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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는 모형을 이용하여 기상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건기 총유출량의 민감도를SWAT , ,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보다 일반적인 건기의 총 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건기 총강우량 전 우기 총강우,

량 평균 일 최대온도 일평균 태양복사량과 같은 기상 변수들과 지하수 취수량 및 도시면적 비율을 이용하, ,

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식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온도와 강우량의.

변화에 대한 건기 총유출량의 변화율을 제시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상승할 경우 상1 7.7%, 2℃ ℃

승시 상승할 경우 의 건기의 총 유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기 총 강우량이17.1%, 3 27.9% .℃

감소할 경우 유출량은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할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5% 5.63%, 10% 10.41%, 15% 14.25%

로 나타났다 지하수 취수량은 총 유출량과 관계가 높은데 반해 토지이용 변화는 산간유역인 대상유역의 경.

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식은. 기저유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강우

와 기온 및 태양복사량을 포함하는 기상상태 지하수 취수량 도시면적 비율을 변수로 갖는 식이므로 대상유, ,

역에 대해 미래 건기의 수자원 확보량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핵심용어 기상변화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 건기 총 유출량 민감도 분석핵심용어 기상변화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 건기 총 유출량 민감도 분석핵심용어 기상변화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 건기 총 유출량 민감도 분석핵심용어 기상변화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 건기 총 유출량 민감도 분석: , , , , , SWAT: , , , , , SWAT: , , , , , SWAT: , , , , , SWAT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국내외 도시 유역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지역과 지하수 이용 증가로 인한 기저유출의 감소 상,

류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위한 방류량 감소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우수회귀 손실 등으로 일부 하천에는 갈,

수기 하천유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길성 등 특히 최근에는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연평균 기( , 2006).

온이 상승하는 등 기상 이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기의 하천수가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건기의 비 강우시 하천에 충분한 유량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하천 및 인근 유역에서 생태학적 환경적으로 심,

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기 월 월 의 총 유출량에 대한 예측은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10 -5 )

매우 중요하다.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2.2.2.

대상유역은 옻우물교를 출구점으로 하며 과 같이 안양천의 발원지를 포함하는 최상류 유역으로 유Fig. 1

역면적은 13.42  이다 대상유역은 경기도 의왕시에 포함되며 년 기준으로 약 명이 거주하고. 2004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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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년 기준으로 의2000 68.4%

산림지역 의 도시지역, 17.1% ,

의 농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13.3%

으며 년에 비해 년간1975 25

도시화가 이루어 졌다 대상14.1% .

유역의 지하수 취수량은 년 기2000

준으로 약 년 한70.1 - 84.5 mm/ (

국수자원공사 으로 전체 연, 2000)

평균 강우량의 에 해당되며 안7.5%

양천 전체 평균인 년과26.2 mm/

비교하면 매우 높아 건기에 지하수

위가 매우 떨어져 있다 현재 대상.

유역의 출구점인 옻우물교에는 21

세기 프론티어 기술개발 사업단이

과 같은 실시간 초음파 수위Fig. 1

계를 이용하여 년 월부터2004 5 15

분 단위로 수위를 측정하여 웹(http://anyang.river.or.kr 으로 제공하고 있다)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3.3.3.3.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상유역에 대해 적용성을 인정받은 SWAT(Soil and Water

등 모형을 이용하여Assessment Tool; Arnold , 2002) 건기의 총 유출량에 대한 기후변화 지하수 취수량의,

변화 토지이용의 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미래의 건기 총 유출량을,

예측하기 위한 식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민감도 는 다음 식 과 같이 입력함수1 의 변화에 대한 출력함수 의 변화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는 건기의 총 유출량이며, 는 기상자료 지하수 취수량 토지이용에 해당된다, , .

 






(1)

모형 구성모형 구성모형 구성모형 구성4.4.4.4.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상 수치지형도 토양도 토지이용도 등이 필요하다 기상자료는 기상SWAT , , , .

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서울 및 수원기상대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일 강우 일 최1973 5 1 2004 12 31 ,

고 최저기온 일 평균상대습도 일 수평면일사량 일 평균풍속 일 평균이슬점온도자료를 사용하여 기상자료를/ , , , ,

구축하였고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안양천 유역의 년도 수치지형도와1999 1/25,000 ArcView

을 이용하여 을 구축하였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한 년도 의GIS Tool DEM 2002 1/25,000

수치정밀토양도와 농업토양정보 시스템 (http://asis.rda.go.kr/ 의 자료 및) Hydraulic Properties Calculator

(http://wilkes.edu/ boram/ soilwatr.htm～ 를 이용하여 토양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 .

행한 년도 의 수치토지이용 현황도1999 1/25,000 , Landsat TM (Thematic Mapper), Landsat ETM+

에 의한 년 년 년 년 년 토지이용현황도를(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는데 토양입력자료와 토지이용입력자료ArcView GIS Tool DEM,

의 격자 크기는 로 설정하였다 년 수치지형도와 년 수치 정밀토양도 및 년30 m × 30 m . 1999 2002 1999

수치 토지이용 현황도는 모두 년도의 수치지형도 수치정밀 토양도 수치토지이용 현황도와 동일하다고2000 , ,

가정하였다.

Fig. 1. Description of Study WatershedFig. 1. Description of Study WatershedFig. 1. Description of Study WatershedFig. 1. Description of Study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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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결과결과결과5.5.5.5.

기상기상기상기상5.15.15.15.1

강우를 포함한 기상자료는 유출량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기 총 유출량도 기상자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 년의 토지이용도와 지하수 취수량을2000

사용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모의하였으며 년 자료는 모형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1973 5 2004 12 1973, 1974

었고 나머지 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0 .

건기 총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회귀식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기상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Direct Search on  방법 을 사용하여 표준 총 잔차 제곱합인(Daniel and Wood, 1980)  값을 비교한 결

과 건기의 총 강우량 전 우기의 강우량 일평균 복사량 평균 일최대 온도가 다음 와 같이 선정되었다, , , Eq. 2 .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산정한 건기 총 유출량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건기 총 유출량 (mm), 은 건기 총 강우량 (mm), 는 일평균 태양복사량 (MJ/m
2
/day), 는 평균

일 최대온도( ),℃ 는 전 우기 총 강우량 이다(mm) .

이 식은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건기 총 유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활용될 수 있다 등. Lal (1992)

은 예상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해양 대기 결합 기후모형- (European Community Hamburg Model (ECHAM)

을 사용하여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 대해 제시하였다 온실효과+Large-Scale Geostrophic ocean model(LSG)) .

로 인한 기후변화는 대기중의 열평형을 변화시켜 온도와 강우량을 변화시키므로 시나리오는 개, 3 (T +1 ,℃ T +

2 ,℃ T 의 온도시나리오와 개+3 ) 4 (℃ P -10%, P -5%, P +5%, P 의 강우 시나리오 사용하였다 본 연구+10%) .

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과 같이 도출하였다 건기 유출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최고온도로Table 1 .

만약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였을 경우 상승하였을 경우 상1 7.7%, 2 17.1%, 3℃ ℃ ℃

승할 경우에는 건기 총 유출량이 약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온도로 인한 총27.9% .

유출량의 감소폭이 더 크므로 기온이 올랐을 경우 건기 총강우량이 증가하였을 지라도 건기 총 유출량3 15%℃

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건기 총강우의 증가로 인한 건기 총 유출량의 증가는 높은 온도에서보다는 낮은23.2% .

온도에서 더 크게 작용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총 유출량의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높.

은 온도에서는 증발과 증발산 으로 인한 손실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evapotranspiration) .

ScenariosScenariosScenariosScenarios
Maximum TemperatureMaximum TemperatureMaximum TemperatureMaximum Temperature

---- 0.50.50.50.5℃ ↑℃ ↑℃ ↑℃ ↑ 1111℃ ↑℃ ↑℃ ↑℃ ↑ 2222℃ ↑℃ ↑℃ ↑℃ ↑ 3333℃ ↑℃ ↑℃ ↑℃ ↑

PrecipitationPrecipitationPrecipitationPrecipitation

DuringDuringDuringDuring

the Drythe Drythe Drythe Dry

PeriodPeriodPeriodPeriod

15% ↑ 21.182% 14.82% 8.01% -6.80% -23.02%

10% ↑ 13.47% 8.01% 2.11% -10.89% -25.31%

5% ↑ 6.39% 1.84% -3.16% -14.36% -26.97%

- - -3.65% -7.74% -17.13% -27.93%

5% ↓ -5.63% -8.37% -11.56% -19.14% -28.14%

10% ↓ -10.41% -12.25% -14.54% -20.31% -27.49%

15% ↓ -14.25% -15.19% -16.57% -20.54% -25.91%

TableTableTableTable 1111. Effect of Variation in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Effect of Variation in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Effect of Variation in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Effect of Variation in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Dry Period on Total Flow During the Dry Period with Respect to No Change ScenarioDry Period on Total Flow During the Dry Period with Respect to No Change ScenarioDry Period on Total Flow During the Dry Period with Respect to No Change ScenarioDry Period on Total Flow During the Dry Period with Respect to No Chang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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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취수지하수 취수지하수 취수지하수 취수5.25.25.25.2

기상 토지이용 자료는 모두 년으로 고정하, 2000

고 지하수 취수량을 변화시켜 총 유출량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유역의 경우 지하수조사. “

연보 한국수자원공사 에 따르면( , 2000, 2004)” 2000

년에 약 4,300   일정도 사용했으며 년에는/ 2004

약 2,400   일정도 사용했으므로 민감도 분석은/

1,000, 2,000, 3,000, 4,000, 5,000   일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과 같다Fig. 3 . 처음 1,000

  일을 취수할 경우 유출량은/ 928   일만큼 감/

소하며 그 다음 1,000   일에는/ 741   일만큼/

감소하며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지하수 취수

량이 증가할수록 건기 총 유출량은 감소하며 감소폭은 지하수 취수량이 증가할수록 둔화된다 따라서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건기 총 유출량 변화에 대한 회귀식의 형태는 로그형식이 가장 적절하며 이를 이용하여 지하

수 취수량에 대한 유출감소량을 산정하기 위한 식을 도출하면 과 같다Eq. 3 .

          (     (3)

여기서  는 일평균 지하수 취수량( 1,000) (≥   일 이며 모두 얕은 대수층 으로부터 이루어진/ ) (swallow aquifer)

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입력변수 중 을 이용하였다. SWAT “WSHAL” .

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토지이용5.35.35.35.3

토지이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년간의 기상자료 지하수 취수량은 년 자료를 이용하고30 , 2000

토지이용 자료만 년으로 변화시키면서 모의를 수행하였다 년과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 1975

년을 비교한 결과는 와 같다 년에서 년이 되는 사이 도시지역 비율은 에서 로2000 Table 5 . 1975 2000 3% 17.1%

증가하였으며 건기 총 유출량은 에서 로 감소하였다 이는 건기 총강우량의14.1% 184 mm 177.5 mm 6.5 mm .

이고 건기 총 유출량의 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길성 등 의 연구에서는 학의천 유역에 대해 도시1.7% 3.6% . (2005)

화 면적 비율이 에서 변하는 사이 년 강우에 대해 건기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2.5% 22.8% 2002 83.2 mm

낮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대상유역은 가 산간지역으로 학의천 에 비해 경사가 매68.4% (1/410-1/140)

우 급하므로 도시화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기저유출보다는 지표면 유출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1/60-1/30)

추정된다.

도시지역의 면적비율까지 고려하여 보다 일반적인 미래 건기 총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

해 년간의 기상자료와 개의 토지이용자료를 이용하여 모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와 같다30 6 Eq.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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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itivity of the Groundwater WithdrawalFig. 3. Sensitivity of the Groundwater WithdrawalFig. 3. Sensitivity of the Groundwater WithdrawalFig. 3. Sensitivity of the Groundwater Withdrawal

LanduseLanduseLanduseLanduse 1975197519751975 2000200020002000 DifferenceDifferenceDifferenceDifference

Urban area ratio 3.0% 17.1% 14.1%

Average total flow 184.0 mm 177.5 mm 6.5 mm

TableTableTableTable 2222.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to Landuses in the Year of 1975 and 2000.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to Landuses in the Year of 1975 and 2000.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to Landuses in the Year of 1975 and 2000. Comparison of Simulated Results to Landuses in the Year of 1975 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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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도시지역의 비율 이다 는 에 비해(%) . Eq. 4 Eq. 2  는 작지만 토지이용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건기

총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더 높다 만약 도시지역 비율이 까지 증가한다면 총 유출량은. 30% 5.5

즉 강우량의 총 유출량의 가 감소한다mm, 1.4%, 3.1% .

결론결론결론결론6.6.6.6.

본 연구는 을 이용하여 입력자료인 기상과 유역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건기SWAT

총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다 기상자료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량 건기 총 강우량 전 우. ( ,

기 총 강우량 평균 최고온도 일평균 태양복사량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풍속이 있으며 유역자료에는 지하수), , , ,

취수량과 토지이용이 포함된다.

이상의 기상자료 지하수 취수 토지이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건기의 총 유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도, ,

출하면 다음 와 같다Eq. 5 .

            (5)

여기서 건기의 총 유출량(은 출력값 건기의 총 강우량, ( 은 입력값 일평균 태양복사량) (+), ( 와 평균 일 최)

대온도( 는 대기로의 손실량 전 우기 총 강우량) (-), ( 은 초기상태 지하수 취수량) (+), ( 은 유역 외부로의 손)

실량 도시지역 비율(-), ( 은 시스템 특성 에 해당된다 제안된 는 기저유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강우) (-) . Eq. 5

와 기온을 포함하는 기상상태 지하수 취수량 토지이용 현황을 변수로 갖는 식이므로 미래 건기의 수자원 현황을, ,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그 효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과제번호 의 서21 ( 1-7-2)

울대학교 공학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과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비Brain Korea 21 .

지원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이길성 정은성 김영오 도시 유역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1. , , (2006). “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

수자원학회 제 권 제 호, 39 , 3 , pp. 151-168.

이길성 진락선 이상호 이정민 을 이용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의 공급 모2. , , , (2005). “PCSWMM (2)

형의 적용.” 대한토목학회논문집대한토목학회논문집대한토목학회논문집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 권 제 호, , 25 , 6B , pp. 431-436.

한국수자원공사3. (1995, 2000, 2004). 지하수조사연보지하수조사연보지하수조사연보지하수조사연보 건설교통부. .

4. Arnold, J.G., Neitsch, S.L., Kiniry, J.R., Williams, J.R., and King, K.W. (2002).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Theoretical Documentation Ver. 2000. Texas Water Resources Institute, College

Station, Texas, TWRI Report TR-191.

5. Daniel, C., and Wood, F.S. (1980). Fitting Equations to Data. 2nd Ed., Willey, New York, NY.

6. Lal, M., Cubasch, U., and Santer, B.D. (1992). "Potential changes in monsoon climate associated with

global warning as inferred from coupled ocean-atmosphere general circulation model.", CAS/JSC

Working Group Report. No. 17, WMO/TD 467,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 Gen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