공급량 및 저수지 수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분석한다면 물관리 효율을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관개지역의 용수공급이 취약한 시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개 취약 기간 동안 집중 물관리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기울기가 급감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수 관개
등 용수 관리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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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 결
본 장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에 적용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용수공급
체계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 변화에 의한 용수공급 취약성 변화를 산
정함으로써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및 취약시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론적 해석을 통해 용수공급 계획 시점인 비
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용수공급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빈도개념을 내포한 설계한발빈도와 비교
하여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의 누적 총량으로부터 풍수년, 평년, 갈수년을 구분하고,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에 대한 주기 및 경향성으로부터
두 요소의 시기적인 편차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

해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및 취약시기 평가는 확률론을 바탕으로 정량
화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저수지별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
능하기 때문에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방법의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가
능하다고 사료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의 수문사상 변
화를 반영하여 집중 물관리 시기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최
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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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을 위한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6.1 서 론
지역수자원의 공급량 및 수요량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업
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은 저수 용량과 운영 방법에 의해 시기적,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발현된다. 이수 목적을 위한 저수지의 운영은 공
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수문사상의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을 분석하
고 기상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단일 저수지별로 예상되는 유역의
유입량과 관개지역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해야한
다. 현재 저수량은 앞으로 용수 공급의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제 5 장에서는 용수공급 계획
시점인 관개기 직전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로부터 과거 용수공급 취
약성을 평가하였다. 관개가 진행됨에 따라 이수 측면에서 유입량 및
수요량의 변동성으로 인해 달라지는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
한 설정기준 및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성 개선 및 용수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 스마트 물관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시간 저수지 수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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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기
법을 이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을 기초로 관개기 전기간의 일별 용
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를 산정하고자 한다. 신뢰도 기반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이수 측면에서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용수
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단일 저수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일 저수지별로 상이한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을 작성하고 비교하여 이수 관점에서 지역수자원의 용수공
급 가능량 및 저수지 운영 방법에 따른 내한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실시간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재현기간별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현재의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용수공급 설계상의 위험도 및 적정한 관개용수공급
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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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6.2.1 용수공급 취약성 개념 및 정의
가.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 확장
관개지구의 농업용수 수요예측량과 저수지의 공급계획량을 상호 비
교하여 농업용 저수지 공급가능량의 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는 용수공급 계획 시점의 저수량 및 관개 기간
의 잔여 공급계획량, 잔여 수요예측량을 활용하여 설계한발빈도의 객
관적 평가를 위한 용수공급의 취약성을 판단하였다.
농업용 저수지 운영 측면의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 시점의 공급가능
량 및 예상되는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을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용수공급 취약성
을 산정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기존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기법을 확
장하여 특정 시점이 아닌 관개기 전 기간에 대한 일별 용수공급 취약
성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용수공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으로써 제안하였다. Table 6.1은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요소 및
산정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점의 공급가능량 및 향후

시점까지의 유입량과 필요수량의 누적 값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해당 시

을 활용하였으며, 관개기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별 잔여 공
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을 산정하였다.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해당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도 (용수
공급 가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점에서 향후 관개기
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용수공급가능 확률을 의미한다. 관개기동안
일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는 용수공급능력의 변화, 용수공급
지속가능성 (공급가능 확률 변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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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Elements of presen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Elements

Method of calcul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capacity



Reservoir watershed inflow



Reservoir overflow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Paddy water requirement
From irrigation start period
to irrigation end period
Irrigation e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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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기법 활용
수자원의 용수공급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신뢰도 (reliability)는
시스템의 목적을 만족하는 빈도 또는 확률 (Hashimoto et al., 1982)을
의미하며 관개기간 저수지 운영상에서 계획된 용수공급량을 충족시키
는 빈도로 정의된다. 위험도 (risk) 및 취약도 (vulnerability)는 운영목
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을 잔여 공급계획량,  축을 잔여 수요예측량으
로 정의하고 두 지표간의 관계를 Fig. 6.1과 같이 도시하였다. 공급계
획량과 수요예측량이 동일한 순간을 일점쇄선으로 도시하고, 이를 기
준으로 윗 영역은 공급계획량이 부족한 용수공급 실패 영역, 아랫 영
역은 공급계획량이 충분한 용수공급 성공 영역을 의미한다. 불규칙한
타원체의 실선은 공급계획량의 발생확률 (     )과 수요예측량의
발생확률 (     )을 곱한 용수공급 상황에 대한 발생확률의 등치선
으로써 안쪽 타원으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높은 사상이다. 그래프에 표
시한 점들의 분포는 특정 시점의 공급가능량과 수요예측량으로써 왼
쪽 상단에 표시된 점들은 물 공급이 어려운 시점을 의미하며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점들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용수공급 위험 영역의 발생확률은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확률
분포 곡선을 비교하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구간의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Fig. 6.1의 왼쪽 상단에 표시한 용수공급 위험 영역은 공급계

금 부분 면적과 수
요예측량이 높게 발생하는 구간의 발생확률인  축의 빗금 부분 면적
획량이 적게 발생하는 구간의 발생확률인  축의 빗

의 곱을 통해 용수공급 위험 발생확률이 산정된다. 수요예측량이 공급

태

계획량을 초과하는 용수공급 위험 영역을 관개취약상 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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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기능수행상의 실패 상 인 용수
공급 취약성은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로부터 두 인자에
대한 확률간의

차이로 표현된다. 용수공급의 성공과 실패는 확률분포

합성곱 (convolution)을 이용한 신뢰성 해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의

         

    는





      ×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     는 공급계획량의 확

률분포를 의미하며,     

   는

용수공급 실패 확률로써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을 정의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신뢰도
기준에 의한 이수 측면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지표로서 용수 공급에서
발현되는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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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ig. 6.1 efinition of irrigation risk and failure using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and potential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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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용수공급의
여 관개지역의 물수요를

탄력적 운영을 통하

중단없이 공급하는 계획 및 관리방안을 의미

하며, 이수관리곡선 (operation rule curve)을 정의하여 객관적인 급수

K

기준을 제시한다 ( im et al., 1998).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 기법을 적용
하여 수치적으로 표현된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관개기간의 저수지
운영 기준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과거 기상자료로부터 관개기간의 저
수량 및 잔여 공급계획량, 잔여 수요예측량을 산정한 후 요소별 확률
분포로부터 일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을 산정할 수 있다.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은 단일 저수지별 이수 측면의 용수공급에 기초로 한 평가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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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산정
가. 공급량 및 수요량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기법 적용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관개기 전 기간에 적용함으로써 일별
신뢰도 지수로부터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관개기 기간
동안 잔여 공급계획량과 잔여 수요예측량

태 식

차이로 정의한 용수공급 실

패에 대한 기능수행함수 (한계상 방정 )의 시계열 확률 분포 변화

와 같이 도시하였다.  축은 공급계획량과 수요예측량의
차이, 용수공급 실패 상태를 의미하고  축은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를 Fig. 6.2

로 정의하였으며, 관개기간 동안 일별 용수공급 실패에 대한 기능수행
함수

중 10 일 간격으로 확률 분포 변화를 도시하였다.

관개 시작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용수공급의 기능수행함수가

0 보다

작은 면적, 공급계획량이 수요예측량을 초과하는 확률이 작아지는 경
향이

나타났으며 기능수행함수의 분산은 감소하였다. 관개 초기에는

수요예측량과 비교하여 공급계획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족량

히 예측하기 어렵고, 관개 후기로 갈수록 수요예측량과 비교하

을 정확

여 확보된 공급가능량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관개 초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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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해당 시점에서 용수공급 가

즉 용수공급 상황의 안전여부를 의미한다. 송악저수지의 경우
관개 초기에는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평균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
관개 초기에 평균적으로 8.2 만톤의 용수가 부족한 취약국면이며, 향
후 관개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용수공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송악저수지의 관개 초기 공급가능 용수량은 95% 신뢰구
간에서 70.5 만톤 부족하거나 54.1 만톤이 초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
능여부,

개 후기로 갈수록 공급계획량이 수요예측량보다 많을 확률이 높아지

% 신뢰구간이 –6.7 ∼ +52.9 만톤으로 상대적으로 신뢰구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송악저수지는 관개 시작 후 90 일
을 전후로 물 공급 상황이 안전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개 초기에는 60%의 높은 확률의 용수공급 취약성이 산정되었고 관
개 종료 시기에 이르러서는 10% 수준의 취약성 확률이 산정되었다.
며, 95

Fig. 6.2 (a)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Hyoche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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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b)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hinpyeong reservoir

S

Fig. 6.2 (c)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ongak reservoi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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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Topgok reservoir

Fig. 6.2 (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oogok reservoi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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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산정 및 비교
잔여 공급계획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 신뢰도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산정된 용수공급능력의 평가지표인 일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산

될
량이 작아지므로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또한 감소하지만 취약성 확률
의 변화 양상은 저수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송악 저수지의 경우, 관개기 초기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이 약 0.6
으로 가장 높은 취약도가 산정되었고 관개기가 진행되면서 취약성 확
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송악 및 신평 저수지
의 경우 관개기 초기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탑
곡 저수지의 경우, 관개 초기의 취약 확률이 약 0.2 로 산정되었으며
6월 하순에 취약도가 높아지는 기간이 발생하였다. 버들, 유곡, 효천
저수지의 경우, 관개 초기의 취약성 확률이 약 0.1 로 가장 낮은 용수
공급 취약성 확률이 산정되었지만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취약성
정 결과는 Fig. 6.3에 도시하였다. 관개가 진행 수록 잔여 수요예측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발생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는 물관리

주의 기간으로 정

의함으로써 저수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용수
공급 취약성 확률은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개면

육

적, 유역면적, 저수용량, 생 시기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정된 지표로서 이수 측면에서 용수공급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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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Fig. 6.3 (a)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eodeul reservoir

B

W

Fig. 6.3 (b)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Hyoche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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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Fig. 6.3 (c)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hinpyeong reservoir

S

W

Fig. 6.3 (d)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ongak reservoi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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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Fig. 6.3 (e)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Topgok reservoir

W

Fig. 6.3 (f) 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during irrigation periods in oogok reservoir

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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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결과 분석을 통한 관개 취약시기를 Table

천 저수지가 취

6.2에 도시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결과 유곡, 효

낮게 산정되어 이수 측
면의 용수공급 관점에서 다른 저수지에 비해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
약성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저수지에 비해

할 수 있다. 일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은 설계 시점부터 현재까지 축
적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변화를 반영한
지표로서 이수 측면의 용수공급에 대한 특성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6.4에 도시한

징

완

바와 같이 일률적인 설계한발빈도

의 특 을 보 함으로써 단일 저수지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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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vulnerability probability
Reservoir name

Ranges of 

Irrigation vulnerable duration

0.063 ∼ 0.606
Shinpyeong
0.078 ∼ 0.285
L.Jun.∼F.Jul.
Songak
0.012 ∼ 0.247
L.Jun.∼F.Jul.
Topgok
0.006 ∼ 0.087
L.Jun.∼M.Jul.
Yoogok
0.012 ∼ 0.127
L.Jun.∼F.Jul.
※ F.: first part of a month, M.: middle part of a month,
L.: last part of a month
Hyocheon

C

Fig. 6.4 omparis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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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활용
6.3.1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가. 농업용 저수지 실시간 수위자료 활용
실시간 저수율 및 저수위 자료는 현재 저수지의 가용용수 상황만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수지 관리자는 용수공급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지표의 부재로 과거 경험에 의한 관행적 방법에 의해 용
수공급 위험도를 판단한다. 기존 저수지의 용수공급은 시기별로 적정
한 기준관리수위를 제시함으로써 적정 저수율을 유지한다. 적정 저수
율은 유역면적 및 관개면적에 따른 필요수량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저수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실시간 저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

성의 정량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및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저수지 용수공급 운

론

용 개선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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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위험도 특성
논 관개지역은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가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상학적
가뭄과 비교하여 가뭄 판단 과정의 기작이 상이하다. 농업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비관개기동안 강우를 담수한 후에 관개기에 농업용수를 공
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장기간의 강수량 부족상태를 대비한다.
Fig. 6.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 강수의 부족으로 가뭄상태를 평가
하는 기상학적 가뭄과 비교하여 가뭄상태 반응이 지연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상학적 가뭄의 경우 지속적인 강수의 부족상
태를 나타내는 무강우일수, 과우일수 (dry day index)를 활용하여 가뭄
의 시점과 종점을 판단한다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강수의 지속적인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도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으로부터 관개지역의

뭄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다면 가

C

Fig. 6.5 omparison of drought condition definition between
meteorological drought and agricultural drought i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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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간 저수위 및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정의 및 저수지 운영 기준 수립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과거 관행적 경험에 의한 운영 측면의 문제
점, 객관적인 용수공급능력 평가 지표 및 용수공급 운영 시스템의 부

나

재, 저수지 운영을 위한 단기 기상시 리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존

크기에 따라 단일 저수지별로 기준 수위
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저수율로 용수공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저수용량이 같은 저수지의 경우, 동일한 저수율 일지라도 유역면적과
관개면적에 따라 이수 측면에서 용수공급 취약성은 상이하기 때문에
재한다. 유역 및 관개 면적의

저수지 수위를 활용한 저수지별 용수공급 상황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델

중 저수지 저수량 대신 실시간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 의 요소

수위를 사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요소 및 산정

우 실시간 수위 및 과거 모의를

방법은 Table 6.3과 같다. 공급량의 경

통해 산정한 시기별 잔여 공급가능량의 발생 확률을 활용하였으며, 수
요량은 시기별 잔여 수요예측량의 발생 확률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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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Elements of presen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reservoir
Elements

Method of calcul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al time reservoir capacity

Occurrence probability of

reservoir watershed inflow

Occurrence probability reservoir overflow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Occurrence probability of
paddy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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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시간 저수위 및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 적용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을 산정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
시간 수위를 활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을 적용하였다.

암

명경, 버

삼인동 저수지의 실시간 수위 자료 및 용수공급 취약
성 모형을 적용하여 2012년 5월 봄 가뭄을 평가하였다. Fig. 6.6에 도
시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에는 관개기 직전의 가용용수량을 충분한
반면, 무강우가 지속되어 현재 저수량의 감소로 인해 취약성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5월 중순 이후에 무강우가 지속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취약성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5월 중순부터 이앙기가 시작되어 잔여 공급가능량이 감소하는 만큼
잔여 수요예측량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용수공
급을 수행하였지만 향후의 용수공급 취약성은 잔여량에 비례하여 감
소하게 되므로 취약성 확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들, 불 , 대산,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확률분포로 정의한 용수공급능력에 대
한 기능수행함수의 분산이 작아지면서, 용수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수공급 취약성이 감소하는
경우는 잔여 공급가능량이 감소하는 양 이상으로 잔여 수요예측량이
감소해야 한다. 무강우로 인해 잔여 공급가능량은 동일하지만 수요예
측량은 이앙기를 지나면서 용수공급 실패가 발생한 후 향후 잔여 용
수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수공급 취약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수공급 계획 모의에서는 용수가 부족하더라도 용
수를 공급함으로써 용수공급 위험도가 위기로 전환되었으며, 잔여 리
스크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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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a)

Applic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model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Myeonggye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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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b)

Applic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model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Beodeul reservoir

Fig. 6.6 (c)

Applic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model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Bulam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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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d)

Applic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model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Deasan reservoir

A

Fig. 6.6 (e) pplic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model using
real-time water level in amindong reservoir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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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기존 용수공급 평가 비교 분석
가. 저수지 가뭄지수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

뭄

기 위하여 저수지 가 지수 (Reservoir

Drought Index)와 비교 분석하

논벼의 필요수량과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파악하여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용수부족의 위험을 가뭄단계로 평가하는 단
일 저수지의 농업가뭄평가 모형을 활용하였다 (Jang et al.. 2003; Nam
et al., 2012). 저수지 가뭄지수는 논 물수지 분석 모형과 저수지 물수지
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용수수급해석의 결과로부터 가뭄의 크기를 객관
화하고 가뭄의 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빈도개념을 적용한 농업가뭄
분석 및 평가 모형이다. Fig. 6.7은 저수지 가뭄지수의 산정과정이며,
Table 6.4는 가뭄단계별 저수지 가뭄지표의 분류를 도시한 것이다.
였다. 관개지역

x

Table 6.4 Reservoir drought inde classification

Drought stage
Normal (N)
Weak drought (W)

Reservoir
drought inde

Moderate drought (M)

-2

Severe drought (S)

Very severe drought (V)
Extreme drought (E)

0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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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Frequency of
drought
2 years below
2-5 years

0
10-30 years
30-50 years
50 years above
5-1 years

7 Schematic diagram of the calculation of reservoir drought index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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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수지 가뭄지수와 용수공급 취약성 비교
저수지 가뭄지수의 경우 특정 시점의 저수량으로부터 순별로 산정
된 수위 빈도 기준에 따라 가뭄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뭄상태의
지속기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수지 가뭄지수의 경우
지표가 갖는 의미는 과거의 기록에 비해 현재의 저수위의 상태, 해당
저수지 수위의 빈도일 뿐 가뭄 발생의 가능성 및 용수공급능력의 취
약성은 판단할 수 없다. Fig. 6.8는 일별 수위 곡선 및 순별 저수지 가
뭄지수를 도시한 것으로, 실선의 경우 분석기간의 일별 저수량을 활용
하여 2년 빈도, 5년 빈도, 10년 빈도에 해당하는 저수량을 연결한 곡
선이고, 다각형은 순별 가뭄단계 기준을 적용한 저수지 가뭄지수를 도
시한 것이다. 일별 기준수위곡선 및 저수지 가뭄지수는 단일 저수지별
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여 용수공급능력의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며,
현 시점으로부터 미래 용수공급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없다.

Fig. 6.8 (a)

Water supply capacity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in Asan reservoi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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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b)

Water supply capacity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in Shinpyeong reservoir

Fig. 6.8 (c)

Water supply capacity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in Songa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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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d)

Water supply capacity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in Topgok reservoir

Fig. 6.8 (e)

Water supply capacity assessment using reservoir
drought index in Yoo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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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활용방안 및 고찰
6.4.1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고찰
특정 시점의 필요수량과 가용수량을 활용하여 용수공급 위험도를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
실성을 갖는 용수공급 취약성을 연속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
면, 필요수량이 적은 낙수기에는 가용수량의 총량에 관계없이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낙수시기를 용수공급능력이 취약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가용용수를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한다면 담수기에 관
개 용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산정하는 방법은 가용수량이 시기별로

특정 시점의 필요수량 및 유입량의 비교를 통해 용수공급 가능 여

없기 때문에,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시기를 특정 기간
으로 국한하지 않고 관개기 전기간에 대한 용수공급 취약성을 평가하
부를 판단할 수

고자 하였다. 특정 시점의 시기별 용수공급능력이 아닌 잔여 공급계획
량 및 잔여 수요예측량을 평가 인자로

채택함으로써 관개기 전기간

중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시기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과거 축적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산
정된 단일 저수지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써 효율적인 용수공
급 운용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은 시기별, 저수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Fig. 6.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저수지 취약군의 분류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을

주의 기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저수지 수위가 아닌
용수공급 또는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 용수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
물관리

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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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Utiliz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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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고찰
우 무강우에도 불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의 경

감소하는 이유는 무강우로 인해 잔여 공급가능
량은 동일하지만 현재 잔류하는 가용용수량으로 관개지구의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잔여 수요예측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용
구하고 취약성 확률이

수공급 위험으로 평가한 부분이 이미 현실화되어 향후 취약성 평가에

외

때문에 용수공급 취약성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현재 잔류하는 가용용수
량이 없다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취약성 확률은 증가한다.
서 제 되기

실시간 수위를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는 관개기간 동안 시기
별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발생 확률을 활용함으로써 단기 기상

나

시 리오의 부재로 인한 저수지 운영 예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식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단기 기상자료가 제공된다면 동일한 방

으로 공급량 확률에 적용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과 비교함으
로써 현재 수위에 따른 저수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
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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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 결
본 장에서는 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 및 용수공급계획의 수립
을 위한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위하여 용수
공급 취약성 모형을 기초로 관개기 전기간 동안 용수공급 취약성 확
률 변화를 산정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과거 축적된 기
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단일 저수지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로써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저수지
수위가 아닌 용수공급 또는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 용수공급계획의 수

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시간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재현기간별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현재의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용수공급 설계상의 위험도 및 적정한 관개용수공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실시간 수위를 이
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는 관개기간 동안 시기별 공급가능량 및

나

수요예측량의 발생 확률을 활용함으로써 단기 기상시 리오의 부재로
인한 저수지 운영 예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수위에 따른 저수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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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7.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강수 등 수문순환 요소들이 급
변하고 있으며 극한 수문사상의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Teixeira et al., 2011; Lee et al., 2012).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수문사
상의 불확실성은 용수공급 체계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수자원 관
리 및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능력의
정량적 분석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필수적 요
소이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정책
적 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기후
변화 적응능력 및 대응 대책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 지표는 미흡하다.
본 장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및 수문현상 변화에 따른
농업수자원 이수 측면에서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농업용 저수
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하였다. 미래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미래 용수공
급 취약성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을 선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확률
론과 신뢰성 해석기법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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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7.2.1 대표농도경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은 전지구 및 지역 기후변화 예측을 위하여 미래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정하여 인위적인 복사강제력을 결정
하였다. IPCC 제 4 차 평가보고서 (4th Assessment Report, AR4)에 사
용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SRES) 자료의 노후화 및 해상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에 개최된 세계표준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 전문가 회의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시나리오가 선정되었다. 기존의 SRES 시나리오와
RCP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다. SRES 시나리오
에서는 미래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결정되고 배출량 시나리오로 온실
가수 배출 및 복사강제력을 산정하고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반면, RCP
시나리오에서는 인간 활동에 따른 복사강제력을 산정하고 기후, 대기,
탄소 순환의 예측과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 경제적 변화를 동시에 예측
한다. RCP 시나리오의 평행적인 접근 방법은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단계마다 증가하는 순차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분산되고 단
계별로 피드백을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 및 완화 정
책 수립할 수 있다 (IPCC, 2007; Moss et al., 2008; Bae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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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scenarios: previous sequential approach and proposed
parallel approach (Mos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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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5 차 평가보고서 (5th Assessment Report, AR5)를 위하여 진행
되고 있는 전지구 시나리오 개발은 WCRP의 결합모델상호비교 사업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5)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CMIP5의 주요 목적은 모델의 과거 기후 모의성능과 미
래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CMIP5 사업에는 우리나라
기상청을 포함하여 총 14개국의 23개 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Table 7.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50개 이상의 기후모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미

폭
로운 RCP 시나리오 근거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및 에어로
졸, 오존 등의 외부강제력, 지표변화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4 차 평가

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은 태양 및 화산 발과 같은 자연강제력과 새

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차별화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

”

RCP 시나리오의 대표 (Representative) 라는 표현은 하나의 대표적

“

인 복사 강제력에 대한 사회, 경제 시나리오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경

”

로 (Pathways) 라는 표현은 온실가스 배출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Moss et al., 2008). IPCC AR5를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치

시나리오로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 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였고, 대표 농도 4개를 선정하여 농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산출하였

종류를 도시하였으며, 선정된 4개 농
도는 복사강제력 (  ) 기준으로 RCP 2.6, 4.5, 6.0 및 8.5으로 구분된
다.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온실가스 등으로 에너지의 평형을 변화시
키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Chung, 2012). RCP 시나리오
다. Table 7.2는 RCP 시나리오의


는 온실가스 농도 산출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행여부에 따른 온

안

조 기반의 사회경제적 가정치를 산

실가스 변화를 감 하여 미래사회 구

특징이며, RCP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
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
는 경우, RCP 6.0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일부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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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1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models (sources: http: pcmdi-cmip.llnl.gov)

D
CSIRO-BOM
Institute I

BCC

GCESS
CCCMA

NCAR

N

D

Model ame
ACCESS1.0
ACCESS1.3

BCC-CSM1.1

BCC-CSM1.1(m)

BNU-ESM
CanAM4
CanCM4

CanESM2
CCSM4

G

CESM1(B C)
CESM1(CAM5)
SF- E- CAR CESM1(CAM5.1, F 2)
CESM1(FAST C EM)
CESM1(WACCM)
CEP
CFSv2-2011
CMCC-CESM
CMCC
CMCC-CMS

N DO N

H

N

CMCC-CM

N

C RM-CERFACS

CNRM-CM5

Name
OQ
CSIRO-Mk3.6.0
EC-EARTH
EC-EARTH
LASG-CESS
FGOALS-g2
FGOALS-gl
LASG-IAP
FGOALS-s2
FIO
FIO-ESM
NASA GMAO
GEOS-5
GFDL-CM2.1
GFDL-CM3
GFDL-ESM2G
NOAA GFDL GFDL-ESM2M
GFDL-HIRAM-C180
GFDL-HIRAM-C360
GISS-E2-H
H-CC
NASA GISS GISS-E2GISS-E2-R
GISS-E2-R-CC
NIMR/KMA HadGEM2-AO

Institute I
CSIR - CCC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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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nstitute I
M

OHC

N

I M
IPSL

O
MIROC
MIR C

MPI-M

MRI

NICAM
NCC

D

N

Model ame
adCM3
ad EM2-A
ad EM2-CC
ad EM2-ES

H

H G
H G
H G
INM-CM4
IPSL-CM5A-LR
IPSL-CM5A-MR
IPSL-CM5B-LR
MIROC4h
MIROC5
MIROC-ESM
MIROC-ESM-CHEM
MPI-ESM-LR
MPI-ESM-MR
MPI-ESM-P
MRI-AGCM3.2H
MRI-AGCM3.2S
MRI-CGCM3
NICAM.09
NorESM1-M
NorESM1-ME

Table 7.2 Types of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Moss et al., 2008)
Type

Radiative forcing

RCP 8.5

∼ 8.5 

RCP .0

∼ 6.0 



RCP 4.5

∼ 4.5 



6

RCP 2.

6



in 2,100

∼ 1,370 

z

∼ 850 

z

∼ 650 

at stabili ation
after 2,100
at stabili ation
after 2,100

∼

Concentration

Peak at
3.0  before
2,100 and then decline

  

Pathway shape

in 2,100

z

z

at stabili ation
after 2,100

Stabili ation without
overshoot

at stabili ation
after 2,100

Stabili ation without
overshoot

  

  

∼

z

Peak at
490     before
2,100 and the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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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z

Peak and decline

7.2.2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가.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검토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주요 요소이다 (Raisanen, 2007;
Lee and

Kim, 2012). 일반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평가

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기
후를 전망하며,

GCM (Global

Circulation Model), RCM (Regional

Circulation Model), 상세화 기법 (downscaling technique) 등의 단계
를 통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미래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예측의
부정확성,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한계, 저해상도 (coarse scale) 기후모

편의 (bias)를 보정하는 방법에 따른 오차, 적용
모형의 선정과 매개변수 보정에 따른 오차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Maurer, 2007; Bae et al., 2009). 기후변화 연구에서 발생되는 불확실
성 중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y et al., 2009; Prudhomme et al., 2009).
델 결과의 시공간적인

적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별 여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주

택

든 시나리오

요 인자이다. 적정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 의 요지는 모

중 모의능력이 뛰어난 몇 개의 최적 (best)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대표할 수 있는 주 (principal) 시나리오
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Raisanen, 2007; Lee and Kim, 2012). 과
거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또는 영향 평가들을 수행하였으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
우의 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PCC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야한다 (Lee and Kim, 2012).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모든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모
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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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방법
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
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

초

평가를 위한 기 자료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수문학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규모의 고

생산하기 위한 역학적 (dynamic) 혹은 통
downscaling)과정이 필요하다 (Giorgi and

해상도의 시나리오 자료를
계적 상세화 (statistical

Mearns, 2002; Wood et al., 2004). 통계적 상세화는 시공간적 계통적

편의 (systematic bias)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저해상도 자료와 그 격자
에 포함되는 관측지점의 관측 자료와 일대일 관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
한 시공간적 상관성을 정량화 하는 방법이다 (Bae et al., 2011; Su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Table 7.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계학적

Y

상세화 과정을 수행한 기후모델 ( oo et al., 2012)을 대상으로 기후변
화에 따른 용수공급의 영향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온실가
스 배출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RCP 4.5, RCP 8.5 시
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Table 7.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
리오의 분석기간을 단기 (2025s),

중기 (2055s), 장기 (2085s)로 분류하

였다. 대표농도경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과정을 Fig. 7.2에 도시하
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요소로서, Table 7.5에 도시한 바와 같

균 온도 및 평균 강수량, 작물생장 요소

이 기상인자에 관한 요소인 평

작물증발산량 및 적산온도, 용수공급능력의 관한 요소인 수요
량과 공급량을 산정하여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 분석기간에 따라
위치, 크기, 이동경로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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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Schematic diagram of selecting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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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models using this study
Modeling center

Model

Institution

CCCma

CanESM2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Table 7.4 Classification of climate change data based on period
Classification

Period

CASE 1 (Base)

1981 2010

CASE 2 (2025s)

2011 2040

CASE 3 (2055s)
CASE 4 (2085s)

Source

∼

∼
2041∼2070
2071∼2100

K

KMA

( 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CP scenario
(RCP 2. , 4.5, .0, 8.5)

6

6

Table 7.5 Assessment elements for selecting climate change scenarios
Classification

X-axis

Y-axis

first class

average temperature

annual precipitation

second class

accumulated
temperature in
irrigation periods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in
irrigation periods

third class

annual paddy water
requirement

annual watershed inflow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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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Ⅰ)
서산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요소로서 기상인

균

자에 관한 요소인 평

균

온도 및 평

강수량을 분석하여 시기별

(2025s, 2055s, 2085)로 구분하였다. Fig. 7.3은 기후모델의 시기별

균 온도 및 평균 연강수량의 분포 변
화를 도시한 것이다. 원의 위치는 요소의 분포, 원의 크기는 요소의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RCP 4.5, RCP 8.5 시나리오의 평

RCP 8.5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는 RCP 4.5 시나

균 온도와 평균 연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리오보다 평

Fig. 7.3 Time series analysis of average temperature and annual
precipitation using RCP 4.5 and RCP 8.5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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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Ⅱ)
서산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요소로서
장 인자에 관한 요소인 기준

작물 생

작물증발산량 및 적산온도를 분석하여 시

기별 (2025s, 2055s, 2085)로 구분하였다. 적산온도 (accumulated

란 농작물의 생육기간 중 생리적 영점 이상
인 날들의 일 평균기온을 합계한 값을 의미한다. Fig. 7.4는 기후모델
의 시기별 RCP 4.5, RCP 8.5 시나리오의 기준작물증발산량 및 적산온
도의 분포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작물생장인자는 시간의 흐름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기상인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emperature, degree day)

Fig. 7.4 Time series analysis of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and
accumulated temperature using RCP 4.5 and RCP 8.5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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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후모델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Ⅲ)
송악 저수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요소로서 용수공
급능력의 관한 요소인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을 분석하여 시기별
(2025s, 2055s, 2085)로 구분하였다. Fig. 7.5는 기후모델의 시기별 공

균 온도과

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분포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평

균 연강수량, 기준작물증발산량과 적산온도의 분포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공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
평

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Fig. 7.5 Time series analysis of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and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using RCP 4.5 and RCP 8.5 scenarios

- 159 -

7.3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7.3.1 미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 평가
가. 미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 정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함으
로써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미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으로

점

점

정의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시 은 용수공급 계획 시 인 비관

점

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 으로 정의하였으며, 과거 기상자료
에 의해 산정된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을 기준으로 RCP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확률의 변화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6

Table 7. Elements of fut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assessment
Elements

Method of calcul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efinition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of irrigation start period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capacity
Reservoir watershed inflow
Reservoir overflow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Paddy water requirement
Irrigation start period



Irrigation end perio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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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 평가
신평, 송악, 탑곡 저수지를 대상으로 과거 기상자료 및 RCP 시나리
오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 시점의 취약성 확률 변화를 산정하였다. 용
수공급 취약성 확률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간은 해당시점으
로부터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7.6은 2012년부터
2100년까지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저수지별,
RCP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신평 저수지의 경우 RCP
8.5 시나리오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이 2025s, 2055s 시기에 RCP

6

6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RCP 시나
리오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로부터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 4.5, .0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6

Fig. 7. (a) Water supply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Shinpyeong reservoir

6

- 1 1 -

6

Fig. 7. (b) Water supply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Songak reservoir

6

Fig. 7. (c) Water supply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opgok reservoi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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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7 (a)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RCP scenarios in Shinpyeong reservoir

Units: average (  ), standard deviation


Historical

6

RCP 2.



6

RCP 4.5

RCP .0

RCP 8.5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66 6
6

6

66
6

6

6 66 6

6

A.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1,594 1, 3 1, 45 1, 43 1, 4 1,70 1,74 1, 0 1, 48 1,733 1, 57 1,752 1,702
(234) (2 8) (278) (231) (27 ) (299) (283) (297) (237) (202) (24 ) (253) (29 )

B.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294 1,404 1,419 1,377 1,415 1,451 1,483 1,328 1,338 1,393
(25 ) (273) (2 1) (245) (24 ) (295) (284) (273) (2 2) (242)

C. Water supply
failure

300
232 22
2 7
231
255
2 3
278 311
340
372
3 7 115,7
(347) (382) (381) (337) (370) (420) (401) (404) (353) (315) (3 3) (38 ) (445)

D. Reliability index
E. Vulnerability
probability

6

6

6

6

6

6

6

6

6

6 6 0.607 0.658 0.688

0.8 5 0. 08 0.592 0.792 0. 2
0.194 0.272 0.277 0.214 0.2

66

6

0.272 0.255 0.24

6
1,286
(266)
6

6

1,385 1,587
(292) (333)

6
6

6

0.881 1.079 1.025 0.950 0.2 0
0.189 0.140 0.153 0.171 0.397

※ Water supply failure =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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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ble 7.7 (b)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RCP scenarios in Songak reservoir

Units: average (  ), standard deviation


Historical

6

RCP 2.



6

RCP 4.5

RCP .0

RCP 8.5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66

6

A.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1,383 1,372 1,435 1,434 1,393 1,458 1,4
1,373 1,441 1,4 7 1,410 1,485 1,504
(210) (259) (20 ) (212) (179) (205) (277) (188) (197) (178) (213) (259) (221)

B.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32 1,424 1,374 1,313 1,242 1,429 1,520 1,344 1,379 1,314 1,3 5 1,408 1,4 2
(2 7) (249) (244) (254) (259) (243) (258) (324) (310) (277) (243) (287) (223)

C. Water supply
failure

D. Reliability index
E. Vulnerability
probability

6

6

6
56.7 -51.8 60.5
(340) (359) (319)
0.166 -0.144 0.189

6

120.3 150.8 29.2
(331) (315) (318)

6

-54.5
(379)

0.3 4 0.479 0.092 -0.144

0.433 0.557 0.425 0.358 0.31

6

6
6
0.076 0.167

6

6
6

28.5
1.3 153.5 44.7 7 .4 42.5
(375) (3 8) (329) (323) (38 ) (314)
0.4

66

6

0.138 0.198 0.13

6

6

0.4 3 0.557 0.470 0.434 0.321 0.445 0.422 0.44

※ Water supply failure =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6

- 1 4 -

Table 7.7 (c)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based on RCP scenarios in Topgok reservoir

Units: average (  ), standard deviation


Historical

6

RCP 2.



6

RCP 4.5

RCP .0

RCP 8.5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2025s 2055s 2085s

6

6

6

6

A.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1,352 1,351 1,381 1,415 1,377 1,392 1,447 1,35 1,43 1,450 1,35 1,44 1,498
(198) (155) (205) (19 ) (200) (218) (172) (180) (1 5) (192) (138) (215) (20 )

B.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120 1,171 1,203 1,227 1,199 1,234 1,279 1,129 1,157 1,22 1,127 1,184 1,398
(234) (25 ) (239) (212) (217) (285) (23 ) (25 ) (205) (229) (241) (19 ) (292)

C. Water supply
failure

232
180 178
187
178
157
228 279
224
228
100
(307) (299) (315) (288) (295) (358) (292) (313) (2 3) (299) (278) (291) (357)

D. Reliability index
E. Vulnerability
probability

6

6

0.75

6 0.601

6
168

6

6

6

6

0.5 4 0. 50 0. 03 0.438 0.574 0.727

0.225 0.274 0.28

6

6

6
1.061

6

6

6
262

0.750 0.822 0.902 0.279

0.258 0.273 0.331 0.283 0.234 0.144 0.227 0.205 0.183 0.390

※ Water supply failure =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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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변화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함으

일별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을 산정하였으며, 미
래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대상 저수지별로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
로써 관개기 전기간의

과 비교하여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용수공급능력의 변화를 분석

∼

송악, 탑곡 저수지의 과거 및 미래

하였다. Fig. 7.7 Fig. 7.9는 신평,
의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7.8 Elements of future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assessment
Elements

Method of calculation of water supply vulnerability

Definition

Water supply vulnerability probability
using climate change data based on RCP scenarios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Reservoir capacity
Reservoir watershed inflow
Reservoir overflow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Paddy water requirement
From irrigation start period
to irrigation end period
Irrigation end period

66 -

- 1

Fig. 7.7 (a)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2. scenarios in Shinpyeong reservoir

6

Fig. 7.7 (b)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4.5 scenarios in Shinpyeong reservoi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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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c)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0 scenarios in Shinpyeong reservoir

6

Fig. 7.7 (d)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8.5 scenarios in Shinpyeong reservoir

6

- 1 8 -

Fig. 7.8 (a)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2. scenarios in Songak reservoir

6

Fig. 7.8 (b)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4.5 scenarios in Songak reservoi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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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c)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0 scenarios in Songak reservoir

6

Fig. 7.8 (d)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8.5 scenarios in Songak reservoir

- 170 -

Fig. 7.9 (a)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2. scenarios in Topgok reservoir

6

Fig. 7.9 (b)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4.5 scenarios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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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c)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0 scenarios in Topgok reservoir

6

Fig. 7.9 (d) Water supply vulnerability characteristic curves
based on RCP 8.5 scenarios in Topgok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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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활용방안 및 고찰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대응정책 수립 과정의 혼
란을 야기한다. 미래 온실가스 모의 과정, 온실가스 강제력에 대한 기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및 수문현상의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후계 반응의 모수화 과정, 통계적 상세화 과정 및 모형 적용 과정을

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
통하여 불확실성은 증가하

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기후모델 및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전망
및 결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수자원 관리자에

게 불확실성을 갖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주요한 과정이다.

갈수록 온도, 강수량이
증가하였지만, 기후변화는 비선형적인 현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을 적용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수지의 저수용량, 즉 용수공급능력은 한정되
어 있으며, 강수의 절대적 양이 아닌 시기적인 편차에 의해 용수공급
능력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후 모델 및 RCP 시나리오별 상이한 결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후기로

가 도출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의 변

터 기후변화 적응 정책들이 미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의 불
확실성 범위 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관리방
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용수공급 특성 곡선의 유형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
리 전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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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 결
본 장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및 수문현상 변화에 따른
농업수자원 이수 측면에서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농업용 저수
지 용수공급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하였다. 기후 모델 및 RCP

6

6

2. , 4.5, .0, 8.5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미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 선정방법을 제시하였고, 미래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탕

확률론과 신뢰성 해석기법을 바 으로 개발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
를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정량적 분석은 효율적인 적응 대책 수립을

판단된다. 또한 용수
공급 특성 곡선의 유형을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용가능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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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합리적인 운용 및 관리, 용수공급능
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 및 신
뢰성 해석기법을 활용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
의하고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확률론으로 정의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현재 상황변화,
미래 기후변화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급량과 수
요량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함으
로써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과거 용수공급 취약성 및
취약시기 평가를 위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과거에 적용함
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
화에 의한 용수공급 취약성 변화를 산정하였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
률론적 해석을 통해 용수공급 계획 시점의 용수공급 취약성을 정량적
으로 수치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용수공급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빈도 개념을 내포한 기존 설계 한발빈도와 비교하여 객관성 및 적정성
을 검증하였다. 잔여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의 누적 총량으로부터
풍수년, 평년, 갈수년을 구분하고 관개기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잔여 공급계획량 및 수요예측량에 대한 주기 및 경향성으로부터 두 요
소의 시기적인 편차 및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 취약시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및 취약시기 평가는 기후변화
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의 수문사상 변화를 반영하여 집중 물관리 시
기를 파악함으로써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방법의 일관된 기준으로 사
용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농업용 저수지의 최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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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용수공급 운용개선 및 용수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를 위하여 용수공급 취약성 모
형을 기초로 관개기 전기간 동안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를 산정하
였다.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 변화는 과거 축적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단일 저수지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써 용수공급 취약
성 특성 곡선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저수지 수위가 아닌 용수공급 또
는 이수 관점에서 합리적 용수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써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시간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재현기간별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용수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
시를 통해 현재의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관개기간 동안 시기별 공
급가능량 및 수요예측량의 발생 확률을 활용함으로써 단기 기상시나리
오의 부재로 인한 저수지 운영 예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
며, 용수공급 취약성 특성 곡선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수위에 따른 저수
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도구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 및 수문현상 변동성에 따른 농업수자원
이수 측면에서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하였다.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에 대한
기상인자, 작물생장인자, 용수공급인자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미래 용수
공급 취약성 평가에 적합한 기후모델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
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용수공급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념
을 정의하였다. 확률론과 신뢰성 해석기법을 바탕으로 개발한 용수공급
취약성 평가 모형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공급량과 수
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용수공급 취약성 확률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에 대한 취
약성 및 지속가능성의 정량적 분석은 미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효율
적인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농업수자원 정책의 모니터링 지표로써 활
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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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ility and Operations
Evalu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Nam Won Ho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optimal reservoir operation and management, there are
essential elements including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and demand in irrigation district. To estimate agricultural water
demand and supply, many factors such as weather, crops, soil,
growing conditions cultivation method and the watershed,
irrigation area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re are occurred
water supply impossible du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of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phenomenon. While climate change has influenced on various
environmental sectors, especially, it has significant impac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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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water resource, such as water supply, water
management, drought and flood. The change of rainfall pattern
and hydrologic factors du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shortage. It
is a main concer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to evaluate adaptation capability of
water supply under the future climate conditions.
Water supply assessment of reservoir is usually performed
current reservoir level compared to historical water levels or the
simulation of reservoir operation based on the water budget
analysis. Water supply capacity and operational capability in
agricultural reservoirs are expressed differently in the limited
storage due to seasonal and loc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deviation and changes in the timing of
the water demand and supply elements, duration in excess of
water supply can be identified quantitatively. Since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demand basically assumes the uncertainty of
hydrological phenomena,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babilistic
approach for potential risk assessment of water supply capacity
in reservoir for enhanced operational storage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a practical method tha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an agricultural
reservoir based on a concept of probability theory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time dependent change analysis of residual water
supply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s.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is calculated from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water
demand from the paddy field and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that influences on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reservoir operations. The irrigation vulnerability indic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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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water supply on
agricultural reservoir system, and thus it is recommended a more
objective method to evaluate water supply reliability. The lower
duration of irrigation vulnerability probability defined as the time
period requiring intensive water management, and it will be
considered to assessment tools as a risk mitigated water supply
planning in decision making with limited reservoir storage.
The study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water supply
sustainability assessment has been an essential process for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The irrigation vulnerability and
sustainability is estim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water
supply on agricultural reservoirs, and thus it is recommended
preparation of adaptive measures for water supply strategy in the
future in terms of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reflecting
different future develop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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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and water supply, Probability theory,
Reliability analysis,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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