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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시나리오에 따른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을 고려한 둑높이기 저수지의 

미래 가뭄대응능력 평가

Evaluation of Reservoir Drought Response Capability Considering Precipitation 

of Non-irrigation Period using RCP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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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studies about irrigation water use have focused on agricultural reservoir operation in irrigation period. At the same time, it is significant to store 

water resource in reservoir during non-irrigation period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water in early growing season.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4.5, 8.5 scenarios with the Global Climate Model (GCM) of The Second Generation Earth System Model (CanESM2) 

were downscaled with bias correlation method. Cumulative precipitation during non-irrigation season, October to March, was analyzed. Interaction 

between cumulative precipitation and carry-over storage was analyzed with linear regression model for ten study reservoirs. Using the regression model, 

reservoir drought response ability was evaluated with expression of excess and deficiency. The results showed that future droughts will be more severe 

than past droughts. Especially in case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10%, drought in southern region seemed to be serious. Nine study reservoirs 

showed deficiency range from 10% to 55%, which turned out to be vulnerable for future drought. Only Jang-Chan reservoir was secure for early growing 

season in spite of drought with deficiency of 8% and -2%.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resents current agricultural reservoirs have vulnerability for the 

upcoming 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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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n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변화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전 세계적으로 마련하

고 있다 (IPCC, 2014). IPCC 5차 평가 보고서 (5th Assessment 

Report, AR5)에서는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

하였으며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로 표현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의거한 미래 복사강제력에 따라 RCP 2.6, 4.5, 6.0 및 8.5로 구

분되며 각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의 온실가스 농도를 기준으

로 시간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RCP 시나리

오는 전지구모형 (Global Circulation Model, GCM)을 적용

해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 뒤 지역기후 (Regional 

Climate Model, RCM)모형을 적용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상세화 (Downscaling)기법을 통해 미래 기상자료를 

모의하는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는 논관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논벼 생육기간인 

4월~9월에 대부분의 관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간 약 1,400 

mm의 강수 중의 대 부분이 6월~9월에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

나라 관개 계획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논의 경우 대부분의 관개용수를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약 17,427

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3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05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MAFRA, 2014).

논벼의 관개기 (4월~9월) 중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는 

못자리 용수를 공급해주는 이앙기이며 이는 파종 후 최대 한 

달 이내이다. 이앙기에는 대부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저수

량이 공급되며, 만약 이월된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앙

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며 원활한 관개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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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rocedure diagram for evaluation of reservoir drought 

response ability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수지에는 충분하지 않은 저수량이 

다시 이월되어 작물재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한발이 올 경우 심각성은 증가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용 저수지에서는 강우집중기간의 강수를 최대한 저수하는 것

이 지속가능한 작물재배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10

년 빈도 한발이 올 경우 강우집중기간의 강수를 저수해도 작

물재배에 필요한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개기

의 용수 공급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가능성은 지속적으

로 연구되어왔고,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Nam et al. (2013)은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활용한 동진강 

유역의 주요 9개 용수지선을 대상으로 농업용수의 관개효율

성을 평가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을 통해 가뭄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

축을 도모하였다. Song et al. (2015)은 필요수량 기반 모의 용

수 공급량을 최적매개변수 보정과 관개효율 변화를 고려해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용수 공급량과 기존 모의 용수 공급

량과 비교하여 관개지구의 용수 공급량을 모의에서 각 매개

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Lee et al. (2013)은 둑높이기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기준에 따른 환경용수 방류가능량과 방

류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Yoo et al. (2012)은 둑높이기 

농업용 저수지의 환경용수 방류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Nam 

et al. (2014)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량 및 수

요량을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 불확실성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저수지의 가뭄 대응 능력 및 저수지 운영에 관한 연구는 주

로 모의 용수량 산정 및 관개효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이듬해

의 용수공급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용 저수지의 경우 비관개기동안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지 못

하여 이월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의 용수 공급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관개기에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강우기간 보다는 비관개기에 내리는 강수

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였다. 비관개기 강수와 이월 저수

량과의 회귀 분석을 통해 관계식을 산정 후 이를 통해 관개기 

초기에 농업용 저수지가 가질 수 있는 저수율을 RCP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전망하여 가뭄대응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을 고려하여 둑높이

기 농업용 저수지의 미래 가뭄대응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CanESM2 (The Second Generation Earth System Model) 

전 지구 모델의 미래 기상자료에 편의보정 (Bias correlation)

을 적용해 RCP 4.5와 8.5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자료를 산

출하여 (Park, 2013) 미래 100년 동안의 비관개기와 관개기

의 누적강수량을 각각 계산하였다. 기상 자료는 기상청 산하 

53개 기상대에 대하여 일별 자료로 획득되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과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99

년까지는 RCP 시나리오를 각 기상대 지점으로 편의보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누적강수량을 30년 간격으로 

분류하여 각 기간 동안 비초과확률 10 %, 50 %, 90 % 강수량

의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01~2010년 강수

량과 저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비관개기 누적강수량과 저수량

변화량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개시작시점 (4월 

1일)의 저수위가 만수위에 도달하기 위해 관개종료시점 (10

월 1일)에 필요한 저수율을 산정하였다. Fig. 1은 본 논문의 

연구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1. 대상 저수지

본 연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농업용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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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s of study reservoirs

Table 1 Properties of study reservoirs

Reservoir

(Station No.)
Latitude Longitude

Capacity 

(1,000 m
3
)

Catchment Area 

(ha)

Irrigated Area 

(ha)

Average Precipitation 

(mm)

Gal-Pyeong (136) 36°27’08’’ 127°50’14’’ 2,057 743 120.5 1,187

Gae-Un (101) 37°39’05’’ 127°57’7’’ 1,679 474 102.8 1,347

Gye-Ryong (133) 36°21’29’’ 127°9’10’’ 4,717 1,574 450.2 1,372

Gwang-Hye (119) 37°00’23’’ 127°25’42’’ 4,196 1,040 446.0 1,312

Gu-Cheon (278) 35°50’37’’ 128°42’51’’ 3,455 1,692 123.1 1,031

Do-Rim (236) 36°22’55’’ 126°55’9’’ 3,829 650 482.0 1,349

Ip-Suk (260) 34°50’26’’ 126°46’54’’ 1,925 570 203.5 1,505

Jang-Chan (135) 36°13’57’’ 127°42’29’’ 5,389 3,547 474.0 1,187

Jang-Chi (260) 34°55’10’’ 127°2’6’’ 1,787 1,885 347.0 1,505

Han-Gye (131) 36°36’14’’ 127°33’34’’ 1,567 545 160.0 1,239

둑높임 사업의 대상 저수지 중 10개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 저수지는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갈평, 개

운, 계룡, 광혜, 구천, 도림, 입석, 장찬, 장치, 한계 저수지이다. 

Fig. 2는 대상 저수지의 전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는 대상저수지의 저수량 및 유역면적, 수혜면적 등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었다.

2. RCP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기상자료 생성 

본 연구에서는 CMIP5에서 제공하는 전지구모형 중 CCCma

의 CanESM2를 미래 기상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상세화 기법

은 편의보정 기법을 활용하여 모의된 53개 기상대별 미래 기

상자료와 지난 30년 (1981~2010)의 기상청 실측자료를 사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k, 2014). 편의보정은 과거기간 

동안의 모의자료와 실측자료의 평균과 편차의 차이를 적용하

여 미래기간 모의자료의 편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강수자료를 의미하고, 는 평균, 는 표준편차

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과거기간의 실측자료, 은 과거 

기간의 모의자료, ′은 미래기간의 모의자료를 의미한다. 

미래 기상자료는 세부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 

자료와 같은 30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각 1995s, 2025s, 2055s, 2085s로 구분해 나타냈다. 모든 기상

자료는 일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개기와 비

관개기를 기간별로 나누어 53개 기상대 지점별 일 단위 강수

량자료의 총합으로 연별 관개기 및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을 산

정하였다. Table 2에는 53개 기상대 관련정보를 나타내었다.

3. 비관개기의 강수량과 저수량의 회귀분석

비관개기 강수량과 저수량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구하기 위

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 회귀는 종속변수의 기

댓값을 일련의 설명변수들의 선형집합 (linear combination)

으로 모형화하는 기법이며 다음과 같은 식 (2)로 표현된다.

  
 (2)

여기서 모수 a와 b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

며 a는 기울기 (slope), b는 절편 (intercept)을 나타낸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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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weather station

Station

No.
Name

Lat.

(°)

Long.

(°)

Obs.

(m)

Station

No.
Name

Lat.

(°)

Long.

(°)

Obs.

(m)

90 Sokcho 38.15 128.34 17.80 212 Hongcheon 37.41 127.53 140.60

101 Chuncheon 37.54 127.44 76.80 221 Jecheon 37.09 128.12 263.20

105 Gangneung 37.45 128.54 25.90 226 Boeun 36.29 127.44 174.10

108 Seoul 37.34 126.58 85.50 232 Cheonan 36.47 127.07 24.90

112 Inchen 37.28 126.38 68.90 235 Boryeong 36.19 126.34 15.30

114 Wonju 37.20 127.57 149.80 236 Buyeo 36.16 126.55 11.30

119 Suwon 37.16 126.59 33.60 238 Geumsan 36.06 127.29 171.30

127 Chungju 36.58 127.57 69.10 243 Buan 35.44 126.43 10.70

129 Seosan 36.46 126.30 25.90 244 Imsil 35.37 127.17 246.90

130 Uljin 36.59 129.25 49.40 245 Jeongeup 35.34 126.52 44.10

131 Cheongju 36.38 127.27 57.40 247 Namwon 35.24 127.20 89.70

133 Daejeon 36.22 127.22 68.30 256 Suncheon 35.04 127.14 74.40

135
Chupung

nyeong
36.13 128.00 242.50 260 Jangheung 34.41 126.55 45.20

138 Pohang 36.02 129.23 1.90 261 Haenam 34.33 126.34 13.70

140 Gunsan 36.00 126.45 26.90 262 Goheung 34.37 127.17 53.30

143 Daegu 35.53 128.37 57.60 272 Yeongju 36.52 128.31 210.20

146 Jeonju 35.49 127.09 53.50 273 Mungyeong 36.37 128.09 170.40

152 Ulsan 35.33 129.19 34.70 277 Yeongdeok 36.32 129.25 41.20

156 Gwangju 35.10 126.54 70.50 278 Uiseong 36.21 128.41 81.10

159 Busan 35.06 129.02 69.20 279 Gumi 36.08 128.19 47.90

162 Tongyeong 34.51 128.26 31.70 281 Yeongcheon 35.58 128.57 94.10

165 Mokpo 34.49 126.23 37.90 284 Geochang 35.40 127.55 220.90

168 Yeosu 34.44 127.45 66.10 285 Hapcheon 35.34 128.10 32.70

192 Jinju 35.12 128.07 21.30 288 Miryang 35.29 128.45 12.60

202 Yangpyeong 37.29 127.30 47.00 289 Sancheng 35.25 127.53 138.60

203 Icheon 37.16 127.29 77.80 295 Namhae 34.49 127.56 44.40

211 Inje 38.03 128.10 198.60

항   은 일반적으로 특정 오차분산 에 의해 

분포로부터 추출한 독립인 관측이라고 가정한다 (Charles, 

2002). 강수량 자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청 기상대

의 지점별 실측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당해 10월 1일부터 이듬

해 3월 31일까지의 강수량 총량을 계산하였다. 저수량 자료는 

동일 기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RIMS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듬해 3월 31일의 저수량과 당해 10월 1일의 

저수량의 차를 계산하였다.

두 변수 중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로 강수량을 적

용하였고,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로는 저수량 변화량

을 적용하여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비관개기의 누적강수량이 저수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

기 위해 누적강수량을 독립변수, 저수량 변화량을 종속변수

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의 그래프는 모든 저수

지에서 선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선형 회귀분석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RCP 시나리오에 따른 관개기와 비관개기의 미래 

누적강수량 변화 분석

RCP 시나리오에 따른 관개기와 비관개기 미래 누적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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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Pyeong Gae-Un

Gye-Ryong Gwang-Hye

Gu-Cheon Do-Rim

Ip-Suk Jang-Chan

Jang-Chi Han-Gye

Fig. 3 Regression model of study reservoirs

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별 누적강수량을 산정하여 각 

기간마다 비초과확률 10 %, 50 %, 90 %의 확률강수량을 산

정하였다. 비초과확률 10 %는 한발이 올 경우, 50 %는 평년

의 경우, 90 %는 홍수의 경우 강수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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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a)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10 %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b)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10 %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c)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50 %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d)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50 %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Fig. 4 RCP 4.5 cumulative precipitation distribu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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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e)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90 %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f)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90 %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Fig. 4 RCP 4.5 cumulative precipitation distribution

가.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비초과확률 10 %, 50 %, 90 % 

누적강수량 변화 분석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53개 기상대의 30년 자료의 관

개기 및 비관개기의 비초과확률 10 %, 50 %, 90 % 누적강수

량은 Fig. 4와 같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10 % 누적강수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증가하였다. 1995s에서 2055s까지는 전국적으로 200 mm 

정도 증가하며 2085s에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

부 지방에서 100 mm 정도 감소했다.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은 

2025s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30 mm 정도 감소하였

다. 2055s에는 동해 연안과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600 mm 증

가하였으며 2085s에는 중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은 변화가 적

었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50 % 누적강수량은 시간에 흐름에 따

라 증가하다 2085s에는 중부지방이 약간 감소하였다. 같은 

조건의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은 비초과확률 10 %의 결과와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2025s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50 

mm 정도 감소하였으고, 2055s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50 mm 

증가한 뒤, 2085s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90 % 누적강수량은 전 기간에 대하여 

높은 값을 가졌으며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2,400 mm~2,700 

mm의 매우 큰 값을 나타냈다. 2055s까지는 전국적으로 지속

적 증가하였으며 2085s에는 중부지방에서 200 mm 정도 감

소하였다. 같은 조건의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은 2055s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85s에는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100 mm 정도 증가하였다.

나.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비초과확률 10 %, 50 %, 90 % 

누적강수량 변화 분석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53개 기상대의 30년 자료의 관

개기 및 비관개기의 비초과확률 10 %, 50 %, 90 % 누적강수

량은 Fig. 5와 같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10 % 누적강수량은 2025s에 중부지방

과 남부지방에서 400 mm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후 2085s까

지 점차 증가했다.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은 RCP 4.5 시나리오

의 경우와 같이 2025s에 남부지방에서 200 mm 감소하였다. 

2055s에는 다시 100 mm 정도 감소하였으며 2085s는 변화가 

적었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50 % 누적강수량은 2025s에는 중부지

방과 남부지방에서 600 mm 감소하였으며 이후 비초과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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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a)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10 %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b)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10 %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c)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50 %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d)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50 %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Fig. 5 RCP 8.5 cumulative precipitation distribu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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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e)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90% level during irrigation period

Legend 1995s 2025s 2055s 2085s

(f) Cumulative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probability of 90% level during non-irrigation period

Fig. 5 RCP 8.5 cumulative precipitation distribution

Table 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Parameter
Gal-

Pyeong
Gae-Un

Gye-

Ryong

Gwang-

Hye

Gu-

Cheon

Do-

Rim

Ip-

Suk

Jang-

Chan

Jang-

Chi

Han-

Gye

R2 0.7490 0.7199 0.7866 0.5797 0.5012 0.5508 0.772 0.7992 0.7215 0.5085

a 1.8938 1.4420 5.8105 3.7288 1.6531 2.4485 1.6897 6.9000 4.1713 0.9858

b -303.70 -198.81 -752.02 -387.42 -222.94 -528.18 -424.44 -756.53 -923.36 -85.36

10 %의 경우와 같이 2085s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비관

개기 누적강수량은 2025s에는 전국적으로 100 mm 정도 증

가하였으며 2055s에는 남부지방이 100 mm 감소, 2085s에는 

변화가 적었다.

관개기 비초과확률 90 % 누적강수량은 전 기간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2,400 mm~ 

2,700 mm의 매우 큰 값을 나타냈다. 2055s에는 남부지방

이 200 mm 증가하였으며 2055s와 2085s에는 중부지방을 중

심으로 약 400 mm 증가하였다. 비관개기 누적강수량은 

2025s에 전국적으로 300 mm의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55s에는 남부지방에서 약간 감소, 2085s에는 큰 변화

가 없었다.

2. 비관개기 이월저수량 및 관개기 필요저수량을 고려한 

농업용 저수지의 미래 가뭄 대응 능력 분석

가. 비관개기 누적 강수 확률에 따른 미래시기 이월저수량 모

의 분석 

비관개기의 누적강수량이 저수량의 확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비관개기 누적강수량과 저수량변화

량의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의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

다. 대상 저수지의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 (R
2
)는 대상 저수

지 10개소에 대해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관개기의 누적

강수량과 저수량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해 비초과확률 10 %와 50 % 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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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ry-over storage in case of 10 % non-exceedance of precipitation

Contents
Gal-

Pyeong

Gae-

Un

Gye-

Ryong

Gwang-

Hye

Gu-

Cheon

Do-

Rim

Ip-

Suk

Jang-

Chan

Jang-

Chi

Han-

Gye

S
t
o
r
a
g
e

r
a
t
e
 
(%)

R
C
P
4.5

2025s 100 % 100 % 92 % 95 % 100 % 100 % 100 % 97 % 100 % 93 %

2055s 100 % 97 % 87 % 92 % 100 % 100 % 100 % 88 % 100 % 90 %

2085s 100 % 100 % 92 % 95 % 100 % 100 % 100 % 87 % 100 % 93 %

R
C
P
8.5

2025s 100 % 98 % 87 % 93 % 100 % 100 % 100 % 91 % 100 % 90 %

2055s 100 % 100 % 90 % 93 % 100 % 100 % 100 % 90 % 100 % 92 %

2085s 100 % 100 % 91 % 95 % 100 % 100 % 100 % 89 % 100 % 93 %

Table 5 Carry-over storage in case of 50 % non-exceedance of precipitation

Contents
Gal-

Pyeong

Gae-

Un

Gye-

Ryong

Gwang-

Hye

Gu-

Cheon

Do-

Rim

Ip-

Suk

Jang-

Chan

Jang-

Chi

Han-

Gye

S
t
o
r
a
g
e 

r
a
t
e
(%)

R
C
P
4.5

2025s 100 % 92 % 79 % 88 % 98 % 100 % 100 % 86 % 100 % 87 %

2055s 89 % 86 % 74 % 85 % 89 % 95 % 90 % 79 % 83 % 84 %

2085s 83 % 87 % 74 % 84 % 82 % 96 % 89 % 75 % 81 % 84 %

R
C
P
8.5

2025s 93 % 89 % 77 % 86 % 90 % 94 % 86 % 75 % 78 % 85 %

2055s 95 % 90 % 78 % 87 % 92 % 98 % 96 % 80 % 89 % 86 %

2085s 88 % 88 % 74 % 84 % 88 % 99 % 100 % 78 % 94 % 84 %

경우 이월저수량이 100 %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관개기 초기

저수량을 계산하였다. 누적강수량은 RCP 시나리오별로 2025s, 

2055s, 2085s로 구분하여 적용했으며 Table 4은 비초과확률 

10 % 강수의 경우 이월저수량을, Table 5는 비초과확률 50 % 

강수의 경우 이월저수량을 나타냈다.

비초과확률 10 %의 강수가 올 경우 대상 저수지 이월저수

량이 100 %가 되기 위한 비관개기 초기저수율은 갈평, 구천, 

도림, 입석, 장치 5개 저수지에서 모두 100 %로 나타났다. 개

운 저수지는 2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100 %의 저수

율이 필요하였다. 계룡지는 RCP 4.5 시나리오 2055s와 RCP 

8.5 시나리오 2025s에서 87 %의 저수율로 나타났다. 장찬지

는 RCP 4.5 시나리오 2055s와 2085s에서 88 %, 86 %로 나타

났고, RCP 8.5 시나리오 2085s에는 89 %의 저수율을 만족해

야 충분한 이월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광혜, 한계 저수지

는 모든 경우에 90 % 이상의 저수율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상 저수지중 계룡, 장찬 저수지는 미래 

시기의 가뭄에 대하여 다른 저수지보다 내한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초과확률 50 %의 강수가 올 경우에는 10 %의 경우보다 

낮은 저수량에도 이월저수량 100 %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계룡 저수지와 장찬 저수지는 비관개기 초기저수율이 74 % 

이상, 다른 저수지는 80 % 이상의 저수율을 달성하였을 때 이

월저수량이 100 %가 되었다.

나. 비관개기 이월저수량과 관개기 빈도별 필요저수량에 따

른 가뭄대응능력 분석 

이월저수량 모의 분석 결과 관개 시작시기에 대상저수지

가 만수가 되기 위해서는 비초과확률 50 %의 강우가 온다는 

가정 하에서 대부분의 저수지가 관개 종료 시점에 80 % 이상

의 저수율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관개기 초기저수율 80 %를 가정하여 가뭄대응능력을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관개기의 저수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경

우를 고려하여 70 %의 초기저수율을 추가하여 모의를 실시

하였다. 모의 결과로 산정된 이월저수량은 둑높이기 사업보

고서의 10년 빈도 필요저수량과 비교해 나타난 저수량 과부

족으로 저수지별 가뭄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비관개기 비

초과확률별 누적강수량은 2025s의 RCP 4.5 시나리오의 강

수량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갈평, 개운, 구천, 도림, 입석, 장치 저수지에서 10 % 비초

과확률의 강수를 가정했을때 이월저수량은 전년도의 저수량

보다 감소하였다. 50 % 비초과확률의 강수에서는 갈평, 도림, 

입석, 장치 저수지의 이월저수량이 감소하였다. 갈평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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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ervoir Drought Reaction Capability

Reservoir
 Initial Reservoir 

storage

Probability 

precipitation of 

non-exceedance

Carry-over 

storage

Effective storage 

rates

Storage 

deficiency

Gal-Pyeong

70 %
10 % 64 %

100 %

36 %

50 % 69 % 31 %

80 %
10 % 74 % 26 %

50 % 79 % 21 %

Gae-Un

70 %
10 % 68 %

98 %

30 %

50 % 78 % 20 %

80 %
10 % 78 % 20 %

50 % 88 % 10 %

Gye-Ryong

70 %
10 % 78 %

99 %

21 %

50 % 91 % 8 %

80 %
10 % 88 % 11 %

50 % 101 % -2 %

Gwang-Hye

70 %
10 % 75 %

96 %

21 %

50 % 82 % 14 %

80 %
10 % 85 % 11 %

50 % 92 % 4 %

Gu-Cheon

70 %
10 % 67 %

93 %

26 %

50 % 72 % 22 %

80 %
10 % 77 % 16 %

50 % 82 % 12 %

Do-Rim

70 %
10 % 63 %

98 %

35 %

50 % 68 % 30 %

80 %
10 % 73 % 25 %

50 % 78 % 20 %

Ip-Suk

70 %
10 % 43 %

98 %

55 %

50 % 62 % 37 %

80 %
10 % 53 % 45 %

50 % 72 % 27 %

Jang-Chan

70 %
10 % 73 %

81 %

8 %

50 % 84 % -3 %

80 %
10 % 83 % -2 %

50 % 94 % -13 %

Jang-Chi

70 %
10 % 50 %

94 %

45 %

50 % 69 % 26 %

80 %
10 % 60 % 35 %

50 % 79 % 16 %

Han-Gye

70 %
10 % 77 %

99 %

23 %

50 % 83 % 16 %

80 %
10 % 87 % 13 %

50 % 9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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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기 저수율 80 %에서 50 % 비초과확률의 강수가 올 경우

에 유효저수량 대비 21 %의 과부족을 보였다. 도림, 입석, 장

치 저수지는 같은 경우에 유효저수량 대비 20 %, 27 %, 16 %

의 과부족을 보였다. 다른 저수지는 -13 %에서 10 % 범위의 

과부족 값을 가졌다. 음의 과부족은 10년 빈도 저수량과 비교

해 더 큰 저수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평, 도

림, 입석, 장치 저수지는 다른 6개의 저수지보다 가뭄대응능

력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장찬 저수지는 대부분 음의 과부족

을 가졌으며 대상 저수지 중에서 가뭄대응능력이 가장 뛰어

난 저수지로 판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관개기의 누적강수량과 이월저수량, 초기저수

량의 관계를 통하여 미래시기의 농업용 저수지의 미래 가뭄대

응능력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RCP 4.5 시나리오에 의거한 관개기 누적강수량은 2025s

에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관개기 누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RCP 8.5 시나리오에 의거한 관개기 누적강수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관개기 누적강

수량은 비초과확률 10 %의 경우 2025s에 상대적으로 크

게 감소하며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비초과확률 50 %의 

경우 2025s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2055s에는 

약간의 감소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2085s에는 2025s에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3. 대상 저수지별로 산정된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이월저수

량이 100 %가 되기 위한 비관개기 초기저수율을 계산한 

결과 비초과확률 10 %의 강수가 올 경우 모든 대상 저수지

가 85 % 이상의 저수율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당해 연

도 저수지 관리 시 이듬해의 가뭄대응과 원활한 용수공급

을 위해서 최소 85 %의 저수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4. 초기저수율을 70 %, 80 %로 가정하여 모의한 이월저수량

을 설계보고서의 10년 빈도 필요저수량과 비교했을 경우 

10개 대상 저수지 중 갈평, 도림, 입석, 장치 4개 저수지가 

나머지 6개 저수지보다 가뭄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되었다. 비초과확률 10 % 강수량이 올 경우 장찬 저수지를 

제외한 모든 저수지에서 10년 빈도 필요저수량에 비해 부

족한 이월저수량을 확보하였다.

전라도 지방에서 2025s 즉, 2011년부터 2040년 동안 비관

개기에 비초과확률 10 %의 가뭄이 온다면 1981년부터 2010

년까지 왔던 가뭄보다 누적강수량이 RCP 4.5에서는 70 mm, 

RCP 8.5 에서는 100 mm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시기에 내리는 강수는 저수지를 채우는데 큰 영향을 미

치는데, 강수량이 적어진다면 이월저수량이 충분하지 못하

여 이듬해의 작물생육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시

기에 가뭄이 온다면 지난 30년간의 가뭄에 비해 더욱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저수량과 누적강수량의 회귀모델 산정을 통해 살펴본 저

수지별 가뭄대응능력 평가 결과 10개 대상 저수지 중 1개 저

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수지에서 가뭄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개기뿐 아니라 

비관개기에도 농업용 저수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

된 양의 환경유지용수를 방류해야하며 수자원의 남용을 피하

여 비관개기에 최대한 많은 물을 모으기 위한 운영 방침 수정

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한정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뭄 및 홍수와 같은 극한 사상과 저

수지 용수구역별 관개시기는 지역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별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래 시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 등으로 증발량 및 기타 기상 인자들이 크게 변화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강수량과 저수량 이외의 증발량 및 장기유

출인자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극한 사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개기에는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

고 효율적인 용수공급 계획을 설정해 불필요한 용수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비관개기에는 지역별 강수를 최대한 축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관개기의 저수지 운영 및 용수 보전의 중

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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