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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농촌 유역은 유역 내 위치한 수리 시설물들의 설계빈도 기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홍수 피해 지역의 규모가 크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 유역의 홍수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농촌 유역이 내재한 홍수 
취약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촌 유역의 적절한 홍수 대책 수립이 필수
적이다. 

홍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유역의 홍수 안전성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
함으로써 선제적인 홍수방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홍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홍수 안전성 지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홍수 안
전성 지수를 활용하여 홍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지수가 의미하
는 구체적인 홍수 확률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 평가를 정량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홍수 확률을 활용한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
다. 확률 기반 안전성 평가는 신뢰성 해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
화를 고려한 농촌 유역의 미래 홍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채택된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기후변화 자료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영
하고 기후변화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확률론 기반 강우 
시간 상세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수문 연계 모형을 구
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리·수문 연계 모형은 1) MRC 모형, 2) 
빈도 해석 모형, 3) Clark 단위도 모형, 4) HEC-5 모형, 5) HEC-RAS 
모형, 6)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수 확률을 산
정하기 위하여 연계 모형의 모의를 반복 진행하였다. 신뢰성 해석의 한계
상태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의 유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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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등을 기준으로 첨두유입량 등의 확률 밀도 함수를 도시하였다.
수리구조물의 설계 기준에 따른 미래 확률강수량이 발생하였을 때 홍수 

확률은 하천에서 가장 높아 하천의 홍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 중 하천 제방이 미래 홍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홍수 안전성 지수 기반의 홍수 안전성 평가 방
법이 가지고 있던 홍수 발생 확률에 관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홍수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확률 개념을 
활용한 홍수 안전성 평가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홍수 안전성 
평가 기법의 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을 평가·예측하기 위한 홍수 대응 대책 및 대응 
방안 수립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강우 자료의 시간 상세화, 수리·수문 
연계 모형, 홍수 확률 평가

학  번 : 2020-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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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 유역은 도시에 비해 유역 내 위치한 수리 시설물들의 설계 빈도 
기준이 낮아 (건설교통부, 2018; 박지훈, 2016) 홍수에 노출될 위험이 크
다. 농촌에 위치하는 사방댐, 하천 및 소하천의 연간 홍수 피해액의 합은 
공공시설 자연재해 피해액 중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경지 및 비닐하
우스의 전국 단위 홍수 피해액은 연간 약 719억 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
전부, 2020).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빈도 증가로 농촌 유역의 
홍수 및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홍수 피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상민 등, 2019). 따라서 농촌 유역의 홍수 대책 수
립을 위해서는 농촌 유역이 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그리고 기후변
화에 따라 극한 강우 사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홍수 대책 수립을 위한 방법으로는 홍수가 발생한 이후 홍수피해 이전
으로 복구하는 방법과 홍수위험을 예측함으로써 홍수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김청일과 홍종호, 2021; Vugrin et al., 2010; 최병
선, 1994; Wildavsky, 1988). 그러나 전자의 경우 홍수가 발생한 이후 매
번 홍수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촌 홍수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홍수 선제적 
(Proactive)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제적 홍수방지 대책 수립을 위
해서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의 미래 기상자료 
산출물을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안전성을 예측·
평가하는 방식으로 홍수 대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홍수 안전성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IPCC (Intergovernm-
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search 2, AR 2)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정의가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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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다수의 연구에서 취약성 지수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홍수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Park et al., 2015; Hwang et 
al., 2005; Connor and Hiroki, 2005; 왕원준 등, 2021; 이종소 등, 2021; 
노재덕 등, 2020; 송영석 등, 2020; 신희재 등, 2019; 최영완 등, 2019; 
박지훈, 2013; 김철희 등, 2012; 김철희 등, 2011; 김환석 등, 2012; 손민
우 등, 2011; 이문환 등, 2011). 그러나 지수를 활용한 홍수 안전성 연구
는 유역 간 홍수 안전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단일 지역에 
대한 홍수 안전성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홍수 
안전성 지수의 값이 지시하는 정확한 홍수위험의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농촌 유역의 홍수위험을 예측하고 홍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 농촌 유역 내 홍수 발생 확률을 산정하여 정량적으로 홍수 안전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지수만을 활용한 기존의 홍수 안전성 평가
에서 벗어나 확률 개념에 근거한 홍수 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 농촌 유역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홍수 안전성 
평가 방법으로서 홍수 확률 산정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농촌 유역인 예당
저수지 유역에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변
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1.3.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예당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예당저수지는 물넘이확장사업을 통해 PMF (Probable 
Maximum Flood) 기준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추었으며 11련의 수문이 존
재하여 미래 극한 강수 사상에 따른 홍수 조절 능력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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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유역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홍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홍수 확률에 근거한 홍수 안전성 평가 기법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을 기반으로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하여 수리구조물별 설계기준 및 설계홍수량을 고려한다. 또한, 농
업용 수리구조물의 종류별 홍수 확률을 산정한다. 수리구조물별 홍수 확률 
평가를 위하여 Clark 단위도 모형, HEC-5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5), HEC-RA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River 
Analysis System) 모형 및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을 연계하여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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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및 이론적 배경

2.1.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란 수십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인간 행위 혹은 자연적인 변
동의 영향에 의해 기후의 평균 상태나 변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
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IPCC, 2013). 최근 기후변화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 경제활동 등 인위적인 요
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탄
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변화 평가보고
서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전
망하고자 하고 있다.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6차 평가보고서 (AR 6)까지 
발간되었다.

평가보고서가 새로이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새로 제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포함·수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AR 4의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AR 5의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AR 6의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 
순서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RCP 시나리오는 SRES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 2100년의 복사강제력을 
미리 설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표적인 복사강제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
경제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SSP 시나리오는 RCP 시나리오의 대표 농도 
경로 개념과 더불어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 및 미래 사회의 기후
변화 대처 능력 정도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별된다. 미래 사회·경제
적 변화 고려 인자에는 인구 통계, 경제발달, 복지, 생태계, 자원, 제도, 기
술발달, 정책 등이 있다. Table 2.1은 SSP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정
도와 이산화탄소 감축 정도 특징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 SSP 뒤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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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숫자는 SSP 시나리오 번호를 의미하며, 그 뒤의 숫자는 RCP 시나리
오와 같이 2100년에 도달하는 복사강제력을 의미한다. 

Table 2.1. SSP primary scenarios (IPCC, 2021)

SSP scenario

SSP1-1.9
Ÿ very low GHG (Greenhouse Gas) emissions
Ÿ CO2 emissions declining to net zero around 

2050

SSP1-2.6
Ÿ low GHG emissions
Ÿ CO2 emissions declining to net zero after 2050

SSP2-4.5

Ÿ intermediate GHG emissions
Ÿ CO2 emissions remaining around current levels 

until 2050, then falling but not reaching net 
zero by 2100

SSP3-7.0
Ÿ high GHG emissions
Ÿ CO2 emissions roughly double from current 

levels by 2100
SSP4 -

SSP5-8.5
Ÿ very high GHG emissions
Ÿ CO2 emissions roughly double from current 

levels by 2050

결합모델상호비교사업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은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IPCC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한 전지구순환모델 (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의 모의 기상자
료를 제공한다. CMIP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15개 기관 고유의 전지구
순환모델 개발 및 모델 간 상호 비교와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5-10년 주
기로 단계를 나누어 진행되며 Phase 3에서 시작되어 현재 Phase 6까지 



- 6 -

완료되었다.
CMIP5는 IPCC 5차 평가보고서의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GCM을 구축하였으며 CMIP6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GCM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CMIP을 통해 구축된 GCM 모의 결
과는 다양한 국가 및 단체, 그리고 IPCC 평가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로 활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완료에 따라 제3차 적응대책 수립의 전환기로서 국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CMIP5의 미래 전망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

2.2. 강우 자료 시간 상세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물은 24시간 단위 혹은 3시간 단위이다. 그러나 
시간적 해상도가 낮은 자료를 활용하여 확률강수량 등의 설계변수를 산정
하면 시간적 해상도 이상의 시간 단위에 대한 변수를 산출할 수 없다. 따
라서 비교적 시간적 해상도가 낮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물을 홍수 모
의에 이용할 시 시간 상세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우의 시간 분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SCS 방법, Yen 
and Chow 방법 (1977), Huff 방법 (1967), Keifer and Chu 방법 (1957) 
등이 있으며, 특히 Huff 방법의 경우 환경부(2019)에서 우리나라에 맞추
어 수정된 후 표준 강우 분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모두 
경험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강우의 시간 분해를 확정적으로 수행한다는 특
징이 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발생에 따라 통계학적 또는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
여 강우 자료 자체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시간 상세화 방법이 활용되고 있
다. 통계학적 또는 확률론적 방법을 활용한 강우의 시간 상세화 모형으로
는 RBLM (Randomized Barlett-Lewis model) 모형, MOF (Method of 
Fragments) 모형, Poisson cluster 모형, Markov Chain 모형, MRC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모형 등이 있다. 이 중 프랙탈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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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카오스적 방법인 MRC 모형은 다양한 종류 및 기후에서의 강수의 
시간 상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MRC 모형은 프랙탈 특성의 일관성을 이용하는 모형으로 Mandelbrot 
(197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Olsson (1998)이 강우의 시간 상세화에 적
용한 이후 기후 패턴을 고려한 시간 분해 (Lisniak et al., 2013), 레이더 
강수의 시간 상세화 (Licznar et al., 2015) 등 강수 자료의 시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후 지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 과
정에서 MRC는 관측 강수량의 통계적 특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이 증명되었다 (Gupta and Waymire, 1993; Carsteanu and 
Foufoula-Georgiou, 1996; Molnar and Bulllando, 2005; Lisniak et al., 
2013; Müller and Haberlandt, 2015). 국내에서는 김대하 등 (2016)과 
이현지 (2019)가 강우의 시간 분해 모형인 간단한 Microcanonical MRC 
모형을 기상청 종관관측소 59개 지점의 시간 강수량에 적용하여 6시간 강
우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MRC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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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홍수 확률 분석

수리구조물의 홍수 조절 능력은 홍수기에 강우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
도록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가둘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서명철, 
2008). 유역 내 수리구조물의 홍수 조절 능력을 초과한 강우가 발생하면 
수리구조물이 홍수 조절에 실패하여 유역에는 홍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
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시에는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들의 홍
수 조절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농촌 유역에는 저수지, 하천, 배수
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수리구조물이 존재하며 각 수리구조물의 홍수 조
절 능력이 상이하므로 수리구조물별 특징을 고려한 홍수 확률 평가 기법
이 필요하다.

홍수 확률 평가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신뢰성 해석이 활용되고 있다. 
신뢰성 해석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계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위험도를 파괴 확률 (probability of failure)로써 나타내는 방법
이다. 신뢰성 해석 기법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 홍수 확률 평가에 활용되
고 있는 기법은 베이지안 기법 (Bayesian method) 혹은 한계상태식 
(limit state function)이 있다 (Mareike and Athanasios, 2018).

베이지안 기법을 통해 홍수 확률을 산정할 경우, 베이지안 확률 개념이 
활용된다. 베이지안 확률은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를 바탕으로 자
료의 증가에 따른 정보의 갱신을 통해 최종적인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김진영 등, 2015). 이때 확률 계산에 
사용되는 자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통
계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해 구축된다. (오만숙, 2012). 베이지안 기법은 댐 
및 유역 하류부의 홍수 확률 및 홍수 위험도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되어왔
다 (김진영 등, 2015; 이상혁 등, 2016; 이상혁 등, 2018; 주홍준 등, 
2018).

한계상태식은 시스템에 가해지는 하중과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저항의 
크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안전 및 파괴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 (Y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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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9). 한계상태식은 전단 응력 등의 변수를 활용해 댐 제방 등의 구
조적인 파괴 확률을 계산하는 데에 활용되었으나, 최근 적용 분야가 넓어
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문 해석 분야에 신뢰성 해석
을 적용한 논문은 많지 않으나 박지훈 (2016)이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유
입량 및 물넘이 설계방류량을 한계상태식의 저항값으로,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기반 확률강수량을 바탕으로 산정된 저수지 유입량 및 방류량을 한
계상태식의 하중에 대입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통제 실패 확률을 산
정하였다. 이현지 (2019; 2020)는 신뢰성 해석의 한계상태식을 기반으로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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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기법 개발

3.1.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기법 개요

Fig. 3.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홍수 확률 평가의 연구 흐름도를 나타낸
다. 홍수 확률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미래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 (Downscaling of future 
precipitation data) : SSP 시나리오 기상자료의 경우 일 단위 혹
은 3시간 단위로 산출되므로 자료의 시간 상세화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자료가 갖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확률론 기
반의 자료 시간 상세화 모형인 MRC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 상세
화를 수행한다. 이후 빈도 해석을 수행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한
다. 이때, 확률강수량은 MRC 모형에서 모의하는 다양한 강우 형
태에 따라 다양한 범위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00번의 
모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지속시간 (1/2/5/9/12/24/48/72시간) 및 
빈도 (20/50/100/200/500년)를 갖는 확률강수량 세트를 1,000개 
추출하였다.

(2) 농촌 유역 수리·수문 연계 모형 모의 (Hydrological linkage model 
simulation) : 다양한 값의 확률강수량이 산출된 후 수정 Huff 분
포를 활용하여 1분 단위 강수로 변환하며, 수정 Huff 분포란 
2019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의 표준 강우분
포 형태를 의미한다. 1분 단위 강수로 변환한 이후에는 Clark 단
위도 모형을 활용하여 유역의 유입량을 모의한다. 
유입량 모의 결과와 분 단위 강수 자료를 HEC-5 모형에 입력하
여 저수지 방류량 및 수위를 모의한다. 
저수지 방류량 모의 결과와 측방 유입량 자료를 HEC-RAS 모형
에 입력하여 저수지 하류 하천의 유량 및 수위를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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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에 위치한 하천 단면의 유량 및 수위를 농경지 배수 모의 모
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농경지의 수위를 모의한다. 

(3) 농촌 유역 홍수 확률 평가 (Flood probability assessment of 
agricultural watershed) : 1,000개 세트의 저수지 유입량, 저수지 
방류량, 저수지 수위, 하천 수위, 하천 유량 및 농경지 수위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홍수 확률을 평가한다. 각 모의 결과에 대하여 
확률밀도함수를 도시하며 확률밀도함수는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를 따른다. 이후 신뢰성 해석의 한계상태식을 적용하
여 저수지, 하천, 농경지 배수장의 홍수 확률을 산정한다.

Fig. 3.1.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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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기법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을 평가할 때는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
들의 홍수 조절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나,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
은 설계빈도가 서로 달라 수리구조물별 홍수 조절 능력이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구조물별 홍수 조절 능력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농
촌 유역 내 저수지, 하천, 농경지 각각의 홍수 확률을 산정함으로써 농촌 
유역의 상·하류 홍수 여부를 모두 고려한 농촌 유역의 종합적인 홍수 확률
을 산정하였다. Fig. 3.2는 농촌 유역 내 위치한 수리구조물의 종류 및 홍
수 조건을 나타낸다.

Fig. 3.2. Hydraulic structures in agricultural watershed and flood 
conditions for each hydraul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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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요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의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안된 표준 온
실가스 시나리오이자 CMIP6의 GCM에 적용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다. 
SSP 시나리오는 RCP 시나리오의 복사강제력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
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초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에 따라 구분
된다. 

나. GCM

CMIP6의 GCM은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100년까지 3시간 혹은 일 단위로 구성된 기상자료를 산출한다. 본 연구
에서는 IPCC의 6차 평가보고서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단기 미래, 중기 미
래, 장기 미래의 3가지 미래 구간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단기 미
래는 2021년부터 2050년, 중기 미래는 2051년부터 2080년, 장기 미래는 
2081년부터 2100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3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연 강수량을 나타내는 ACCESS-CM2 모형의 일 단위 강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특징

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CMIP6 1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SSP 1-1.9, SSP 1-2.6, SSP2-4.5, SSP3-7.0, SSP5-8.5의 5가지 시
나리오가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채택을 위해서는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강수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최대 홍수 확률의 산정을 위하여 극한 강수 사상이 잦은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Zhang et al. (2011)이 
제시한 극한기후지수 중 홍수 발생 여부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였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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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표로는 RX1day (1일 최다 강수량), SDII (1일 강수강도), R10 (10 
mm 이상의 강수가 발생한 연 강수일수), R20 (20 mm 이상의 강수가 발
생한 연 강수일수), CWD (1 mm 이상의 강수가 연속으로 발생한 날의 
수), R95p (상위 5% 크기 이상의 강수가 발생한 날의 일수)가 있다. 

(a) RX1day (b) SDII

(c) R10 (d) R20

(e) CWD (f) R95p

Fig. 3.3. The maximum value of the extreme climate index for 
each SSP climate chang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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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은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극한 기후 지표의 미래 구간별 최
댓값을 나타내고 있다. RX1day의 경우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에서 SSP 
5-8.5 시나리오가, 장기 미래에서는 SSP 2-4.5가 가장 큰 값을 보였다. 
SSP 2-4.5 시나리오의 RX1day 최댓값은 2097년에서 발생하며, 348.1 
mm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시나리오들의 최대 강수량과 107.4-172.8 
mm 차이가 나는 값으로 SSP 5-8.5 시나리오 최대 강수량의 1.45배에 해
당한다. Fig. 3.4는 SSP 2-4.5 시나리오와 SSP 5-8.5 시나리오 간 
RX1Day 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의 막대는 SSP 5-8.5 시나리오
가, 음의 막대는 SSP 2-4.5 시나리오의 값이 큰 부분을 나타낸다. SSP 
5-8.5 시나리오의 RX1Day 값이 SSP 2-4.5 시나리오에 비해 큰 연도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 RX1Day difference between SSP 2-4.5 scenario and SSP 
5-8.5 scenario

SDII 또한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에서 SSP 5-8.5 시나리오가, 장기 미
래에서 SSP 2-4.5 시나리오가 가장 큰 값을 보였다. SSP 2-4.5 시나리
오의 SDII 최댓값은 RX1day와 마찬가지로 2097년에서 발생하며, 연 강수
량은 1,226 mm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인 1,300 mm에 비해 크지 않지
만, 강수일수가 51일에 불과해 SDII가 24.05 mm/day로 나타났다. SSP 
2-4.5 시나리오는 특정 연도에서 강수량에 비해 강수일수가 적어 강수 이
벤트 발생 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5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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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까지의 SDII 평균값을 보면 SSP 2-4.5 시나리오의 SDII 평균값이 
13.27 mm/day, SSP 5-8.5 시나리오의 SDII 평균값이 14.38 mm/day로 
SSP 5-8.5 시나리오의 평균 강수강도가 더 컸다.

반면, R10과 R20은 세 미래 구간 모두에서 SSP 5-8.5 시나리오의 값
이 가장 컸으며, 이는 SSP 5-8.5 시나리오는 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비
해 한 개의 강우 이벤트에서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CWD
는 앞서 언급된 지표들이 강수량의 크기 관련 지표였던 것과 달리 강수 지
속 기간의 최댓값을 나타낸다. CWD는 단기·중기 미래에서 SSP 5-8.5 시
나리오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 미래에서 SSP 3-7.0의 값이 
가장 컸다. SSP 3-7.0의 경우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비율은 낮으나, 강수 
지속 기간의 길이가 가장 길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SP 5-8.5 시
나리오의 경우 단기·중기 미래에서 극한 강수의 크기가 가장 크고 강수 지
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향이 있으며, 장기 미래에서는 반대로 극한 강
수의 크기가 크되 강수 지속 기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R95p의 경우 단기 미래에서는 SSP 2-4.5 시나리오
가, 중기 미래에서는 SSP 5-8.5 시나리오가, 장기 미래에서는 SSP 
3-7.0 시나리오가 가장 컸다.

극한 기후 지수를 통해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특징에 따르면 단기
와 중기 미래에서는 SSP 5-8.5 시나리오의 극한 기후 사상이 가장 빈번
하며 장기 미래에서는 SSP 2-4.5 시나리오와 SSP 5-8.5 시나리오의 극
한 기후 사상 빈도가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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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강우 시간 상세화 모형

SSP 기후변화 자료는 24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존재하나, 우리나라 
유역의 집중 시간은 짧은 편으로 홍수 분석을 위해 1시간 이내 단위의 강
수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기후변화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 
수행 결과가 단일 결과로 추출될 경우 기후변화 자료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없다. 이에 확률론 개념을 도입하여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진행함으로써 시간 단위 강수 형태에 따라 확률강수량의 발생 분포를 추
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 기법 
중 확률적 개념을 내재하고 있는 모형인 MRC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자료에 적용하여 기후변화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가. MRC 강우 시간 상세화 모형의 개요

MRC 모형은 부모 셀에서 자녀 셀로 강수가 분배되는 형식으로 강수의 
분해를 진행한다. MRC 모형은 분배 방식에 따라 Microcanonical cascade 
model 또는 Canonical cascade model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부모 강우 
1개 셀이 보유한 양과 자녀 강우 셀로 전달되는 양이 동일한 반면 후자는 
모든 부모 셀의 전체 강수량만을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sniak et al. (2013), Müller and Haberlandt (2015), 김대하 등 (2016) 
및 이현지 (2019)의 연구에서 채택한 Microcanonical cascade model을 
활용하여 강우 시간 상세화 시 강우 이벤트별 강우 총량이 보존되도록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Microcanonical cascade model 모형의 도식적 개
념도는 Fig. 3.5와 같으며, 강우 분해에 MRC 모형을 활용하기 위한 순서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우 시간 상세화에 사용될 단계 개수 (cascade 
level)와 단계별 branching number (이하 b)를 설정한다. 강우 분해 시 하
나의 부모 강우 셀이 3개 혹은 2개의 자녀 강우 셀로 분해되며 1개의 강
우 셀이 3개로 분해될 경우 =3, 2개로 분해될 경우   이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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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4시간 강우 자료의 시간 상세화 수행을 위하여 24-8-4-2-1시간
으로 각 단계를 구성하였으므로 총 단계 개수는 5이며, 의 값은 차례대로 
3, 2, 2, 2가 된다.

MRC 모형은 강우의 시간 분해를 위해서 과거 강우 형태를 분석하여 매
개변수를 추출하고 강우의 시간 상세화를 진행한다. MRC 모형의 적용 시 
강수 시간 상세화 1단계 (=3)에서 Uniform splitting 방법을, 2-4단계 
(=2)에서 Divers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Fig. 3.5. The concept of microcanonical cascade model

방법별 필요한 매개변수는 식 (3-1), 식 (3-2)와 같으며, Fig. 3.6은 
강수 분해 방법에 따른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Uniform splitting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되는 매개변수는 ,   ,    로 구별
된다. 이때 과 ,   및   ,   , 
  는 서로 구분하지 않으며 세 가지 확률의 발생 빈도는 모두 동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Diversion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되는 매개변수는 
, ,  이며 는 가중치 에 대한 누가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로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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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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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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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and    and    and                      (3-2)

(a) Diversion method

(b) Uniform splitting method (Muller and Haberlandt, 2015)

Fig. 3.6. The schematic concept of the MRC model for each 
branching number 

나. MRC 강우 분해 모형의 적용

 강우의 시간 상세화를 위하여 먼저 기상관측소별 시간 단위 강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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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1973년부터 2021년이다. 강수량의 백분위가 
95% 이상인 강수와 95% 이하인 강수로 나누어 매개변수를 산출하였으
며, 강수 발생 시 강수 셀의 종류를 starting, enclosed, isolated, ending 
셀로 분류하여 매개변수를 산출하였다. Fig. 3.7은 강우 셀 종류 및 매개변
수 산정에 필요한 강수량 크기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Fig. 3.7. The types of the wet cell location and the precipitation 
amount standard for parameterization

가중치 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바탕으로 강우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진행하였다. Monte Carlo 방법을 활용하여 강우 이벤트별로 시간 상세화 
수행 시 무작위 난수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난수 값을 바탕으로 누가 확률 
밀도 함수의 x축 값을 대입하여 강수의 시간 상세화를 진행하므로 같은 
강우 이벤트에 대해 상세화를 진행하더라도 매번 다른 결과가 생성되게 
된다. Fig. 3.8은 가중치 의 누가확률밀도함수와 시간 상세화 반복 횟수
별 난수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간략히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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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weighted value 
3.2.3. 확률강수량 산정 방법

기후변화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한 후 빈도별 확률강수량을 산정한
다. 확률강수량은 환경부 (2019)에서 제시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
라 산정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강수 자료에 MRC 모형을 적용하여 1시간 
단위 강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Gumbel 분포를 활용하여 확률밀도함
수의 형태를 결정하였으며 확률 가중 모멘트법을 활용하여 확률분포에 따
른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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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농촌 유역의 홍수·침수 연계 모의 모형

가. 시스템 개요

농촌 유역의 홍수·침수 연계 모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24시간 단위의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상산출물을 홍수 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MRC 모형을 통해 일 단위 강우 자료를 시간 단위 강우 
자료로 분해한다. 이후 Clark 모형을 통해 유역의 유입량을 계산하며, 
HEC-5 모형을 통해 저수지 유입량 및 수위, HEC-RAS 모형의 구동을 
통해 하천 유량을 모의한다. 이후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을 통해 농경지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환경을 통해 1) MRC 모형, 
2) 빈도 해석 모형, 2) Clark 모형, 3) HEC-5 모형, 4) HEC-RAS 모형, 
5)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을 연결하여 통합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3.9는 홍수·침수 연계 모의 모형의 흐름도이다.

Fig. 3.9. Flow chart of hydrological and hydraulic linkag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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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역 유출량 산정 모형

저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량 및 하류 유역의 측방유입량을 산정하기 위
하여 유역 유출량 산정 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 Clark 단위도 모형은 단
위도의 특성에 대한 제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역의 도
달시간 (Travel time, )과 저류상수 (Storage Constant, )를 결정함으
로써 단위도를 합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성이 없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다 (윤용남, 2009; 환경부, 2019).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치수 계획 수립 시 활용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유역 유출량 산정을 위하여 Clark 단위도 모형을 활용하였다.

Clark 단위도 모형은 합성 단위도 방법에 해당하며, 순간단위도 원리를 
이용하여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한다. 1cm 단위의 유효우량이 내린 것으로 
가정한 순간단위도를 바탕으로 유역의 유입량을 계산하며, ∆t 시간 동안 
유입되는 유량에 관한 관계식은 식 (3-3)과 같다.

 ×× ×                     (3-3)
식 (3-3)에서 는 유입 유량, 는 번째 등시간구간에 포함되는 유역

면적을 의미한다.
첨두유출량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매개변수로는 도달시간과 저류

상수가 있으며, 자연 하천 유역, 저수지 상류 유역의 경우에는 경험식을 
통해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산정한다 (윤용남, 2009). 도달시간 및 저류
상수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식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문 관측자료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의 표준 공식으
로 사용된 서경대 공식을 활용하였다. 도달시간과 저류상수의 산정에 필요
한 경험식은 Table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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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mpirical formulas for calculation of the parameters 
(MOE, 2019)

Parameter Method Empirical Formula

 Seokyeong univ.     
 

 Seokyeong univ.    
 





Table 3.1에서 는 도달시간 (hr), 은 유로연장 (km), 는 고도차 
(m, 유역 최원점 표고와 홍수량 산정지점 표고의 고도차), 는 저류상수 
(hr), 는 일반적인 하천 유역의 경우 1.45(기준값), 산지 등 하천경사가 
급하고 저류능력이 적은 유역이 지배적인 유역은 1.20, 평지 등 하천경사
가 완만하고 저류능력이 큰 유역이 지배적인 유역은 1.70을 적용하는 계
수, 는 유역면적 (km2), 은 유로연장 (km)을 의미한다.

다. 저수지 방류량 모의 모형

Clark 단위도 모형을 통해 산정한 저수지 배후 유역의 유입량을 바탕으
로 저수지의 방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HEC-5 모형을 활용하였다.

HEC-5 모형은 저수지의 홍수 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 육군 공
병단 수문공학 연구소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HEC)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으로, 유역 내에서 발생한 홍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저수
지의 수위 및 방류량을 모의할 수 있다. 모형의 모의를 위하여 저수지의 
수위-내용적 곡선 및 저수지 수위-방류량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HEC-5 모형은 HEC-5A.exe와 HEC-5B.exe 실행 파일로 구분된다. 
HEC-5A는 결과 파일을 산출하며, HEC-5B는 오류 검토 및 분석을 진행
한다. HEC-5 모형의 경우 인터페이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입력 파일을 형식에 맞게 만들어 모형을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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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 수위 모의 모형

HEC-5 모형을 통해 산출된 상류 유역의 저수지 방류량과 Clark 단위
도 모형을 통해 산출된 하류 유역의 측방유입량 그리고 하천 단면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HEC-RAS 모형을 구동하며, HEC-RAS 모의 결과
를 통해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의 하천 수위를 모의하였다.

HEC-RAS 모형은 미 육군공병단 수문공학연구소에서 개발된 모형이
다. HEC-RAS 모형은 자연하천 혹은 인공하천의 1차원 정상류 해석을 위
해 개발된 HEC-2 모형에 1차원 부정류 해석 모형인 UNET (Unsteady 
flow through a full NETwork of open channels) 모형을 탑재한 GUI 기
반 모형으로 상류, 사류, 혼합류 등의 수면 곡선 계산, 부정류 수면형 계산 
등에 주로 이용된다 (USACE, 2016). 하천 단면적 자료, 하천 중심선, 기
점 수위자료 등을 입력자료로 활용한다.

HEC-RAS 모형은 1차원 부정류 해석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과 운
동량 방정식을 사용한다. 연속방정식은 식 (3-4)와 같으며 운동량 방정식
은 식 (3-5)와 같다.

                          (3-4)
식 3-4에서 는 하도 길이, 는 시간, 는 유량, 는 단면적, 는 저류

량, 는 단위 길이당 측방 유입량을 의미한다.

                      (3-5)
식 3-5에서 는 저류량, 는 중력가속도, 는 마찰경사를 의미한다.

마.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

HEC-RAS 모형에서 모의한 하천 수위 및 유량을 농경지 배수 모의 모
형에 입력하여 농경지 침수를 모의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갑문 능력
검토 시스템 모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Python 환경에 모형을 구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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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의 구성요소는 1) 분석 지구 자료, 2) 외수위 자

료, 3) 유입 홍수량 자료, 4) 구조물 제원 자료, 4) 배수문 개폐 및 배수펌
프 작동 조건, 5) 물수지 분석이 있다. 분석 지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고-누가내용적, 지구별 종속 관계, 제한/최초 내수위, 최저답고 자료의 
입력이 필요하다. 외수위 자료의 경우 수위 관측소 자료 및 HEC-RAS 등
의 모형 모의 결과 자료가 사용된다. 구조물 제원 자료 구축을 위해 인양
비, 자동비, 암거 (박스형/원형), 물넘이, 펌프게이트, 토공 (제형)의 구조
물 종류를 결정한 후 구조물 종류별 너비/높이/표고, 유량계수, 설계수두, 
경사, 조도계수, 마찰계수 등의 제원을 입력한다. 배수문 개폐 및 배수펌프 
작동 조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수위가 외수위보다 높으면 배수문 개방을 
시행하며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크면 배수문을 폐쇄하고 배수펌프를 작동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물수지 분석의 경우 저류량, 유입량, 수문 
및 펌프 배제량에 대한 물수지 방정식을 활용하며 표고-누가내용적 관계
를 이용하여 내수위-저류량 상호 계산을 통해 분석을 시행한다. 물수지 
분석의 특징은 다음 시각의 내수위 (종료 내수위)를 가정하여 물수지 방
정식의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3.2.5.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기법

본 연구에서는 농촌 유역의 홍수 확률 평가 기법으로 신뢰성 방법을 채
택하였다. 신뢰성 방법이란 구조물의 설계변수에 확률적 기법을 적용함으
로써 구조물의 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파괴 확률 대신 농업 수리구조물의 홍수 통제 실
패 확률을 계산하는 데에 한계상태식을 활용하였다. 

한계상태식은 구조물의 저항 R과 구조체에 가해지는 하중 L로 구성된
다. 한계상태식은 식 (3-6)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 27 -

                          (3-6)
식 3-6에서 는 시스템의 안전 또는 파괴 기준, 은 시스템의 저항 요

소 (resistance factor), 은 시스템의 하중 요소 (load factor)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구조물의 저항 R은 저수지 및 하천의 설계홍수량, 농경지
의 침수 기준 수심이며,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L은 각 강우 이벤트의 첨
두유입량 및 최고 수심이다. Table 3.2은 신뢰성 해석 기반 한계상태식 구
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Fig. 3.10은 한계상태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
물의 저항 R은 설계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되나, 저수지 및 하천 등
의 농업 수리구조물의 설계홍수량은 고정값이므로 상수함수의 형태로 표
현된다 (박지훈, 2013).

본 연구에서는 MRC를 통한 강우 분해 결과를 토대로 지속시간별 첨두
유입량을 찾아 첨두홍수량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한다. 저수지 설계유입량 
및 하천 설계홍수량은 모의된 유입 첨두홍수량과는 달리 상수값을 가지므
로, 하중 L의 함수는 x=N과 같은 상수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Fig. 3.10.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resistance R, 
Load L and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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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mponents of limit state equation

Related component Load factor Resistance factor

Agricultural 
reservoir

Max inflow Designed inflow

Agricultural 
reservoir

Max elevation Reservoir height

Stream Max inflow Designed inflow

Paddy Max inflow

Irrigation depth 
(70cm) or Allowable 
fresh water depth 

(30cm)

홍수 확률 평가는 Fig. 3.11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그림이 나타내
는 바와 같이 한계상태식의 값이 음수이면 수리구조물이 유입 홍수량을 
제대로 배제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 유역의 홍수 제어 실
패 확률은 수리구조물별 한계상태식 값이 0보다 작을 확률로 표현된다. 이
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7)과 같다.

                        (3-7)
식 3-7에서 는 홍수 통제 실패 확률,    은 하중 요소보다 

저항 요소의 값이 작을 확률,   은 한계상태식이 0보다 작을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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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Flood probability evaluation based on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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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대상지 및 자료 구축

4.1. 대상지구

본 연구의 대상지구는 금강 권역 삽교천 수계의 예당저수지 상·하류 유
역이다. 예당저수지 유역은 실시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홍수 및 침수 관련 자료 구축과 분석이 용이하다. 예당저수지 상·하류 유
역의 지배관측소는 천안, 부여, 보령, 서산 관측소가 있다. 예당저수지 상
류 유역의 Thiessen 비율은 천안 41%, 부여 21%, 보령 29%, 서산 9%이
며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의 Thiessen 비율은 천안 82%, 서산 18%이다.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은 충청남도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등의 행정구
역에 위치한다. 상류 유역면적은 373.6 km2, 유로연장은 31.6 km이다. 
Fig. 4.1은 예당저수지 유역의 위치 및 토지이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1은 예당저수지의 설계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예당저수지는 총 
Radial Gate 형식의 수문을 11련 탑재하고 있으며, 여수로의 길이는 165 
m, 깊이는 5.9 m에 해당한다.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은 무한천이 위치하고 있다. 무한천은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에서 발원하여 이후 삽교천으로 합류된다. 하류 유역면적은 
92.19 km2, 유로연장은 15.22 km이다. 무한천 인근에는 탄중지구가 위치
하며 탄중지구에는 탄중배수장, 종경배수장, 종경2배수장 총 3개의 배수
장이 있다. 탄중지구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탄중지구에 유입되는 
홍수량은 1구역과 2구역의 경우 종경배수장과 종경2배수장을 통해, 3구역
의 경우 탄중배수장을 통해 무한천으로 배제된다. 탄중지구의 유역면적은 
1,482 ha이며, 유역의 토지이용은 논이 672 ha (45%)로 가장 많다. Fig. 
4.2는 탄중배수장이 위치한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의 토지이용도를 나타내
며, Fig. 4.3은 탄중배수장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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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Location and landuse of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Fig. 4.2. Downstream landuse of the Yeda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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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Yedang reservoir

Components 
of a 

reservoir
Property Designed value

Reservoir

Area Watershed area (ha) 37360.0
Irrigation area (ha) 6917.4

Water 
volume

Total reservoir 
volume (103 m3) 47103.2
Effective water 
volume (103 m3) 46070.2

Dead storage 
volume (103 m3) 1033.0

Water 
level

Flood water level 
(El.m) 22.5

Normal high water 
level (El.m) 22.5

Dead storage level 
(El.m) 14.5

Spillway

Gate Radial gate (m)
B = 15.0
H = 6.5
N = 11

Overflow 
spillways

Length (m) 165
Height (El.m) 16.6

Depth (m) 5.9

(a) Drainage pumping station (b) Drainage canal

Fig. 4.3. Drainage facility of the Tanjoong drainag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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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력자료 구축

4.2.1. 기후변화 자료

본 연구에서는 ACCESS-CM2 GCM이 산출한 SSP5-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의 일 단위 강수 자료를 MRC 모형에 입력하여 1시간 단위 강수 자
료를 확보하였다.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과거 강수를 기반으로 미래 강수 모의를 진
행하며 과거 강수 기간은 1973-2015년, 미래 강수 모의 기간은 
2016-2100년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인 예당저수지 유역은 서산 
(129), 천안 (232), 보령 (235), 부여 (236) 기상관측소의 4개 기상관측
소가 위치하며 상류 유역의 Thiessen 비율은 각각 9%, 41%, 29%, 21%
를, 하류 유역의 경우 18%, 82%를 적용하였다.

GCM에서 산출된 기후변화 자료는 그리드별 공간 해상도가 100km 이
상이고, 자체적인 편의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편의보
정을 실시하였다. 상세화 기법에는 동적 상세화 기법과 통계적 상세화 기
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상세화 기법에 해당하는 SQM (Simple 
Quantile Mapping)을 사용하였다. SQM 방법은 비모수적 분위사상법의 
일종으로 관측치와 모의치의 경험적인 확률 분포를 통해 편의를 보정한다. 
SQM 방법의 경우 월평균 관측자료와 GCM에서 산출된 기상자료를 대응
시켜 GCM 자료의 월별 편의의 평균과 분포를 동시에 보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4.4는 편의보정 전·후의 연 강수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편의보정 수행 결과 편의보정 전에 비해 강수량이 전체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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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x plot (b) Scatter plot

Fig. 4.4. Comparison of annual precipitation between generated 
precipitation and corrected precipitation

편의보정 이후 MRC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1시간 단위 강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확률강수량은 30년 이
상의 강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권고되는 것과 IPCC의 6차 평
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래 시대 기준을 고려하여 3개 미래 구간으로 나
누어 산정하였다. 2021년부터 2100년까지 총 80년을 3개 구간으로 나누
었으며 단기 미래의 경우 2021년부터 2050년, 중기 미래의 경우 2051년
부터 2080년, 장기 미래의 경우 2081년부터 210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5
개 재현기간 (20년, 50년, 100년, 200년, 500년), 8개 재현기간 (1, 2, 5, 
9, 12, 24, 48, 72시간)에 대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확률강수량을 산정하
였다.



- 35 -

4.2.2. 유역 유입량 입력자료

본 연구 대상지인 예당저수지 상·하류 유역에는 무한천이 위치하고 있
으며 예당저수지 상류 유입량 및 무한천의 외수위를 모의하기 위하여 유
역 유입량을 산정하였다. ArcMap을 활용하여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자료를 활용하여 CN 
(Curve Number), 저류상수, 도달시간 등의 유역특성 인자를 산출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5,000 세분류 토지피복도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토양도는 농촌진흥청의 1:25,000 정밀토양도 자료를 이용하
였다. CN의 경우 환경부 (2019)의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CNⅢ를 적용하였다.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의 경우 면적이 250km2 이상이므로 소유역을 4개
로 나누어 Clark 단위도 모형을 적용하였다. Clark 단위도 모형의 입력자
료로 이용되는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의 소유역 특성은 Table 4.2와 같다. 
소유역 1, 2의 합류지점으로부터 유역 출구까지의 구간과 소유역 4의 출
구로부터 유역 출구까지의 구간에는 단순지체법에 의한 하도추적이 적용
되었다. 지체시간은 서경대 공식을 통해 산정된 구간별 도달시간 값이 적
용되었다. 도달시간의 경우 소유역 1, 2의 합류지점에서 유역 출구까지는 
1.56시간, 소유역 4의 출구에서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의 출구까지는 1.66
시간이었다. Fig. 4.5는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의 소유역 위치 및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저유출량은 첨두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
하여 0 m3/s로 가정되었다.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의 경우 소유역 4개로 나누어 Clark 단위도 모형
을 적용하였다. 유역 유입량 산정을 위한 Clark 단위도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소유역별 특성은 Table 4.3과 같다. Fig. 4.6은 예당저수지 하류 
유역의 소유역 위치 및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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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ubwatersheds at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for 
Clark unit hydrograp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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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Watersheds at downstream river basin of the Yedang 
reservoir for Clark unit hydrograp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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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haracteristics of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Name
Area
(km2)

Length
(km)

Mean 
slope 
(%)



(hr)


(hr)
CNⅢ

I.R.
(%)

Sub1 85.39 15.66 23.5 1.66 2.36 90 3.1

Sub2 69.26 15.10 25.7 1.71 2.43 89 3.0

Sub3 112.1 16.31 15.6 2.3 3.28 88 2.7

Sub4 104.57 16.97 19.7 1.87 2.66 88 3.0

*I. R.= Impervious Ratio

Table 4.3. Characteristics of downstream river basin of the 
Yedang reservoir

Name
Area
(km2)

Length
(km)

Mean 
slope 
(%)



(hr)


(hr)
CNⅢ

I.R.
(%)

Sub1 12.09 5.47 14.08 0.61 0.86 89 4.3

Sub2 10.37 5.86 23.53 0.60 0.85 89 14.5

Sub3 11.49 6.43 13.62 0.63 0.89 91 9.4

Sub4 35.43 8.90 10.31 0.89 1.48 89 6.9

*I. R.= Imperviou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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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입력자료

유입량에 따른 예당저수지의 수위 및 방류량을 모의하기 위하여 
HEC-5 모형의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HEC-5 모형의 입력자료로는 강
우량 자료 및 예당저수지의 수위-내용적 자료, 예당저수지의 수위-방류
량 자료가 필요하다. Table 4.4는 예당저수지 수위별 내용적을 나타내며 
Fig. 4.7은 예당저수지의 수위별 수문 개수에 따른 방류량을 나타낸다.

Table 4.4. Elevation and volume of the Yedang reservoir

Elevation 
(EL.m)

Volume
(1,000 m3)

Cumulative volume
(1,000 m3)

Water Level

14.5 0.0 0.0 DSL
15.0 568.5 568.5
15.5 722.4 1,290.9
16.0 1,033.1 2,324.0
16.5 1,443.4 3,767.4
17.0 1,764.8 5,532.2
17.5 2,049.4 7,581.6
18.0 2,328.3 9,909.9
18.5 2,630.1 12,540.0
19.0 2,968.8 15,508.9
19.5 3,332.3 18,841.1
20.0 3,744.5 22,585.7
20.5 4,112.3 26,698.0
21.0 4,438.2 31,136.2
21.5 4,727.4 35,863.6
22.0 4,969.1 40,832.7
22.5 5,245.5 46,078.2 FWL
23.0 5,752.3 51,830.5
23.5 6,771.9 58,602.4
24.0 7,555.8 66,158.2
24.5 8,355.8 74,514.0
25.0 9,178.2 83,692.2
25.5 9,455.7 93,147.9

* DSL = Dead Storage Level, FWL = Flood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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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Elevation-outflow curve of the Yedang reservoir

4.2.4. 하천 수위 모의 입력자료

하천 유량 모의를 위하여 HEC-RAS 모형의 입력자료인 하천 단면 및 
하천 흐름 경계조건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한천의 예당저수지 수
문 방류 지점부터 삽교천 합류 지점까지를 HEC-RAS의 모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예당저수지 수문 방류 지점부터 지방하천 종점에 이르는 지방
하천 구간 (3.655 km)에는 2020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0)을, 지방하천 종점 (국가하천 시점)부터 삽교천 합류 지점에 이르는 
국가하천 구간 (28 km)에는 2012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2)의 하천 단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하천 단면의 개수
는 총 76개이며, 수문 방류 지점부터의 거리에 따라 하천 단면명을 지정하
였다. 예로써 수문 방류 지점의 단면명을 0으로 설정하였으며 최하류 지점
에서 수문 방류 지점까지의 거리가 31.655 km임에 따라 저수지 하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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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최하류 단면명을 31.655로 설정하였다. Fig. 4.8은 HEC-RAS 모형
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하천 단면 및 모의 하천구간 흐름 단면을 나타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류 조건에서 시간별 저수지 방류량 및 측방 유입량
을 입력하여 시간에 따른 하천 수위 및 유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예당저
수지 하류 4개 소유역의 유역특성 인자를 Clark 단위도 모형에 입력하여 
분석한 소유역별 유입량 자료를 HEC-RAS 모형의 측방 유입량으로 활용
하였다.

Fig. 4.8. HEC-RAS cross section data at downstream river basin 
of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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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농경지 침수 분석 입력자료

농경지의 배수 모의를 위해 Clark 단위도 모형의 출력 자료를 농경지 
유입 홍수량으로, HEC-RAS 모형의 하천 수위를 농경지의 외수위로 활용
하였다. 탄중 배수 지구는 예당저수지 하류 16.454 km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HEC-RAS의 모의 결과 중 해당 하천 단면의 수위를 외수위 자료로 입
력하였다. 탄중배수장의 배수시설 제원을 입력하여 농경지 배수를 모의하
였다. Table 4.5는 탄중배수장의 배수시설 제원 및 유량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2018)에 따르면 20년 빈
도 임의 지속시간 48시간 강수량에 대하여 관수 (70 cm)가 발생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허용담수심 (30 c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의 배수
개선사업 배수 계획 기준에 따라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Table 4.5. Specifications of drainage structure

Gate
Height

(m)
Width

(m)

Sill 
height

(m)

Discharge Coefficient

C1 C2 C3 C4 C21 C22

Sluice 
Gate

2.3 2.1 1.05 0.7 0 0.8 0.8 0.6 0.9



- 43 -

제 5 장 연구 결과

5.1. 기후변화 자료 시간 상세화 결과

5.1.1. MRC 모형의 강우 재현성 평가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에 MRC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MRC 모형
의 강수 재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MRC 모형의 강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 강수 자료의 일자료 데이터를 MRC를 활용하여 시간 상세화
를 진행하였고 상세화 결과를 기존의 과거 시간 단위 강수 자료와 비교하
였다. 1973-1996은 매개변수 검증 기간으로, 1997-2021은 매개변수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Olsson, 1998; Flores, 2004, 
Müller and Haberlandt, 2015)에서 강수 재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 
Individual volume과 Event duration 지표를 선정하여 MRC 모형의 강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Individual volume은 강수 시작 시점부터 끝까지 발
생한 강수의 양을 의미하며 Event duration은 강수 지속시간을 의미한다. 
Table 5.1은 매개변수화 기간과 검정 기간의 MRC 모형 산출물과 과거 강
수 원자료 간 통계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
를 진행한 결과 원자료와 비교하여 강수강도가 크게 모의되는 경향이 있
었으나 전반적인 강수 재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기후변
화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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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Statistics of MRC for parameterization (1997-2021) and 
validation (1973-1996) periods

Evaluation 
index

Period R2 NSE RMSE

Individual 
volume

1973-1996 0.94 0.83 3.77 (mm)

1997-2021 0.97 0.95 2.02 (mm)

Event 
duration

1973-1996 0.98 0.96 0.94 (hr)

1997-2021 0.97 0.95 1.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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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SSP 기후변화 자료 시간 상세화 결과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2021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 단위 강
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를 수행하였으며, 7월 강수가 가장 많은 연도의 일
별·시간별 자료를 함께 도시한 결과는 Fig. 5.1과 같다. 단기 미래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었으며 중기 미래의 경우 
일 단위 강수 자료가 매우 커 100 mm 이상의 시간 강수가 발생하였다. 장
기 미래의 경우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에 비해 일 단위 강수강도가 작아 
시간 단위 강수 또한 작았다.

(a) short-term future

(b) mid-term future

(c) long-term future

Fig. 5.1. Temporal disaggregation example of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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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Table 5.4는 기상관측소별 최대 시간 단위 강수량을 나타내
고 있다. 

Table 5.2. Max hourly precipitation of short-term future (mm)

Trial
Seosan
(129)

Cheon-an
(232)

Boryeong
(235)

Buyeo
(236)

1 157.9 163.9 280.2 201.1
2 163.2 189.6 166.5 184.3
3 118.3 234.6 197.2 181.3
… … … … …

999 217.7 206.0 185.1 149.9
1000 139.3 247.6 162.9 228.9

Table 5.3. Max hourly precipitation of mid-term future (mm)

Trial
Seosan
(129)

Cheon-an
(232)

Boryeong
(235)

Buyeo
(236)

1 240.3 159.4 244.2 333.9
2 133.0 157.3 200.3 256.8
3 190.7 154.9 158.1 184.8
… … … … …

999 158.1 290.3 219.8 192.6
1000 149.3 315.5 243.7 344.8

Table 5.4. Max hourly precipitation of long-term future (mm)

Trial
Seosan
(129)

Cheon-an
(232)

Boryeong
(235)

Buyeo
(236)

1 141.4 160.6 170.1 259.9
2 114.8 185.1 196.5 173.5
3 128.1 160.2 145.8 168.4
… … … … …

999 113.6 170.1 243.6 173.5
1000 118.6 181.0 149.0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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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촌 유역의 홍수·침수 연계 모형 모의 결과

5.2.1. 확률강수량 산정 결과

MRC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간 상세화를 수행한 후 빈도 해석 모형을 
통해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였다. Fig. 5.2는 200년 빈도 기준으로 확률강수
량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MRC를 활용하여 강수의 시간 상세화를 진행
한 후 확률강수량을 산정한 결과 다양한 범위의 확률강수량이 발생하였으
며 최소 확률강수량과 최대 확률강수량의 차이는 약 150 mm였다. 

과거 관측 강수 자료의 확률강수량과 비교하여 단기 미래의 확률강수량 
중앙값은 1.3배, 중기 미래와 장기 미래의 확률강수량 중앙값은 각각 1.5
배, 1.2배 증가하였다. Table 5.5는 시대별 확률강수량의 중앙값 크기를 
지속시간별로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5.3은 100년, 200년, 500년 
빈도의 과거 강수 및 미래 기간 확률강수량의 크기를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하여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시대별 확률강수량 산정 결과 중기 미래
의 확률강수량이 가장 컸으며, 장기 미래의 확률강수량이 가장 작았다.

(a) 2021-2050 (b) 2051-2080 (c) 2081-2100
Fig. 5.2. Distribution of probabilistic precipitation 

(SSP 5-8.5 scenario, F=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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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Comparison of historical and future period probability 
precipitation (SSP 5-8.5 scenario)

Period
Frequency

100 year 200 year 500 year

Past 319.7 348.6 386.6

2021-2050
428.95

(130% ▲)
472.86

(140% ▲)
530.48

(140% ▲)

2051-2080
480.60

(150% ▲)
531.43

(150% ▲)
598.12

(160% ▲)

2081-2100
382.11

(120% ▲)
417.29

(120% ▲)
463.44

(120% ▲)

(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3. Comparison of historical and future probabilistic 
precipitation (SSP 5-8.5 scenario,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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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2-4.5 시나리오 및 SSP 5-8.5 시나리오의 확률강수량을 비교하
기 위해 예당저수지 상류 유역과 하류 유역의 확률강수량을 각각 산정하
였다. 200년 빈도 지속시간 24시간의 확률강수량은 Fig. 5.4와 같다.

확률강수량 산정 결과 단기 미래의 확률강수량은 SSP 5-8.5 시나리오
가 SSP 2-4.5 시나리오에 비해 상류 유역 및 하류 유역에서 모두 1.4배 
크게 나타났으며 중기 미래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확률강수량이 유사했다. 
장기 미래의 경우에는 SSP 5-8.5 시나리오가 SSP 2-4.5 시나리오에 비
해 작았으며 상류 유역에서 0.8배, 하류 유역에서 0.7배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예당저수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확률의 상한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에서는 SSP 5-8.5 시나리오를, 장기 미래
에서는 SSP 5-8.5 시나리오 및 SSP 2-4.5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홍수 확
률을 산정하였다.

(a)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b) Downstream river basin of the Yedang reservoir

Fig. 5.4. Probabilistic precipitation of future period at the area 
(F=200,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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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유입량 산정 결과

빈도 해석 모형을 통해 산정된 1,000개의 확률강수량을 바탕으로 수정 
Huff 분포로 도시한 후 Clark 단위도 모형에 입력하여 저수지 상류 유입량 
및 측방 유입량을 산정하였다. 

Fig. 5.5는 1,000개의 첨두유입량 중앙값과 표준편차 분포를 빈도별, 강
우 지속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빈도 및 지속시간에서 장기 미래 
(2081-2100)의 첨두유입량이 가장 작았으며 중기 미래 (2051-2080)의 
첨두유입량이 가장 컸다. 모든 미래 구간 및 빈도에서 지속시간 12시간에 
가장 큰 첨두유입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년 빈도에서 첨두유
입량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값
에 해당하는 첨두유입량을 중심으로 첨두유입량의 분산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6은 500년 빈도, 지속시간 12시간에서 모의된 1,000개의 수문곡
선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값이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강우량은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의 첨두유입량 발생 값이 도시되어 있다. 단기 미래
에서 최대 첨두유입량은 5,027 m3/s, 최소 첨두유입량은 3,957 m3/s였으
며, 중기 미래에서 최대 첨두유입량은 5,835 m3/s, 최소 첨두유입량은 
3,957 m3/s였으며, 장기 미래에서 최대 첨두유입량은 4,684 m3/s, 최소 
첨두유입량은 3,137m3/s였다. 단기 미래에서 최대 첨두유입량과 최소 첨
두유입량 간의 차이는 1,070 m3/s, 중기 미래에서 1,528 m3/s, 장기 미래
에서 1,547 m3/s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미래가 세 미래 구간 중 최대 첨
두유입량과 최소 첨두유입량은 가장 작으나 첨두유입량의 분산이 가장 큰 
구간임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수치 이상의 강수량이 발생하면 Clark 단위
도 모형의 강우 민감도가 증가하여 첨두유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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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5. Simulation result of maximum reservoir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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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future (2021-2050)

(b) mid-term future (2051-2080)

(c) long-term future (2081-2100)

Fig. 5.6. The hydrograph of reservoir inflow (F=500,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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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모의 결과

Clark 모형의 유입량을 HEC-5 모형에 입력하여 예당저수지의 수위 및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Fig. 5.7과 Fig. 5.8은 1,000개의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의 중앙값과 표
준편차 분포를 빈도별, 강우 지속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모두에서 중기 미래의 저수지 최대 수위 및 최대 
방류량이 가장 컸다. 지속시간 1시간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미래 시대별 
최대 저수지 수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저수지 방류량 관점에서는 약 
1,500 m3/s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예당저수지에 11개의 수문이 구비
되어 있어 최대 방류능력이 7,606 m3/s로 수위의 변화 없이도 유입 홍수
량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방류량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강우의 지속시간은 중기 미래에서 1시간, 단기 및 장기 미래에서 2
시간으로 나타났다. 강우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위 및 방류량의 
표준편차는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9와 Fig. 5.10은 500년 빈도, 지속시간 12시간에서 모의된 
1,000개의 예당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의 수문곡선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
며 중앙값이 도시되어 있다. 강수량은 최대·중앙·최소 수위 및 방류량을 
발생시키는 값을 나타낸다. 단기 미래에서 최대 방류량은 5,067 m3/s, 최
소 방류량은 4,613 m3/s였으며, 중기 미래에서 최대 방류량은 5,450 m3/s 
최소 방류량은 4,759 m3/s였으며, 장기 미래에서 최대 방류량은 4,922 
m3/s, 최소 방류량은 4,234 m3/s였다. 단기 미래에서 최대 수위는 22.47 
El.m, 최소 수위는 22.16 El.m, 중기 미래에서 최대 수위는 22.76 El.m, 
최소 수위는 22.25 El.m, 장기 미래에서 최대 수위는 22.37 El.m, 최소 수
위는 21.93 El.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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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7. Simulation result of maximum reservoir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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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8. Simulation result of maximum reservoir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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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future (2021-2050)

(b) mid-term future (2051-2080)

(c) long-term future (2081-2100)

Fig. 5.9. The hydrograph of reservoir outflow (F=500,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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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future (2021-2050)

(b) mid-term future (2051-2080)

(c) long-term future (2081-2100)

Fig. 5.10. The hydrograph of reservoir water level (F=500,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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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하천 유량 모의 결과

Clark 모형의 측방 유입량 및 HEC-5 모형의 방류량 자료를 입력값으
로 활용하여 HEC-RAS 모형 모의를 통해 하천 유량을 산정하였다. 

Fig. 5.11은 1,000개의 하천 유량 중앙값과 표준편차 분포를 빈도별, 강
우 지속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모
두에서 중기 미래의 하천 최대 유량이 가장 컸다. 하천의 최대 유량은 장
기 미래, 단기 미래, 중기 미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강수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천 유량의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시
대 및 빈도에서 지속시간 12시간일 때 가장 큰 하천 유량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00년 빈도에서 하천 첨두유량의 표준편차가 가장 컸으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값에 해당하는 하천의 첨두유량을 중심으로 다
양한 범위의 하천 첨두유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유량 그래
프는 저수지 방류량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강수의 지속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하천 유량의 표준편차는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2는 100년 빈도, 지속시간 24시간에서 모의된 1,000개의 예당
저수지 하류 방류 지점 수문곡선 발생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값이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강수량은 최댓값, 중앙값, 최솟값의 하천 유량을 
발생시키는 값을 나타낸다. 단기 미래에서 최대 하천 유량은 4107 m3/s, 
최소 하천 유량은 3,984 m3/s, 중기 미래에서 최대 하천 유량은 4,184 
m3/s, 최소 하천 유량은 4,049 m3/s, 장기 미래에서 최대 하천 유량은 
4,051 m3/s, 최소 하천 유량은 3,884 m3/s으로 나타났다. 중기 미래에서 
하천 유량의 발생 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기 미래의 경우 하천 유
량의 감소 속도가 가장 느렸으며 장기 미래의 경우 하천 유량의 감소 속도
가 가장 빨랐다. 100년 빈도 지속시간 24시간 강우 발생 시 미래 시대에 
따른 하천 첨두유량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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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11. Simulation result of maximum strea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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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future (2021-2050)

(b) mid-term future (2051-2080)

(c) long-term future (2081-2100)

Fig. 5.12. The hydrograph of stream flow (F=100,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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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농경지 수위 모의 결과

HEC-RAS 모형의 하천 수위 자료를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농경지 배수
모의 모형을 통해 농경지 수위를 산정하였다.

Fig. 5.13은 1,000개의 농경지 수위 중앙값과 표준편차 분포를 빈도별, 
강우 지속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모두에서 장기 미래의 농경지 수위가 가장 작았다. 저수지 및 하천과 달리 
농경지의 최대 수위는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500
년 빈도에서 농경지 수위의 표준편차가 가장 컸으며 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중앙값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최대 수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범위의 농
경지 최대 수위가 발생하였다. 500년 빈도의 농경지 최대 수위는 강수 지
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준편차가 커졌으며 특히 단기 및 중기 미래에서 
두드러졌다.

Fig. 5.14는 20년 빈도, 지속시간 48시간에서 모의된 1,000개의 농경지 
수위 수문곡선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값을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단
기 미래에서 최대 농경지 수위는 3.63 El.m, 최소 농경지 수위는 3.54 
El.m로 나타났으며, 중기 미래에서 최대 농경지 수위는 3.66 El.m, 최소 
농경지 수위는 3.47 El.m로 나타났으며, 장기 미래에서 최대 농경지 수위
는 3.58 El.m, 최소 농경지 수위는 3.48 El.m로 나타났다. 20년 빈도 지속
시간 48시간에서 미래 시대별 최고 농경지 수위의 차이는 없었으며 농경
지 수위의 변화 패턴도 유사하였다. 단기 미래, 중기 미래, 장기 미래별 최
대 농경지 수위와 최소 농경지 수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시간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단기 미래의 경우 48시간 근방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였
으며 중기 미래 및 장기 미래의 경우 30시간 근방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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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year

(b) 200 year

(c) 500 year

Fig. 5.13. Simulation result of maximum paddy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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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future (2021-2050)

(b) mid-term future (2051-2080)

(c) long-term future (2081-2100)

Fig. 5.14. The hydrograph of paddy water level (F=20, 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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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농촌 유역의 확률 기반 홍수 안전성 평가 결과

5.3.1. 저수지 홍수 확률

예당저수지 설계홍수량은 5,202m3/s로 설계홍수량 관점에서 200년 빈
도 이하 모든 지속시간에 대해 예당저수지의 홍수 확률은 0%였다. 500년 
빈도에서 예당저수지의 계획 홍수 유입량을 벗어난 첨두유입량이 최초로 
발생하며 발생 확률은 중기 미래에서 13%였다. Fig. 5.15는 저수지 유입
량의 관점에서 미래 최대 홍수 확률을 지속시간 및 발생 빈도에 따라 나타
내고 있다.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의 경우 SSP 5-8.5 시나리오에 따른 홍
수 확률을 나타내며, 장기 미래의 경우 SSP 2-4.5 시나리오와 SSP 
5-8.5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확률을 도시하였다. 그래프의 각 셀은 해당 
강우 지속시간과 강우 발생 빈도에서 저수지의 홍수 확률을 의미하며, 셀
이 적색에 가까울수록 홍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SSP 5-8.5 시나리오의 경우 중기 미래의 500년 빈도에서 최초로 홍수
가 발생하였으며 지속시간 9시간에서 5%, 12시간에서 13%의 홍수 확률
이 나타났다. SSP 2-4.5 시나리오의 경우 장기 미래의 500년 빈도에서 
최초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지속시간 9시간에서 5%, 지속시간 12시간 
11%였다. SSP 2-4.5 시나리오의 최대 홍수 확률은 11%, SSP 5-8.5 시
나리오의 최대 홍수 확률은 13%였다. 기존 물넘이 설계유입량이 PMP 기
준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 구간에서 극한 강수가 잦아짐에 
따라 유입량의 최댓값 또한 증가하며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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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2050 (SSP5-8.5) (b) 2051-2080 (SSP5-8.5)

(c) 2081-2100 (SSP5-8.5) (d) 2081-2100 (SSP2-4.5)

Fig. 5.15. Flood probability of reservoir inflow

Fig. 5.16은 500년 빈도 지속시간 12시간에 대하여 SSP 5-8.5 시나리
오에서 미래 시대별 저수지 유입량의 확률 밀도 함수와 설계 유입홍수량
을 함께 도시한 결과이다. 유입 설계홍수량의 관점에서 장기 미래와 단기 
미래 모두에서 홍수 확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미래의 유입 



- 66 -

첨두홍수량 분포가 단기 미래에 비해 좌측에 위치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한 홍수 확률이라도 홍수 안전성이 다를 수 있으며, 장기 미래의 홍수 안
전성은 단기 미래에 비해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5.16.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reservoir inflow (F=500, 
D=12)

저수지 수위의 관점에서는 제당고 이상의 수위가 발생하지 않아 홍수 
확률은 0%였다. 저수지 수위의 관점에서 미래 유입량은 모두 배제가 가능
한 수준의 홍수량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당저수지는 유입량과 저수지 수위
의 관점에서 미래 강수에 대한 홍수위험 정도가 낮은 편으로 물넘이 확장 
사업 이후 기후변화 대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17은 저수지 수위의 관점에서 저수지 유입량의 관점에서 미래 최대 홍
수 확률을 지속시간 및 발생 빈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단기 미래와 중
기 미래의 경우 SSP 5-8.5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확률을 나타내며, 장기 
미래의 경우 SSP 2-4.5 시나리오와 SSP 5-8.5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 확
률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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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2050 (b) 2051-2080

(c) 2081-2100 (SSP5-8.5) (d) 2081-2100 (SSP2-4.5)

Fig. 5.17. Flood probability of reservoir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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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하천 홍수 확률

하천 단면 위치에 따른 홍수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류 지점
과 하류 지점 단면의 홍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수문 방류부로부터 0.11 
km 떨어진 단면과 31.655 km 떨어진 단면의 홍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수
문 방류부로부터 31.655 km 떨어진 지점은 HEC-RAS를 통해 구축한 하
천 단면의 끝에 위치하므로 최대 하천 홍수 확률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홍수 확률 산정 단면으로 활용하였다.

Fig. 5.18은 SSP 5-8.5 시나리오에서의 단기 미래 상류 및 하류 하천 
단면별 홍수 확률을, Fig. 5.19는 SSP 5-8.5 시나리오에서 중기 미래의 
상류 및 하류 하천 단면별 홍수 확률을, Fig. 5.20은 SSP 5-8.5 시나리오
에서 장기 미래의 상류 및 하류 하천 단면별 홍수 확률을 나타낸다. Fig. 
5.21은 SSP 2-4.5 시나리오에서 장기 미래의 상류 및 하류 하천 단면별 
홍수 확률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각 셀은 해당 강우 지속시간과 강우 발생
빈도에서 하천 단면의 홍수 확률을 의미하며, 셀이 적색에 가까울수록 홍
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당저수지 하류 하천의 설계홍수량은 2,528 m3/s로 하류 하천의 홍수 
확률은 최소 0%에서 최대 100%로 다양한 범위의 홍수 확률이 발생하였
다. 상류 및 하류 단면 모두 중기 미래에서 홍수 확률이 가장 높았다. 

수문 방류부로부터 0.11 km 거리에 위치한 무한천 단면의 경우 20년 
빈도 지속시간 24시간 강수에서 50% 이상의 홍수 확률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으며 강수의 발생 빈도가 낮아질수록 강수의 지속시간에 상관없이 홍
수 확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무한천이 과거 강수를 기준으로 100
년 빈도로 설계되었음에도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 지속시간 2시간 이상
의 모든 지속시간에서 홍수가 발생하였다. 중기 미래, 단기 미래, 장기 미
래 순으로 홍수 확률이 높았으며 중기 미래의 경우 50년 빈도 이상의 거
의 모든 지속시간에 대하여 홍수 확률이 100%에 수렴하였다. 특히 모든 
미래 구간에 대해 지속시간 24시간 강우 발생 시에 하천 홍수 확률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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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빈도에 관계없이 10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확률 산정 결과, 모든 빈도와 강우 지속시간에 대하여 하류 단면이 

상류 단면에 비해 홍수 확률이 높았다. 수문 방류부로부터 31.655 km 거
리에 위치한 무한천 하류 단면의 경우 수문 방류부에 해당하는 상류 단면
의 홍수 확률에 비해 단기 미래에서 평균 5.8배, 중기 미래에서 평균 3.7
배, 장기 미래에서 평균 7.2배 컸다. 이는 하천 하류에 위치할수록 측방 유
입량에 의해 하천 유량이 커짐에 따라 홍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함을 나
타낸다.

장기 미래에서 SSP 5-8.5 시나리오와 SSP 2-4.5 시나리오의 홍수 확
률을 비교해보면 SSP 5-8.5 시나리오에 비해 SSP 2-4.5 시나리오의 홍
수 확률 크기가 크며, 특히 강우 지속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시나리오 
종류에 따른 홍수 확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SSP 5-8.5 시나리오
와 달리 SSP 2-4.5 시나리오의 경우 강우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으로 
장기화되어도 하천의 홍수 확률이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수문 방류부로부터 0.11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천 단면에서 SSP 
2-4.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은 SSP 5-8.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의 크기
와 비교하여 지속시간 5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9배, 9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3배, 12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2배, 24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2배, 48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6배, 72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5.4배로 
나타났다. 하류 하천 단면에서 SSP 2-4.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은 SSP 
5-8.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의 크기와 비교하여 지속시간 5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9배, 9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1배, 48시간 강수에 대해 평
균 1.2배, 72시간 강수에 대해 평균 1.5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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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1 km (b) 31.655 km

Fig. 5.18. Flood probability of stream flow at each downstream 
location (2021-2050, SSP5-8.5)

(a) 0.11 km (b) 31.655 km

Fig. 5.19. Flood probability of stream flow at each downstream 
location (2051-2080, SS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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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1 km (b) 31.655 km

Fig. 5.20. Flood probability of stream flow at each downstream 
location (2081-2100, SSP5-8.5)

(a) 0.11 km (b) 31.655 km

Fig. 5.21. Flood probability of stream flow at each downstream 
location (2081-2100, SS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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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농경지 침수 확률

SSP 5-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농경지 배수장 설계 기준인 20년 빈
도 48시간 강수에 대해서는 농경지 침수 확률이 단기 미래 6%, 중기 미래 
5%, 장기 미래 0%로 충분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20년 빈도 24시간 강수에 대해서는 침수 확률이 단기 미래 100%, 중
기 미래 99%, 장기 미래 82%로 나타났으며 100년 빈도 이상 강수에 대
한 농경지 침수 확률은 100%에 수렴하였다. 

Fig. 5.22는 SSP 2-4.5 시나리오 및 SSP 5-8.5 시나리오별 단기, 중
기, 장기 미래에 대한 농경지 수위 침수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SSP 
5-8.5 시나리오의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살펴보면 강우 지속시간이 48시간
에서 72시간으로 연장되면서 단기와 장기 미래의 농경지 침수 확률은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중기 미래의 경우 이와 반대로 침수 확률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비해 중기 미래의 확
률강수량의 크기가 큰 상황에서 강우 지속시간이 길어져 매분 발생하는 
강수량이 충분히 배수되지 않고 누적됨에 따라 허용담수심 이상의 농경지 
수심이 24시간 이상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5.6은 50년 빈도에서 미래 구간별 침수 발생 조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며, 실제로 중기 미래의 지속시간 48시간 강수의 경우 관수심 이상
의 농경지 수위가 420회 발생하여 침수로 산정된 것에 비해 72시간 강수
의 경우 허용담수심 이상의 농경지 수위가 24시간 이내 배수되지 않은 횟
수가 976회로 산정되어 두 지속시간에 대한 농경지 침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5.23은 강우 지속시간 48시간인 경우와 72시간인 경우의 농경지 
유입량과 수위를 도시함으로써 강수의 지속시간에 따른 홍수 유형의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경지 내의 침수 발생 원인이 지속시간이 짧은 
강우의 경우 관수심에 의한 것임과 달리 지속시간이 긴 강우의 경우 허용
담수심 이상의 수위가 빠르게 배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패턴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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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을 의미한다. 농경지 침수 발생 확률에는 강우 크기뿐만 아니라 강우
의 지속시간 또한 개입하므로 농경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수 크기뿐 아니라 강수의 지속시간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장기 미래에서 SSP 5-8.5 시나리오와 SSP 2-4.5 시나리오의 농경지 
침수 확률을 비교해보면 SSP 5-8.5 시나리오에 비해 SSP 2-4.5 시나리
오의 침수 확률 크기가 크며, 특히 강우 지속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시
나리오 종류에 따라 농경지 침수 확률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SSP 2-4.5 시나리오의 침수 확률은 SSP 5-8.5 시나리오의 침수 확률
의 크기와 비교하여 지속시간 5시간 강수에 대해 2.9배, 9시간 강수에 대
해 1.6배, 12시간 강수에 대해 1.45배, 24시간 강수에 대해 1.1배, 48시간 
강수에 대해 5.3배, 72시간 강수에 대해 6.7배로 나타났다. 특히 강우 지
속시간이 24시간 이상으로 장기화되어도 농경지의 침수 확률이 감소하지 
않으며 100년 빈도 강수 발생 시 강우 지속시간이 9시간 이상일 경우 
95%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SSP 5-8.5 시나리오에서 최대 강수 사상을 나타내는 중기 미래의 농경
지 침수 확률과 SSP 2-4.5 시나리오에서 최대 강수 사상을 나타내는 장
기 미래의 농경지 침수 확률을 비교해보면 지속시간 48시간 확률강수량 
발생 시에 SSP 2-4.5 시나리오의 침수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SP 2-4.5 시나리오의 농경지 침수 확률은 SSP 5-8.5 시나리오에 비해 
20년 빈도에서 16배, 50년 빈도에서 2.28배, 100년 빈도에서 1.5배, 200
년 빈도에서 1.1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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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2050 (SSP5-8.5) (b) 2051-2080 (SSP5-8.5)

(c) 2081-2100 (SSP5-8.5) (d) 2081-2100 (SSP2-4.5)

Fig. 5.22. Probability of paddy in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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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The number of paddy inundation cases under each 
inundation condition (F = 50)

Scenario Period Duration (hr) A.P.D (30 cm) I.D. (70 cm)

SSP 
5-8.5

2021
-

2050

1 0 0
2 0 0
5 0 9
9 0 740
12 0 1,000
24 0 1,000
48 0 870
72 20 0

2051
-

2080

1 0 0
2 0 0
5 0 42
9 0 857
12 0 1,000
24 0 1,000
48 0 420
72 976 0

2081
-

2100

1 0 0
2 0 0
5 0 0
9 0 188
12 0 686
24 0 1,000
48 0 0
72 0 0

SSP 
2-4.5

2081
-

2100

1 0 0
2 0 3
5 0 120
9 0 778
12 0 1,000
24 0 1,000
48 0 958
72 241 0

*A.P.D. = Beyond allowable paddy water depth (30 cm) 
and not drainaged in 24 hours

*I.D. = Over irrigation depth (7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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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Simulation result of paddy drainage system (SSP 5-8.5)

5.3.4. 농촌 유역 홍수 확률 산정 결과

저수지, 하천의 홍수 확률과 농경지의 침수 확률 간 관계 및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농업용 수리구조물의 홍수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수리
구조물의 홍수 모의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Fig. 5.24는 예당저수지 유역에 위치한 수리구조물들의 강수 지속시간
별 최대 홍수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저수지의 홍수 확률은 500년 빈도에
서 발생한 저수지 최대 유입량과 최대 수위의 관점에서, 하천의 홍수 확률
은 수문 방류부로부터 0.11 km인 지점과 31.655 km인 지점의 관점에서, 
농경지의 홍수 확률은 탄중지구의 관점에서 도시하였으며 탄중지구는 방
류부로부터 16.454 km인 하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단기 미래와 중기 
미래의 경우 SSP 5-8.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을, 장기 미래의 경우 최대 
홍수 확률을 나타내는 시나리오인 SSP 2-4.5 시나리오의 홍수 확률을 나
타낸다. 다각형의 면적이 넓을수록 홍수 확률이 다양한 지속시간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리구조물의 홍수 안전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모
든 빈도와 미래 구간에서 하류 하천의 홍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류 하천의 경우 홍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강우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홍수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경지의 경우 하천의 중간부에 위치하고,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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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비해 침수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우 발생 빈도
가 낮아짐에 따라 하천과 농경지의 홍수 확률이 100%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수지의 경우 500년 빈도 중기 미래에서 홍수 확률이 발생한 것
을 제외하면 0%의 홍수 확률을 유지하였다.

20년 빈도의 확률강수량 발생 시 예당저수지 유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 홍수·침수 확률을 살펴보면 하류 무한천의 홍수 확률이 가장 컸으며, 
모든 미래 구간에 대해 강우 지속시간 9시간 이상에서 100%의 확률로 홍
수가 발생하였다. 상류 하천 단면의 경우 중기 미래에서 홍수가 발생할 확
률이 가장 컸으며, 특히 24시간과 48시간의 경우 홍수 확률이 100%에 수
렴하였다. 농경지 수위의 관점에서 침수 확률을 산정할 때, 24시간 강수 
발생 시 침수 확률은 100%로 매우 높으나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48시간 강수의 경우 단기 미래에서 6%, 중기 미래에서 5%, 장
기 미래에서 80%로 여러 범위의 침수 확률이 발생하였다. 단기와 중기 미
래에서 침수 확률이 낮은 이유는 탄중지구 내 배수개선사업이 비교적 최
근인 2020년에 이루어져 배수장의 양수 능력이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저수지 유입량, 방류량, 수위의 관점에서 홍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100년 빈도의 확률강수량 발생 시 예당저수지 유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 홍수·침수 확률을 살펴보면 20년 빈도에 비해 하천의 홍수 확률이 모
든 강우 지속기간에 대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5시간과 72시간 강수 발
생 시 홍수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무한천의 설계홍수량 기준에 해
당하는 100년 빈도 24시간 강수 발생 시 홍수 확률이 99-100%로 나타
났으며, 그 이하 빈도인 20년과 50년 빈도에서도 홍수 확률이 높게 나타
나 홍수 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경지도 마찬가지로 침수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단기 미래와 장기 미래의 지속시간 48시간 침수 확
률이 87-96%에 달하는 것과는 달리 중기 미래의 지속시간 48시간 침수 
확률은 42%로 산정되었다. 

500년 빈도의 확률강수량 발생 시 예당저수지 유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 홍수 확률을 살펴보면 예당저수지의 유입 설계홍수량을 기준으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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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확률을 산정하였을 때 중기 미래에서 최초로 예당저수지의 홍수 확률
이 발생하였다. 단기 미래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기 미래에서 예
당저수지의 유입 설계홍수량을 기준으로 홍수 확률이 약 13%에 해당하였
으며 장기 미래에서 약 11%였다. 예당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관점에서 홍
수 확률은 0%로 나타나 예당저수지의 경우 홍수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500년 빈도에서 하천의 홍수 확률과 농경지의 침수 확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삽교천 합류부인 하류 하천의 홍수 확률은 중기 미래에
서 강수 지속시간이 1시간인 경우 83%, 2시간인 경우 99%, 그 이상인 경
우 100%였다. 상류부의 경우 이보다 적은 홍수 확률을 보였으며 1시간의 
경우 5%, 2시간의 경우 36%, 그 이상에서 100%의 홍수 확률을 보였다. 



- 79 -

(a) 20 year

(b) 100 year

(c) 500 year

Fig. 5.24. Flood probability for rural watershed components



- 80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확률을 활용한 홍수 안전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예당저수지 유역에 적용하여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확률적 기법을 활용하여 유역의 홍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되 유역 내
에 위치하는 수리구조물별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 확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저수지, 하천, 농경지별 홍수 확률을 각각 산정하였다. 기후변화 시
나리오의 불확실성과 낮은 시간적 해상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확률론 
개념과 강수 자료의 시간 상세화 개념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MRC 모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확률론 기반 시간 상세화를 진행하였다. 

홍수 확률 평가를 위하여 신뢰성 해석의 한계상태식을 적용하였다. 저
수지 상류 유입량, 저수지 모의 수위, 하천 유량 모의 결과를 확률 밀도 함
수로 도시하여 저수지 유입 설계홍수량, 저수지 제당고, 하천 유입 설계홍
수량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저수지 유입량 및 수위를 통한 저수지 홍수 
확률, 하천 유량을 통한 하천 홍수 확률, 농경지 수위를 통한 농경지 침수 
확률을 산정하였다.

수리구조물의 설계 기준에 따른 확률강수량이 발생하였을 때 미래 홍수 
확률은 저수지의 기준에서 0-13%, 하천의 기준에서 87-100%, 농경지
의 기준에서 5-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빈도 기준에 따른 확률강수
량 적용 시 하천의 홍수 확률이 가장 높아 농업용 수리구조물 중 하천의 
홍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이 미래 홍수에 취약한 것
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빈도와 미래 구간에서 하류 하천의 홍수 안전성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류 하천의 경우 홍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강
우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홍수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경지의 경우 하천의 중간 부분인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과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하류 하천에 비해 침수 안전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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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강우 발생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하천과 농경지의 홍수 확률
이 100%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수지의 경우 500년 빈도 중기 미
래에서 홍수 확률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0%의 홍수 확률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홍수 안전성 평
가 방법에서 벗어나 홍수 발생 확률을 통한 홍수 안전성의 정량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홍수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홍수 안전성 평가 시 홍수 안전성 평가 기법의 한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농촌 유역의 홍수 안전성을 평가·예측함으
로써 홍수 대응 대책의 마련 및 대응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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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future flood probability in the Yedang 
reservoir watershed based on CMIP6 using hydraulic & 

hydrological linkage model

Kwak, Jihye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sign frequency of hydraulic structures is comparably low in 
the agricultural watershed to the urban watershed, so the flood 
damage area has a possibility of being large. The magnitude of flood 
damage in an agricultural watershed is expected to amplify becaus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eavy rainfall are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ppropriate flood 
response measures for an agricultural watershed considering flood 
vulnerabilities and climate change. An adequate flood safety evalu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a suitable flood prevention proposal. 
Among the flood safety evaluation methods, the index-based method 
has the advantage of easily comparing the degree of flood safety 
between regions and easily reflecting the trend of change (e.g., 
climate change, impervious ratio chang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explain a certain flood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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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evaluation technique was developed using a flood 
probability to evaluate the flood safety of agricultural watersheds 
quantitatively. The probability-based safety assessment was 
accomplished by reliability analysis. A hydraulic and hydrological 
linkage model was established to develop a probability-based flood 
safety evaluation technique.

Simulations of the hydraulic and hydrological linkage model were 
repeated 1,000 times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a flood in an 
agricultural watershed. The model consists in the order of 1) MRC 
model, 2) Frequency analysis model, 3) Clark unit hydrograph model, 
4) HEC-5, 5) HEC-RAS, and 6) Agricultural drainage model. 
Reliability analysis was applied by compar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peak inflow and the design inflow of hydraulic structures 
located in agricultural watersheds.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climate change scenario 
adopted in the 6th IPCC assessment report was used in the study to 
evaluate the future flood probability of agricultural watersheds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Multiplicative random cascade model 
which i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was applied to describe the 
uncertainty inherent in climate change data.

When the future probabilistic precipitation which amounts to the 
design criteria of the hydraulic structure occurred, the flood 
probability was the highest on the river bank. Among the hydraulic 
structures located in the agricultural watershed, the river embankment 
is the most vulnerable to future floods, and it needs to be prepared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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