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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5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금호강 유역 수문변화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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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predicted that the flow and hydrological phenomena of the river basin will be changed due to climate change and analysis
of this flow chang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water ecosystem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indicators of hydrological alteration (IHA) according to climate change by simulating the future flow of
the Geumho River basin using SWAT based on the AR5 RCP scenarios. As a result of the IHA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stress due to the space constraint of aquatic ecosystem will decrease due to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the ecosystem habitat
in summer and winter. However, changes in the timing and duration of extreme events, frequency and duration of high and low
flow rates, and fluctuations in daily river flow a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sen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stress of the aquatic ecosystem will increase more than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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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로 하천 유역의 유량 및 수문현상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량변화에 대한 분석은 수생태계
및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5 RC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SWAT를 이용하여
금호강 유역의 미래 유량을 모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변화지표(IHA)를 살펴보았다. IHA 분석 결과, 여름철 및 겨울철의
수생태계 서식 공간 가용성 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수생태계가 받는 공간제약에 따른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극한사상이 발생하는 시기 및 지속시간의 변화, 고유량 및 저유량의 빈도 및 지속시간의 변화, 일 하천 유량의 변동폭 등이
현재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따른 수생태계가 받는 스트레스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핵심용어 : AR5 RCP, 기후변화, 금호강, 수문변화지표, SWAT

1. 서 론
많은 수자원관리 및 계획 전문가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수자원 관리 및 계획에 어떻게 기후변화를 반영할
것인가이다(California Climate Change Center, 2009). 수자

원 관리에서 기후변화 적응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
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Ahn et al., 2014).
미래 유황분석은 미래의 유황변화에 따라 수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하천 수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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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Keddy et al., 1993; Richter,
1993). 유량변화에 따른 생태계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수문변화지표(Indicators of Hydrologic
Alteration, IHA)는 미국 Natural Conservancy에서 개발되었
으며, 댐, 도수, 지하수 등 수자원의 인위적인 이용 및 기후변
화에 따른 유량변화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수문
학적 연구 및 생태학적 연구, 환경유량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왔다(Nature Conservancy, 2007). 우리나라
를 대상으로 하는 수문변화 지표 적용은 지금까지 기후변화
에 따른 유황변화 양상을 살펴보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수생태계의 분석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기후자료를 통해 수문변화지표방법을 이용한 대표
적 연구로는 Kim et al.(2011), Lee et al.(2014), Lin et al.(2017)
과 Shin et al.(2016) 등의 연구가 있다. Kim et al.(2011)은
RCM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SRES A2)
를 적용하여, 한강유역의 수문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Lee et al.(2014)은 다중
GCMs (Global Climate Models) 자료와 온실가스배출시나리
오(SRES A1B, A2, B2)를 이용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기후변화로 인한 유량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다. Lin et al.(2017)은 중국의 주강삼각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유량변화를 IHA 적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Shin et al.(2016)은 우리나라 7개의
유역에 대해 3개의 강우-유출모델과 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의 24개 GCM에서
모의된 미래 기후자료를 사용하여 IHA를 통해 미래의 수자
원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 1. Flow Chart for Evaluating Effect of Climate Change
on Aquatic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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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AR5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의 RCM (Regional Climate
Model)에서 모의된 미래 기후자료에 따른 금호강 유역의
유량을 산정하고, IHA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유황변동
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Fig. 1에
본 연구의 주요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2. 연구방법
2.1 SWAT 모형 구축
미래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유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는 과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유역의 유량을 우수하게
모의할 수 있는 유역수문모형 구축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역수문모형 중 하나인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를 적용하였다. SWAT모형은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서 개발된 모형으로서 장기
간에 걸친 강우-유출모의가 가능한 준분포형 모형이다
(Neitsch et al., 2001). SWAT모형은 다양한 저류시설물 요소
를 고려할 수 있으며, 수질모듈과 연계된 모형이다. 특히
수문학적 반응 단위(Hyrologic Response Unit, HRU)을 고려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변화, 유출변동 영향 등을
모의하기에 적합하다. 유역의 수문모의는 Eq. (1)과 같은
물수지방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여기서,  는 day  에서의 최종 토양수분양(㎜),  는
day  에서의 최종 토양수분양(㎜),  는 day  에서의 강우
량(㎜), 는 day  에서의 지표면 유출량(㎜),  는
day  에서의 증발산량(㎜),   는 day  에서의 침투량(㎜),
 는 day  에서의 지하수 유출량(㎜)이다. 유출은 각각의
HRU에서 각각 모의 되며, 유역출구까지 하천망을 따라
그 유출량이 추적된다. 증발산량은 Penman-Montheith 방법
(Monteith, 1965)을 이용하여 모의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
으며, 따라서 일사량, 풍속, 상대습도, 기온 자료를 입력
자료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금호강은 낙동강 중류 좌측에
위치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가장면 가사리 가사령
에서 발원하여 영천시를 지나 서측으로 유하하면서 대구
광역시로 흐른다(Fig. 2 참조). 금호강은 낙동강에 합류
하는 제 1지류이며, 유로연장은 114.6 km이다. 유역면적은
2,097.74 ㎢이며, 낙동강 전 유역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호강 유역의 토지이용은 산림지가 66.4%,
농경지는 28.8%를 차지한다. 연평균기온은 13℃, 연강수
량은 1,007 mm이다.

Fig. 2. Study Area

Fig. 3. Topographical Data in Geumho River Basin

금호강 유역의 SWAT 모형구축을 위해서는 Fig. 3과 같이
수치고도자료와 하천망도를 이용하여 소유역을 분할하고
토지이용도와 토양도를 이용하여 HRU를 생성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량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수질오염총량관
리 지점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소유역(금호 A, 금호 B, 금호C)
으로 구분하였다.
SWAT 모형구동을 위해 사용된 기상자료는 대구지점과
영천지점의 자료(Fig. 3에서 ★)를 이용하였으며, 일사량
자료의 경우는 대구지점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금호강
유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천댐 방류 유량을 추가적
으로 고려하였으며 소유역별 월별 취수량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량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미래기후변화에 따른 유량변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축된 모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수문요
소가 제거된 즉, 자연 상태의 자연유역의 유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유량 환경이 변화되는 미래시기에 인위적인
요소를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인위적인 어떤 값으
로 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정이 완료된 SWAT 금호강 모형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모두 제외한 자연 상태 유량을 다시 산출하여 이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2.2 미래기후정보의 구성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AR5에 따른 4종의 RCP시나리오
의 미래자료를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공간적인 해상도로
구분하면 영국 기상청 해들리 센터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인
HadGEM2-AO를 도입하여 생산한 135 km 공간해상도의
전 지구 자료, 영국 해들리센터 지역기후모델인 HadGEM3-RA
를 사용한 12.5 km 공간해상도의 한반도지역 자료, 1 km
공간해상도의 남한상세자료를 제공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는 12.5 km 공간해상도 자료를 이용하여 영천지점과 대구지
점의 미래기후자료(강수, 상대습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
균풍속)를 추출하였다. 12.5 km 공간해상도 자료의 보다
상세한 정보는 Lee and Kim(2016)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2.5 km 공간해
상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편이보정과정을 거쳐 획득한 자료
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획득된 기상자료는 지역기후모델로부터 도출
된 자료로써, 기후모델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과거 관측
자료와 과거기후 모의자료 사이의 값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불일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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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보정(Bias-Correction)이라는 절차가 수행되어 모델로
부터 도출된 미래기후자료를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Kernel density distribution mapping
(KDDM) 방법을 이용하여 편이보정을 수행하여 모델자료
와 관측자료 사이의 차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KDDM
방법은 RCM 모의결과의 누가확률밀도함수를 같은 기간(월
단위) 관측 자료의 누가확률밀도에 Quantile mapping 하는
방식이다(Kim et al., 2011). 예를 들어, 5월 관측자료  에
대한 누가확률밀도 함수를    라 할 때, RCM의 현재기
간 5월 추출자료 의 편이보정된 값 ′ 은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의 역함수를 의미하며, 는
RCM 추출자료의 누가확률밀도함수이다. RCM의 미래기간
5월 추출자료  의 경우에는     로 편이보정된다.
이 때, 최적분포형을 결정하기 위한 누가확률밀도함수는
Kernel smoothing 기법을 이용하여 non-parametric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강수자료의 경우에는 강우일수에 대한 보정이 수문
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강수일수에 대한 보정을
먼저 시행한 후, 이와 같은 편이보정 절차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상청 12.5 km 공간해상도 자료에서는 일사량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월별로 강우일과 무강우일로 구분하
여 일사량과 상대습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의 회
귀관계를 구성하여 미래 일사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2.3 IHA 산정
IHA는 크기(Magnitude), 기간(Duration), 시기(Timing),
빈도(Frequency), 변화율(Rate of change) 등 다섯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2개의 대리변수를 통하여
연구지역의 수문환경변화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게 된다.
첫 번째 그룹인 크기(Magnitude)는 일 유량의 월별 평균유
량, 즉, 월별 유량 상태 크기를 산정하여 하천 수생태계에

Table 1. Summary of Hydrological Parameters Used in the IHA
IHA Parameter
Group

1. Magnitude of
monthly water
conditions

2. Magnitude and
duration of annual
extreme water
conditions

3. Timing of annual
extreme water
conditions

4. Frequency and
duration of high
and low pulses

5. water condition
changes

Regime
characteristics

Ecosystem Influences

￭ Habitat availability for aquatic organisms
￭ Soil moisture availability for plants
￭ Availability of water for terrestrial animals
Magnitude
￭ Availability of food/cover for fur-bearing mammals
timing
￭ Reliability of water supplies for terrestrial animals
￭ Access by predators to nesting sites
￭ Influences water temperature, oxygen levels, photosynthesis in water column
￭ Balance of competitive and stress-tolerant organisms
￭ Creation of sites for plant colonization
￭ Creation of sites for plant colonization
￭ Structuring of aquatic ecosystem by abiotic vs. biotic factors
￭ Structuring of river channel morphology and physical habitat conditions
Magnitude
￭ Soil moisture stress in plants
duration
￭ Volume of nutrient exchanges between rivers and flood plains
￭ Anaerobic stress in plants
￭ Duration of stressful conditions such as low oxygen and concentrated chemicals in aquatic environments
￭ Distribution of plants communities in lakes, ponds, flood plains
￭ Duration of high flows for waste disposal, aeration of spawning beds in channel sediments
￭ Compatibility with life cycles of organisms
￭ Predictability/avoidability of stress for organisms
Timing
￭ Access to special habitats during reproduction or to avoid predation
￭ Spawning cues for migratort fish
￭ Evolution of life history strategies, behavioral mechanisms
￭ Frequency and magnitude of soil moisture stress for plants
￭ Frequency and duration of anaerobic stress for plants
￭ Availability of flood plain habitats for aquatic organisms
Magnitude
Frequency
￭ Nutrient and organic matter exchanges between river and flood plain
Duration
￭ Soil mineral availability
￭ Access for water birds to feeding, resting, reproduction sites
￭ Influences bed load transport, channel sediment textures, and duration of substrate disturbance
￭ Drought stress on plants (falling levels)
Frequency rate
￭ Entrapment of organisms on islands, flood plains (rising levels)
of change
￭ Desccation stress on low-mobility streamedge(varial zone)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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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서식처의 가용성 및 적응성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 그룹인 기간(Duration)은 극한 사상 크기 및 지속기간을
의미하며 하천생태계의 스트레스 및 교란을 평가하는 지표
로 활용된다. 세 번째 그룹인 시기(Timing)는 연별 일 최소
유량, 일 최대유량 즉, 극한 사상이 발생하는 시기(Julian
day)를 의미하며 계절적인 영향이 하천생태계의 스트레스
및 교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네 번째 그룹인
빈도(Frequency)는 연평균 풍수량 이상 및 저수량 이하가
나타나는 날들의 수, 연평균 풍수량 이상이 연속적으로 지속
된 날 및 저수량 이하가 연속적으로 지속된 날들의 수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섯 번째 그룹은 변화율
(Rate of change)로 전 날보다 유량이 증가 혹은 감소한
변화량 및 연평균 증가한 날 또는 감소한 날들의 수를 나타냄
으로써, 하천수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도와 환경변화 주기
및 빈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Table 1 참조).
이러한 다섯 가지 지표들을 산출하기 위해 SWAT 모형을
통하여 산정된 1981~2005년 사이의 자연유량(Obs)과 같은
시기의 RCM 자료로부터 도출된 현재유량(Pre), RCP 시나리
오별로 산정된 미래 유량을 시기별로 2021~2045년(F1),
2051~2075년(F2), 2076~2100년(F3)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금호강 SWAT 모형 구축 결과
금호강 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보정은 각 소유역
출구점에서 관측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유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정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년간
이며, 2005년은 Spin-up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보정에 사용
된 지표유출에 관련된 매개변수는 CN, SOL_AWC, SOL_K,
ESCO, EPCO이며, 지하수 유출과 관련된 매개변수는
ALPJA_BF, GW_DELAY, GW_REVAP이다. 이 때, 매개변
수 추정은 SWAT-Matlab 연동모듈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4는 SWAT모형을 이용한 금호 A, B, C의
유량 모의 결과이다. 각 그림의 첫 번째 행은 해당 유역의
강수량(mm/day)을, 두 번째 행은 증발산량(mm/day), 마지막
행은 유량(㎥/s)로서, 관측자료(•)와 함께 나타내었다. 10년
평균 강수량은 약 1,056 mm/yr이며 10년 평균 증발산량은
331.15 mm/yr로 산정되어, 강수량의 약 31%가 증발산으로
유역에서 손실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량 모의 결과 금호
A, B, C 모든 소유역에서 모형결정계수 및 효율계수가 0.7
이상으로 산정되어 금호강 유역의 수문현상을 우수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 Geumho B

(a) Geumho A

(c) Geumho C
Fig. 4. Stream Flow Calibr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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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적용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기에 앞서 산출된 미래
자료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관측된 기상
자료(1981-2005)를 사용하여 도출한 금호강 유량과 RCM의
현재기후 모의자료(1981-2005)를 사용하여 도출한 금호강
유량을 비교하였다.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측된 기상자
료로부터 모의된 유량(Fig. 5에서 obs)과 현재기간을 모의한
RCM 자료로부터 도출된 유량(Fig. 5에서 pre)이 비교적
일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RCM 자료의 편이보정절차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되며, 이를 이용하여 미래 유황을 분석하는 것 또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20

Geumho A

10
Obs
Pre

1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RCM 자료의 편이보정 전, 후의 기후변
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ig. 6을 도시하였다. Fig. 6(a)는
RCP 6.0 시나리오의 현재대비 월별 미래기간 3의 일 최고기온
의 편차(℃)를, Fig. 6(b)는 RCP 8.5 시나리오의 현재대비 월별
미래기간 1의 강수량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Fig. 6(a)의
경우 편이보정이 된 결과가 편이보정이 되기 전 결과보다
현재대비 미래의 기후변화 변동 폭의 차이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그 차이가 0.5℃ 미만이므로 편이보정에 따른
기후변화 변동 폭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강수량에
관한 Fig. 6(b)의 경우 편이보정 전, 후의 기후변화 변동 폭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동 폭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도 월별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RCP 6.0 Daegu Future 3
Before Bias correction
After Bias correc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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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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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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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JanFebMarAprMayJun JulAugSepOctNovDec

0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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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umho A
12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 Maximum air temperature

Geumho B
Obs
Pre

100

80

RCP 8.5 Daegu Future 1
Before Bias correction
After Bias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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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FebMarAprMayJun JulAugSepOctNov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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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eumho B

-40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onth

(b) Precipitation
Fig. 6. Comparison Before and After Bias-correction

(c) Geumho C
Fig. 5. Monthly River Flow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Present Clim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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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최종적으로 적용된 미래기후자료의 전망을 살펴
보기 위해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대구지점의 연 강수량과
연 일 최고기온 평균 시계열을 나타내고 있다. 2076~2100년
(F3)의 경우에는 현재대비 강수량은 21% 정도, 일 최고기온
은 5.2℃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8은 미래기간별(F1, F2, F3)로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8(a)는 대구지점의
RCP 2.6의 현재대비 월별 미래 강수량의 변화율(%)을, Fig.
8(b)는 영천지점의 RCP 4.5의 현재대비 월별 일 최소기온의

편차(℃)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최소기온의 경우에는 미래
로 갈수록 일관성 있게 일 최소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강수량의 경우에는 미래로 갈수록 일관성
있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절적인 편차가
매우 많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9에 모의된 유량을 이용하여 RCP 시나리오별 연평균
유량의 현재대비 변화율을 미래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를
도시하였다. F1의 경우 RCP 2.6 시나리오일 때 유량변화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2의 경우 F1보다 유량이
증가하였으나 RCP 4.5 시나리오일 때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3의 경우 F1과 F2보다
유량이 조금 감소하였고, RCP 6.0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미래 유량은 현재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미래로 갈수록 유량이 점점 증가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IHA 적용
Table 2에 금호강 유역 출구(금호 C)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문변화지표를 나타내었다. IHA 대리변수별로 RCP 4종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범
위(괄호)로 나타내었다. 참고로 금호 A와 금호 B 출구지점을
기준으로도 IHA를 산출하였으며 금호 C의 결과와 대동소이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IHA 그룹인 월별 평균 일 유량을 살펴보면 여름과
겨울을 대표하는 8월과 12월 평균유량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에 수생태계 서식 공간 가용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생태계가 받는 공간적인 제약
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양수분상
태의 지속에 따른 가용성 증가, 수생생물들의 서식처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IHA 그룹은 극한 사상의 크기와 지속기간에
관한 수생태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는 항목으로, 연 최대
및 최소 7일 평균 유량을 살펴본 결과 최소 7일 유량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7일 지속 유량의 경우에는 수생태계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극한사상의 크기와 지속
기간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수생태계의 구조는 현재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Precipitation

(b) Maximum air temperature

Fig. 7. Future Climate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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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uture Change in Climat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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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51-2075

(a) 2021-2045

(c) 2076-2100
FIg. 9. Future Annual Flow Anomaly in Geumho River Under RCP Scenarios
Table 2. Results of Indicator Hydrological Alteration Used in the IHA (Geumho-C)
present

Future1

Future2

Future3

Stress

Mean value of August
(  )

Geumho C

105.24

160.24
(153.96~172.72)

166.45
(149.10~174.75)

156.18
(139.78~185.08)

Down

Mean value of December
(  )

6.21

9.83
(9.20~10.75)

9.72
(8.81~10.76)

10.23
(8.06~12.04)

Down

Annual minima of 7-day
(  )

0.34

0.65
(0.56~0.72)

0.68
(0.48~0.87)

0.64
(0.56~0.71)

Down

Annual maxima of 7-day
(  )

425.35

610.54
(562.64~641.56)

609.56
(551.62~648.12)

557.66
(502.58~597.92)

Up

Julian date of annual
minimum

128.44

151.92
(147.36~155.12)

143.56
(132.24~160.24)

153.87
(145.92~162.32)

Up

Julian date of annual
maximum

218.84

Low pulse count

90.24

High pulse count

95.00

218.84
(209.04~234.8)
35.47
(26.00~47.44)
106.00
(101.60~113)

215.04
(199.80~228.52)
35.30
(20.92~49.68)
109.08
(105.36~115.20)

215.67
(203.44~227.08)
44.37
(35.40~62.64)
105.50
(100.48~109.84)

Low pulse duration

6.51

High pulse duration

4.32

Fall rate of change

-19.66

5.27
(4.46~6.81)
5.09
(4.71~5.35)
-24.42
(-25.53~-23.75)

5.25
(4.88~6.00)
5.27
(4.83~5.79)
-25.75
(-27.43~~23.94)

5.75
(4.74~6.85)
5.23
(4.98~5.56)
-24.31
(-25.52~-23.39)

Rise rate of change

49.37

Fall count of change

259.88

Rise count of change

104.04

59.66
(58.46~62.37)
258.00
(257.76~258.32)
106.44
(106.08~106.76)

64.65
(60.27~70.12)
259.82
(256.80~261.72)
104.71
(102.68~107.84)

59.90
(57.94~62.72)
259.03
(258.12~260.76)
105.45
(103.72~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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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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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IHA 그룹은 극한 사상의 시기 변화에 따른 수생태
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연별 일 최소 및 최대
유량이 발생하는 시기를 Julian day를 통해 수치화한 결과
연 최대유량이 발생하는 시기는 8월 초순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연 최소유량이 발생하는 시기는 5월 초순에서
5월 하순으로 20일 정도 늦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도 시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 최소유량이 발생하
는 시기가 늦어짐은 우리나라 수자원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물을 저장하여 다음 해 봄철에 사용하는 수자원관리 및
이용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봄철 최소유량 발생시기가 늦어
진다는 것은 용수 공급의 측면에서는 저장된 물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류 댐 유역 또는 대형 하천 본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IHA 그룹은 홍수터에 대한 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풍수량과 저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유량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풍수량보다 유량이 큰 일수는 증가하고 현재의 저수량보다
유량이 작은 일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수생태
계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하천의 저수량 자체가 커짐에
따라 저수부 근처의 육상공간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풍수량
자체가 커짐에 따라 하천 자체의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증가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생태계 공간구조 자체가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서 저수량
이하가 지속되는 기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풍수량 이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최대 약 30% 가까이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유량 지속에 따른 수생태계
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 IHA 그룹은 하천유량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수생태계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현재 상태
와 비교할 때, 미래로 갈수록 보다 더 급격한 일 유량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하천유량의 감소 시에
현재대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갈수록 일관적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 유량을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IHA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유량 증가로 인하여 수생태계가 받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
나 최대유량의 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스트레스는 오히
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풍수량의 지속기간이 증가됨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도 예상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연 최소유
량이 발생하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는 5월 초순
경 연 최소유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미래에는
5월 하순에 연 최소유량이 발생되어 20일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의 경우 시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 수자원관리가 현재보다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상류 댐 유역 또는 대형 하천 본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래에
는 유량의 일변화가 현재보다 더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생태계의 스트레
스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미래기후자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SWAT 모델 또한 매개변수
추정을 비롯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다른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수자원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 미래 유량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하천운영관리 및 수공구조물 운영방법의 변화
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 수자원 관리 및 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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