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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유출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ort to Mid-term Runoff Prediction based on Non-Scenarios
Considering Climate Chang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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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occurring globally destroys the balance of equilibrium of water cycle connected to precipitation, ground water
recharge, outflow, storage, and evapotranspiration. IPCC said that change of precipitation pattern generated variation of climate
system in the weakest part among the impacts of future climate change on human environment so researches on the tendency of
runoff and precipitation for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are carried out globally. These have studied a wide of tendency for analyzing the variation of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due to climate change in Korean. By collecting observed precipitation and runoff data from 1966 to 2001 at 24 points in the country, extracting at the units of year, these were used as basic data for predicting
mid-term runoff by 2020. The result of mid-term hydrological prediction from observed data was the better than other and more
effective to predict. This study on the basis of long term observed hydrological data contrary to GCM-RCM method on the primary purpose is to develop hydrological prediction model using non-scenario methods over the mid-term.
Key words : Climate change, Non-scenarios, Hydrological prediction, Trend analysis, Elasticity

요

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강수, 지하수 함양 및 유출, 저류량, 증발산량으로 연결되는 물순환 평형의 균형을 파괴하
고 있다. IPCC는 미래 기후변화가 인간 환경의 영향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기후시스템 변화로 인한 강우 패
턴의 변화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외에서 강우의 경향성과 특성변동에 관한 연구 및 유출량 변동에 관한 연구가 폭
넓게 수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와 유출량 변동 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경향성 분석
및 탄성도 분석기법을 선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전국 24개 지점에 대하여 1966년부터 2001까지 장기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중단기 수문 전망의 기초자료로 하여 2020년까지 수문 전망을 실시하였다. 과거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중단기 수문전망을 실시
한 결과 탄성도기법을 이용한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으며 중단기 수문전망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GCMRCM 기법과 달리 과거 장기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유출량을 산정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변동 예측을 통하여 수자원 분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비시나리오 기반, 중단기 수문전망, 경향성 분석, 탄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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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을 파괴하고 있다. IPCC (2007)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인
간 환경의 영향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기후시스템 변화로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강수, 지하수 함양 및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출, 저류량, 증발산량 등으로 연결되는 물순환 평형의 균형

강우의 경향성과 특성변동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유출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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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우리

에 손태석 등(2010)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경향성 및 유출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과의 탄성도 분석을 통하여 수환경 요소 간 영향 메케니즘에

으며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동 및

자원 관리 측면에서 미래 기후변화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예

경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수문요소의 장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측하는 일은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변화 분석기술은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수문전망을 실시하기 위하여 5~10

단일 혹은 여러 전 지구 기후모형인 GCMs(Global Climate

년의 중단기 기간을 정하여 공간적인 범위를 중유역 단위의

Models)로부터 미래기후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사

5대강 유역 내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단기 수문

용하거나 적절한 기법을 통하여 규모 상세화한 결과를 강우-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거 장기 수문 관측자료를 기반

유출 모형에 적용하여 유역의 유출반응을 살펴보는 방향을

으로 경향성 분석 기법 및 탄성도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사례를

까운 미래를 전망하는 기법을 비시나리오 기반의 연구라고

살펴보면, IPCC (2007)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 환경

하며, 비시나리오 적용의 한계 및 예측 신뢰도 확보, 공간적

의 영향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기후시스템 변화로 인한

인 범위의 선정 및 전망 기술의 적용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

강수 패턴의 변화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월, 계절 및 년 강

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기

수량에 대한 연구가 국지적 규모에서 그 경향성을 밝혀내기

후변화의 수문영향을 경향성 분석기법과 탄성도 분석 기법으

위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수자원 수량

로 수문변동량을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중단기 예측이 가능한

의 확보와 계획의 중요성에 의한 연 유출량 경향성을 분석하

비시나리오 기반의 전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고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최대

2. 연구방법

강수량과 연강수량을 대상으로 변동 및 경향을 분석한 연구
가 진행되었고(이상복 등, 2004), 또한 연강수량, 연강수일수,
연평균기온, 연평균상대습도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기본통계
량, 선형회귀분석, 5년 이동평균을 통해 수문기상인자의 기본

2.1 통계학적 분석기법
(1) Sen test

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경향성을 분석

Sen(1968)에 의해 제안된 비매개변수적 방법으로, 주어진

하는 연구를 최근 수행하였다(이재준 등, 2010). 또한 미래기

자료 Yt(t = 1,2,3...,N)에 대하여 Eq. (1)과 같이 새로운 변수

후변화에 따른 하천유역의 유출 및 강우 특성을 분석하여 정

를 정의한다.

량적으로 산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안소라 등(2008)은
미래토지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유역의 유출 특성을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기상자료 및 식생지수 정보를

Yj – Y i
Zk = -------------j–i

(1)

고려하여 SLURP 준 분포형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을 분

여기서 모든 i와 j에 대해 j > i이고, Zk를 다시 크기순으로

석한 바 있으며, 김병식 등(2004)은 YONU GCM모의 결과

정렬한 값을 Xk로 정의하면 Sen의 경사에 대한 검정통계량

값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축소기법으로 상세화한 뒤 2CO2 배

S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Gilbert, 1987).

증상황에서 SLURP 모형에 적용하여 용담댐 유역의 유출량
을 모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7.6% 유출량 감소를 보였으며,

M이 홀수일 때, S = X(M+1)/2

(2)

M이 짝수일 때, S = 1--- [XM/2 + X(M + 2 )/2 ]

(3)

단일 GCM 결과를 규모내림한 후 이를 유역모형에 적용하여
유역의 수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최근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김문성 등, 2007; 이기하 등, 2008). 하지

2

만 GCM-RCM 기법을 이용한 미래기후전망의 경우 공간범

여기서 M = N(N-1)/2로 위 Eq. (2)와 (3)에서 구한 검정통계

위가 축소된 지역의 기후자료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량 S가 다음의 신뢰한계 안에 있게 되면 유의수준 a에서 경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발달한 지역에 지형효과를 보다 현

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감 있게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CM에 나타나는
예측값의 편의(bias)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동

[ X N , XM ]
L

(4)

U

률 등, 2009). 또한 GCM을 이용한 기상요소의 산정과 이를
이용한 유출모형 적용에 따른 전망결과는 유출모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모의 결과를 보였다. 유출모형의 영향
평가의 불확실성과 유출 모형별 불확실성이 크다면 하나의
유출 모형을 적용할 경우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2020s에 비해
2080s 간에 연별 및 월별 강우 변동성의 크기와 범위가 증

V(S)는 Eq. (5)와 같다.
G

1
V( S ) = ------ N( N – 1 )( 2N + 5 ) – ∑ Ei ( Ei – 1 )( 2Ei + 5 )
18

(5)

i=1

그러므로 하한계 XML 은 X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ML

번째 값이고, 상한계 XM 는 MU번째 값이 된다. 여기서 E
C

가한다. 반면, 유출량의 경우 유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는 i번째 그룹의 데이터 값을 의미하며 G는 그룹의 총 수를

는 않는다(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2009). 이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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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est의 기법을 이용하여 과거 관측자료 기반의 중단기
수문전망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Sen test slope을 이용하여
과거 관측자료 기반으로 강우 및 유출의 전망을 실시하며 이
는 탄성도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중단기 유출전망 시 강우전
망 결과를 산출하는데 이용되며 이를 통하여 수문 중단기 유
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2) Elasticity
탄성도(Elasticity)는 비매개변수 추정인자를 이용하여 인자
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다른 요소의 변화량에 대한 한
요소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탄성도의 매개변량은 탄성도의 수
문모형의 검정 및 검증에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모형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로 특정 인자의 값을 도
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
분야에서 탄성도 기법은 기후에 대한 수문학적 민감도를 정의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 기상 요소의 변화량을 산정할
수 있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탄성도의 개념, 특히
강우-유출의 탄성도(Schaake, 1990; Sankarasubramanian 등,
2001)는 Eq. (6)과 같다.
dQ/Q dQ P
εp( P, Q ) = ------------- = ------- ---dP/P dP Q

(6)

Sankarasubramanian et al. (2001)은 Eq. (7)와 같이 기후

Fig. 1. Selected 24 sites in five rivers of Korea

요소의 평균으로 탄성도를 정의하는 유용한 방법을 개발하였
다.
dQ P
εp = ------- ---dP Q

통하여 지점별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본 통계 분석으
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 수문요소에 대한 연 시계열
(7)

분석을 위하여 연 면적평균강우량 및 유출량 자료에 대하여
경향성 분석 및 탄성도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여기서 P는 평균 강우량, Q는 평균 유출량을 나타내며 dQ

경향성 분석으로는 Sen 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 관측

는 유출량의 순간변화율, dP는 강우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은 Sen test slope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 그러나 강우와 유출량의 순간변화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

가까운 미래인 2013, 2015, 2017, 2020년의 중단기 수문

로 Eq. (8)과 같이 Vogel 등(1999)이 제안한 비모수 산정식

전망 결과에 대한 권역의 변동 특성을 경향성 분석 기법과

(non-paramatic estimator)을 이용하여 탄성도를 산정할 수

탄성도 분석 기법의 결과를 기반으로 각각의 전망 결과를 산

있다.
Qt – Q P
- ---εp( P, Q ) = median ------------Pt – P Q

출하였다. 즉 한국 수문변수 중단기 전망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변수-면적평균강우량 및 유출량 성분에 대하여 경
(8)

여기서 일련의 강우량 및 유출량의 시계열 자료가 있다면,

향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향성 분석 결과 중 Sen-test
slope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수문변수에 대한 중단기 (2013,
2015, 2017, 2020) 전망을 수행하였다.

Qt 및 Pt는 각각 해당 시간의 강우량 및 유출량이며 P, Q는
강우 및 유출량의 평균이다.

2.2 연구수행체계
비시나리오 기반의 연구 중 경향성 분석과 탄성도 분석 기
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및 유출 변동 특성을

Y = α + βX

(9)

여기서, α는 과거 수문자료 중 평균값과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지는 연도의 수문자료, β는 Sen-test slope, X는 해당 관측
자료의 연도와 전망년도 간의 연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정

분석하여 중단기 수문 전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지역

방법은 과거의 장기 관측 자료의 패턴을 기초로 하여 미래에

으로 우리나라 전체 5대강 권역에 내 강우 및 유출의 과거

도 이러한 패턴을 따른다는 정상성에 기초하며 가까운 미래

30년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Fig. 1과 같이 각 유역

의 기후변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내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않는다는 과거 자료의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다. 경향성 분

각 지점 내 1966~2001년까지의 연 단위의 면적평균강우량

석 기법을 이용한 중단기 수문전망은 위와 같으며, 과거 장

및 유출량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본 통계 분석을

기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탄성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중단기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유출 전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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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수문 전망의 경우 위에 제시된 Eq. (8)에 제시된 기법을 기
반으로 면적평균강우량과 유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다
른 요소의 변화량에 대한 한 요소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중단
기법의 수문 전망 결과를 비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3.1 기본 통계 및 비시나리오 기반의 수문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5대강 권역 내 24개 지점에 대하여 과거 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기본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

수행체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과는 Table 1과 같다. 면적평균강우량은 섬진강 및 영산강

기 수문전망을 실시한 후 경향성 분석 기법과 탄성도 분석

Fig. 2. Step of this study
Table 1.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to observed hydrological factors
Point
Choongju-dam
Soyang-river-dam
Yeoju
Namhan-river
Paldang-dam
Hwacheon-dam
Han-river Bridge
Andong-dam
Imha-dam
Habcheon-dam
Nam-river-dam
Nakdong
waegwan
Goryoung bridge
Jindong
Daecheong-dam
Gongju
Guam
Seomjin-river
Jooam-dam
Gwangju-dam
Naju-dam
Jangsung-dam
N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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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1199.56
1185.38
1198.12
1209.66
1213.27
1068.16
1216.50
1099.29
984.39
1276.60
1438.49
1087.70
1082.58
1080.83
1082.58
1177.50
1192.02
1200.39
1395.68
1457.19
1382.08
1373.30
1379.53
1364.33

Observed rainfall
Stdev
218.07
261.90
212.64
216.88
224.40
270.71
226.62
256.45
218.85
329.02
371.80
228.11
229.71
231.28
229.71
241.01
233.57
235.57
331.02
349.51
366.58
367.79
348.84
336.90

Skew
0.40
0.87
0.39
0.55
0.82
0.94
0.86
0.65
0.42
0.005
0.03
0.34
0.32
0.36
0.32
-0.05
0.06
0.10
-0.16
0.05
0.15
0.11
0.08
0.04

Average
1866.34
819.94
2658.38
2945.92
6293.08
996.25
6651.37
371.83
273.70
243.85
846.47
1998.73
2329.03
2856.03
4768.10
1014.46
1699.24
1969.49
254.43
334.11
11.93
24.72
33.53
554.47

Observed runoff
Stdev
1557.49
256.49
797.86
956.27
1946.11
429.59
2058.71
138.87
120.38
100.52
314.75
761.46
892.96
1107.46
1827.89
357.32
588.28
686.61
253.27
130.50
4.96
10.23
14.19
235.14

Skew
4.99
0.86
0.45
0.93
1.11
0.89
1.12
0.63
0.82
0.34
0.07
0.53
0.51
0.53
0.32
0.18
0.35
0.39
3.62
0.10
0.25
0.17
0.2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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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경우 표준편차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편이며 24개
지점에 대한 면적평균강우량의 평균값은 1000~1400 mm 내
외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중 최대 및 최소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여름철에 집
중되는 매년 강우의 분포 특성에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반면 장기유출량의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크며 이는 연
단위의 장기 유출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유출 변동이 큼을 알 수 있다.

Table 4. Results from rate of runoff of mid-term prediction
though output of elasticity analysis, (%)
Watershed

Rate of runoff, (%)
2013

2015

2017

2020

Han-river

5.78

6.14

6.51

7.07

Nakdong-river

23.68

25.46

27.27

30.03

Geum-river

7.91

9.19

10.48

12.43

Sumjin-river

4.71

5.43

6.16

7.27

Youngsan-river

6.63

7.15

7.67

8.45

3.2 비시나리오 기반의 분석 결과를 이용한 중단기 전망
결과
기본 관측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성과 경향성에 대한

소양강댐과 화천댐유역 및 낙동강 유역 내 지점을 제외한 지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향성 분석 및 탄성도 분석

점에서는 증가 경향을 보인 반면 유출량 분석의 결과 한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경향성 분석 및 탄성도 분석

유역 내 남한강, 팔당댐, 한강대교, 낙동강 유역에서는 낙동,

을 이용한 분석 결과이다. 경향성 분석의 결과 강우의 경우

왜관, 교령교, 진동, 금강유역에서는 공주 및 규암 지점에서
Table 2. Results of analysis of observed data using trend and
elasticity method
Observed data:
1966-2001
Choongju-dam
Soyang-river-dam
Yeoju
Namhan-river
Paldang-dam
Hwacheon-dam
Han-river Bridge
Andong-dam
Imha-dam
Habcheon-dam
Nam-river-dam
Nakdong
Waegwan
Goryoung bridge
Jindong
Daecheong-dam
Gongju
Guam
Seomjin-river
Jooam-dam
Gwangju-dam
Naju-dam
Jangsung-dam
Naju

탄성도 분석은 여러 수문 요소 가운데 한 요소에 영향을

Elasticity
analysis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선정하여 다른 요소의 변화에 따른

Runoff

Runoff

으로써 기후에 대한 수문학적 민감도를 정의할 수 있다. 강

-2.356
-0.94
2.673
8.349
-9.445
-1.326
-7.873
3.514
0.944
1.915
4.202
15.408
18.268
21.452
36.37
11.191
13.858
-1.551
0.739
0.077
0.099
0.024
4.341

1.638
1.433
1.460
1.484
1.515
1.531
1.568
1.555
1.800
1.490
1.471
1.782
1.759
1.777
1.685
1.500
1.374
0.461
1.505
1.572
1.614
1.540
1.680

우와 유출 간의 탄성도의 경우, 탄성도가 –1~0의 경우 강우

Trend analysis - sen-test results
Areal average
rainfall
3.385
-0.669
3.488
2.552
0.668
-0.820
0.561
7.288
4.029
-0.153
4.279
5.357
5.106
4.673
5.463
3.889
5.08
5.68
2.142
5.349
8.012
-0.372
-0.313
2.121

다소 큰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해당 요소의 변화 양상을 정량적인 수치인 탄성도로 제시함

가 증가할 때 유출은 감소, 0~1의 경우 강우가 증가할 때
유출은 약하게 증가, 1~2의 경우 강우가 증가할 때 유출은
일반적으로 증가, 2 이상은 강우가 증가할 때 유출은 강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탄성도 분석은 다른 요소의 변화에
대한 한 요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량을 정량적으
로 나타냄으로써 수문 또는 수환경 요소의 변화량을 산정할
수 있다.
탄성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0.4~1.8 내의 탄성도 값을
보였다. 이는 강우 증가에 따라 유출 역시 증가하였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경향성 분석 및 탄성도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비
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5~10년) 수문 전망 분석을 실시하여
산정된 결과는 아래의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은 5
대강 권역 내 24개 지점에 대한 결과를 대권역인 한강, 낙동
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유역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하지만 다른 유역과는 달리 한강과 섬진강의 경우 강
우량은 증가하나 유출량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3 중단기 수문 전망 결과의 유효성 검증 결과
비시나리오 기반의 수문 중단기 전망 결과에 대하여 신뢰
성 및 유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95%의 신뢰도 분석 기법을

Table 3. Results in rate of hydrological factors for mid-term prediction though output of trend analysis, (%)
Watershed
Han-river
Nakdong-river
Geum-river
Sumjin-river
Youngsan-river

2013
3.88
10.99
13.54
5.60
4.66

Rate of areal average rainfall, (%)
2015
2017
4.09
4.31
11.75
12.51
14.34
15.15
6.12
6.65
5.01
5.35

2020
4.63
13.65
16.36
7.43
5.86

2013
-4.85
8.74
11.64
-13.02
5.19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유출 전망에 관한 연구

Rate of runoff, (%)
2015
2017
-5.11
-5.37
9.58
10.43
13.05
14.46
-13.41
-13.80
5.94
6.68

2020
-5.75
11.69
16.57
-14.38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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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ing in prediction of hydrological factors at each of the sites in Han River

Fig. 4. Resulting in prediction of hydrological factors at each of the sites in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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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Fig. 5. Resulting in prediction of hydrological factors at each of the sites in Geum River

Fig. 6. Resulting in prediction of hydrological factors at each of the sites in Sumjin River

적용하여 상한 및 하한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산정된 결과

경향성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경향성 분석 기법 및 탄성도

를 95%의 상한 및 하한의 신뢰도 분석 기법을 통하여 우리

기법을 이용하여 중단기(2013, 2015, 2017, 2020) 수문전망

나라 5대강 권역에 대하여 권역별로 산정된 결과값은 Fig.

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5대강 대권역 내 미래 유

3~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이 중 권역별-지점별로 신뢰

출량을 산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과거 관측자료와 각 미래 전

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95% 신뢰구간 범위를 벗어나는 지

망 기간에 대한 전망값의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

점에 대하여 필터링하여 중단기 수문 전망결과를 중단기별

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3, 2015, 2017, 2020) 유출율(%)을 재산정한 결과는

1) 5대강 대권역 내 지점의 수문 시계열 자료의 특성에 대

Table 5와 같다. 또한 탄성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수문 중단

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 전망의 증감율은 Fig. 8과 같다.

1966~2001년의 면적평균강우량 자료의 분석의 결과, 연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것은 전형적인 우리나

4. 결

론

라의 강우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 유출
량 역시 최대 및 최소값의 편차로 연간 발생되는 유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 수문 자료에 기초한

변동이 큼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유출 전망에 관한 연구

321

Fig. 7. Resulting in prediction of hydrological factors at each of the sites in Youngsan River
Table 5. Results from rate of runoff of mid-term prediction though output of trend analysis and elasticity method, (%)
Watershed

Trend analysis
2017

Elasticity

2013

2015

2020

2013

2015

2017

2020

Han-river

-4.85

-5.11

-5.37

-5.75

1.91

2.11

2.31

2.62

Nakdong-river

8.74

9.58

10.43

11.69

0.93

1.38

1.83

2.51

Geum-river

11.64

13.05

14.46

16.57

-2.01

-0.81

0.40

2.24

Sumjin-river

-13.02

-13.41

-13.80

-14.38

3.76

4.42

5.08

6.07

Youngsan-river

5.19

5.94

6.68

7.80

0.19

0.32

0.45

0.65

Fig. 8. Rate of prediction of runoff over mid-term using elasticity method though 95 % confidence limi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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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강 유역 내 연 단위의 강우 및 유출량 자료를 이용

수문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였으나 분석 요

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양강댐과 화천댐유역

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는 못하였으며 과거 관측자

에서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의

료를 기반으로 도추된 결과이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최근

기울기를 가지는 증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충주댐

(2011년) 간의 수문관측자료로 확장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다

에서는 면적평균강우량과 유출량의 경향을 나타내는 기

양한 기상 및 수문 요소들 간의 상관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

울기로 보아 증가의 경향성이 큰 편이며, 남한강 지점의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측된 수자원 관련 기후변화에 대

연평균유출량의 기울기 역시 상당한 증가의 경향을 보이

한 중단기 수문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향성 검정방법 및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성도 분석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GCMs 시나리오

3) Sen test의 면적평균강우량과 유출량의 자료를 이용한

기반의 예측 모형과의 결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측 모형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양감댐과 화천댐유역은

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한다면 신뢰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

면적평균강우량 및 유출량의 값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모형의 사용으로 한반

있으며 충주댐, 팔당댐, 한강대교 지점은 면적평균강우량

도에서의 5~10년 이내의 중단기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 증가하고 유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실제 100년 이상의 이산화탄소 시나리오 기반 예측 보다는

알 수 있다. 반면 탄성도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출량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빠른 적응 및 대

을 분석한 결과, 1.4~1.7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응 방안을 국가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

이는 강우 증가 시 유출 역시 증가하는 탄성도 지수 내

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의 값을 의미한다.

기초연구로서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 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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