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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sensitivity of Korean streamflows to climate variation. Historical dam inflows and

climate data for eight multi-purpose dam sites were collected and examined to determine key factors

affecting streamflow change. The results show that annual streamflow primarily responds to change in

precipitation rather than temperature. However, the combination of less precipitation and high temperature

induces a more serious decrease in streamflow than does similar precipitation and with low temperature.

This result indicates that Korean water resources could be more vulnerable to drought due to increasing

temperature caused by global warming. To estimate spatial differences in climate sensitivity, we also

calculated climate elasticity for 109 mid-size watersheds using streamflow simulated by the Precipitation

Runoff Modeling System (PRMS). Climate elasticity ranges over 1.5～1.9, indicating that a +20% increase

in annual precipitation leads to a +30∼+38% increase in annual stream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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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과 기온의 변동에 따른 국내 하천유량의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8개상류 다목적댐 유입량과 기후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가 유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유출량의 변화는 강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고 기온이 높은 연도에서는 기온이 낮은 연도에 비해 연유출량이 더 크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출변화 특성은 한국의 수자원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증가 상황에서 가뭄피해에 더 취

약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기후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109개 중권역에 PRMS 모형을

적용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기후탄력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의 기후탄력성은 1.5～1.9로, 강수가 +20% 증가할 경우 연

유출량은 +30∼+38%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기후탄력성, 하천유량, PRMS, 기후변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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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자원관리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기후조건과

는 다른 기후환경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 및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또는 기

후변동(Climate variability)에 기인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자원의 변화는 증가하는 물수요와더불어안정적인 수

자원 확보 및 공급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Mill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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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stationarity is dead”라는 표현으로 더 이상 정

상성에 근거한 수자원 관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하였

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하천유출의 양과

시기에 직접적인 변화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e.g.

Barnett et al., 2008; Bates et al., 2008; Hamlet and

Lettenmaier, 2007; Oki and Kanae, 2006). 특히 Barnett

et al. (2008)은 전구기후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을 이용하여 수문요소의 변화 원인에 대해 분석하

였는데, 1950～1999년 동안 미국 북서부지역의 하천유출,

겨울철 기온, 적설량변화의 약 60%가 기후변화의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100년 동안 한국의 기후요소에서도 유의한 변화

가 감지되고 있다(e.g. Choi, 2004; Chang and Kwon,

2007; Kim et al., 2009; Jung et al., 2010a). Jung et al.

(2010a)이 94년(1911～2005) 동안의 강수량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연강수량에서 유의한 증가경향이 있으며, 최근

33년(1973～2005) 동안의 기울기는 그 이전에 비해 3∼7

배까지 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and Kwon (2007)

이 국내 183개 관측소의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33년(1973

～2005) 동안 103개 관측소의 여름철 강수량에서 유의한

증가경향(95% 신뢰수준)이 있으며, 이러한 증가경향이

공간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Jung et al. (2010a)

은동일한자료를이용하여월, 계절, 연 강수량그리고극

치사상의시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연강수량의 증가추세는 여름철 호우(10, 50, 80mm/day

이상)의빈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연강수량의 증가는 수

자원확보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홍수

위험을 가중시켜댐운영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분석하였

다. 이러한 호우의 강도와 빈도의 변화는 1997년을 기점

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9). 공간적으로는 한강유역 특히 한강상류지역에서 변

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Chang et al. 2009).

기존의연구들이강수에서는유의한변화를진단하였으

나, 아직까지 하천 유출량에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Bae et al., 2008a). 이는 하천유량이 강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강수에 대한 유역반응은 지리학적인

특성(토양, 지질, 경사, 식생, 토지피복등)에의해 2차적으

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Chang and Jung, 2010). 또한,

유출량의 계절변화나 연변화가 장기 경향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크기때문에 경향성을 감지하기 어려운면도있다.

강우관측에 비해 유량관측 기간이 상대적으로짧고, 관측

소 수가 적은 것도 원인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유량에서 유의한 변동성은발견되지 않았으나, 온

실가스배출 시나리오에 근거한많은 연구들은 국내 수자

원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e.g. Bae et al., 2008b; Chang

et al., 2007; Im et al., 2010a; Kim et al., 2005; Kim et al.,

2007; Lee and Chung, 2007; Park et al., 2009; Chung et

al., 2010).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의 기후상태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래 온실

가스 배출량 예측의 부정확성과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에 따른 GCM의 기후모사의 한계는 가장큰불확실성 요

인이다(Bates et al., 2008). 또한, GCM 결과를 수자원 영

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상세화(downscaling)

방법에 따른 차이(e.g. Wood et al., 2004; Im et al.,

2010b), 유출모형의 구조 및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영향은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다(e.g. 정일원 등, 2008; Bae

et al, 2010; Chang and Jung, 2010). 기후의단기혹은 장

기적인 주기성은 미래 분석기간을 언제 그리고 몇 년 동

안을선정하는가에 따라서도 유출 변화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Jung and Chang, 2010).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확

실성은 수자원관리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기술수준에서 수십년 후의 수자원이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특정 강수나 기온의 변화에 따라 국내 유출량이

어떠한반응을 보여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기후변

화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탄력성(climate elasticity)을 이용

하여 국내 수자원의 기후변화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기후

탄력성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유출량의반응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후탄력성 1.5는 10% 강수 증가

시 유출량은 15% 증가하는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하천유량의 기후탄력성

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에 인위적인 영향이 적은

8개 상류댐 유역을 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들 댐유역은

한강과 낙동강 유역에 각각 3개, 금강과 섬진강 유역에

각각 1개가 위치해 있다(Table 1). 그러나 이들 댐유역

은 자료 기간이 상이해 공간적인 기후탄력성은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PRMS 모형

(Leavesley et al., 1983)을 108개 중권역에 적용하여 38년

(1968～2005) 동안의 유출량 자료를 생산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 결과를 이용해 기후탄력성을 평가하고 공간적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2. 방법론

2.1 기후탄력성

Schaake (1990)은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유출량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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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of Annual Climate and Streamflow Data and Climate Elasticity

Watershed

(area, km
2
)

Data period
Precipitation (mm) Temperature (℃) Streamflow (m

3
/sec) Climate

elasticityMean SD Mean SD Mean SD

Soyang

(2,694.4)

1974～2005

(32 years)
1,185 246 10.4 0.6 69.5 23.1 1.39

Chungju

(6,661.6)

1986～2005

(20 years)
1,306 244 9.7 0.5 170.2 59.6 1.79

Guesan

(676.7)

1982～2005

(24 years)
1,196 251 11.8 0.5 14.3 5.8 1.43

Andong

(1,590.7)

1977～2005

(29 years)
1,130 265 11.1 0.8 32.7 12.4 1.60

Imha

(1,367.7)

1993～2005

(13 years)
1,046 302 12.3 0.5 25.0 14.9 2.00

Hapcheon

(928.9)

1989～2005

(17 years)
1,332 346 12.4 0.5 22.2 9.9 1.71

Daecheong

(4,190.5)

1981～2000

(20 years)
1,214 271 11.9 0.5 86.9 35.9 1.84

Sumjin

(763.5)

1975～2005

(31 years)
1,313 290 12.1 0.5 17.4 7.0 1.53

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Eq. (1)과같은탄력성지표를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적용 모형과 매개변수에 따라

서 추정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Sankarasubramanian

et al., 2001). 미국 Colorado River의지류인 Animas River

유역에서, Nash and Gleick (1991)은 National Weather

Service River Forecast System(NWSRFS)을 이용하여

기후탄력성을평가하였다. 이연구에서는연강수량이 10%

증가할경우연유출량은 10.9%증가될것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 Schaake (1990)은 동일한 유역에 동일한 유출모델

을적용하였으나연강수량10%증가에대해유출량 19.7%

증가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변량회귀모

델(multivariate regression model)을이용한다른두연구

에서도유출량이각각 10.5%증가(Revelle and Waggoner,

1983), 19.0% 증가(Vogel et al., 1999)로 기후탄력성 평가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Sankarasubramanian et al.

(2001)은 이러한 유출모형이나 매개변수 추정에 따른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값과 평균값개념을 적용한새

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Eq. (2)). 이 지표는 평균값에 대

한 연별 자료의 변동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계산이 간단

하면서도 신뢰성 있는값을 제시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e.g. Sankarasubramanian and Vogel, 2003; Niemann

and Eltahir, 2005; Chiew, 2006; Fu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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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연강수량, 는 연유출량, 는 전체 자료기

간에 대한 평균연강수량, 는 전체자료기간에 대한 평

균유출량, 는 연도를 나타낸다.

2.2 PRMS 모형

PRMS는 USGS (U.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semi-distributed) 유

출모형이다. USGS는 초기 Dos 버전 PRMS (Leaversley

et al, 1983)부터 지하수모델인 MODFLOW를 결합한

GSFLOW(Java 버전)까지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시

키고있다. 본연구에서는2002년에개발된MMS(Moudular

Modeling System) (Leaversley et al., 2002) 버전의PRMS

를 적용하였다. 이버전의 PRMS는 GSFLOW에 비해 적

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기후와 토지피복 조건을 고려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e.g. Hay et

al, 2006; Burlando and Rosso, 2002; Jung and Chang,

2010). 또한, PRMS는 국내 7개 댐유역에 적용되어 유출

모의의 적합성을 보였으며(정일원과 배덕효, 2005), 다양

한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도활용되었다(배덕효등, 2007;

정일원등, 2007,2008; Im et al., 2010b). PRMS는 수문학

적 반응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HRU를 기반으로 일별 물

수지와 12시간 단위의 에너지수지를 연속적으로 모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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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수지는 강수, 차단, 증발산, 토양수분저류, 지표면유

출, 중간유출, 기저유출로 구성되며, 에너지 수지는 태양

복사, 적설, 융설 계산과 관련되어 있다. PRM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일원과 배덕효 (2005) 또는 Leaversley

et al. (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PRMS 매개변수 보정 및 매개변수 지역화

PRMS 모형의매개변수는 크게 물리적(physical) 변수

와 과정변수(process)로 구분된다. 물리적 변수는 관측유

량에 상관없이 GIS 등의 자료를통해 추정될 수 있는매

개변수를 의미하며, 유역면적, 평균경사, 고도, 토양종류,

식생피복, 불투수면적비등이있다. 과정변수는 주로토양

수분상태, 지표수, 중간, 기저유출량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변수(정일원과 배덕효, 2005)로 직접적인 추정이 어려우

며, 관측유량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본연구에서는물리적변수들을결정하기위해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WAMIS, www.wamis.go.kr)

에서 제공하는 DEM과 토지피복도(2000년), 임상도, 토

양도를 이용하였다. 과정변수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WAMIS에서 제공하는 유역평균강수량 자료와 댐유

입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 최고 및 최저기온자료는 56

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유역중심과 관측

소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기상관측소 자료를활용하였

다. 과정변수의 보정을 위해 최적화방법인 Rosenbrock

방법 (Rosenbrock, 1960)이 이용되었다. 잠재증발산량 산

정방법으로는 Hamon 방법 (Hamon, 1961)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온자료만으로 잠재증발산량을 추정하며, 다

양한 토지피복 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Kleinen and Petschel-Held, 2007).

미계측유역즉관측자료가없거나 자료에 결측치 또는

이상치가많이포함된지점에서 과정변수를 결정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유출분석 결과의 주요 불확실

성 요인으로작용한다. 많은 연구들이 미계측유역에서 합

리적인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명확한 해답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병주

등 (2009)이 제안한 준분포형 유출모형의 매개변수 지역

화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수자원단위지도상의 109개

중권역을 지형특성인자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6개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지역화방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SWAT 모형을 이용하여 6개 댐유역에서 과정변수

를 보정한 후, 충주, 소양, 대청댐유역을 미계측유역으로

가정하고 유출 모의능을 평가하였다. 유역특성의 유사성

에 근거한 지역화방법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미계측유역

의매개변수를 결정하는방법에 비해 적용성이 높은 것으

로알려져있다(e.g. Oudin et al., 2008; Chang and Jung,

2010). 본 연구는 이병주등 (2009)이 제안한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이들과 동일한방법으로 PRMS 모형의매개변

수 지역화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3. 결 과

3.1 관측자료를 이용한 기후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13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8개 댐유역

(Table 1)을 대상으로 과거의 강수와 기온변화에 대한 유

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은 연강수량과 연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연유출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변화량은 전체자료기간의 평균에 대한 변화량을 의

미하며, 등고선은 Krigging 기법을 적용하여 보간한 결과

이다. 연유출량의 변화는 유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였

지만, 전반적으로 연유출량 변화가 연평균기온 변화보다

는 연강수량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온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강수량이 +20% 증가

할 경우 연유출량은 +28 (괴산댐)∼+44%(충주댐)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강수량이 -20% 감소할 경우에

는 연유출량이 -32 (합천댐)∼-42%(임하댐)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2는 강수변화와 유출량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결정계수 =0.81 이상). 그러나 기

온변화는 유출량 변화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0.15 이하).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8개 유역의

자료기간이 32년 이내로짧고 연평균기온의 변화범위도

-1.1∼+1.1℃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ig. 1에서 보는바와같이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고 동시

에 강수량이 적을 경우 유출량은 기온이 낮은 경우에 비

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소양강댐, 괴산댐, 안동댐, 대청댐,

섬진강댐에서 나타났다. 소양강댐의 경우 1996년에는 평

균대비 연강수량이 -22.7% 적고 연평균기온이 -0.6℃ 낮

았는데, 이때의 연유출량은 평년대비 -33.9%의 감소를 보

였다. 그러나 1994년에는 연강수량은 -22.9%로 1996년과

유사하였으나, 연평균기온이 +0.6℃높은상황에서는연유

출량이 -49.1%까지 감소하였다. 다른 댐유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괴산댐(안동댐)에서는 1988

년(1992년) 강수량이 -34.9%(-27.1%) 감소하고 기온이

-0.26℃ (-0.68℃) 낮은 경우 연유출량은 -33.7%(-30.3%)

감소하였지만, 1994년(1994년)에는 강수량이 -31.7%

(-28.4%) 감소, 기온 +0.42℃ (+0.43℃) 높은 경우 유출량

은 -61.2%(-48.1%)까지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미래 기

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역의 강수량이 감소할 경

우 하천유량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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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in Annual Streamflow (%) as a Function of Annual Precipitation Change (%) and

Temperature Change (0.1℃) for Eight Dam Watersheds

보여준다. Fu et al. (2007)도 미국 북서부의 Spokane

River와 중국 Yellow River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강수량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유출량이 기온변화에 더 민감하게반

응하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유출량의 변화를 정량

화하기 위해 8개 댐유역에 대해 기후탄력성을 평가하였

다(Table 1). 기후탄력성 값은 1.39 (소양강댐)∼2.00 (임

하댐)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8개 유역의 기후탄력성은

Sankarasubramanian et al. (2001)이 미국 전역에 대해 20

년(1951～1988)의 자료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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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 between Annual Precipitation (Circle)/ Temperature (Triangle) Change and

Annual Runoff Change for Eight Watersheds

(1.0～2.5) 이내의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8개 댐유역의 자료는 기간이 상이해(13∼32년)

공간적인 기후탄력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 Fig. 3은 기후

탄력성이 자료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 =0.72). 이 결과는 공간적인 기후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의 자료가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짧은 자료기간은 특정홍수년 또는갈수년이 기후탄력

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이고 공간적인 기후탄력성

을 평가하기 위해 WAMIS에서 제공하는 1966∼2005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2 PRMS 모형 적용

Table 2는 6개 댐유역에서의 PRMS 모형의 보정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자료기간을 보정기간과 검정기

간으로 나누어 보정기간에 대해 Rosenbrock 방법을 적

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검정기간에서는 추정된 매

개변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NS)는 유출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

로, 관측치와 모의치가완벽히일치할 경우 1의값을가진

다. 그러나 NS는 유출량의 변동성이큰지역에서 고유량

값의 정확도에 크게 좌우된다(Wilby and Harris, 2006).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저유량에 대한 유출모형의 모의능

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g-NS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저유량에 대한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상관계수(r)는 모의유량과 관측유

량의선형적인 일치성을 보여주는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두자료의 상관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관계수는

자료의 통계치에 민감하여 유출모형의 정확성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Willmott, 1982).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dex of agreement

(Willmott, 1982)를 동시에 평가하였다. Percent bias

(Pbias)는 전체기간의 평균적인 물수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수는 모의유량이 관측유량에 비해 과

다모의한 경우를 음수는 과소모의한 경우를 나타낸다.

PRMS는 6개 유역에서 NS 0.6 이상, NS-log 0.30 이상,



Table 2. PRMS Model Performance for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Periods

Watershed
Calibration period

NS NS-Log r d Pbias (%)
Verification period

Guesan '95-'05 0.82 0.78 0.91 0.95 6.67

'82-'94 0.80 0.49 0.90 0.93 -6.90

Andong '95-'05 0.84 0.64 0.92 0.95 1.68

'77-'94 0.81 0.53 0.90 0.95 -6.09

Imha ‘00-’05 0.79 0.68 0.89 0.94 -5.73

‘93-’99 0.73 0.62 0.86 0.91 -10.36

Hapcheon '98-'05 0.87 0.73 0.93 0.96 0.02

'89-'97 0.81 0.71 0.90 0.95 8.67

Yongdam '03-'05 0.78 0.51 0.89 0.93 -1.07

'01-'02 0.86 0.43 0.93 0.96 -11.00

Sumjin '95-'05 0.60 0.46 0.77 0.85 -1.61

'75-'94 0.62 0.30 0.79 0.86 5.23

Nash-Sutcliffe Efficiency (NS)= 
  

  
, Where O Is Observed Flow, S Is Simulated Flow, and t Is Time.

Nash-Sutcliffe Efficiency with Logarithmic Values (NS-log) = log
loglog log  log

log
Correlation Coefficient (r)= ×   


   

    


Index of Agreement (d)=
 



Percent Bias (P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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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 between Climate Elasticity and Data Variables. Filled Circle

Indicates Value of Each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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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 of PRMS by Using Regionalization Method for Three Watersheds

Watershed Data period NS NS-Log r d Pbias (%)

Soyang '74～'05 0.83 0.68 0.91 0.95 -0.73

Chungju '86～'05 0.77 0.82 0.88 0.93 2.98

Daecheong '81～'01 0.75 0.76 0.87 0.92 2.01

Nash-Sutcliffe Efficiency (NS)= 
 

 
, Where O Is Observed Flow, S Is Simulated Flow, and t Is Time.

Nash-Sutcliffe Efficiency with Logarithmic Values (NS-log)= log
loglog log  log

log
Correlation Coefficient (r)= ×    


   

    


Index of Agreement (d)=
 



Percent Bias (Pbias)=×

Fig. 4. Simulated and Observed Annual Mean Streamflow for Six Calibration Sites

r 0.77 이상, d 0.85 이상의 모의 정확도를 보였다. Pbias도

11% 이내의 값을 나타내었다.

기후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유출량자료가 이용

된다(Eq. (2)). 따라서 연유출량에 대한 PRMS의 정확도

는 기후탄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Fig. 4는 연별모의치와 관측치를 시계열로 도

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유량과 관측

유량의 결정계수()가 0.85 (섬진강댐) 이상으로, 보정

된 PRMS는 관측유량의 연변동성을 근접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6개 댐유역에서 추정된 매개변수를 소양강

댐, 충주댐, 대청댐 유역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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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nual Mean Precipitation (mm/year) and Mean Runoff (mm/year) for 1968～2005 at

109 Mid-Size Watersheds

이다. 각통계치는 세 유역에서 PRMS의 모의 결과가 관

측치에 근접함을 보여준다. 적합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

나는 준분포형 모형인 PRMS의 물리변수가 미계측유역

의 GIS 자료로부터 직접 추정되고, 단지 9개의 과정변수

(정일원 등, 2007, Table 2)만이 지역화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연유출량 비교에서도 결정계수()가 0.90 이상

의 값을 보여주었다.

3.3 기후탄력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109개 중권역에 대해 구축된 PRMS 모

형을 적용하여 40년(1966～2005) 동안의 일유출량 자료

를 생산하였다. 초기 2년(1966～1967) 동안의 결과는 유

출모형의 초기치 문제(warm-up period)를 배제하기 위

해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다. Fig. 5는 연평균강수량과

PRMS에서 모의된연평균유출량의 공간분포를, Fig. 6은

이 자료를 이용한 기후탄력성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의 기후탄력성은 1.5∼1.9 범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

강수량이 ±20% 증감할 경우 연유출량은 ±30∼±38% 정

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는낙동강 중부내

륙지역에서 기후탄력성이 가장큰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면남해와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작은값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배덕효등 (2007)이 A2 온실가스배출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5대강 유역에 대한 기후변화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낙동강유역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연유량에 기초한 연

구로, 지역별사회경제적인 요소와 물수요 및 공급시스템

을 고려한다면보다 정밀한 취약지역의선정 및 적응전략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후탄력성

은 유출률 (=연유출량/연강수량)이 작은 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이유는 Eq. (2)의 기후탄력성함수가 유출율

의 역수를 변수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본 연구결과

에서도 유출율과 기후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0.61). 또한, 연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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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imate Elasticity of Streamflow for 1968～2005

기후탄력성이 높은 값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후탄력성

은 우리나라 중심에서 동쪽에 위치한 유역이 서쪽에 위치

한 유역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4. 토 의

국내 유출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하고 기

온이 증가하는 기후변동 상황에 더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된기후탄력성의 평균은 1.58 (1.50∼1.90)로 3.1

절에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1.4∼2.0)와 유

사한범위를 보였다. 기후탄력성 1.58은 평년대비 강수량

이 ±20% 변화될 경우 유출량은 약 ±32% 정도 증감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값은 평균적인 변화를 의미

하며, 3.1절에서는 유사한 강수량 감소조건하에서도 평균

기온이 높은 년도에서 유출량의 감소폭이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에 국내 가용 수자원의 감소와 가

뭄피해가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ntergove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

차 보고서에 이용된 13 GCMs × 3 온실가스 배출시나리

오 (A2, A1B, and B1)를 분석한 결과, 2090년경 우리나라

의 연평균강수량은 1971∼2000년에 비해 평균 +5%(-3∼

+21%) 증가하고, 연평균기온은 평균 +2.8℃ (+1.1∼+4.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 연평균기온이 +2.

8℃까지 증가하고 연평균강수량이 지금의 평년수준 또는

이하일 경우 연유출량은 경험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

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기온자

료는 변화범위가 -1.5∼+1.5℃ 이내로, 향후 기온변화가

증가될경우의 유출량 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유출량은 기온변화보다는 기온변화

와 관련된증발산량에 직접 영향을 받기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유역 증발산 자료의 부재로 인해

기온, 유출량, 증발산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못했

다. Bates et al. (2008)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증가

는 공기 중의 수증기함량을 높여 해양에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증발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

나 유역 내에서의실제증발산량은 기온뿐아니라 공간적

인토양수분상태와식생피복등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와 유역증발산량의 변화 관계

를 분석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유량 변화를 정량

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활용성이 높아진 Remote

Sensing (RS) 자료는 공간적인 실제 증발산량 추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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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온과 유출량 변화를 고려한 연구로, Fu et al. (2007)

은 85년(1917∼2001)과 41년(1957∼1997)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와 기온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관측자료가

축적되고 기온변화의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기후

변화의 수자원 영향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유역은 계절에 따라 유출량

의 변화가 크므로, 향후 계절별 기후탄력성 평가도 수자

원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수자원의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평

균유출량 및 유황(e.g. 김병식등, 2010; 안소라등, 2009;

정상만등 2008), 수질 및 환경(e.g. 박경신등, 2009; 최대

규등, 2009), 홍수(손경환등, 2010), 증발산 (정대일과 강

재원, 2009).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기후모델의 결과를 상

세화한 다음 영향평가 모델(예, 유출모델)에 입력하여 결

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 기후모델링, 상세화, 수문 또는 수질모델링 등

에 기인하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및 수문관측에 대한 장

기적인 투자와 이 경험치를 토대로 한 수문과 기후의 상

호작용에 관한 연구가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수문모니터

링은 하천유출량 전망의 불확실성을줄이는 가장쉬운방

법 중의 하나이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동에 따른 국내 하천유량의 민감

도를 정량화하고자하였다. 관측 댐유입량 자료를 이용하

여 연강수량과 연평균기온 변화에 따른 연유출량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연유출량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갈수년인 경우 기온변화에 민감하게반응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유출변화 특성은 지구온난화

로 인해 기온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용수자원이심

각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가뭄

피해도심화될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댐유입량 자료는 소양강댐과 섬진강댐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30년 이내의 자료이고, 8개 댐유역이 국내 전

체 유출량의 기후탄력성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

라서 복잡한 기후와 지표수문학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출량의 공간적인 민감도를 평가하

기 위해 109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PRMS 모형 결과를 이

용하여 기후탄력성을산정하였다. 이 결과는 관측 댐유입

량 자료를 이용한 평가결과와 유사한 범위를 보였다. 국

내유역은 연강수량이 +20% 증가할 경우 연유출량은 +30

∼+38% 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록 체계적으로 PRMS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으

나 유출분석 결과에는 유출모형의 구조, 매개변수 추정,

지역화, 입력자료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포

함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

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다면기후탄력성 지표의 신뢰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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