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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flowout and suspend solid in Andong and Imha basin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to develop evaluation index about turbid water occurrence 

possibility and to support the countermeasures for turbid water management using GIS-based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s (SWAT). MIROC3.2 hires model values of A1B climate change 

scenario that were supplied b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ere applied to 

future climage change data.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were corrected by applying the output 

value of 20th Century Climate Coupled Model (20C3M) based on past climate data during 1977 

and 2006 and downscaled with Change Factor (CF) method. And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were classified as three periods (2020s, 2050s, 2080s) and the change of flowout and suspended 

solid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were estimated by coupling  modeled value with SW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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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유역의 수문 순환과 유사 거동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경북 안동시 부근에 치하고 있는 안동․임하호 유역을 상으로 2003～2008년의 일

별 유출량  SS (Suspended Solid)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 으며, 상류 4개 

지 (소천, 도산, 양, 청송)외  유입부 지 과 상류 3개 지 (수질오염총량 리 상 단

유역 말단지 ; 낙본B, 반변A, 용 A)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보정을 수행하 다. 미래 기

후자료는 IPCC에서 제공하는 A1B 기후변화시나리오의 MIROC3.2 hires 모델의 결과 값을 

이용하 고, 과거 30년 기후자료를 기반으로 모델의 20C3M 모의 결과 값을 이용하여 강수

와 온도를 보정한 뒤 CF 기법으로 Downscaling 하 다.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세 기간(2020s, 2050s, 2080s)으로 나 어 분석한 후 각각의 모의 결과 값을 SWAT 모형에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유출량  부유사량의 변화를 평가하 다.



384

2. 공간자료 구축  시나리오 설정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사량 평가를 한 공간자료에는 수치표고모델 (DEM; Digital 

Elevation Model), 토양도, 그리고 토지피복도가 있다. 먼 , DEM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

축한 1/5,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구축하 으며, 토양도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1/25,000 정 토양도를 이용하 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분류 체계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각 토지피복 클래스별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우발생에 따른 부유

사 발생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농경지 비율은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이 각각 11.9%와 

15.0%로 임하호 유역이 3.1%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IPCC AR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23개의 GCMs 에서 

시나리오와 기상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고 비교  해상도가 높아 실 으로 가장 우리나라

에 부합되는 MIROC3.2 hires(A1B)를 용하 다. GCM 규모의 자료를 유역단 로 

Downscaling 하기 해 1차 으로 보정된 GCM 모의값에 CF 기법을 이용하 다. 먼  각 

측소별 강수량, 온도, 상 습도, 풍속, 일사량의 5개 기상인자에 하여 미래 기상자료 

GCM 결과값을 2020s(2011～2040), 2050s(2041～2070), 2080s (2071～2100)로 구분하여 각각

의 30년 월 평균값을 계산한 후, 과거 30년 평균값과 미래 30년 평균값의 월 변화율간의 차

이값을 분석하고 기 년을 평수년으로 변되는 2006년으로 선정한 후 측소별 일 자료에 

매월의 변화율을 각각 반 하여 유역규모의 일 기상자료를 재구축하 다. 

3.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사량 평가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강우시 흙탕물 발

생 피해의 극단 인 차이를 보여  안동호와 임하호유역을 상으로 유사량의 변화양상을 

GIS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 AR4 에서 제시하고 있는 

23개의 GCMs 에서 시나리오와 기상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고 비교  해상도가 높아 실

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MIROC3.2 hires(A1B)를 용하 다. 먼  기상  강우

측소별로 강수량, 온도, 상 습도, 풍속, 일사량의 5개 기상인자에 하여 미래 기상자료 

GCM 결과값을 30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30년 월 평균값을 계산한 후, 과거 30년 평

균값과 미래 30년 평균값의 월 변화율간의 차이값을 분석하고 2006년을 기 년으로 선정하

여 일자료에 매월의 변화율을 반 하여 유역규모의 일 기상자료를 재구축하는 기법을 용

하 다. CF 분석결과 2020s와 2050s, 2080s의 지 별 온도와 강수량 모두 지 에서 반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사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s, 

2050s, 2080s의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의 부유사량의 변화는 모두 13.0%-40.5% 사이에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계 별 부유사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철에는 안동호와 임하

호 유역이 최  76.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에는 2020s에는 두 유역 모

두 증가하 으나 2050s에는 안동호 유역이 2.9% 증가한 반면 임하호 유역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한 2080s에는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철과 겨울철에는 안동호와 임하호 유역이 최  70.65%와 87.0%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하호 유역이 안동호 유역에 비해 부유사량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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