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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the achievement rate of the target water quality conditioned on the occurrence of severe drought,
to assess the effects of meteorological drought on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Nakdong River basin. Using three drought indices
with difference time scales such as 30-, 60-, 90-day, i.e., SPI30, SPI60, SPI90, and three water quality indicators such as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total phosphorus (T-P), we firs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e
drought occurrence water quality change in mid-sized watersheds, and identified the watersheds in which water quality was highly
affected by severe drought. The Bayesian network models were constructed for the watersheds to probabilistically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e drough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mong 22 mid-sized watersheds in the Nakdong River basin, four
watersheds, such as #2005, #2018, #2021, and #2022, had high environmental vulnerability to severe drought. In addition, severe
drought affected spring and fall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2021, summer water quality in the #2005, and winter water quality in
the #2022.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rough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s usufaul in proactive drought management.
Keywords: Nakdong river basin, Drought, Bayesian network, Water quality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낙동강 유역의 가뭄과 수질관리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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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관리에 미치는 기상학적 가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3개의 가뭄지수(30일-, 60일-, 90일-표준강수지수)를 바
탕으로 심한 가뭄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그리고 총인(T-P)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비율을 분석하
여, 계절에 따른 중권역의 심한 가뭄 발생이 수질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중권역에 대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가뭄-수질관리 간의 인과관계를 확률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낙동강유역의 22개 중권역 중 4개의 중권역(#2005(영강), #2018(남강댐),
#2021(밀양강), #2022(낙동강하구언))이 심한가뭄에 대한 수질관리에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과 가을철 수질관리에 미치는 가뭄
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2021, 여름철은 #2005, 겨울철은 #2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뭄과 수질관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는 사전적 가뭄관리에서의 활용도가 클 것이다.
핵심용어: 낙동강 유역, 가뭄, 베이지안 네트워크,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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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가뭄의 발생빈도가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적으로 증가

라의 경우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항목에 대한 목표수질달성
여부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대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강수량의 편차가 하나의 원인이다(Nally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는 온도상승에 따른 대기의 수분 증발량을

인한 수질관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권역별 가뭄발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을 장기화시키는 문제로

생 여부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이어질 수 있다(EEA, 2012; IPCC, 2014; Vicente-Serrano et

통해, 가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큰 지역을 파악하고, 베이지

al., 2014). 실제 가뭄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물 수요 대비 공급

안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뭄-수질관리 간

이 부족해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자연환경에

의 인과관계를 확률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는 수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최근 가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관련한 관심과 필
요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기후변화 및 야생동물 과학센터(National Climate Change and Wildlife Science Center, NCCWSC)

2. 낙동강 유역의 가뭄발생 및 수질관리 영향 분석
2.1 낙동강 유역 중권역의 계절별 가뭄 특성 분석

에서는 산불·화재 발생 증가, 식생 저하, 토착생물의 멸종 등을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내 22개 중권역의 기상학적 가

포함하는 환경 및 생태적 관점에서 가뭄을 이해하기 위한 노

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WAMIS에서 제공하는

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가뭄정보시스템에서는 가뭄의 4가

1976-2016년 기간 동안의 중권역별 면적평균 일강수량 자료

지 유형(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

(티센계수 활용)를 이용하여 30일, 60일, 90일 표준강수지수

제학적 가뭄)에 추가로 ‘생태가뭄’을 5번째 가뭄의 유형으로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30, SPI60, SPI90)를 산

추가하였다(NIDIS, 2014).

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가뭄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환경적 측면
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가뭄의 개념 정립 및 환경가뭄지

로 인한 환경적 영향 평가에도 활용한 바 있다(ME, 2017; Kim
et al., 2019).

수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ME, 2016; KEI, 2017). 여

SPI30과 SPI60 그리고 SPI90을 바탕으로 중권역별 발생한

기서 정의한 물환경 관점에서의 환경가뭄은 “자연적 요인으

최대가뭄(SPI의 최소값)을 계절적으로 구분한 결과 Fig. 1과

로 장기화된 강수량의 부족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과도한 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전체 22개 중권역에서 발생한 과거 최

사용에 따른 수서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는 물 부족 현상”

대가뭄은 모두 심한가뭄(SPI < ‒1.2) 보다 큰 수준의 심도를 나

으로 정의하였다(ME, 2016). 또한, 환경학적 가뭄을 정량적으

타내며(Fig. 1의 Y축 상단 기준값, ‒1.2), 중권역별 최대가뭄의

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가뭄영향지수를 개발하고,

평균은 극심한 가뭄(SPI <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이용한 환경학적 가뭄 위험도를 평가한 연구사례도 존재

SPI30을 이용하여 계절별 낙동강 유역의 중권역별 최대가

한다(ME, 2017). 이외에도 갈수기 수량-수질 간의 관계를 해

뭄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계절 중 강수량이 가장 집중

석하기 위해 지표면 유출량 감소에 따른 하천 수질의 변화를

되는 여름철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반면 SPI90을 이용하

평가한 연구사례도 있다(Jang and Ahn, 2012; KEI, 2015).

여 최대가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가을, 겨울, 여름, 봄 순으로

이처럼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가뭄은 수생태환경(하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1% 하한

천), 호소환경(저수지) 및 유역환경(중권역)에 영향을 줄 가능

값)이 발생했던 계절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으로 확인되었

성이 있으며, 가뭄의 환경적 영향이 높은 지점 및 유역을 구분

다. 이 중에서 봄철 SPI30에서의 가장 극심한 가뭄(1% 하한값,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규모의 강수량이

‒3.55)이 발생한 지역은 #2007 중권역이고, SPI60에서 가장

부족할지라도 기상학적 가뭄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

극심한 가뭄(1% 하한값, ‒3.30)이 발생한 지역은 #2001 중권

향은 상대적으로 큰 유역(환경적 측면의 가뭄 회복력이 낮은

역, SPI90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1% 하한값, ‒3.16)이 발생한

유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역환경에

지역은 #2018 중권역이다.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2016, #2001,

대한 가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 환경과 관련한

#2009 중권역, 가을철은 #2011, #2012 중권역, 겨울철은 #2011,

다양한 지표를 가뭄과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2012, #2021 중권역에서 극심한 가뭄(1% 하한값)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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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는 #2003 중권역(SPI30 기준 15.6%), #2021 중권

였다. 이처럼 낙동강 유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역(SPI60 기준 10.5%), #2012 중권역(SPI90 기준 12.1%)에

계절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체 1976-2016년 기간 동안 중권역별 심한가

서 심한가뭄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뭄(SPI < ‒1.2) 발생빈도를 계절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여름철에는 #2003 중권역(SPI30, SPI60, SPI90 기준

Fig. 2는 봄철에 발생한 심한가뭄(severe drought) 발생특성

모두), 가을철에는 #2021 중권역(SPI30 기준), #2003 중권역

을 대표로 도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사용한 가뭄의 절단수준

(SPI60 기준), #2010 중권역(SPI90 기준), 겨울철에는 #2001

(SPI < ‒1.2)은 앞에서 다룬 중권역별로 발생한 최대가뭄의

중권역(SPI30, SPI90 기준)과 #2004 중권역(SPI60 기준)에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가뭄지수마다 나타나

서 심한가뭄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는 중권역별 심한가뭄의 발생비율에 대한 계절별 비교가 가능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심한가뭄은 각 계절마다 기상학적 가

하였다.

뭄에의 노출정도에 차이가 있다. 즉 특정 계절에서 상대적으로

Fig. 1. Characteristics of seasonal maximum drought in the Nakdong basin

(a) SPI30

(b) SPI60
Fig. 2. The occurrence rate of severe drought (SPI < ‒1.2) in spring (%)

(c) SP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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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뭄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역에서는 가뭄관리 및 감시

분석하였다(Fig. 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및 호소 지점

를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이다.

을 대상으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따라 생활환경기
준으로 BOD, TOC 및 T-P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

2.2 심한가뭄 조건에 따른 수질관리 영향 평가

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BOD, TOC, T-P을 기준으로 중권역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기상학적 가뭄이 하천 수질

별 목표수질 달성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4는 심한가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중권역별 대표 수질관

뭄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권역별 항목(BOD, TOC, T-P)

리 지점을 대상으로 심한가뭄 조건에 따른 수질관리의 변화를

별 목표수질 달성비율(Achievement rate of target water
quality)을 산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심한가뭄의 발생으로 인해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는 중권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학적 가뭄은 수질관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Table 1은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심한가뭄(SPI90) 조건에서 항목별
(BOD, TOC, T-P) 목표수질 달성비율의 증감변화(증가(△)
또는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심한가뭄 조건에서 중권역별 목표수질 달성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22개 중권역 중 15개 중권역(68.2%)에서
BOD 항목의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였고, 8개 중권역
(36.4%)에서만 TOC 항목의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개의 중권역(59.1%)에서 T-P 항목
의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SPI30
와 SPI60에 대한 심한가뭄 조건에서의 수질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BOD 기준일 경우,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던 지역은 전체 22개 중권역 중 81.8%(SPI30), 86.4%
(SPI6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C 기
준일 경우에는 54.5%(SPI30)와 36.4%(SPI60)의 지역에서,
T-P 기준일 경우에는 72.7%(SPI30)와 68.2%(SPI60)의 지역
에서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권역별 가뭄이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

Fig. 3. Wate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in Nakdong River Basin

(a) BOD

(b) TOC
Fig. 4. Achievement rate of target water quality (%)

(c)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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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hievement rate change of target water quality according to drought (SPI90)

Station ID (#)
2001

Achievement rate (%)
BOD

TOC

T-P

▽ 4.8

△ 4.3

△ 8.6

Station ID (#)
2012

Achievement rate (%)
BOD

TOC

T-P

▽ 9.7

▽ 3.0

▽ 8.7

2002

▽ 6.3

△ 2.6

△ 4.9

2013

△ 0.6

△ 8.5

△ 12.6

2003

△ 7.1

△ 13.9

△ 5.5

2014

▽ 16.9

▽ 1.5

▽ 36.2

2004

▽ 7.1

△ 7.2

△ 1.8

2015

△ 0.8

△ 5.0

▽ 20.0

2005

▽ 15.9

▽ 24.4

▽ 5.1

2016

△ 6.7

△ 25.5

△ 20.3

2006

△ 0.9

△ 1.3

△ 0.0

2017

△ 3.5

△ 5.8

▽ 10.4

2007

▽ 8.5

△ 7.5

▽ 2.8

2018

▽ 6.5

▽ 0.9

▽ 2.6

2008

▽ 13.2

△ 2.7

△ 23.4

2019

▽ 2.2

▽ 16.0

▽ 9.8

2009

▽ 12.5

△ 7.1

▽ 0.9

2020

▽ 20.3

▽ 0.2

▽ 11.9

2010

△ 0.1

△ 10.3

△ 0.0

2021

▽ 30.8

▽ 4.2

▽ 12.8

2011

▽ 9.1

△ 2.6

▽ 0.9

2022

▽ 12.0

▽ 0.9

▽ 8.7

토한 결과, 3개의 가뭄지수(SPI30, SPI60, SPI90)와 3개의 수
질 평가항목(BOD, TOC, T-P)에 대하여 조건부 기상학적 가
뭄으로 인해 목표수질 달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지역은 총 4개의 중권역(#2005-영강, #2018-남강댐, #2021밀양강, #2022-낙동강하구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뭄발
생시 낙동강 하류유역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던 기존연구(ME, 2017)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즉, 이러한 기상학적 가뭄으로 인하여 하천 수질관리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과 수질관리 간
의 인과분석이 필요하다.

Fig. 5. Example of a Bayesian network

및 복합재난 관련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Nam,
2014; Yoo et al., 2014; Bertone et al., 2016; Phan et al., 2019;
Ali et al., 2020). Fig. 5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기본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으로서 3개의 확률변수(X1, X2, X3)를 이용하

3.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의 가뭄-수질관리 인과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측면의 서로 다른 유역환경에 나타나
는 가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 기반의 계절별 가뭄-수질관리 간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기상학적 가뭄으로 인한
수질변화에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4개의 중권역
(#2005, #2018, #2021, #2022)을 대상으로 하여, 계절별 기상
학적 가뭄으로 인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론적으로

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예시이다.
여기서, X1은 독립변수(부모노드, parent node)로서 화살
표에 따라 변수 쌍(X1과 X2, X1과 X3) 간의 관계는 종속적으로
해석되고, X2와 X3은 X1의 자식노드(child node)가 되어 노드
간의 확률적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수학적 확률이론을 기반
으로 하며, 여기서 각 변수를 표현하는 노드는 그래프 이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델이며, 각 변수 간의 확률적 의존관계
의 방향은 호(arc)로 나타낸다. 연결된 노드 간의 의존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Eqs. (1) and (2)을 이용하여 조건부확률

해석하였다.

(conditional probability)을 계산한다. 여기서, P(B|A)는 사건

3.1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본이론

한다.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가 발생했을 시 사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래픽 기반 모델로서 변수의 관측
값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가 내포하는 여러 변수 간의 인과관
계를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데 유용한 장점이 있어 자연재해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했을 확률을 의미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계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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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2)

Table 2. Water quality for TOC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 in
the #2021 basin

Meteorological drought

Season

Water quality for TOC

SPI30

SPI60

SPI90

Non_D

Non_D

Non_D

Spring

Good
87.5

Bad
12.5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베이즈 정리를 기본으로 하

Non_D

Non_D

Non_D

Summer

68.5

31.5

여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추론하게 된다. 여기서

Non_D

Non_D

Non_D

Autumn

95.3

4.7

베이즈 정리란 조건부확률을 이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조건부

Non_D

Non_D

Non_D

Winter

87.9

12.1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Eq. (3)과 같이 사후확률 P(A|B)

Non_D

Non_D

Drought

Spring

66.7

33.3

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P(B)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확률이

Non_D

Non_D

Drought

Summer

60.0

40.0

다. 즉, 사후확률 P(A|B)는 사건 B를 일어나게 한 원인으로 사

Non_D

Non_D

Drought

Autumn

100.0

0.0

건 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명된다.

Non_D

Non_D

Drought

Winter

75.0

25.0

Non_D

Drought

Non_D

Spring

0.0

100.0

Non_D

Drought

Non_D

Summer

75.0

25.0

Non_D

Drought

Non_D

Autumn

80.0

20.0

Non_D

Drought

Non_D

Winter

100.0

0.0

Non_D

Drought

Drought

Spring

75.0

25.0

 ∣  ∙ 
 ∣    
 

(3)

3.2 가뭄-수질관리 영향평가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절별 심
한가뭄이 하천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베이
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지안 네트
워크 소프트웨어 네티카(Netica)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다양
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가뭄-수질관리 간의 확률변화를
비교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높다. 본 모형에서는 기상학적 가
뭄 요인별(SPI30, SPI60, SPI90) 심한가뭄(SPI < ‒1.2)의 발
생 유무에 따라 항목(drought, non)이 구분되고, 계절 항목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질관리 관련 항목(Good, Bad)은 수질 평
가항목(BOD, TOC, T-P)에 대한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
하여 구분하였다.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계절적 가뭄을 나타내는 독
립변수와 수질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이루어져 있

Non_D

Drought

Drought

Summer

50.0

50.0

Non_D

Drought

Drought

Autumn

57.1

42.9

Non_D

Drought

Drought

Winter

100.0

0.0

Drought

Non_D

Non_D

Spring

50.0

50.0

Drought

Non_D

Non_D

Summer

50.0

50.0

Drought

Non_D

Non_D

Autumn

72.7

27.3

Drought

Non_D

Non_D

Winter

100.0

0.0

Drought

Non_D

Drought

Spring

100.0

0.0

Drought

Non_D

Drought

Summer

0.0

100.0

Drought

Non_D

Drought

Autumn

100.0

0.0

Drought

Non_D

Drought

Winter

100.0

0.0

Drought

Drought

Non_D

Spring

50.0

50.0

Drought

Drought

Non_D

Summer

66.7

33.3

Drought

Drought

Non_D

Autumn

66.7

33.3

Drought

Drought

Non_D

Winter

100.0

0.0

으며, 각 변수 간의 확률적 의존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조건

Drought

Drought

Drought

Spring

66.7

33.3

부확률을 계산하였다. Table 2는 수질관리(TOC 기준)에 미

Drought

Drought

Drought

Summer

75.0

25.0

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와 계절특성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는

Drought

Drought

Drought

Autumn

100.0

0.0

조건부확률표(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이다.

Drought

Drought

Drought

Winter

100.0

0.0

Fig. 6은 #2021 중권역에 대한 가뭄-수질관리 간의 의존관
계를 나타내는 그래픽 기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이다.

#2021 중권역에서 계절별 기상학적 가뭄 시나리오(SPI90 기

즉, 수질관리의 상태(Good, Bad)는 다양한 가뭄 시나리오(기

준, drought = 100%)에 따른 수질관리의 상태(Good, Bad)별

상학적 가뭄 요인(SPI30, SPI60, SPI90)과 계절적 요인(봄, 여

확률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Fig. 6과의 비교를 통해

름, 가을, 겨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계절별 발생한 가뭄에 의해 수질관리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한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 조건의 변화로 인해 수질관리의 상

비교할 수 있다.

태(Bad)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가상

여기서 봄철 기상학적 가뭄 시나리오에 따라 BOD 기준으

분석(What-if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Fig. 7은

로 수질관리가 나쁨(bad)일 확률은 97.7%이다(Fig. 7(a)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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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ysian network model for drought and water quality in the #2021 basin

Fig. 7. Probability changes of water quality according to seasonal drought scenario in the #2021 basin

고). 이러한 결과는 가뭄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이전의 확률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6의 BOD 기준으로 나쁨(bad)일 확률: 47.4%)과 비교하

이처럼 특정 지역의 수질관리 상태는 수질에 기여하는 또

여 50.3%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기상학적 가뭄 시나리오에

다른 요인(가뭄의 영향)에 의해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따른 수질관리(BOD 기준)이 나쁨(bad)일 확률은 봄(50.3%),

다. 즉, 다양한 계절 가뭄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관리의 관

겨울(22.0%), 가을(15.4%), 여름(4.4%) 순서로 큰 폭으로 증

계를 이해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이 계절별 기상학적 가뭄 요

가하였다. 또한, 수질 평가항목이 TOC 기준일 경우에는 여름

인(SPI30, SPI60, SPI90)으로 인해 수질관리가 악화될 확률

철 가뭄, T-P 기준일 경우에는 겨울철 가뭄이 수질악화에 큰

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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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bability changes of water quality (bad=100%) for BOD
according to seasonal drought

Drought

SPI30

SPI60

SPI90

Seasonal

Station ID (#)

하여, 심한가뭄 발생유무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비율의 변화
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질 평가항목 중 BOD와 T-P를 기준으로 한 경우,

2005

2018

2021

2022

낙동강 유역 내 50% 이상의 중권역에서는 가뭄 발생으로 인

Spring

37.8

36.2

52.6

26.4

Summer

37.5

36.7

52.6

17.8

해 목표수질 달성비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utumn

-47.5

-13.4

24.1

6.4

Winter

-21.1

2.2

-15.1

27.9

Spring

37.8

-13.4

23.5

14.1

Summer

35.5

-6

12.3

-19.3

Autumn

-46.5

-3.71

-3.5

-15.5

Winter

37.8

-2.5

51.5

42.1

Spring

37.8

36.5

50.5

38

Summer

35.9

4.7

4.4

-9.6

Autumn

-16.1

-13.4

15.4

-18.7

Winter

32.4

2.6

22

19.2

TOC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한 수질관리의 영
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상학적 가뭄과
수질관리에 대한 영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유역의 수질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기상학
적 가뭄(강수량 부족)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기상학적 가뭄이외의 다른 요인(예를 들어, 상류에서 유입되
는 유량과 오염부하량 등)에 대한 인과성을 추가적으로 분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상학적
가뭄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낙동강 유역 내 중권역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그 결과, 전체 4개의 중권역에서 봄과 가을철 가뭄으로 인
해 수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지역은
#2021 중권역이며(SPI30, SPI90 기준), 여름철에는 #2005 중
권역(SPI60, SPI90 기준), 겨울철에는 #2022 중권역(SPI30,
SPI60, SPI90 모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 중권
역에서는 기상학적 가뭄(SPI60 제외)으로 인한 봄, 여름, 겨울
철 수질관리(BOD 기준)에 대한 가뭄 영향력이 대부분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내 4개의 중권역에서는 기
상학적 가뭄이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Table 3에서 음의
값)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 내 수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상학적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의 부족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원인 이외에도 인위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대상으로 확률론적 접근을 통한 가뭄-수질관리 간의 인과관
계를 이해하기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중권역별로 다양한 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 변화를 조
건부 확률의 개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절마다 가
뭄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취약성이 큰 지역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봄과 가을철 수질에 미치는 가뭄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2021 중권역이고, 여름철에는 #2005 중권역, 겨울철에는
#2022 중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중권역에
서는 가을과 겨울에 비하여 봄과 여름철 가뭄이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적 측면에서 가뭄의 영향 취약요인을 발견을 위해서
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인과관계 모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유역환경으로 미치는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구분 및 취약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뭄 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가뭄에 의한 직·간접적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 수질관리에 미치는 가뭄의 영향을 분

해서는 기존의 가뭄 상황 모니터링과 더불어 환경적 영향에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향후 가뭄 취약요인 관리를 통한 가뭄
회복력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기상학적 심한가뭄의
발생특성을 분석하고, 가뭄 조건 여부에 따른 하천의 목표수
질 달성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먼저, 지역별 기상학적 가뭄의
발생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절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중권역
별 최대가뭄을 비교한 후, 상대적으로 기상학적 가뭄 노출이
큰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후,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기상학
적 가뭄이 하천 내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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