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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assess the future potential climate and land use change impact on streamflow and stream water quality of the
study watershed using the established model parameters (I). The CCCma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CGCM2 (Canadian Global Coupled Model) based on IPCC SRES (Special Report Emission Scenarios) A2 and B2 scenarios were
adopted for future climate condition, and the data were downscaled by Stochastic Spatio-Temporal Random Cascade Model tech-
nique. The future land use condition was predicted by using modified CA-Markov (Cellular Automata-Markov chain) technique
with the past time series of Landsat satellite images. The model was applied for the future extreme precipitation cases of around
2030, 2060 and 2090. The predicted results showed that the runoff ratio increased 8% based on the 2005 precipitation (1160.1 mm)
and runoff ratio (65%). Accordingly the Sediment, T-N and T-P also increased 120%, 16% and 10% respectively for the case of
50% precipitation increase.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in providing the methodological procedures for the evaluation of future
potential climate and land use changes on watershed hydrology and stream water quality. This model result are expected to plan in
advance for healthy and sustainable watershed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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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I)연구에서 기구축된 현재의 유역 수문환경
조건을 활용하여 미래수문환경에 따른 유역 수문-수질 변화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의 수문자료 중 기후변화 시나리
오는 Downscaling된 GCM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미래 토지이용 시나리오는 미래 토지이용 예측 기법인 개선된 CA-
Markov 기법으로 분석하여 구축하였다. 그 결과 미래의 토지이용 시나리오에 따라 주거지와 나지 등의 도시지역의 꾸준한
증가와 산림과 농경지 등의 감소가 예측되었고 미래의 기후변화 경우 강우의 변동성이 커 현재보다 더욱 더 기후변화의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토지이용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결합한 미래의 수문환경을 30-40년
주기로 나누어 장기적인 미래의 특정기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수문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우에 의해 양상이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영양물질의 부하량 또한 Sediment는 120%, T-N은 16%, T-P는 1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수문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유출·영향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수자원 분배와 물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핵심용어 : SWAT, 기후변화, 토지이용예측, Downscaling, 개선된 CA-Mar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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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하천유역의 변화는 강우시 유출의 변화와 직결되며 도

시개발, 단지 및 주거지 조성은 이전의 지표면이 갖고 있었던

보수 및 유수 기능 등이 건물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

로 피복되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산림지역의 꾸준한 개발 및

밭 개간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하

천으로 유입되는 홍수 유출량과 유사량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된다. 수문환경의 변화는 수로 건설이나 하천정비, 산지개간,

도시화 등과 같은 인위적인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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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후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Climate Change)란 용어 자체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대기 조성변화’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향후 기

후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는 과거의 기후 및 수자원의 관

측 자료의 분석 및 연구 결과를 통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기후패턴의 변화는 봄 가뭄, 몬순기

후에 의한 장마시기, 가을 태풍에 의한 호우 동반 등의 기상

사이클에 의존하여 수자원 개발, 관리를 해왔던 우리나라에 많

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작은 기후변동으로도 심각한 수자

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 수자원 계

획은 미래의 수문조건이 과거와 같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왔

다(국토해양부, 2000). 때문에, 수자원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해당유역의 치수대책 및 하천정비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토지이용의 인위적인

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상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예측하

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앞선 (I)연구에서 구축된 유역 특성 자료와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문환경의 변화가

유출과 비점오염원에 미치는 영향을 SWAT(Soil and Water

Assesment Tool) 모형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역은 안성천의 공도 수위관측소를

유역출구로 하는 상류유역으로, 이 유역의 면적은 약 371.1

km2, 주 하천의 유로연장은 26.8 km, 유역 평균표고는 EL.

113.6 m, 유역 평균경사는 10.6%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안

성시, 천안시와 용인시가 각각 90.2%, 1.1%, 8.7%를 차지

하고 있다. 유역 내 농업용저수지로는 고삼저수지와 금광저

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1), 본 대상유역의 유역 출구

점에 해당하는 공도 수위 관측소는 건설교통부 관할 하에

운영 중에 있다. 

3. 자료 구축

3.1 유역 수문 수질 자료

본 연구에서는 (I) 연구에서 안성천 공도 상류 유역을 대

상으로 SWAT모형을 이용하여 2000-2005년 까지 모의한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현재의 수문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점오염원(하수처리장, 안성 1,2 산업단지, 안

성미양농공)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자료(고삼저수지, 금

광저류지), 경작관리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상 유역의 경우

에는 2003년 7월부터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어 특히 수질의

경우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의 적

용에 있어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점오염원 자료, 저수지 운영 그리고

경작관리 등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차후에는 이

러한 기본 자료들도 예측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2는 (I) 연구에서 모의된 결과이다.

3.2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개선된 CA-Markov 기법)

토지이용 변화 예측은 각각 다른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

지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구축한 데이터에 따

라서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white et al. 1997).

그림 3은 공간적인 토지이용 변화 예측 기법에 따라 분류한

그림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법은 통계학적 인자와 CA

(Cellular Automata) 기법이 결합된 CA-Markov 기법을 보

다 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개선된 CA-

Markov(이용준, 200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된 CA-

Markov은 기존의 기법에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의 변화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해 각 토지이용 항목별로 최적화하고, 비현실

적인 미래 토지이용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보존확률

(Minimal preserved Probability)과 변이 규칙을 적용하였다.

또한 상수원 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을 자연보호지역으

로 적용하여 인문·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이용준, 2007). 그림 4와 5는 각각 미래

토지이용 예측 분석 흐름과 최적화의 흐름도이다. 

토지이용 예측의 공간적인 검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985-1995년의 토지이용도를 바탕으로 예측된 2000년 토지

이용도와 2000년 위성영상을 감독 분류하여(IDRISI 2.0 프

로그램) 작성된 토지이용도와 아래와 같은 식(1)-(3)을 통하

여 검정 하였다. α는 각 항목별 추정된 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이용과의 일치율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β(a shape index,
a measurement of spatial fit between the model’s growth

그림 1. 대상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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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known. urban extent for the control years)는 각

항목별 추정된 토지이용과 기준이 되는 토지이용과의 공간

적인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Lee

and Sallee, 1970), γ지수는 예측된 토지이용의 과·소 오차

를 비교하는 지수이다. α, β, γ의 지수는 1의 값에 가까울

수록 두 토지이용의 공간적인 모습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Lee and Sallee, 1970). 그 결과 표 1과 같이 분석되었

으며, 이중 초지와 밭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과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

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

(2)

(3)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토지이용도를 토대로 개

선된 CA-Markov기법을 적용하여 미래 토지이용도를 예측하

여 기존의 토지이용도와 비교해 토지이용의 변화 양상을 살

α                                                              
 

-------------------------------------------------------------------------------------------=
실제 토지이용과 일치하는 셀의 수

기준영상의 셀 수

β  
                                                                          
---------------------------------------------------------------------------------------------------------------=
실제 토지이용과 일치하는 셀의 수

기준영상의 토지이용∪시물레이션토지이용

γ  
                                              
---------------------------------------------------------------------=
시물레이션결과의 셀 수
기준영상의 셀수

그림 2. 유역 수문 수질 자료(1997-2005년)

 그림 3. 미래토지이용 예측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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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그림 6). 그 결과 도심지와 나지, 밭의 경우는 꾸

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나머지 초지와 산림, 농

경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7은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의 토지이용도를 공간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3.3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Downscaling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환경정책 평

가연구원 (2004)에서 GCM을 이용하여 5대강 유역에 적용

하여 유출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5%정도의 유출

증가를 예측한 바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1995)에서는

6개 댐 유역에 대해 물수지 산출모형을 개발하고 수문모형에

근거해 유출량을 추정한 결과 강수량 증가에 비해 약 2.4배

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병식

등(2004)은 YONU GCM을 이용하여 CO2 배증상태의 모

의결과를 이용하여 용담댐 유역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SLURP(Semi-distributed LandUse based Runoff Processes)

모형을 사용하여 모의 하였다. 정참삼 등(2004)은 강수량에

대하여 국내 유역의 GCM 불확실성을 Kolomogorov-

Simrnov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 값과 모의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는, 관측자료 및 GCM의

결과를 이용한 수문기상인자의 장기변동의 해석과 CO2 배

증상태의 기준 실험과 제한실험의 결과를 통해 유출의 영향

을 평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의

영향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측 자료를 통한 기후

변화에 따른 수문인자의 변동성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Cheiw와 McMahon(1993)은 오스트레일리아

30개 하천의 연평균 유출경향 분석하엿으며, Westmacott와

Burn(1997)은 캐나다 Churechill-Nelson 유역의 117개 하천

에 대한 경향분석하여 유출은 온도와 역상관성을 보이는 것

그림 4. 최적화 흐름도

표 1 α, β, γ 지수
Land use a(0~1) ß (0~1)  (0~2)

Water 0.84 0.78 0.93

Urban 0.69 0.63 0.80

Barefield 0.61 0.57 0.70

Grassland 0.19 0.10 1.16

Forest 0.80 0.67 1.00

Paddy field 0.66 0.47 1.06

Upland crop 0.16 0.07 1.17

그림 5. 개선된 CA-Markov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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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SRES 시나리오 모의 자료는 21세기 전반에

대한 기후 변화 및 전망이 가능한 IPCC에서 제공하는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시나리오중

SRES A2와 B2 시나리오 모의자료를 통해 구축하였다.

SRES 시나리오는 사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한 4가지 골격

의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로서 크게 A-B축(경제지향-환경

지향), 1-2축(지구주의지향-지역주의지향)으로 분류 되어 다

양한 장래 발전에 의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있다(그림 8).

하지만 CCCma는 기본적인 격자 한 셀의 해상도가 우리나

라 전체 지역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과 같은

유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CM 모의 값의 연구 대상유역에

활용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측값과 모의 값 사이의

계통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분위사상법(Quantile

m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위사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여름철에 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강우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홍수기(6-9월), 비 홍수기(1-5월/10-12월)

로 구분지어 상세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Random Cascade

모형(SST-RCM; Stochastic Space-Time Random Cascade

Model)의 개념은 크게 추계학적 분해모형(SST-TM; Stochastic

Space-Time Disaggregation Model)과 불연속 Random

Cascade 모형(IRCM; Intermittent Random Cascade Model)으

로 구성 된다(그림 10). Random Cascade 모형에서는 스케

일의 분석을 통해 단일 프랙탈 특성을 보일 때는 단순 스케

일링(simple scaling)을, 다중 프랙탈 특성을 보일 때는 다중

스케일링(multiple scaling)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9는

그림 6. 개선된 CA-Markov기법으로 예측된 미래 토지이용도

그림 7. 개선된 CA-Markov기법으로 예측된 미래 토지이용도

그림 8. SRES A2와 B2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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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Cascade 모형의 개념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Kang and Ramirez, 2001).

그림 11은 구축된 미래의 강우 자료 중 연구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해상도를 2 km×2 km를 가지는 일 단위 자료

를 구축한 것이다. 미래의 강우 자료를 살펴보면 약 30-40

년을 주기를 나타낸다. B2의 시나리오의 경우 2016, 2059,

2096년에 각각 1642.4, 1464.4, 1422.0 mm로 가장 많은

강우량이 예상되며, A2시나리오는 2026년, 2059년, 2086년

에 각각 1517.2, 1456.6, 1379.8 mm로 예상된다. 특히 A2

시나리오의 2038, 2063, 2090년에는 연 총강우량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2038년은 연 총 강우량이 683.32 mm로

이는 1997-2005년의 평균 연평균강우(1271.8 mm)의 약 절

반정도로 분석되었다.

구축된 미래의 기후자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

측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기후 변화 패

턴을 보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미래 기후 자료를 30-40년 주기

(2030s; 2010-2045년, 2060s; 2045-2075년, 2090s; 2075-

2100년)중 연 총강우량이 가장 많은 A2시나리오 (2026년,

2059년, 2086년), B2 시나리오를(2016년, 2059년, 2096년)

이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림 9. Downscaling 분석 흐름도 

그림 10. Downscaling 대상지역 

그림 11. A2와 B2 시나리오의 강우 변동성 분석

그림 12. 미래 토지이용에 따른 유사량의 변화 분석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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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토지이용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미래 토지이용에 따른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기존의 구축되어진 현재의 수문환경에 미래의 토

지이용의 상태만을 적용시켜 변화 특성 분석을 하였다. 그림

12-14는 유역 수문자료1997-2001년을 Warmup기간으로 제외

하고, 2002-2005년 유역 수문 자료를 대상으로 미래 토지이

용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SWAT모형은 SCS-CN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첨

두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유출량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으

나, 유출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추정된 토지이용도

가 불투수지역(도심지와 나지 등)이 증가치도 영향이 있었지

만 유역 전체적으로 볼 때 변화 면적이 미미하여 유출량의

변화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밭과

나지 등이 증가하면서 유사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T-N,

T-P의 경우에도 미래의 토지이용도를 적용했을 경우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사량처럼 큰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

는 미래의 토지이용도로 갈수록, 나지, 밭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작지와 산림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5. 미래 수문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 적용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CA-Markov 기법을 통하여 30년

주기의 미래 토지이용도(2030, 2060, 2090년)를 예측하였으

며, SRES 시나리오 모의 자료 중 A2, B2 시나리오를

Downscaling 기법에 적용시켜서 미래의 기상 자료를 구축하

였다. 앞에서는 미래의 토지이용에 따른 영양물질의 변화 거

동에 따른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본 절에서는 미래의

토지이용 조건과 미래의 기상 자료가 결합된 미래의 수문환

경 시나리오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 하고자한다. 하지

만 미래의 수문환경 적용 시에는 시기별 강우 분포가 판이

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황곡선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

다. 유황곡선에는 1997-2005년의 평균유황곡선도 나타내 현

재의 수문환경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5-16을 보면 현재 수문환경에 비하여 풍수기 (0-

20% of time discharge exceeded)에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연 총강우량이 가장 많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타나

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평균값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평수

기(20-80% of time discharge exceeded)에는 현재 수문환

그림 13. 미래 토지이용에 따른 총질소의 변화 분석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토지이용) 

그림 14. 미래 토지이용에 따른 총인의 변화 분석 (2030년대, 2060년대, 2090년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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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비해 증가하여 유황을 개선시킨다고 분석되었다. 갈수

기(80-100% of time discharge exceeded)의 경우에는 연강

수량이 많은 미래 시나리오를 적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

제 지향적 사회 발전을 나타내는 A2시나리오는 현재 보다

갈수기의 유량이 적게 모의 되었으며 불투수지역의 증가와

강우의 집중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환경 지향적

사회 발전을 나타내는 B2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유황을 개선

한다고 분석되었다(그림 8). 또한 전체적인 강우량의 증가로

영양물질의 부하량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약 1.5-2배 정도의 부하량이 예측되어진다(표 2).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인 (I)에서 현재의 수문환경에 대한

매개변수 구축 후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수문환경을 추정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의 수문환경을 추정

하였다. 먼저 기상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따

른 수문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GCMs을 이용하여 Downscaling

한 자료를 구축하였고, 미래의 토지이용도는 우리나라의 실정

에 맞게 개선한 CA-Markov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미래의 토지이용 상태는 주거지와 나지 등의 도시지역과

밭의 꾸준한 증가와 산림과 농경지 등의 감소가 예측 되었

다. 이를 현재의 수문환경에 미래의 토지이용의 상태만을 적

용시켜 변화 특성 분석한 결과 유사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T-N, T-P의 경우에도 미래의 토지이용도를 적용했을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사량처럼 큰 격차는 보이지 않

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미래의 기후자료 중 2030,

2060, 2090년대의 연 총 강우량이 가장 많이 나타낸 자료를

가지고 수문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에는 평수기에

현재 수문환경 보다 많은 유량을 확보 하여 유황을 개선시

킨다고 분석되었으나, 갈수기에는 시나리오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미래의 수문환경 자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

기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과거의 자료

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과 불확

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수학 통계적인 기법과 몇 가지 인자

만을 가지고 복잡한 현실의 세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토지이용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정확한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변화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

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문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유출·영향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향

후 수자원 분배와 물자원 관리 등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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