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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we analyzed the effects of drought on the water temperature (WT) of Nakdong river basin 

major river sections using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and WT data.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on a seasonal basis. After calculating the optimal time scale of the SPI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 and WT data, we used the copula theory to model the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between the WT and 

SPI on the optimal time scale. During spring and fall,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drought caused by 

high WT increased in most of the river sections. Notably, in summer,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drought caused by high WT increased in all river sections. On the other hand, in winter,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drought caused by low WT increased in most river sections. From the risk map, which 

quantified the sensitivity of WT to the risk of environmental drought, the river sections Nakbon C, Namgang 

E, and Nakbon K showed increased stress in the water ecosystem due to high WT when drought occurred in 

summer. When drought occurred in winter,  an increased water ecosystem stress caused by falling WT was 

observed in the river sections Gilan A, Yongjeon A, Nakbon F, Hwanggang B, Nakbon I, Nakbon J, 

Nakbon K, Nakbon L, and Nakbon M. The method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future 

to quantify the effects of drought on water quality as well a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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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가뭄은 가장 괴 인 자연재해  하나이며, 향을 받는 

지역의 다양한 환경  생태  측면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

(Ahmadalipour and Moradkhani, 2017; Mishra et al., 2017; 

Van Loon and Van Lanen, 2012). 일반 으로 언 되는 기상

학  가뭄은 강수량이 정상 수  이하로 떨어질 때 시작되며 

수문학  불균형을 래하여 지역의 정상 인 환경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Heudorfer and Stahl, 2016; Van Loon and 

Laaha, 2015). Crausbay et al. (2017)은 생태학 , 기후학 , 

수문학 , 사회경제학 , 문화  측면의 가뭄 향을 결합하

여 생태학  가뭄을 정의했으며, 생태학  가뭄에서 물 부족

은 생태계가 취약성의 한계를 넘어서 생태계 서비스에 향

을 미치고 자연  인간 시스템에 피드백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변동성과 기온의 증가 추세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뭄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Dai, 2013; Won and Kim, 2020). 미래의 기후변화는 시공

간 으로 균일하지 않을 것이며 강수량의 지역  변화는 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하천 흐름, 증발산, 토양수분 등의 수

문학  순환과정에 큰 향을 래할 것이다(Ahmadalipour 

et al., 2017; Trenberth et al., 2014). 가뭄 동안에 래되는 

기로부터의 수분공  부족은 수문 순환을 통해 되어 

지하수 , 하천 수 , 호수 수 를 일 수 있으며(Tallaksen 

and van Lanen, 2004), 많은 하천, 호수  수지 시스템이 

이에 한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Hirabayashi et al., 

2008). 극심한 가뭄은 담수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Mulholland et al., 1997), 한 사회 , 경제  

향을 미칠 수 있다(Mosley, 2015).

Murdoch et al. (2000)  Whitehead et al. (2009)는 기후변

화가 지표수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범 한 잠재  

향을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에는 가뭄이 수질  수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일부 포함되지만, 가뭄 험이 증가할 가능성

을 고려할 때 더 구체 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뭄 발생 

시 수온 증가와 산소요구량의 증가가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자연 서식지 생태계에 심각한 향을 미친

다. 많은 수생 생물은 특정 온도 범 와 최소 용존 산소 수

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Ahmadi et al., 2019). 따라

서 수온과 산소요구량을 고려하는 것은 수자원 시스템의 생

태  생물학  건 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 이다(Matthews 

and Marsh-Matthews, 2003; Lake, 2011). 를 들어 호주

(Leigh at al., 2015), 미국 남부(Buskey et al., 2001)  캘리

포니아(Brumbaugh et al., 1994; Israel and Lund, 1995) 등 

가뭄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동식물이 피해를 보았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한 수생태계 피해 이유는 수온  

산소요구량의 증가, 자연 서식지 소실, 하천 연결성 상실, 먹

이사슬의 붕괴 등이었다(Lake, 2003; Leigh et al., 2015).

가뭄 동안 하천 수온 상승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Boulton and Lake, 1992; Caruso, 2002; Davies, 1978). Van 

Vliet and Zwolsman (2008)은 Meuse 강에서 앙값 기 으

로 2℃의 수온 상승을 보고하 으며, 같은 가뭄 기간에 체코

의 일부 하천 수온은 1.7℃, 폴란드의 일부 하천에서는 평균 

1.3 ℃ 상승했다(Ziellnski et al, 2009). Ha et al. (1999)는 가

뭄 동안 인 으로 조 된 낙동강 하류의 수온이 매우 크게

(약 7℃)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 으로 가뭄 동안 수

온의 상승은 기상학 으로 가뭄 동안의 기온 상승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rdinka et al., 2012).

조 으로 Wilbers et al. (2009)는 네덜란드의 Dommel 강

에서 가뭄 동안 깊은 수층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지하수

로 인해 유의한 수온 상승을 발견하지 못했다. Mosley et al.  

(2012)는 극히 낮은 유량 동안에도 호주의 Murray 강 하류 수

온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언 하면서, 이는 지역 기온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 다. 미국의 South Platte 

강 유역에서 산림 지역의 하천은 수온이 상승하 으나, 도시 

 농업 지역의 하천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Sprague, 

2005). 이것은 산림 지역에서 상 으로 더 작은 하천의 더 

효율 인 열 달과 더 차가운 유입수, 그리고 도시  농업 

지역에서 오염원 는 하류 지하수로부터의 희석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낙동강 주요 하천 구간의 수온에 미치는 

가뭄의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환경부는 생태  측면

에서의 가뭄을 나타내는 환경가뭄지수를 개발하 으며, 이를 

활용한 가뭄 응 수량  수질 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ME, 2016). 그러나 환경가뭄에 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환경을 고려한 가뭄의 평가에 한 체계 이고 심

도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ME, 2016). 본 연구에

서는 환경가뭄을 기상학  가뭄으로 인하여 생태계 건강성

이 향을 받는 상으로 정의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는 무 범 하므로, 범 를 축소하여 기상학  가뭄은 강

수량의 부족으로 한정하 으며, 생태계 건강성은 수온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수온은 다시 강수량 부족 시에 

평소보다 고수온이 되는 상태와 수온이 되는 상태로 구분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의 공간 평균 월 강수량 자료로부터 다양한 시

간 척도에서의 표 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가 계산된다. 그리고 각 단 유역 말단부에서 측된 수

온 자료로부터 월 단 의 수온이 추정된다. 그런 다음 코퓰

러(copula) 결합 이론을 기반으로 수온과 SPI 사이의 결합 

확률분포 모델링이 수행된다. 이러한 결합 확률분포를 통해 

수온의 기상학  가뭄 시나리오에 한 민감도가 정량화된

다. 민감도 정보를 이용하여 가뭄이 수온에 미치는 향이 

낙동강 주요하천 구간별 계 별로 분석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자료

가뭄지수를 산정하기 해 한국 기상청에서 운  인 

Automated Surface Observation System (ASOS) 23개 측지

의 일 강수량이 이용되었다. 가뭄지수를 산정하기 해서는 

장기간의 강수량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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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2020년 12월의 강수량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는 기

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획득되었다(KMA, 2015). 다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1년 기간을 기 으로 산정된 가뭄

지수을 기반으로, 수질자료와의 기간 일치를 하여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용되었

다. 티센면 가 평균법을 이용하여 낙동강 단 유역별 공간 

평균 월 강수량을 산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 단 유역의 

공간 인 범 는 해당 단 유역뿐만 아니라 해당 단 유역 

상류의 모든 단 유역을 포함한다. 를 들어, 단 유역 남

강C는 남강A, 남강B, 남강C를 모두 포함하는 단 유역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낙동강 본류 최하류의 단 유역인 낙본

M의 공간 인 역은 낙본N을 제외한 낙동강 체 유역이 

된다. Fig. 1은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과 23개 기

상 측지 의 치를 보여 다.

수온은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리 40개 단 유역(낙본N 제

외)을 기반으로 비되었다. 수온의 자료 가용 기간은 2004년 

이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에서 2020년 12월의 

수온자료가 사용되었다. 이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하 다(ME, 2015). 수온은 연평균 약 40회 정도의 회수

로 8일 간격을 원칙으로 다소 불규칙한 주기로 측되므로 

특정 월에 측된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월 단  자료로 구성

하 다. Fig. 2는 임하  상류 단 유역인 반변A의 월 수온 

시계열을 보여 다. 12개월 주기 특성이 명확함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단 유역도 이와 유사한 주기 성분을 가지고 

있다.

2.2 가뭄지수

SPI는 기로부터의 수분공 이 부족할 때 가뭄이 발생한

다는 에서 만든 가뭄지수이다. 즉, SPI는 강수량만을 이

용하여 가뭄을 식별한다(Mckee at al., 1993). 국내외에 많은 

련 연구사례가 있다(Chang et al., 2006; Kim et al., 2011). 

SPI는 시간 척도에 따른 이동 가 월 강수량을 이용하여 계

산되며, 음의 값을 가질수록 심한 가뭄 상태임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SPI가 -1.0 이하가 되면 가뭄으로 간주한다(Kim 

at al., 2010). Fig. 3은 단 유역 반변A의 3개월 시간 척도의 

SPI(즉, SPI3)와 12개월 시간 척도의 SPI(즉, SPI12)의 시계열

을 보여 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가뭄, 2015

년 말부터 2016년 까지의 겨울 가뭄, 2017년  가뭄 등이 

(a) SPI3

(b) SPI12

Fig. 3. Monthly SPI time series at the BB-A unit watershed.

Fig. 1. Nakdong river basin and the location of 

meteorological sites.

Fig. 2. Monthly water temperature time series at the BB-A 

unit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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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온과는 달리 월 SPI 시계열에는 

특별한 주기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 으로 장기간의 

이동 합 월 강수량으로 산정된 SPI12가 SPI3보다 시간상으로 

더 부드럽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3 수온 자료의 변환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월 수온 자료는 12개월 주기 성분

이 있으며, 이러한 주기 성분은 가뭄지수와의 상 성 분석 시

에 잡음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

여 자료의 주기 성분을 제거한 후 이후 연구를 진행하 다.

 










(1)

 










(2)

여기서 는 년 월의 수온, 
은 월 자료  최솟값에 

0.01을 뺀 값, 
은 월 자료  최댓값에 0.01을 더한 값, 

는 수온( 는 BOD)의 변환된 값이다. 최솟값과 최댓값에 

0.01을 빼거나 더한 이유는 변환된 자료를 0에서 1 사이에 

놓기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 별로 나 어 수온과 가뭄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이때, 은 3월, 4월, 5월 자료, 여름은 6

월, 7월, 8월 자료, 가을을 9월, 10월, 11월 자료, 겨울은 12

월, 1월, 2월 자료로 분석하 다. 분석의 편의를 하여 계

별로 변환변수 가 SPI와 양의 상 계를 갖도록 식 (1) 

는 (2)를 용하여 수온 자료를 변환하 다. 즉, 식 (1)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SPI와의 상 계가 양의 값을 가지면 

변환된 변수를 그 로 이용하여 이후 연구를 수행하 으며, 

SPI와의 상 계가 음의 값을 가지면 식 (2)를 이용하여 변

환된 변수가 이후 연구에 용되었다.

2.4 SPI-수온의 코퓰러 결합

다변량 분포의 의존 구조는 다변량 정규 분포와 같은 고

 분포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Laux et al., 2011). 그러

나 수온와 SPI 사이의 의존성은 일반 으로 매우 복잡하며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다양하다. 따라서 고 인 방법은 자

료의 종속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합하지 않을 수 있다

(Bardossy and Pegram, 2009; Kim et al., 2012). 코퓰러는 수

온과 SPI 사이의 결합 의존 구조를 모형화하는 수단을 제공

한다. 한 다양한 가뭄지수들 사이의 결합 의존 구조를 모

형화하기 해 용되기도 한다(Won et al., 2020). 즉, 코퓰

러는 한계(marginal) 분포에 한 제한이 없이 다변량 자료

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성을 모형화할 수 있다(Ryu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퓰러 이론을 도입하여 수온

과 SPI의 결합 확률분포를 모형화하 다. Sklar의 정리에 따

르면(Sklar, 1959) (수온의 변환변수)과 (SPI)의 결합 

가확률분포  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여기서 

과 


 는 수온 변환변수와 SPI의 한계 

가확률분포(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CDF)

로서 과 을 의미하며, 는 코퓰러 함수이다.

결합 확률분포를 모형화하기 에 각 변수, 즉 수온 변환변

수  SPI에 해 한 한계 확률분포를 결정해야 한다. 계

별 수온 변환변수의 최  확률분포는 Normal 분포, Log- 

Normal 분포, Gamma 분포, Weibull 분포, Log-Logistic 분포, 

GEV 분포를 포함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6개의 이론  확

률분포를 비교했다. 각 분포의 매개변수는 최  우도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Chi-square 합도 검정을 기반으로 최  분포를 

선택했다. SPI는 유도 과정의 특성상 표 정규분포를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표 정규분포가 최  분포로 선택되었다. 최  

한계 확률분포가 결정되면 결합 확률분포를 모형화하기 해 

한 코퓰러 함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에

서 리 사용되는 몇 가지 코퓰러 함수, 즉 Cayton, Frank, 

Gumbel, Gaussian, Student-t 코퓰러를 이용했다(Salvadori and 

De Michele, 2004). 코퓰러 함수의 매개변수는 최  우도 방

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이때 우도를 구성하기 한 이변

량 경험  가확률분포를 구하기 하여 Zhang and Singh 

(2006)이 제안한 이변량 도시 치공식이 용되었다. 수온 변

환변수와 SPI 사이의 종속 구조를 가장 잘 포착하는 코퓰러

는 AIC를 이용하여 결정되었다(Sadegh et al., 2017). 계 별 

분석에서 17*3개(즉, 17년*3개월)의 수온 변환변수-SPI 을 

이용하여 최  코퓰러 함수가 결정되었다.

수온 변환변수와 SPI의 결합 확률분포, 즉 식 (3)이 주어지

면 설정된 SPI 가뭄 시나리오에서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부 

확률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수온을 변환

하 을 경우, ≦가 주어지면(즉, 를 들어, ≦인 

조건) 의 특정 조건부 과확률(즉, 특정 수온 이상이 

될 확률, 고수온 환경가뭄)에 심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Zhang and Singh, 2007).


 ≦  



 






 





(4)

식 (4)는 다양한 SPI 조건에서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부 

과확률을 계산하기 해 용된다. 사실  사상은 가 특정 

임곗값을 과할 때 “ 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Salvadori and 

De Michele, 2004). 본 연구에서는  인 경우 환경가뭄 

상태(즉, 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이는 일반

으로 SPI가 -1 이하일 때를 기상학  가뭄 상태라고 정의하

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SPI가 -1 이하일 가확률은 0.1587

이다. 따라서 고수온 환경가뭄 상태에 놓이게 될 가확률로 

0.15 정도를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하 다.

한, ≦가 주어지면 ≦의 특정 조건부 비 과확률

(즉, 특정 수온 이하가 될 확률, 수온 환경가뭄)에 심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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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5)는 다양한 SPI 조건에서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부 비

과확률을 계산하기 해 용된다. 이 경우  사상은 가 

특정 임곗값을 과하지 않을 때 “ 험”으로 정의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 인 경우 환경가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식 (3)을 이용하여 수온을 변환하 을 때도 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수온 환경가뭄과 수온 환경가뭄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로부터의 수분공 이 부족한 시나

리오, 즉 SPI가 -1 이하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환경가뭄의 

민감도를 조사하 다. 이는 ≦ 가 조건부로 주어지

게 된다. 물론, 다른 가뭄 시나리오( 를 들어, SPI가 -1.5 이

하인 시나리오)가 용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서 

다른 환경가뭄 임곗값( :    는 ≦ )을 사용하

여 고수온  수온 환경가뭄의 민감도를 조사하는 것도 가

능할 것이다. 수온 변환변수와 SPI의 설정된 결합 확률분포

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곗값  SPI 시나리오가 식 (4) 는 

(5)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가뭄지수의 시간 척도 결정

SPI는 1980년부터 2020년의 기간에서 시간 척도 1-, 2-, …, 

12-개월에 해 산정되었다. 1-, 2-,…,12-개월의 다양한 시간 

척도별 SPI와 수온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 다. Fig. 4는 

수온과의 상 계가 가장 높은 SPI의 시간 척도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수온과의 상 성이 가장 좋다는 의미에서 이

러한 시간 척도를 최  시간 척도라고 명명하 다. 에는 5

개월, 여름에는 1개월, 가을에는 5개월, 겨울에는 2개월의 최

 시간 척도를 갖는 단 유역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과 가

을에는 비교  긴 시간 척도의 SPI와 수온의 상 성이 더 높

았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짧은 시간 척도의 SPI와 수온의 상

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 의 경우 단 유역별로 최  시간 척도가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 유역별로, 계 별로 수온과의 교차 상 계수의 댓값

이 가장 높은 SPI의 시간 척도를 결정하 으며, 그에 응하

는 교차 상 계수의 히스토그램을 Fig. 5에 계 별로 나타내

었다. , 여름, 가을에는 SPI와의 상 계는 체로 음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울에는 양의 상 계를 갖는 

단 유역이 더 많았다. 즉, 가뭄이 발생할 때 , 여름, 가을에

는 하천 수온이 증가하는 단 유역이 더 많으며, 겨울에 가뭄

이 발생할 때는 반 로 하천 수온이 감소하는 단 유역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온과 SPI의 상 계수는 부분 

±0.0~0.5의 값을 나타나 수온과 SPI의 상 계가 매우 높지

는 않았다.

단 유역별로 계 별로 시간척도별로 SPI와 수온 사이의 

교차 상 계수는 비교  큰 차이를 보 다. 이는 가뭄지수와 

환경변수 사이의 상 계가 지역별로 계 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 다. 한 가뭄지수에서도 어떤 시간 척도가 

용되었는지에 따라(즉, 를 들어 시간 척도 3-개월의 SPI인

지, 시간 척도 12-개월의 SPI인지에 따라) 수온과의 상 계수

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코퓰러 기반 근방법의 시 결과

이번 에서는 단 유역 반변A의 자료를 심으로 주어진 

SPI 조건에서 수온 련 환경가뭄의 가능성을 정량화하기 

한 코퓰러 기반의 결합확률분포의 용에 한 시가 설명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3~5월), 여름(6~8월), 가을(9 

~11월), 겨울(12월~2월)로 각각 구분하여 계 별로 분석을 수

행하 다. 계 별 수온 변환변수에 한 한 한계분포가 

먼  결정되었다. SPI의 경우에는 표 정규분포가 한계분포

로 선택되었다. 그런 다음, 한계분포에 결합하여 제안된 코

퓰러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결합 확률분포를 구성했다. 결합 

확률분포가 결정되면 주어진 SPI 하에서의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부 분포가 획득될 수 있다. 이때, 계 별 SPI의 시간 척도

는 앞서 선정된 최  시간 척도가 용되었다. 참고로 단 유

역 반변A의 최  시간 척도는 Table 1과 같다.

Fig. 5. Cross-correlation between the water temperature and SPI.

Fig. 4. Selected time-scale for water temperature and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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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수온 변환변수를 해 용된 한계분포와 시기

별 chi-square 검정의 p-값 통계를 나타낸다. 최  한계분포

의 p-값이 두꺼운 씨체로 표기되어 있다. 가장 합한 한

계분포는 계 별로 다르다. 이는 수온 변환변수와 SPI의 상

호작용이 계 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계 별로 최

의 한계분포를 각각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참고로 Fig. 6(a)에 낙동강 40개 단 유역에서 수온 변환

변수의 한계분포로 채택된 분포형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

다. 부분 Normal 분포가 가장 한 한계분포로 채택되

었으며, 일부 단 유역의 계  자료에서 GEV 분포, Weibull 

분포가 채택되었다.

Fig. 7은 단 유역 반변A에서 계 별 서로 다른 코퓰러 함

수의 AIC, 선정된 최  코퓰러의 Q-Q plot, SPI로 정의된 기

상학  가뭄 시나리오(SPI < -1)에서의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

부 분포를 보여 다. 수온 변환변수와 SPI 사이의 최  코퓰

러 함수는 , 여름, 가을에는 Clayton, 겨울에는 Gumbel 코

퓰러 함수가 가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합한 코퓰

러 함수는 계 별로 다르다. 이는 수온 변환변수와 SPI의 상

호작용이 계 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계 별로 최 의 

코퓰러 함수를 각각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참고로 Fig. 6(b)에 낙동강 40개 단 유역에서 수온 변환

변수와 SPI를 해 채택된 코퓰러 함수의 히스토그램을 나타

내었다. Gumbel과 Clayton 코퓰러 함수가 주로 채택되었으며, 

Frank와 Student-t 코퓰러 함수도 일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험  가확률분포와 코퓰러 사이의 계를 나타낸 Q-Q 

롯을 살펴보면, 여름과 겨울에는 비교  채택된 코퓰러 함

수가 측된 상 계를 잘 재 하고 있으나, 과 가을에는 

상 인 재 성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퓰러 함

수에 합시키기 한 측자료의 부족(본 연구의 경우 수온

-SPI 51개 자료 )에 주로 기인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이후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단 유역 반변 A의 경우 , 여름, 가을에는 수온과 SPI가 

음의 상 계를 맺고 있어서 가뭄이 발생하면 수온이 일반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표출의 편의성을 하여 Fig. 7

의 조건부 확률은 식 (1)을 이용하여 수온 자료를 변환한 경

우를 기 으로 도시하 다. 즉, Fig. 7에서 는 수온이 증가

할수록 큰 값을 갖게 된다. , 여름, 가을에 SPI < -1인 가뭄 

시나리오에 한 수온 변환변수의 조건부 비 과 확률분포

( 란 곡선)를 살펴보면, 기로부터의 수분공  부족에 의

해 고수온( )의 비 과확률이 보통 때의 비 과 확률

분포(빨간 직선)의 아래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통 

때 0.15의 과확률에 해당하는 수온의 가뭄 시 과확률이 

0.15보다 커짐을 말한다. 즉, 기상학  가뭄에 의한 고수온 

환경이 만들어지는 환경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

미한다. 반 로 수온의 가능성은 보통 때 보다 낮아지므로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발생 가능성은 작아지게 된다.

Optimal time-scale (month) Spring Summer Fall Winter

Water temperature 4 1 3 2

BOD 5 3 4 12

Table 1. Optimal time-scales for SPI at BB-A unit watershed

Distribution Spring Summer Fall Winter

Normal 0.0395 0.2436 0.1274 0.4953

Log-Normal 0.0000 0.0000 0.0000 0.0000

Gamma 0.0143 0.0000 0.0000 0.0002

Weibull 0.1347 0.2290 0.0021 0.0049

Log-Logistic 0.0000 0.0000 0.0000 0.0000

GEV 0.0072 0.1569 0.0000 0.2786

Table 2. Goodness-of-fit statistics (Chi-square p-value) of 

different theoretical distribution for water temperature in 

different seasons at BB-A unit watershed

(a) Marginal distribution (b) Copula function

Fig. 6. Histogram of selected marginal distributions (GM, GV, LL, LN, NM, and WB indicates Gamma, GEV, Log-Logistic, 

Log-Normal, Normal, Weibull) of water temperature anomaly and copula functions (C, F, G, N, and S indicates 

Clayton, Frank, Gumbel, Gaussian(or Normal) for water temperature and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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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수온과 SPI가 양의 상 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가뭄이 발생하면 수온이 일반 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가

뭄이 발생하면 수온( 의 비 과확률이 보통 때 보

다 높아진다. 이는 기상학  가뭄에 의해 수온 환경이 만

들어지는 환경가뭄 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 로 

고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능성은 작아지게 된다.

단 유역 반변 A에서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가능성을 

정리하면, , 여름, 가을에 가뭄이 발생할 때는 고수온에 의

한 수생태계 스트 스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겨울에 가뭄

이 발생할 때는 수온에 의해 수생태계가 스트 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3.3 낙동강 유역 주요 하천 구간의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능성

낙동강 유역 수질오염총량 리 단 유역 하천 구간에 

해, 최  시간 척도의 SPI가 -1보다 작은 강수 시나리오에서 

조건화된 수온과 련된 환경학  가뭄(고수온  수온 환

(a) Spring

(b) Summer

(c) Fall

(d) Winter

Fig. 7. AIC values of five copulas for water temperature anomaly and SPI (Left) (C, F, G, N, and S indicates Clayton, 

Frank, Gumbel, Gaussian(or Normal), and Student-t copula, respectively), Q-Q plot using best-fitted copula (Center), 

and conditional CDF of water temperature anomaly under a meteorological drought scenario: SPI < -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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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공간 인 패턴을 조사하 다. 이를 통해 수온이 기

로부터의 수분공  부족에 민감한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일단 코퓰러 기반의 결합확률분

포가 구축되면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수온에 한 환경가뭄 

임계치(본 연구의 경우에는 수온 비 과확률 0.15 는 고

수온 과확률 0.15)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가뭄 상황

에 한 험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뭄에 무 하게(즉, 체 자료에서) 수온 변환변수의 비

과( 는 과)확률 0.15를 수온에 한 임곗값으로 설정한 

후, 가뭄이 발생한 조건에서 수온 변환변수가 임곗값보다 작

을( 는 클) 확률(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0.15보다 크다면 가뭄 발생 시에 수온 증가

( 는 감소)에 의한 환경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Fig. 8(a)은 낙동강 유역 40개 단 유역을 상으

로 계 별 가뭄이 발생했을 때 고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이 발

생할 조건부 과확률의 Box-plot를 나타낸다. 여름에는 40

개 단 유역 모두에서 가뭄 발생 시 고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의 가능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으며, 과 가을에도 부분 

단 유역에서 가뭄 발생 시 고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가능

성이 평소(기  0.15)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나 겨울에 가뭄

이 발생할 때는 부분 단 유역에서 고수온 환경가뭄의 가

능성이 평소보다 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Fig. 8(b)는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능성에 한 결과이

다. 여름에 가뭄이 발생할 때는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

능성이 커지는 단 유역이 없었으며, 과 가을에도 부분 

단 유역에서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능성은 커지지 않

았다. 그러나 겨울에 가뭄이 발생할 때는 부분 단 유역에

서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음을 발

견할 수 있다.

환경가뭄의 가능성을 더 명확한 수치로 살펴보기 하여, 

환경가뭄의 험도를 “[조건부 확률/무조건 확률(즉, 0.15)]”

로 정의하 으며, 이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즉, 험도가 1 

이상이 되면 환경가뭄의 가능성이 0.15 이상이므로 고수온

( 는 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짐을 

의미하며, 험도가 1 이하가 되면 환경가뭄의 가능성이 평

소보다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의된 환경가뭄 험도

를 바탕으로 고수온 환경가뭄 험도 지도와 수온 환경가

뭄 험도 지도를 Fig. 10과 11에 계 별로 도시하 다.

(a) High water temperature (b) Low water temperature

Fig. 8. Box-plot for water temperature drought at the Nakdong river basin.

(a) High water temperature (b) Low water temperature

Fig. 9. Box-plot for water temperature drought risk at the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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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과 11에 환경가뭄 험도를 색으로 구별하여 도시하

다. Fig. 10으로부터 과 가을에 부분 단 유역에서 고

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1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 내성A, 강A, 황강B의 험도가 2.5 이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여름에는 모든 단 유역에서 고수온 환경가뭄 험

도가 1 이상이다. 40개 단 유역  27개 유역에서 고수온 환

경가뭄 험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개 단 유역

은 가뭄 발생 시 3 이상의 고수온 환경가뭄 험도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낙본C, 남강E, 낙본K의 경우 고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3.5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하지만 겨울에는 부분 단 유역에서 고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1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1). 과 가을에

는 부분 단 유역의 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1 미만이었

다. 여름에는 모든 단 유역에서 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1 미만이었으며, 특히 31개의 유역에서 0.5 이하의 수온 환

경가뭄 험도가 나타났다. 반 로, 겨울에는 부분 유역의 

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1 이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길안A, 용 A, 낙본F, 황강B, 낙본I, 낙본J, 낙본K, 낙본

L, 낙본M의 경우 수온 환경가뭄 험도가 2 이상으로 나타

났다. 낙동강 본류의 하류일수록 수온 환경가뭄의 험도가 

높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코퓰러 결합 이론을 기반으로 수온과 SPI 사

이의 결합 확률분포 모델링을 통해 SPI가 -1 이하인 가뭄 시

나리오에 한 수온의 민감도를 정량화하여 낙동강 유역 주요

하천 구간에서 가뭄이 수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a) Spring (b) Summer

(c) Fall (d) Winter

Fig. 10. High water temperature drought risk map at the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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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계 별로 수행되었다. 계 별로 구분된 수온 자료

와 SPI의 상 분석 결과로부터 , 여름, 가을에 수온과 SPI

는 체로 음의 상 계를, 겨울에는 체로 양의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뭄이 발생할 시 , 

여름, 가을은 수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반 로 겨울은 수온

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생태계에서 미치는 수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수온 환경

가뭄과 수온 환경가뭄을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수

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 여름, 

가을에는 가뭄 발생 시 고수온에 의한 환경가뭄의 가능성이 

평소보다 더 증가하 다. 즉, , 여름, 가을에 가뭄이 발생하

면 수생태계는 평소보다 더 높아진 수온에 의해 스트 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겨울에 가뭄 발생하

면 평소보다 더 낮아진 수온에 의해 수생태계의 스트 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험도를 기반으로 단 유역별 계 별 수온에 의한 환경가

뭄 가능성을 살펴보면,  가뭄 시에는 내성A, 강A, 황강B

의 하천 구간이 고수온 환경가뭄의 험도가 다른 단 유역

에 비해 높았다. 여름 가뭄 시에는 낙본C, 남강E, 낙본K의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의 고수온에 한 험도가 높아졌

으며, 가을 가뭄 시에는 병성A, 낙본D, 남강A, 낙본J, 낙본L, 

낙본M의 하천 구간에서 고수온 환경가뭄의 험도가 커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 로 겨울에 가뭄이 발생할 때는 길

안A, 용 A, 낙본F, 황강B, 낙본I, 낙본J, 낙본K, 낙본L, 낙

본M의 하천 구간에서 수온 하에 따른 수생태계의 스트

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른 수질 항목( 를 들어, BOD, COD, SS, TP, TN. 

TOC 등)에 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가뭄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향을 더 정량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 Spring (b) Summer

(c) Fall (d) Winter

Fig. 11. Low water temperature drought risk map at the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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