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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wo climate change scenarios on flow rate and water quality of the Yongdam Dam and its basin using CE-QUAL-W2

and SWAT, respectively. Under RCP 4.5 and RCP 8.5 scenarios by IPCC,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2016~2095, and the results were rearranged 

into three separate periods; 2016~2035, 2036~2065 and 2066~2095. Also, the result of each year was divided as dry season (May~Oct) and wet season 

(Nov~Apr) to account for rainfall effect. For total simulation period, arithmetic average of flow rate and TSS (Total Suspended Solid) and TP (Total 

Phosphorus) were greater for RCP 4.5 than those of RCP 8.5, whereas TN (Total Nitrogen) showed contrary results. However, when averaged within 

three periods and rainfall conditions the tendencie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the scenarios went on, the number of rainfall days has decreased 

and the rainfall intensities have increased. These resulted in waste load discharge from the basin being decreased during the dry period and it being 

increased in the wet period. The results of SWAT model were used as boundary conditions of CE-QUAL-W2 model to predict water level and water 

quality changes in the Yongdam Dam. TSS and TP tend to increase during summer periods when rainfalls are higher, while TN shows the opposite 

pattern due to its weak absorption to particulate materials. Therefore, the climate change impact must be carefully analyzed when temporal and spatial 

conditions of study area are considered, and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lternatives must be case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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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및 CE-QUAL-W2 모델을 연계 활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용담댐 

유입수 및 호내 수질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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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IPCC가 발간한 AR5 의 시나리오 중 임의로 선택된 RCP 4.5와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용담댐 유역과 호내의 유량과 수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그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SWAT 모델과 CE-QUAL-W2 모델을 차례로 사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용담댐 유역에 대해 상세화 된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2016~2095년의 기간을 2016~2035년, 2036~2065년 그리고 2066~2095년의 세 가지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또한 각 연도별로 5월과 10

월 사이의 우기(Wet Season)와 11월과 4월 사이의 건기(Dry Season)로 또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모의 기간에 대해 산술평균한 용담댐 유역의 유량과 

TSS 및 TP는 RCP 4.5가 RCP 8.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TN의 경우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모델의 예측결과를 기간별 또는 연중 강우특성별로 구별하

여 분석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강우일수는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증가하여 

갈수기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감소하고, 홍수기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증가하여 연간 오염물질 유출량이 홍수기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상기와 동일

한 기간에 대해 SWAT 모델에서 생성된 유역의 자료를 CE-QUAL-W2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용담댐의 수질변화특성을 모의하였다. TSS와 TP농도는 

하절기 강우량의 증가에 따라 특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형물질에 잘 흡착되지 않는 TN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

한 장래의 유량 및 수질 변화는 전반적인 경향과 더불어 지역적, 시기적 특성을 또한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갈수 및 홍수에 

의한 시기별, 지역별 유량 및 수질 관리 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시나리오, 유역연계종합수자원관리(IWRM), 모델링, SWAT, CE-QUAL-W2, 용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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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온과 강수 특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발산량, 지하수위 및 유출량의 변화는 하

천 및 호소를 포함하는 지표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화에 심각

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발간

한 제 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The 5th Assessment Report, 

AR5)는 향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IPCC, 2014).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1~2010년의 기간과 2001~2010년에는 각각 0.41°C/10

년과 0.5°C/10년의 변화율을 보이면서 최근에 기온의 상승률

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증

가하는 현상과 함께 강우일수는 감소하고 강우강도가 증가하

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Korean Climate Change Assess-

ment Report, 2014), 이는 가뭄과 홍수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의 물 관리가 더

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강우에 따른 유역의 유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질모의기능을 포함하는 유역모델이 

사용되며 HSPF (Bicknell et al., 2001), SWMM (Rossman 

and Huber, 2016), SWAT (Arnold et al., 1998) 및 GWLF 

(Haith et al., 1992) 등이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지표수의 

수질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QUAL2K (Chapra, 2012), CE- 

QUAL-W2 (Cole and Wells, 2016), WASP (Tim et al., 2001) 

그리고 EFDC (Hamrick, 1992; Tetra Tech, 2007)등과 같은 

모델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수에 수

질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천에서 유입되는 유량 및 수질 

자료가 필수적이나 이들에 대한 실측은 제한된 빈도와 장소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산결과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용한 자료의 확보가 더욱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역 모델 또는 수질 모델을 이용

하여 입력 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Yi et al. (2008)가 HSPF모델의 결과를 CE- 

QUAL-W2에 적용하여 특정 강우 시 저수지에 발생하는 탁수 

현상을 예측하였으며, Ahn et al. (2013)은 충주호를 대상으로 

SWAT과 CE-QUAL-W2를 연계하여 호소의 수온분포, 부유

물질 및 부영양화 변화특성을 모의하고 호소의 수질변화 특성

을 분석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5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네 가지 중 RCP 

4.5와 RCP 8.5시나리오 두 가지를 임의로 선택하여 금강 수계

의 용담댐 유역에 대해서는 SWAT 모델을 용담댐의 수체에 

대하여는 CE-QUAL-W2 모델을 각각 적용하고 용담댐 방류

구 부근의 유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역 및 지

표수를 연계하여 장래의 수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또한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모델은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과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개발한 준분포형 유역 모델로서 도시 유

역 및 농업 유역 등 단순 또는 복잡한 유역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태에 따른 유역내의 

유출과 유사 및 농업화학물질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Arnold et al., 1998).

SWAT 모델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Yasin 

and Clemente, 2014; Pisinaras et al., 2010; Gabriel et al., 

2016)진행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Seo et al. (2007)가 환경

부의 토지이용 자료 중 중분류의 자료를 사용하여 용담댐의 

유량 및 오염물질 변화를 모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

다. Lee and Seo (2011)는 용담댐 하류부터 대청댐 입구까지

의 유역을 대상으로 유출-유량 모의 시 최적의 매개변수를 도

출하기 위해 SWAT-CUP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Park et al. (2010)은 소양강 유역의 다양한 미래 시나리

오에 따른 수자원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였고, Lee et al. 

(2008)은 안성천 유역의 미래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따

른 수문환경의 변화가 유역의 유출량과 비점오염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SWAT 모델을 이용한 바 있다.

2.2 CE-QUAL-W2

CE-QUAL-W2 모델은 호소 및 하천의 2차원 수리동역학 

및 수질 변화를 동시에 모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공

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 1975년에 개발한 

LARM (Laterally Averaged Reservoir Model)을 기본 골격으

로 하며 수질항목 모의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개선한 모델이다.

CE-QUAL-W2 모델은 다양한 수질 예측 연구에(Zhang et 

al., 2015; Afshar et al., 2011; Vandenberg et al., 2015) 적용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수 사용된 바 있다. Chung et al. 

(2007)은 대청호의 부영양화에 대해 저수지내 수리학적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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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염부하특성과 조류 발생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Lee 

et al. (2010)은 성층화된 대청호에 강우에 의한 밀도류가 유입

되는 경우 용존성 유기물 농도의 변화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3 기후변화 시나리오

2015년도에 IPCC 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간 이후, 국

제사회는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대표농도 경로(Repre-

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로 새롭게 선정하였

다. 기존의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의 

경우 인위적인 요인 중에서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의 영향에 

대해서만 포함하였으나, RCP 시나리오는 대기오염물질 및 

토지이용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향

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에 대하여 태양의 

복사강제력(W/m2)을 기준으로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해 국내기

상청에서 HadGEM3-RA 지역기후모델 (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이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한 

후 PRIDE (PRISM based Downscaling Estimation Model) 

(Kim et al., 2013)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1 km 격자형 남한상

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전반적인 영향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1 및 

Fig. 1에 나타난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 4.5와 RCP 

8.5의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수질 예측에 적용하였다.

2.4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대상인 용담댐 유역은 금강 유역의 최상류에 위

치하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

한 금강본류와 진안군에서 발원한 진안천이 상류지역에서 북

쪽 방향으로 유입되며 진안군 운장산에서 발원한 주자천이 

동측에서 합류하여 용담댐으로 유입된다. 용담댐유역은 면

적이 930 km2로 금강 유역면적 9,886 km2와 대청호 유역면적 

4,134 km2의 각각 9.45% 및 22.5%를 차지한다. 용담댐 유역

의 지형, 토양 및 토지이용 등의 공간적 분포를 위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자료로서 

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토지이용도 및 토양도 등

의 지형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NGII, 2016), 국가수자원관

리 종합정보시스템(MOLIT, 2016) 및 환경공간정보서비스

(MOE, 2016)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1. Observed change by climate change and definitions of RCPs

Temperature change 

by climate change (°C)

Rising of sea level 

by climate change (m) Definition

Period 2046~2065 2081~2100 2046~2065 2081~2100

RCP 2.6

(

 420 ppm)

1.0

(0.4 to 1.6)

1.0

(0.3 to 1.7)

0.24

(0.17 to 0.32)

0.40

(0.26 to 0.55)

The impact of human activity 

on earth is recoverable

RCP 4.5

(

 540 ppm)

1.4 

(0.9 to 2.0)

1.8 

(1.1 to 2.6)

0.26 

(0.19 to 0.33)

0.47

(0.32 to 0.63)

Green gas reduction policy is 

significantly realized

RCP 6.0

(

 670 ppm)

1.3

(0.8 to 1.8)

2.2

(1.4 to 3.1)

0.25

(0.18 to 0.32)

0.48

(0.33 to 0.63)

Green gas reduction policy is 

in some degree realized

RCP 8.5 

(

 940 ppm)

2.0

(1.4 to 2.6)

3.7

(2.6 to 4.8) 

0.30

(0.22 to 0.38)

0.63

(0.45 to 0.82) 

Green gas emitted without reduction 

on current trend

Fig. 1. Weather data for RCP scenario in Korea and Yongdam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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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SWAT 모델의 구축 및 보정

용담댐 유역의 금산, 임실, 전주, 거창 및 장수 총 5 개의 기상

관측소에서 각 관측소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강수량

(mm), 최고 및 최저온도(°C)에 대한 자료를 기상청에서 수집

하여 모델의 입력형태로 가공하여 적용하였다. SWAT 모델의 

보정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환경정보시스템(NIER, 

2016)에서 제공하는 총량측정망 ‘금본A’ 지점의 유량 및 수

질 자료를 사용하였다. SWAT 모델은 2010년부터 2015년까

지 6년간 모의를 실시하여 초기 3년인 2010~2012년은 안정

화 기간으로 간주하여 본격적인 보정은 2013~2015년의 실측

자료와 모의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유량 및 수질의 보

정에는 Kim et al. (2007)의 매개변수 적정범위 추정법과 Park 

(2009)이 연구한 금강유역의 장기 유출량을 예측 및 최적화한 

매개변수를 참고하여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실시하

였다. 모델에 적용한 주요 매개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

며, 용담댐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실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진안천, 정자천 및 주자천의 하천의 유량 및 수질 자료는 동일

한 매개변수를 적용한 SWAT 모델을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3은 SWAT 모델을 이용한 ‘금본A’ 지점의 유량 및 수

질 항목의 실측치와 모델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상관계수(R2)와 NS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Yi et al. (2016))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료의 근사

성을 비교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각각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한다. 유량과 TSS의 상관계수

(R2)는 각각 0.86 0.40, NSE는 각각 0.64, 0.22 로 모의치과 실

측치가 비교적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TN 및 TP의 경

우 변화 경향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기는 하고 있으나 R2는 

각각 0.13와 0.20, NSE는 각각 -0.35, -0.09 로 매우 낮은 상관

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역의 오염원 발생 및 이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기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델 

결과는 일별로 생성되는 반면 현장의 실측은 8일에 1회의 빈

도로 시행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수질 보정은 모델을 수행하는 

주체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추세를 반영하는 지의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예측의 정확

도를 제고하기 위해는 향후 관련되는 현장 실측 자료를 보완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 Locations of study area, inflow tributaries and monitoring stations

(b) Digital Elevation Model of the study basin (c) Land use pattern of the study basin

Fig. 2. Locations of the study area and basin information for SWAT mod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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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E-QUAL-W2 모델 구축 및 보정

용담댐의 호내에 CE-QUAL-W2 모델의 구축을 위해 Jung 

(2000)이 수행한 대청댐 및 용담댐 수질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담댐을 1개

의 Branch, 17개의 수평방향 소구간(Segments) 그리고 48개

의 수직층(Layers)로 보고 구축하였다. 모델의 입력 자료의 구

성을 위한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호소의 수온, 댐의 유입 및 방류량 그리고 수온 및 수질 

등의 호소초기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6)에서 

제공하는 실측자료를 이용하였다.

CE-QUAL-W2 모델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용담댐1 

지점에서 실측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간의 실측자

료를 이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호내 모의를 위한 매개변

수는 Chung et al. (2007)과 Ahn et al. (2013)의 연구 논문에서 

보고된 수치들을 참고하고 시행착오적으로 추가 보정하여 결

정하였다. 호내 수질 모의에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는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보정 결과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CE-QUAL-W2의 댐 수위는 R2 0.99, NSE 0.94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TSS 또한 R2 0.74, NSE 0.24로 비

교적 잘 보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N 및 TP의 경우 R2 

Table 2. Main parameters used calibration in SWAT

Type Parameter Definition Lower bound Upper bound Calibrated value

Streamflow

rate

USLE_P USLE equation support practice factor - - 0.1

CN2 Moisture condition II SCS Curve Number 35 98 45

GW_DELAY Delay time for aquifer recharge (days) 0 500 265

TN, TP

RS2
Benthic source rate for dissolved phosphorus 

in the reach at 20°C (mg dissolved P/m2*day)
0.001 0.1 0.001

RS3
Benthic source rate for NH4 in the reach 

at 20°C (mg NH4/m
2*day)

0.001 1 0.001

ERORGP Phosphorus enrichment ratio for loading with sediment 0 5 5

ERORGN Organic N enrichment ratio for loading with sediment 0 5 2

NPERCO Nitrogen percolation coefficient 0.01 1 0.2

PPERCO Phosphorus percolation coefficient 10 17.5 10

Sediment

PRF
Peak adjustment factor for sediment routing 

in the main channel
- - 0.08

ADJ_PKR
Peak adjustment factor for sediment routing 

in the subbasin (tributary channels)
- - 0.5

ESCO Soil evaporation compensation factor 0.01 1 0.75

CH_EQN Sediment routing methods 0 4 0

(a) Flow (b) Total suspended solid

(c) Total nitrogen (d) Total phosphorus

Fig. 3. Calibration results of SWAT model at ‘Geumbon A’ monitor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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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0.46, NSE -0.38, -0.04로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호소

의 유량 및 수위 자료는 물리적인 자료로서 상대적으로 자주 

측정되고 정확도가 높은 반면, 수질 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측정 빈도가 월 1회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거의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분은 향후 현장 자료

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3 SWAT 모델과 CE-QUAL-W2 모델의 연계 적용

CE-QUAL-W2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기상자료 중 이슬점 

온도는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의 자료 중 기온 및 풍속 자료 

및 상대습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a) System segmentation-plan view (b) System segmentation-side view (c) Volume-elevation relationship

Fig. 4. CE-QUAL-W2 horizontal and vertical segmentations for the Yongdam Dam

Table 3.  Literature and calibrated parameters for CE-QUAL-W2 in the Yongdam Lake

Parameters Variable Unit Default
Adjusted 

value

Value used 

in literature

(Chung et al.)

Calibrated 

value

Phosphorous

Sediment releas rate (fraction of SOD) PO4R day-1 0.001 2 0.005 0.005

Ammonium

Ammonium decay rate NH4DR day-1 0.12 0.12 0.12 0.11

Sediment release rate (fraction of SOD) NH4R - 0.001 0 0.001 0.001

Nitrate

Nitrate decay rate NO3DK day-1 0.03 0.03 0.03 0.04

(a) Reservoir water level (b) Total suspended solid

(c) Total nitrogen (d) Total phosphorus

Fig. 5. Calibration results of CE-QUAL-W2 at ‘Yongdam-Dam1’ monitor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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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대기의 온도

RH: 상대습도

수온의 경우 Lee (2014)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하천 수온 

예측을 위해 제안한 기온–수온의 상관관계 식의 매개변수를 

참고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여기서, 는 모델에서 추정하는 수온, 는 관측된 기온을 

나타내며, 는 최대수온 는 변곡점에서의 기온, 는 변곡점

에서의 기울기 는 최소 수온으로 모델의 매개변수에 해당하

며, 본 연구에서 참고한 용담댐의 매개변수는 상승기의 경우 

: 29.603, : 16.707, : 0.194, : 4.038 이고, 하강기의 경우 

: 32.95, : 4.577, : 0.077, : -2.605를 사용하였다.

CE-QUAL-W2 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호소의 경계조건의 

유입유량 및 수질자료는 ‘금본A’지점에서 보정된 SWAT 모

델의 매개변수를 유역 내 여타의 지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호내에 유입되는 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Figs. 6 and 7

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주자천, 정자천, 진안천 및 

금강 본류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유량 및 수질 자료의 경계조

건을 나타내고 있다.

(a) RCP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7. Infow and pollutant loading from tributaries to the Yongdam Dam calculated by SWAT

Fig. 6. Application of SWAT and CE-QUAL-W2 model i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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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WAT 모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량 및 

수질 변화 분석

3.4.1 전체 평균 유량 및 수질 변화 분석

2016~2095년의 기간에 대해 SWAT 모델을 적용한 경우,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예측된 RCP 4.5시나리

오가 일평균 유량 8.03 m3/s 로서 RCP 8.5시나리오에서 계산

된 유량 7.89 m3/s 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RCP 8.5시나리오

에서 기온이 0.7°C가량 높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증발산량

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표면유출량이 감소한 것에 의한 결과

로 추정된다. 이는 Yi et al. (2016)이 용담댐 유입하천의 유량 

및 수온 변화를 모의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다. 오염부하량의 경우 RCP 4.5시나리오에서 연평균 TSS, 

TN 및 TP가 각각 1,645 ton, 653 ton 그리고 28 ton이고 RCP 

8.5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TSS, TN 및 TP가 각각 1,553 ton, 

655 ton 그리고 27 ton으로 TSS와 TP는 유량변화 특성과 유사

한 반면, TN의 부하는 그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Jang 

et al. (2009)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TSS와 TP는 강우량이 증

가함에 따른 유출량의 변화가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나, TN

의 경우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Seo and 

Kim (2016)는 표면 유출 시료 중 TP가 고형물질의 비율이 높

은 경우 TSS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TN의 

경우 고향물질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위 두 수질변수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량이 높은 RCP 4.5시나리오에서 TSS와 TP가 높은 값을, 

TN의 경우 유량이 적은 RCP 8.5시나리오에서 더 높은 값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3.4.2 기간 및 수기별 유량 및 수질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6~2095년의 

모의기간을 세 가지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다시 강우량이 비교

적 많은 5~10월의 Wet season과 그 반대인 11~4월의 Dry 

season자료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2016~2035년 시기에는 

Dry season 중 TP의 경우를 제외한 RCP 8.5시나리오가 모든 

시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량 및 오염부하량을 나타냈다. 

2066~2095년에서는 Dry season에서 RCP 8.5시나리오가 더 

높은 값을, Wet season에서는 2016~2035년 시기에 RCP 4.5

시나리오가 더 높은 유량과 오염부하량을 나타내며 시기별 

뚜렷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를 산술평균하는 

경우 시기별 변화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특유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향후 

기후변화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정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에서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CE-QUAL-W2 모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위 및 수질 변화 분석

3.5.1 시나리오 진행에 따른 수위 및 수질 변화 분석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16~2095년의 기간에 대

하여 CE-QUAL-W2 모델을 이용한 용담 지점의 수위 및 수질 

변화의 모의 결과는 Figs. 8 and 9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산술

평균 자료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위의 경우 온실가

스 저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RCP 4.5시나리오가 RCP 8.5

시나리오에 비해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수질의 경우는 

RCP 4.5시나리오보다 RCP 8.5시나리오에서 변화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easonal average of simulated Flow, TSS, TN and TP loadings under RCP 4.5 and RCP 8.5 at ‘Geumbon A’ monitoring station per period

Streamflow rate (m3/s) Sediment (metric ton) TN (ton) TP (ton)

Years Months 4.5 8.5 % 4.5 8.5 % 4.5 8.5 % 4.5 8.5 %

2016

~

2035

Nov. ~ Apr.

Dry season
1.12 1.30  15.16    13.05    16.38  25.56   8.24   8.64    4.84 0.39 0.33 -13.45

May. ~ Oct.

Wet season
4.33 5.52  27.39 102.2 149.8  46.49 33.81 39.08  15.59 1.44 1.90  31.85

2036

~

2065

Nov. ~ Apr.

Dry season
1.47 1.54    5.09    21.19    23.67  11.68 10.23 10.67    4.37 0.51 0.45 -10.88

May. ~ Oct.

Wet season
5.82 4.45 -23.59 170.1 103.6 -39.08 37.61 31.78 -15.51 1.76 1.15 -34.73

2066

~

2095

Nov. ~ Apr.

Dry season
1.48 1.73  17.43    20.54    29.49  43.53   9.47 12.05  27.23 0.32 0.74 130.1

May. ~ Oct.

Wet season
5.48 5.06  -7.68 151.9 130.6 -14.03 33.95 31.44  -7.39 1.29 1.0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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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diction of daily water level and TSS in the Yongdam Dam using CE-QUAL-W2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for 2016~2095

(a) RCP 4.5 scenario (b) RCP 8.5 scenario

Fig. 9. Monthly average of prediction of water level, TSS, TN and TP in the Yongdam Dam 2016~2035, 2016~2065 and 2066~2095 period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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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기간 및 월별 수위 및 수질 변화 분석

용담댐에 대해 2016~2095년의 기간 동안 예측된 수위 및 

수질 모의결과를 2016~2035년, 2036~2065년, 2066~2095

년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연 평균을 Table 6에 정

리 하여 나타내었다. 수위의 경우 RCP 8.5시나리오가 RCP 

4.5시나리오에 비해 값이 최대 0.5% 높게 나타났으나, TSS는 

RCP 8.5시나리오가 2036~2065년도 기간을 제외한 구간에

서 더 높게 나왔으며, TN과 TP의 경우 2066~2095년도에서만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는 않았다.

Fig. 9는 강우특성에 따른 수위 및 수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 월별 오염농도 차이가 점차 증가하여 8~10월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해 전

반적으로 강우일수는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증가하여 갈수기

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줄어들고, 홍수기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증가하여 더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가 시나리오에 따라 진

행되는 경우 그에 따른 갈수기의 가뭄대비 대책은 물론 홍수

기의 수질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IPCC의 AR5에서 보고된 RCP 4.5 와 RCP 

8.5시나리오를 용담댐 유역에 대해 상세화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건에 대해 유역 모델인 SWAT을 이용하여 경계조건

을 생성하고 호소 모델 CE-QUAL-W2를 이용하여 용담댐의 

유량 및 수질을 예측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2010~2015년의 ‘금본A’ 지점의 실측자료와 2010~2014

년의 ‘용담댐1’ 지점의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SWAT 모델

과 CE-QUAL-W2 모델을 각각 보정하였다. SWAT 모델

에 의해 보정된 유량은 R2 값이 0.86, CE-QUAL-W2 모델

에서는 수위에 대한 R2 값이 0.99로 모의되어 실측값을 비

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질의 경우 경

향성은 비교적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상관성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8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측정되는 수질자료가 모델의 계산결과와 시기적으로 정

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추후 자료

의 보완을 통해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본 A 지점에서 SWAT 모델의 보정에 사용된 매개변수

를 용담댐에 유입되는 진안천, 정자천 및 주차천등 주요 하

천 유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량 및 수질 정보를 생성하

였으며 이 자료들을 CE-QUAL-W2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3)  IPCC가 보고한 4가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 4.5시

나리오 와 RCP 8.5시나리오를 용담댐 유역에 대해 상세화

한 결과를 이용하여 2016~2095년도의 기간에 대해 SWAT 

모델과 CE-QUAL-W2 모델을 적용하여 수질 예측을 실

시하였다. 위 전체 기간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경우 유량과 TSS 및 TP의 경우 RCP 4.5시나리오가 RCP 

8.5시나리오보다 높게, TN 의 경우는 RCP 8.5시나리오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델의 예측결과를 2016~ 

Table 6.  Water level, concentration of TSS, TN and TP under RCP 4.5 and RCP 8.5

Elevation (m) TSS (mg/L) TN (mg/L) TP (mg/L)

Years 4.5 8.5 % 4.5 8.5 % 4.5 8.5 % 4.5 8.5 %

2016~2035 251.68 252.95 0.5   8.17   9.24 13.1 1.33 1.20 -9.7 0.119 0.115 -3.3

2036~2065 252.60 253.62 0.4 10.02   8.80 -12.2 1.30 1.29 -0.76 0.112 0.101 -9.8

2066~2095 253.68 254.04 0.14   9.15 11.02 20.4 1.29 1.49 15.5 0.087 0.114 31.0

Table 5.  Daily statistic data of water level, concentration of TSS, TN and TP under RCP 4.5 and RCP 8.5

Elevation (m) TSS (mg/L) TN (mg/L) TP (mg/L)

4.5 8.5 4.5 8.5 4.5 8.5 4.5 8.5

Mean 253.69 254.29   14.13   15.12 1.302 1.346 0.104 0.109

Max 268.54 262.87 110.95 132.79 2.738 4.906 0.840 0.809

Min 240.43 244.68     0.91     0.92 0.097 0.141 0.020 0.020

Range   28.11   18.19 110.05 131.87 2.641 4.765 0.820 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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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2036~2065년 그리고 2066~2095년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각 년도를 5~10월의 Wet season과 11월부터 이

듬해 4월까지를 Dry season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경우에

는 각 경우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의 조건들은 전체적으

로 평균적인 특성 보다는 시기별, 조건별로 정보를 선별적

으로 사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용담댐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간이 진행됨에 따

라 갈수기에 오염물질의 유출이 감소하고, 홍수기에 오염

물질의 유출이 증가하여 연간 오염물질 유출량이 홍수기

에 집중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TSS와 TP농도는 

하절기에 강우량의 증가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

으나 고형물질 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잘 흡착되지 

않는 TN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기후변화 모의 기간의 후반으로 갈수록 월별 오염농도 

차이가 점차 증가하여 8~10월로 오염농도가 집중되는 경

향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강우일

수는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증가하여 갈수기에는 오염물

질의 유출이 감소하고, 홍수기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증

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가

뭄대비 대책은 물론 홍수기의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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