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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80년 이후로 약 0.85℃ 상승하였다. 이는 수문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전 세계는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계획 수립을 위해 특히 물 부족 측면에서 기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안성천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물수지 및 물 부족량을 평가하였다.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강수량을 모의하였고, 준분포 강우-유출 모형인 SLURP 모형을 통해 유출량을 
추정하였다. K-WEAP 모형을 통해 안성천 유역 소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1965-2011년간 과거 자료로부터 계산된 용수이용량(생활, 공업, 농업용수)을 활용한 선형예측함수식을 통해 
장래 물 수요 추정량을 산정하였다. 물 수지 분석 결과, 인구 증가, 급격한 도시화 및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량은 증가하고, 반면 농업용수 이용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안성천유역에서 미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역 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광역상수도 확충 및 제한급수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RCP 8.5 시나리오, SLURP 모형, K-WEAP 모형

Abstract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on Earth has increased by about 0.85℃ since 1880 due to the global warming. The 
temperature increase affects hydrologic phenomenon and so the world has been suffered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Therefore, especially, in the aspect of water deficit, we may require the accurate prediction of water 
demand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climate in order to establish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to ensure safe water 
supply for the future. To do this, the study evaluated future water balance and water deficit under the climate change for 
Anseong river basin in Korea. The future rainfall was simulated using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and the runoff was 
estimated through the SLURP model which is a semi-distributed rainfall-runoff model for the basin. Scenario and network 
for the water balance analysis in sub-basins of Anseong river basin were established through K-WEAP model. And the 
water demand for the future was estimated by the linear regression equation using amounts of water uses(domestic water 
use, industrial water use, and agricultural water use) calculated by historical data (1965 to 2011). As the result of water 
balance analysis, we confirmed that the domestic and industrial water uses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because of 
population growth, rapid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However, the agricultural water use will 
be gradually decreased. Totally, we had shown that the water deficit problem will be critical in the future in Anseong river 
basin. Therefore, as the case study, we suggested two alternatives of pumping station construction and restriction of water 
use for solving the water deficit problem in the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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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 및 산업 발달로 인해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

로 장래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

포니아주는 지난 6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농지가 물 부족으로 휴경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탈리아는 

6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로마시의 제한급

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부지역에서 극심한 가

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

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등의 물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

다. 따라서 용수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확한 용도별 

용수이용량, 하천의 유입-유출량을 파악하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가뭄, 물 수지 

등의 분석을 통한 수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물 부족 평가

를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

뭄 분석을 통해 물 부족을 평가한 연구로 Seo et al. (2009)

은 농업 및 생활용수 부문에 대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하였

으며, Kyung et al. (2009)은 기후변화가 서울지역의 기온 

및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Moon et al. (2013)

은 국가 수자원계획의 가뭄 빈도별 물 부족량을 추정하였

고, Tabari et al. (2013)은 수문학적 가뭄지수를 이용하여 

이란 서부의 Hamedan에서 가용한 수자원에 대해 평가하였

다. Kwak et al. (2015)은 AR4 시나리오를 이용해 기후변

화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 영향을 평가하였고, Hong (2016)

은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한강유역의 가뭄 변동

성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수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물 부족을 평가한 연구

로는 독일에서 Bronstert et al. (1999)이 물 수지 분석을 위

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유출량 모의를 수행한 바 있다. 

Esra’a (2015)는 요르단 사막지역의 불규칙한 강우강도 및 

용수 수요를 고려한 수자원에 대해 SEI-B에서 개발한 물 수

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Mishra et al. (2015)은 스

리랑카의 Deduru Oya 강 유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

원 개발을 위한 의사 결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물 수지 분석

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Kim (2011)이 기후변화를 고려하

여 이수측면의 물 부족량을 산정하였으며, Kim (2013)은 최근 

전 세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를 K-WEAP

모형에 적용하여 미래 한반도의 물 부족량을 평가하였다. 또

한 Kim et al.(2016)은 금강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

리오를 통해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용수 이용량을 추정하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

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

변화를 고려한 물 수지 분석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부족 사태의 심

각성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성천 유역의 물 부족량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확충하고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2. 기후변화 시나리오 구성 및 모형의 개요

2.1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는 물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특히 가뭄 지역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서는 2050년에는 아시아 10억 명 이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IPCC, 2008).

본 연구에서는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적용한 물 부족 평가를 진행하였다. 

2.2 기후변화 분석을 위한 장기유출 모형 선정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상 유역의 수자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더불어 장기 유출 분석에 

중요한 증발산량 및 토지피복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활용함으로

써 유역에 대한 물리적 특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Kim, 2010).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PRMS 

(Precipitation Runoff Modeling System) 모형, SLURP 

(Semi-distributed Land Use-based Runoff Process) 모형,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이 국내에 

적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설물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타 모형과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 중 다수의 댐, 기후변화 요소와 토지

피복, 식생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SLURP 모형을 장기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2.3 물 수지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선정

우리나라는 최근 물 수지 분석을 위해 복잡한 유역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수자원 계획 분석방법을 도입하였

고 NEDECO (The Netherlands Engineering Consultants)

방법이나, FORTRAN (Formula+ Translator), C등의 절차 

중심언어를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왔다. 이 외에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 물 수지 분석 모형은 MODSIM 

(Modeling and Simulation)과 DWRSIM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Simulation Model), WEAP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등이 있다. 여기서, 

MODSIM은 시스템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시스템의 운영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WEAP 모형

은 시스템의 평가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 SEI-B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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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와 WEAP 모형의 기능을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 개발한 통합 수자원 평가 계획모형인 K- 

WEAP (Korea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였다.

3. 대상유역 특성 및 입력자료 구축

3.1 안성천 유역의 일반현황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안성천 유역은 동경 126° 50 ' - 

127° 00', 북위 36° 50' - 37° 20'에 걸쳐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유역면적은 1,658.66 km2이며 유로

연장 70 km인 하천으로서 국가하천인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4개 외 다수의 지방하천을 포함하고 있다. 안성천 

유역의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년 총 면적 중 농

경지가 39.1%, 산림이 30.6%, 시가지가 17.6%를 차지하

고 있다. 안성천 유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시가지 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논, 밭 등과 같이 농촌 지역 감

소의 영향으로 생활·공업용수 이용량은 증가하고 농업용수

이용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SLURP 모형의 구축 및 적용 결과

3.2.1 SLURP 모형의 구축

안성천 유역의 하천 최상류 지점의 유입량 산정을 위해 

안성천 유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수원, 이천, 천안)의 일

(daily)단위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형과 토지피복 상태에 따라 더 세분화하기 위하여 SLURP 

모형의 TOPAZ (TOpographic PArameter ZAtion)분석인 

SLURPAZ를 통해 안성천의 전체 유역을 7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모형의 최적화를 위해 추출한 지상학적 매개변

수들의 민감도 분석을 기초로 하여 2006-2007년 기간에 대

해 모형을 보정하였다. 또한 2010년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

도 검정을 수행하였다(Kim et al., 2009; Kite and Spence, 

1995; Kite, 2007).

3.2.2 SLURP 모형의 용 결과

모형의 Nash-Sutcliffe 효율성계수의 보정 전과 후를 비

교한 결과 Nash 효율성계수가 0.32에서 0.61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적합도 검정을 위해 2010년 기상자료를 

통해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효율성 계수가 0.6으로 보

아 신뢰할만한 자료로 판단되어,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미래기간의 유출량을 목표기간(2011-2099년)을 다음

과 같이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Reference(관측기간) : 1981년 - 2011년

- Target Period I : 2011년 - 2040년

- Target Period II : 2041년 - 2070년

- Target Period III : 2071년 - 2099년

미래기간의 홍수기, 갈수기의 유출특성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기간(1981-2011년)과 미래기간의 유출특성을 계

절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관

측기간이 미래기간에 비해 적은 강우에도 큰 유출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관측기간의 경우, 

미래기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Fig. 2. Analysis of seasonal runoff characteristics in each periods.

Fig. 1. Land co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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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미래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의 유출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Target Period II의 경우, 강우에 비해 유

출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댐 및 농업용 저수지를 

통해 가용한 빗물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안성천 유역의 유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3은 하천유량의 지속기간에 따른 유량을 도시화 한 유황곡

선을 도시한 것이다. 갈수량(Drought flow; 연중 355일 지

속유량), 저수량(Low water discharge; 연중 275일 지속유

량), 평수량(Six month flow; 연중 185일 지속유량), 풍수량

(Three month flow; 연중 95일 지속유량)으로 구분하였다.

유황분석 결과 안성천 유역은 관측기간에 비해 미래기간

에서는 전체적으로 유황곡선에서 지표들의 유량 값이 증가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Target Period II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풍수량에서 갈수

량으로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으로 수자원의 

공급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천 

유역의 유출특성 및 하천유량에 따른 수자원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성천 유역

의 본류에 대하여 총량 비교법을 통한 물 부족 평가를 위해 

안성천 최상류 지점 유입량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4.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지 분석 및 

물 부족량 평가

4.1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수지 시나리오 생성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량을 추정하고 이

에 따른 수자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RCP 8.5 시나리오를 이

용하여 목표기간에 따라 유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성천 유

역의 자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수

요처 선호도(용수 이용의 우선순위를 뜻함)는 유역 내 수요

처 선호도를 가장 큰 값인 (1)로 적용하였고, 유역 외 수요처

인 광역상수도를 (2)로 가정하여 모의하였다. 또한 K- 

WEAP 모형을 통해 안성천 유역의 물 수급 네트워크를 구성

한 후, 각 요소별로 하천(3), 도수(9), 저수지(댐2), 수요처

(7), 회귀수(2), 필요수량(1)을 생성하였다(Fig. 4). 여기서 하

Fig. 3. Flow duration curve.

Fig. 4. Water budget network configuration of Anse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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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 크게 안성천, 한강, 금강으로 구분하였고 도수지점들은 

팔당댐, 충주댐,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저수지는 하천 상의 저수지를 나타내고 하천 저수지 노드

는 수요처 또는 하류에서의 사용을 위해 물을 직접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노드는 팔당댐과 충주댐

으로 구성하였다. 수요처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시

설물로 도시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하천 상에는 위치할 수 

없다. 또한 수요처 선호도를 통해 물 배분의 우선순위가 결

정된다. 회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값인 생활·공업용

수의 65%, 농업용수의 35%의 회귀율을 적용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다시 말해 

회귀율은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1로 가정할 경우 생활·공업

용수는 0.35 (1-0.65), 농업용수는 0.65 (1-0.35)가 사용되

며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필요수량은 하천이나 도수 상의 어느 지점에서 수

질, 어류/생태계, 주운, 레크리에이션, 하류 필요수량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하천유지유량을 적용하였다.

4.2 물 부족 평가를 위한 하천 유입량 및 용수이용량 산정

4.2.1 SLURP 모형을 통한 하천 유입량 산정

SLURP 모형을 통해 산정된 유출량으로 소유역별 하도추

적을 통해 하천 최상류 지점의 유입량을 산정하였다. 산정

된 연 평균 유입량은 안성천 유역의 순수유입량을 나타낸

다. 안성천 유역의 관측기간의 평균 하천 유입량은 277.12 

m3/s로 분석되었으며, 점차적으로 Target Period I에서는 

약 1.08배, Target Period II는 약 1.24배, 그리고 Target 

Period III에서는 약 1.23배 만큼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기간의 강수량 증가

의 영향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2 K-WEAP 모형을 통한 미래 용수 이용량 산정

안성천 유역의 용수 이용량을 생활용수(상수도 이용량, 미

급수지역 이용량, 기타 이용량), 공업용수(계획입지공단 이용

량,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농업용수(논용수, 밭용수, 축산용

수)로 구분하였고, 선형예측함수식(y = ax + b, y  예측변수 

x : 연도)을 통해 이들의 미래 용수 이용량을 산정하였다.

Fig. 6과 같이 생활·공업용수는 미래 인구 증가와 도시개

발로 인해 용수이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용수는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과거부터 미

래기간까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

후 생활·공업용수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자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물 부족량 평가 및 대안제시

4.3.1 기후변화를 고려한 목표기간 별 물 부족 평가

앞서 SLURP 모형을 통해 산정된 안성천 유역의 하천 유

Fig. 5. The yearly average inflow for upper most stream point of Anseong river.

Fig. 6. Application result of linear regression function for future water us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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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및 생활, 농업, 공업용수 이용량을 K-WEAP 모형에 

적용하여 총량 비교법을 통한 물 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 안성천 유역은 기준년도에는 물 부족이 발생

되지 않았으나, 미래기간으로 갈수록 Target Period I에서

는 약 686백만톤의 물 부족이 발생되었으며, Target Period 

II는 3,886백만톤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약 5.7배, 그리고 

Target Period III에서는 9,163백만톤으로 약 2.4배의 물 부

족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는 

목표기간별 물 부족총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간 내에서는 

1981년부터 2028년까지의 물 부족은 발생되지 않았고 2029

년을 기점으로 물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에서는 일반적으로 신규 댐, 농업용 저수지 건설, 물 재이용

사업(해수담수화, 빗물 재이용)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

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비용을 투자한 해결방법이 

아닌, 균형있는 물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4.3.2 물 부족 해결을 한 안제시

대안 1. 광역 상수도 공급량 증가

첫 번째 대안인 광역 상수도 공급량 증가를 통한 물 부족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역 상수도 공급량 확충을 

위해 안성천 유역의 공급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

댐을 적정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2009)에서는 팔

당댐의 강우-유출량이 미래기간에 최대 4.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팔당댐 유출량의 

연도별 증가율을 반영하여 하천유입량을 가정하였고, 하천

유입량 증가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동일하게 증가시

키는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구성하였다. 물론 안성천 유역은 

금강, 충주댐으로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만, 금강의 

보령댐은 극심한 가뭄 상태이며, 충주댐은 공급량이 미미하

기 때문에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안성천 유역에 대안 1을 적용한 결과, Table 2와 같이 

Target Period I에서는 연간 약 150백만톤, Target Period II

에서 약 893백만톤, Target Period III에서 약 2,545백만톤

의 물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시나리오가 최악의 상황인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시

킨 만큼 물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점차적

으로 물 부족량을 해소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 물 부

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2. 제한 급수(생·공 용수 20% 제한)

대안 2는 2015년 보령댐의 급수지역인 충남 서부지역의 

제한 급수 사례를 적용하였다. 이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생

활·공업용수의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물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제한 급수가 시행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동일한 조건인 생활·공업용수를 20% 제한하여 급수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는 1일 사용가능한 물을 10 

L로 가정한다면 이중에서 8 L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

미한다. 물론 이러한 제한급수는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물 부족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재앙이

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한 물 절약 운동이 먼 

미래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업 부분에서 많은 양의 

물 부족이 발생되고 있는 안성천 유역을 충남 서부지역과 

같은 제한 급수 대안을 적용하고 물 부족 해소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3에서 보여주듯이 Target Period I

Table 2. Comparison of water deficit before and after the first alternative   (Unit : 106 m3/year)

Period

Before After Amount of 
Water deficit

(A-B)
Domestic
/Industrial

Agri-
cultural

Total
(A)

Domestic
/Industrial

Agri-
cultural

Total
(B)

Target Period I 497.27 189.36 686.63 386.30 149.95 536.25 150.38

Target Period II 3,323.64 563.02 3,886.66 2,597.39 395.84 2,993.23 893.43

Target Period III 8,783.40 380.06 9,163.46 6,379.07 238.91 6,617.98 2,545.48

Table 3. Comparison of water deficit before and after the second alternative   (Unit : 106 m3/year)

Period
Before After Amount of water deficit

(A/B)Domestic/Industrial (A) Domestic/Industrial (B)

Target Period I 497.27 53.65 9.27 times

Target Period II 3,323.64 1,025.01 3.24 times

Target Period III 8,783.40 3,162.35 2.78 times

Table 1. Water deficit of each target period in Anseong river basin
(Unit: 106 m3)

Period

Water deficit

TotalDomestic·
industrial water

Agricultural 
water

Reference 0.00 0.00 0.00

Target period I 497.27 189.36 686.63

Target period II 3,323.64 563.02 3,886.66

Target period III 8,783.40 380.06 9,1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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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약 9.3배, Target Period II에서는 약 3.24배, Target 

Period III에서는 약 2.78배의 물 부족이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서부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제한급수

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 대안이지만 안성천 

유역 특성과 급수 시간대를 고려한 제한 급수를 시행한다

면, 미래의 물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 대비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 및 우기의 강우 편중현상과 도시·산업화의 영향으로 인

한 생활·공업용수의 이용량 증가로 물 부족 상태에 놓여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수도요금과 광역상수도 및 댐 

간 물 연계 운영 등으로 물이용을 조절하고 있어 이러한 사

태를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의 과소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지역 간 강우

편차가 커짐으로써 미래 수자원의 시공간적인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5년과 같은 극한가뭄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한 용수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

업 및 공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성천 유역을 대상으

로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부족량을 평가하고자 하였으

며 관측기간(1981-2011), Target Period I (2011-2040), 

Target Period II (2041-2070), Target Period III (2071- 

2099)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안성천 유역은 기준년도에는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Target Period I의 2029년을 기점으로 약 6억 8천

6백만톤, Target Period II에서는 38억 8천6백만톤, Target 

Period III에서는 91억 6천3백만톤의 물 부족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급격한 도시·산업화에 따른 지역별 용수이용

량의 증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연구와 동일

한 결과로 확인되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0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를 고려한 안성천 유역의 물 부족 평가를 수

행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의 추세에서 온실가스 

저감없이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인 RCP 8.5 시나리오로 가

정하였기 때문에 물 부족량이 과대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

후에는 RCP 2.6, 4.5, 6.0 시나리오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

오를 적용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반

영된 RCP 2.6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안 1(광역상수도 공급량 확충)은 팔당댐의 저장가능

한 물의 양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처(평화의 댐, 소양강댐 등)를 확보하고, 

타 지역간 균형있는 급수계약을 한다면 물 부족 해소를 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안 2(생·공 용수 20% 감축)는 현재 충남 서부지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미래기간의 물 부족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주민

들의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은 계

절, 시간으로 구분하여 균형있는 제한 급수를 시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제언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 가지 대안을 적

절히 활용하고 기후변화를 RCP 2.6, 4.5, 6.0, 8.5 시나리

오로 구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미래 물 부족에 대응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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