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본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만큼이나 그 변화
는 빠르고 무쌍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감축로드맵, 적
응로드맵 등 파리협약 이후의 이행 조치에 대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에 대한 이행점검방안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
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
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현명하게 취합하고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현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과
학’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의 단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정보교류를 위해 2009년 2월에 발족한 우리 기후변
화학회는 어는 덧 발족 1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대의 집행부를 거치면서 회원
수는 2018년 5월 현재 1,715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을 포함하여 총 19회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2호(통권)의 학술지 발간을 통해 278편의 학술논문이 공유되었습니다.
내년(2019년 2월)이 1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10주년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금번의 학
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2018 KSCC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는 ‘기후
변화연구, 과거와 미래 10년(Climate Change Research, Past and Future 10 Years)’의
주제로 회원님들께서 정성 드려 일구신 연구 성과 들이 교류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개의 기조강연, 22개의 기획세션에서 156편 발표, 7개 일반세션을 통
한 74편 발표 등 총 233개 주제에 대한 구두발표와 108개 주제의 포스터발표가 있을 예정입
니다. 이와 같은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표를 통해 현명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해법이 다
양한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Kiyoto Tanabe 박사님, 미국의 Richard Palmer 교수
님, 호주의 Simon Marsland 박사님 등의 기조강연이 Working Group III, II, I을 각각 대
표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를 겸하고 있어, 4개
의 국제세션에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오신 저명하신 학자들의 40여 편의 영어발표가 있게 됩니
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님, 이상순 서귀포시장님의 축사,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의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 및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고견도 접하시게 됩니
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지원해
주신 국립기상과학원, 김영오 학술부회장님을 비롯한 학술이사님, 한국기후변화학회 사무국, 운
영도우미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과 있고, 보람된
학술대회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

우

균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여러분!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참
여를 위해 이렇게 제주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류의 활동은 이제 지구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
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이미 지난 2015년 전지구 평균 농도 400ppm을 넘어서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급격한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전례없는 온난화라는 결과를 불
러왔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농업부터 관광업까지, 인프라 시설부터 보건에 이르기까
지 우리 사회·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적 자원인 물, 식량, 에너지도 기
후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
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
게 될 것이며, 지금 당장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18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IPCC는 오는 2021~22년 발간을
목표로 제6차평가보고서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금년 6월부터 기후변화 과학, 영향 평가 및 적
응, 온실가스 감축 등 전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보고서 집필에 들어갑
니다. 또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 국가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축해나가자는 “파리 협정”의 후속 조치로서,“1.5℃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
가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8차 IPCC 총회를 통하여 승인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서는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보
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기상과학원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
한 연구개발”을 모토로 온실가스 관측과 감시, 기후변화의 탐지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산출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고 지원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기후변화 과학 연
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올 해는 2009년에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이제 10년차에 접어드는 한국기후변
화학회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의 10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과학과 적응,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기후변
화학회는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되어 온 성과들에 기반하여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는 시의적절한 토의의 장을 이어나갔습니다. 2018년 6월, “탄소제로”의 친환경 섬을 꿈꾸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사회와의 공
유와 적용을 통한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애쓰신 이우균 학회장님을 비롯
한 학회 임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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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장

║축 사║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 정기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서귀포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가 우리 서귀포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
신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우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 연구 과거와 미래 10년’을 주제로 3일간 열리는 이번학술대
회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각종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산업 경제에도 막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연구와 역량 결집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귤과 밭작물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시정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의 학술대회는 과학적 증거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적응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리라 기대됩니다.
서귀포시정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과 이로 인한 재난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활발한 토론과 유용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만남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서귀포시장 이

상

순

총 회

식 순
∙ 사회 : 전종안 총무이사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 환 영 사 : 류상범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직무대리

◈ 축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사 : 유연철
이상순

서귀포시장

◈ 시상
Ⅰ. 공로상
Ⅱ. 감사패
Ⅲ. 학술상
Ⅳ. 신진연구자상
Ⅴ. 기술상
Ⅵ. 최우수발표논문상 및 최우수포스터논문상
◈ 기념사진

【 장내 정리 】
◈ 주요 업무 보고
◈ 토의 안건 및 심의
I. 2018년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II. 기타 안건 및 토의
◈ 폐회 선언
◈ 만찬 (5층 오션뷰)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안내
1. 일정 및 장소
기간 : 2018년 6월 18일(월)~6월 20일(수)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ㆍ1층 : 등록처, 전시부스, 총회(시상식)장, 리셉션, 오찬(백록홀)
구두발표장(A), 포스터발표장
ㆍ2층 : 구두발표장(B, C, D, E, F)


ㆍ5층 : 만찬(오션뷰)

2. 총회 토의안건 및 심의
(1) 2018년 활동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2) 기타 안건 및 토의
3. 논문 발표
(1) 구두 발표 : 구두 발표시간은 15분이 원칙이며, 모든 구두 발표회장에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일 발표 자료는 *.ppt 버전으로(*.pptx는 불가할 수 있음)
USB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2) 포스터 발표 : 포스터 보드의 크기는 약 90cm×110cm(가로×세로)이며, 제목, 성명 및
내용을 이 크기에 맞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포스터는 발표시간 최소 30분 전에 설치
하여야 하며, 발표 당일 오후 5시(20일은 12시) 이후 제거하여야 합니다. 포스터 발표
자는 반드시 포스터 발표시간에 대기하여 질문과 토의에 응하셔야 합니다.
▸ 6월 18일 세션 I (14:30~15:00, 16:30~17:00)
-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
▸ 6월 19일 세션 II (10:30~11:00, 14:30~15:00)
- 기후변화 적응
▸ 6월 20일 세션 III (10:30~11:00)
- 기후변화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4. 회비 및 참가비 납부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자께서는 당일 접수처에서 회비 및 참가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가능).
구분
회원

선등록비

당일등록비

반)

120,000원

150,000원

정회원(대학원생)

7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정회원(일

비회원

5.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신진연구자상, 최우수발표논문상 시상 및 감사패 증정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제간 가교역할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많이 게재한 회원들 중 심사를 통하여 학술상, 기술상 시상 및
상패를 수여합니다. 기후변화 분야에 연구업적이 뛰어난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
및 상패를 수여합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중 최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시상 및 상패를 수여합니다. 심사는 학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맡습니다.
6. 오찬, 리셉션, 만찬 장소
▪ 오 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백록홀
▪ 리셉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로비
▪ 만 찬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
7. 행사장 안내 및 배치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 대중교통
구분
공항리무진
버스안내
(600번 제주공항 ↔

방법
▪운행표(공항정문 1층 5번 게이트 왼쪽 리무진 버스 승차장)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입구 → 햐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ICC JEJU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중문관광단지)

▪편도(성인) 4,500원, ▪매 18~20분 간격, ▪ICCJEJU까지 소요시간 50분

택시안내

장거리 승차장에서 출발(요금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승차 전에 확인요망)

(제주공항 ↔ 중문)

이용요금 : 약 3만원, 거리 : 약 40km, 소요시간 : 약 40~45분
렌트카 이용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게 차종선택에 유리합니다. 도착 후 공

렌터카 안내

항출구 앞 렌트카 데스크에서 차량안내서비스를 통해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안내
무료

전체 일정표
2018년 6월 18일(월)~6월 20일(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월 18일 (월)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영주홀A (1층)

201A (2층)

201B (2층)

202A (2층)

202B (2층)

203 (2층)

기후변화 과학

<기획세션>

기후변화 정책

Ⅰ

UNIST

Ⅰ

09:30
등록 (1층 로비)
10:00
<Int’l Session>

기후변화 적응

KU-UNOSD

Ⅰ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온실가스 관측)

12:00
평의원회

점심 (1층 백록홀)

(3층 델리지아)

13:00
(cont’d)

<Int’l Session>
Konkuk Univ.

<기획세션>
KEI
(적응)

<기획세션>
녹색기술센터

<기획세션>

<기획세션>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환경부
적응R&D
(MOTIVE)

<14:30~15:00> 포스터 세션 I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 & Coffee Break (1층 로비)
15:00
(cont’d)
~16:30

(cont’d)

<기획세션>
국립수목원

<기획세션>
KEI

(계속)

(계속)

(데이터 폭염)

<16:30~17:00> 포스터 세션 I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 & Coffee Break (1층 로비)
17:00
기조강연 Keynote Speech Ⅰ (A발표장)
Dr. Kiyoto Tanab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Japan)
18:00
리셉션 (1층 로비)

6월 19일 (화)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영주홀A (1층)

201A (2층)

201B (2층)

202A (2층)

202B (2층)

203 (2층)

09:00~

<기획세션>

08:00
등록 (1층 로비)
08:30
<Int’l Session>
KU-UNOSD

<기획세션>
에너지경제
연구원

<기획세션>

<기획세션>

한경대학교

APCC

<기획세션>

KIST

CCAW Ⅰ

(연료전지)

10:30
<10:30~11:00> 포스터 세션 II (기후변화 적응) & Coffee Break (1층 로비)
11:00

기조강연 Keynote Speech Ⅱ (A발표장)
Dr. Simon Marsland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t’l Session>

(계속)

CCAW Ⅱ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ustralia)
12:00
점심 (1층 백록홀)
13:00
<기획세션>
국립생태원

<기획세션>

<기획세션>

KIST

국립기상과학원

(온실가스저감)

(해수면 상승)

<기획세션>
<기획세션>

<Int’l Session>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CCAW Ⅲ

온실가스
감축R&D

14:30
<14:30~15:00> 포스터 세션 II (기후변화 적응) & Coffee Break (1층 로비)

(계속)
~16:00
16:30

(계속)

<기획세션>

<Int‘l Session>

국립산림과학원

CCC-KRIC

15:00~
<Int’l Session>

(계속)

CCAW Ⅳ

기조강연 Keynote Speech Ⅲ (A발표장)
Prof. Richard Palmer (Northeast Climate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Massachussetts, USA)

17:30

개회식
시상식 및 임시총회 (A발표장)

18:15
만찬 (5층 오션뷰)

6월 20일 (수)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영주홀A (1층)

201A (2층)

201B (2층)

202A (2층)

202B (2층)

203 (2층)

08:00
등록 (1층 로비)
08:30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Ⅱ

Ⅱ

Ⅱ

/기후변화와
에너지

10:30
<10:30~11:00> 포스터 세션 III (기후변화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 Coffee Break (1층 로비)
11:00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 정책

Ⅲ

Ⅲ

Ⅲ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12:30

▸<Int’l Sessions> are operated in English.
▸포스터는 발표 시간 최소 30분 전에 해당 발표번호에 부착
(압정 및 테이프 비치, 포스터 규격은 90cm × 110cm)
▸포스터 발표 및 심사를 위하여 발표자는 반드시 해당 발표번호 앞에 대기하며,
포스터는 “당일” 오후 5시(20일은 12시) 이후에 제거

분야별 초록

초청강연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분야별 진행표
 2018년 6월 18일(월) ~ 6월 19일(화)
기조강연

A 발표장
 Ⅰ 6월 18일 17:00~18:00 
 Ⅱ 6월 19일 11:00~12:00 
 Ⅲ 6월 19일 16:30~17:30 

기조강연Ⅰ

Work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its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Kiyoto Tanab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Japan
Moderator : Eui-Chan Jeon
(Sejong University)

기조강연Ⅱ

Climate modelling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phase 6 (CMIP6)
Simon J. MARSLAND
CSIRO Climate Science Centre, Australia
Moderator : Young-Hwa Byu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기조강연Ⅲ

Translating Climate Science into Adaptation: Examples from the US
Northeast Climate Adaptation Science Center
Richard Palmer
Northeast Climate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Massachussetts, USA
Moderator : Young-Oh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its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Kiyoto Tanab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Japa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s the international
body for the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in 1988 to provide the world with a clear scientific view
on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in climate change and its potenti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n the same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endorsed the action by WMO and UNEP in jointly establishing the
IPCC. The IPCC reviews and assesses the most recent scientific, technical and
socio-economic information produced worldwide relevant to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It does not conduct any research nor does it monitor
climate related data or parameters.
Since its inception, the IPCC work is shared among three Working Groups –
Working Group I in charge of assessment of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Group II in charge of assessment of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Working Group III in charge of assessment of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The IPCC with these three Working Groups has produced not only
Assessment Reports which are composed of the full scientific and technical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but also a number of Special Reports that are
assessments of a specific issu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The IPCC Reports
are always based on the state-of-the-art science, and intended to meet the
deman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cientific advice.
The IPCC also has a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FI) which was established in 1998. The objectives of TFI are to develop and
refine an internationally-agreed methodology and software for the estimation
and reporting of national GHG emissions and removals; and to encourage the
widespread use of this methodology b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PCC and
by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are important as a basis for
scientific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s well as a basis for climate policy

making. The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have
been updated and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initial version published in
1995, taking into account advancemen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ies
relating to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The IPCC Guidelines are
now being refined again, and will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in the future,
as the importance of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IPCC will continue counting on invaluable contribution from scientists and
experts who are on the cutting edge of the climate change research.

Kiyoto Tanab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Japan
Kiyoto Tanabe, born in 1968, obtained a BSc degree in geophysics in
1991

at

the

University

of

Tokyo

in

Japan.

Then

he

majored

in

meteorology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okyo in Japan
and got a MSc degree in 1993 with a master thesis on analysis of CO2
uptake by ocean using a two-layer upwelling-diffusion model. Since
April 1993, he worked for a private consulting company and engaged in
compila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of Japan. After 4 years’
experiences

of

Japan’s

inventory

compilation

and

subsequent

short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OECD, he joined in the Technical Support
Unit for the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FI)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in
Japan in 1999. Since then, he has been engaged in various international
activities including development of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echnical review of national GHG inventories
under th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etc. In 2013, he assumed the
position of Head of the Technical Support Unit for IPCC TFI. Then, at
the 42th Session of IPCC in October 2015, he was elected as a Co-Chair
of the IPCC TFI. Currently, in addition to the Co-Chair of the IPCC TFI,
he serves in various capacities such as a principal researcher with the
IGES, a member of UNFCCC 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on National
Communications from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to the Convention,
and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Carbon and Greenhouse
Gas Initiative under the Group on Earth Observations (GEO-C).

Climate modelling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phase 6 (CMIP6)
Simon J. MARSLAND
CSIRO Climate Science Centre, Aspendale, VIC, 3195, Australia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s (WCRP)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 makes simulations from climate models around the world
publicly available in a standardised format. Simulations from CMIP5, the fifth
phase of this project, underpinned the projections of future climate change i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s fifth assessment report
(IPCC-AR5). The next phase of this project, CMIP6, features new scenarios
and revised experiments to keep pace with advances in climate modelling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system. CMIP6 and the 21 associat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MIPs) arethe most comprehensive suite of international
climate modelling experiments ever conceived. The specific experimental design
is focused on three broad scientific questions: How does the Earth system
respond to forcing? What are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ystematic model
biases?; How can we assess future climate changes given climate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uncertainties in scenarios? Through the CMIP6 database,
thesimulations will be used by researchers worldwide to produce peer-reviewed
publications. These publications will inform the forthcoming IPCC-AR6, which
will provid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th objective, scientific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it’s likely impacts and mitigation strategies. The CMIP5
database of global climate model simulations has significant limitations with
respect to ongoing utility for climate science, projections formu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Firstly, the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on
which the future simulations for CMIP5 are based are obsolete, in particular
all but the highest emission RCP did not anticipate the major growth in
anthropogenic CO2 emissions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past decade.
Further, integrated assessment modelling, which is used to formulate the
RCPs, has advanced substantially since CMIP5. This is driven, in part driven,
by

the

advent

of

the

Shared

Socioeconomic

Pathway

program

which

systematises integrated assessment modelling according to specific socioeconomic
storylines. Secondly, our knowledge of climate change agents (such as changes
in aerosol emissions and the impact of volcanic eruptions) over the historical

era has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CMIP5, and this is important for utilising
models to understand climate change in the recent past. Thirdly, the advent of
the WCRP Grand Science Challenges since CMIP5 requires a recalibration of
the model experimentation to ensure a focus on the most important science
uncertainties,

that

impede

the

utility

of

climate

science

in

projections

formu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The WCRP are proceedingwith CMIP6,
which will feature new RCP scenarios and extensively revised experimental
procedures,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Simon J. MARSLAND
CSIRO Climate Science Centre, Australia
Dr Simon Marsland obtained a BSc (Honours 1A) in Mathematics at
Deakin University, Australia, in 1993, and a PhD in Science (Coupled
Ocean and Sea-ice Modelling in the Southern Ocean) through the
University of Tasmania and Antarctic Cooperative Research Centre in
1999. He has expertise in all aspects of global ocean climate modelling.
He was responsible for development of the ocean component of the
Australian Community Climate and Earth System Simulator Climate Model
(ACCESS-CM) delivery to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
Working Group on Coupled Modelling (WGCM)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5), and actively involved in Australia’s ongoing coupled model
development for CMIP6. Marsland had 4 years postdoctoral experience at
the

Max-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Germany,

in

the

team

developing the ocean component of the MPIOM-ECHAM5 submission to
CMIP3, including first authorship on the seminal publication of the
MPIOM ocean model. He has particular interests in both high latitude
ocean-ice

interactions

and

sea

level

rise.

He

collaborates

widely,

particularly through his affiliations within the Australian university
research community as an Associate Investigator in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Climate System Science
(ARCCSS), as a Partner Investigator in the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Climate Extremes (CLEX), and as an Adjunct Associate Professor within
the University of Tasmania Institute for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IMAS). He has knowledge in all aspects of coupled climate modelling.
Marsland is a member of the WCRP Working Group on Coupled Modelling
(2015-19), was a member of the WCRP/CLIVAR Working Group on Ocean
Model Development (2010-2014), is Co-Chair of the CLIVAR Ocean Model
Development Panel (2015-19), anda member of the WCRP Climate Model
Metrics Panel (2012+). Marsland is team leader of the CSIRO Climate
Science Centre ACCESS Coupled Climate Modelling Team and is Lead
Chief Investigator of the Australian National Environmental Science
Program (NESP) Earth Systems and Climate Change (ESCC) Hub Project

2.1: "Preparing ACCESS for CMIP6". He will serve as a Review Editor for
the

forthcomin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ixth

Assessment Report (IPCC-AR6) Chapter 9: "Oceans, cryosphere and sea
level".
http://people.csiro.au/M/S/Simon-Marsland

Translating Climate Science into Adaptation: Examples from the
US Northeast Climate Adaptation Science Center
Dr. Richard N. Palmer
University Director, North East Climate Adaptation Science Center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achusetts
Global warming due to anthropogenic causes has led to significant worldwide
shifts in precipitation distribution and increases in temperature. By the 21st
century, global temperature increase could rise between 2.0 to 4.20 C based on
projected emission scenarios b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hereas, precipitation extremes have also been projected to increase in many
places with increasing water vapor content in the atmosphere (Karmalkar and
Bradley, 2017). Together these changes could lead to an imbalance in global
and regional water cycle and may result in increased hydrological extremes in
future (Kay et al., 2009). Changes in climate and hydrological extremes,
compared to the past, have already shown increased magnitudes and severity
of impacts and these impacts are expected to get more frequent and intensified
in future with increase in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In the United
States (US), for instance, the northeastern portion of the nation is projected to
experience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s in temperature. To facilitate informed
adaptation planning, regional studies are required that can provide valuable
guidance on assessing risks and appropriate actions.
The Secretary of the US Department of Interior, with Secretarial Order 3289,
established eight Climate Science Centers in the US in 2009 with the goal of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fish, wildlife and habitat and
providing science-based 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tools to inform
landscape scale adaptive management. This talk explores the establishment and
first six years of operation of the Northeast Climate Science Center. The talk
will present the goals and aspirations of the new enterprise as it has engaged
natural resources managers in their climate science needs and adaptation
policies.

The

talk

will

begin

with

recent

climate

projec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northeast of the US and the impacts of these climate
changes on regional hydrology. Four successful case studies will be presented
that focus on stakeholder engagement and the use of actionable science in

management. These case studies will include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urban water supplies, a Climate Action Tool for exploring
climate impacts on wildlife, loosely-linked models forevaluating regional scale
climate change on forests, and Ecosheds,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xplo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ater temperature in streams and
fish. Lessons learned from engaging stakeholders, federal employees, university
students and university faculty in co-generation of research objectives and
research results will also be discussed.

Richard N. Palmer
Northeast Climate Adaptation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USA
Dr. Richard Palmeris a Professor and Department Head of th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e is currently the University Director of the Northeast Climate
Science Center, one of eight national centers funded by the USGS/Department
of Interior. His research focuses on the fields of climate impacts on water
resources and urban infrastructure and in the application of structured
planning approaches to water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ese
interests

include

theimpacts

of

climate

change,

drought

planning,

real-time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of decision
support to civil engineering management problems. Dr. Palmer is the
author of over 70 per reviewed publications, 75 conference proceedings,
and has presented over 100 papers at conferences. He has received over
$11 million in research funding during the past 6 years for which he has
served as the Principal or Co-Principal Investigator. During the last nine
years, the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that he chairs has doubled its
undergraduate

enrollments,

tripled

the

number

of

Ph.D.

students

enrolled, and has increased in sponsored research program each year,
increasing from $5 million per years in research expenditures to over $13
million per year. Dr. Palmer earned his master and doctoral degrees from
Stanford University and Johns Hopkins University, respectively.

 2018년 6월 18일
구두 발표

A 발표장

[Int'l Session] KU-UNOSD (10:00~16:30)

Chair : Woo-Kyun Lee (Korea Univ.)

Expert Group Meeting o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Water-Food-Ecosystem Resilience in the Mid-Latitude Region
A-01

Introduction of Mid-Latitude Region and latitudinal approach
Woo-Kyun Lee
SDSN-Korea, Korea University, Korea

A-02

Water-Food-Ecosystem Resilience in Central Asia (CA) by supporting
and giving more opportunities
Jay Sagin
Nazarbayev University, Kazakhstan

A-03

Inter-linkages among SDGs
Tonya Vaturi
UNDESA, United Nations

A-04

SDG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Eunhae Jeong
UNDESA, United Nations

A-05

Link between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Water-Food-Ecosystem Resilience
Jargal Jamsranjav
ABS Lead expert, Mongolia

A-06

Assessing the efficacy of the pro-poor agricultural policy interventions
in Bhutan
Sonam Wangyel Wang
Bhutan Institute of Himalayan Studies, Bhutan

A-07

Water balance in a quercus suber forests of North Africa
Zouhaier Nasr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en Génie Rural, Eaux et Forêts, Tunisia·

A-08

Accessing water in glacierized rivers basins of mid-latitude zone in
the future
Rijan Kayastha
Climate and Disaster Research Center, Nepal

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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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도시침수 영향예보를 위한 위험기준 모델 개발
강호선, 조재웅, 배창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hydro8487@korea.kr
키워드: 영향예보, 도시침수 위험기준, Risk Matrix, 인공지능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극한강우, 가뭄 등 극한재해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서는 정확한 위험기상현
상 예보를 적절한 시기에 발표했음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영향예보를 통한 재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제안하였다. 또한 ‘복합재
해 영향기반 예･특보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ulti-hazard Impactbased Forecast and Warning Services, 2015)’을 발간하여 영향예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위험기준 추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에서는 이미 영향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영향예보의 생산 및 서
비스를 위해 기상법(제13조 2항 영향예보 신설, ’17.4.18.)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산림
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8~’22)」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침수 위험기준 추정을 위한 인공지능(머신러닝, 딥러닝)기반의 모델
을 개발하여, 침수분야의 영향예보를 위한 Risk Matrix 작성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B-02

기후변화 적응력 개선 연구에 활용 가능한
대규모 강우시뮬레이터 운영
Operation of a large-scale rainfall simulator available for the
study on improving climate change adaptability
정향선, 고택조, 예성제, 김학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jhs99@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강우시뮬레이터, 소형 전도우량계, 민감도분석, 등분포분석
최근 기후변화와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이상강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
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도시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및 대응분야 연구를 위해 다양한 강우강
도를 재현할 수 있는 대규모 강우시뮬레이터(30m×30m)를 구축하였다. 또한 강우시뮬레
이터의 강우강도와 등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실증실험시설을 기후변화 적응력 개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강
우시뮬레이터로 재현된 인공강우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강우시뮬레이터
의 제어변수(펌프압력, 노즐회전속도, 노즐지연시간)와 강우강도 및 등분포 특성을 정량화
함으로써 생성강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강우자동계측장비에 장착하기 위한 소형
전도우량계를 개발하였고, 국내검증기준이 없는 중･고강우강도(50mm/h이상)에 대해 자체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실험 결과 66mm/h~330mm/h까지 기상청 허용오차기준인
±5% 이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강우시뮬레이터의 제어변수별 민감도와 등분포 검정은
압력조건, 노즐회전속도, 노즐지연시간을 제어하여 75가지 강우시나리오(44.1mm/h~
181.7mm/h 범위)를 통해 강우특성을 분석하였다. 민감도분석 결과, 노즐지연시간이 가
장 민감하고, 노즐 회전속도, 펌프압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강우강도일수록 강우등분포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로 인한 사면붕괴, 토석
류, 토양소실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저영향개발, 도시홍수･물순환 해석 등 도시침수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연구는“NDMI-주요-2018-06-03(실증실험 기반 도시침수 피해저감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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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소하천 유량계측기술 개발
Development of small stream measurement technology for CCA
최현석, 주재승,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chseokuo@korea.kr
키워드: 소하천, 예･경보, 모니터링, 수위, 유속, 유량, CCTV, LSPIV
우리나라의 전체 하천 중 소하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4%로 국가하천(5%)이나 지방
하천(41%)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며, 소하천에서의 홍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소하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 매 10년 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하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2016) 소하천 재난관리에 힘
쓰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22,823개에 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 체계적인 수리량 계측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도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하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수리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CCTV와
수위계를 활용한 자동유량계측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검증을 위해 2016년부터 울주군,
양산시, 여주시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의 검증과 보완을 수행해 왔다.
검증 결과, 자동유량계측기술은 CCTV와 수위계만을 이용하여 유량 산정이 가능하므로 설
치 및 운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하천 본류의 모든 지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
한 유속 산정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소하천의 유량
계측과 재난 상황관리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는 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소하천 정비를 수행하는 25개 지자체에 대해
자동유량계측장비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본 기술이 활발하게 보
급되어 전국적인 소하천 유량BD가 구축된다면, 소하천 홍수 예경보 자료로써의 활용은 물
론, 홍수량 산정기준이나 도달시간 산정기준 등의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B-04

가뭄대비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후저수지의 퇴적량 산정
원창희, 안재찬, 윤현철, 곽용석, 김수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wonch1027@korea.kr
키워드: 노후저수지, 유효저수량, 수위-저수량관계곡선, 무인수심측량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마른장마
발생 등 지역별 강수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지
속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가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수행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1차원적이며
가장 유효한 방법은 구조적 수자원 확보이다. 하지만 국내 18,000여개의 댐 및 저수지 중
약 14,00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최소 3억톤 이상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준공당시의 제원정보만 관리되는 등 정확한 수
량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가뭄 및 폭염에 대응
하기 위해 무인수심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지자체 저수지의 현재와 준공 당시의 유효저수량
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유역으로 충남 홍성 장곡 저수지와 제주 어승생 제1저수
지 선정하였고, 각각 약 4만톤, 약 6천톤의 유효저수량 감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는 저수지 준설 시 측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 제도 제개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NDMI-주요-2018-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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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
윤현철, 곽용석, 원창희, 김수현, 김윤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cyoon82@korea.kr
키워드: 지자체 가뭄판단기준, 통합가뭄평가, 가뭄 통합 플랫폼, 실시간가뭄지수
가뭄은 농업 및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복합 자연재난으
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
서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물관리협의회를 거쳐 ’16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성공적인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있으며, R&D 파트와 가뭄기초정보 기술조사의 2가지 파트로 구
분하여 진행된다. R&D 파트에서는 가뭄 담당자의 객관적인 가뭄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비선형 의사결정지원기법을 활용한 지자체 맞춤형 가뭄판단기준 개발, 미래 개념의 물
공급 안전일수개념을 도입하여 실시간 가뭄지수(RDI)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통합 가뭄평
가기술 개발, 웹기반 대국민 가뭄정보 서비스를 위한 가뭄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수행
한다. 가뭄기초정보 기술조사파트에서는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가뭄기초정
보 조사를 수행하고 14,00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저수지 관측을 위해 인공위성 및 UAV,
무인수심측량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저가용 관측 센서 구축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는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가뭄컨트롤타워로서 효과적인 가뭄관리를 통한
가뭄 피해 저감 및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 이 연구는 “NDMI-주요-2018-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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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Term View of Spatio-temporal Variation of Runoff
Coefficient during Wet and Dry Season
Doan Thi Thu Ha, Deg-Hyo Bae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annhien209@gmail.com
키워드 : Climate Change, SWAT model, Runoff Coefficient, Soil Moisture
The runoff coefficient is a ratio directly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runoff to the amount of precipitation received. It is
very important factor used in flood controlling. However, previously, this
coefficient is mostly considered as an event-based index. In this study, the
variation of runoff coefficient in long-term period (1976-2099) has been
estimated from SWAT model output based on the selected GCM over 5 large
basins of South Korea, during dry and wet season for 2 RCP scenarios (RCP
4.5 and RCP 8.5). The estimation results have shown a non-significant
decreasing trend of runoff coefficient during 21st century in both RCPs with a
slight

difference

between

4

compared

periods

(1976-2005,

2011-2040,

2041-2070, 2071-2099). The results have also represented a clear contrast of
runoff coefficient in dry and wet season over the simulation time.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runoff coefficient and soil moisture has also been indicated
in this study, seemed to be closer than that with the precipitation intensity or
land surface characteristics.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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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 홍수 취약성 지수 변화 분석
김민국, 김정배, 배덕효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mk4223@naver.com
키워드: 기후변화, 수재해 취약성, 홍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
히 아시아 지역은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특정 기간에 강
수량이 집중되며,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역보다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피
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홍수 취약성을 고
려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지수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
른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홍수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홍수 취약성 지수는 기후에 대
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민감과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노출로 구분하였다.
APHRODITE 일 강수량 자료와 VIC Model 유출량 자료 및 World Bank의 인문사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강수 및 수문관련 자료를 통해 극한강수 및 유출 지수를 산정하여 민
감 관련 세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인문사회 자료를 통해 노출 관련 세부지표를 구성하
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적정 GCM을 선정하였으며, 이
를 통해 극한강수 및 유출지수를 산정하여 민감도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각 세부지표를
표준화하기 위해 Re-sca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국가 내에서 다른 기후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기후대 구분을 적용하였다. 과거 및 미
래기간의 홍수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별 홍수 취약성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홍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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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호우사상 기반의 단기 홍수유출모형 개발
Development of Consecutive Storm Event Based(ConSEB) model
for Short Term Runoff Simulation
김덕환1, 한대건2, 김경훈2, 배영혜1, 김형수2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2

1

sookim@inha.ac.kr
키워드: 거대강우 시나리오, 거대홍수, 연속호우사상 기반의 시간단위 강우-유출 모형
호우사상들이 무강우 기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수 일 또는 장기간 호우가 지
속될 경우, 이로 인한 홍수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극한호우사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중호우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한 홍수를 거대홍수
라고 정의하였다.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입력자료로 하여 거대홍수를 모의하기 위해 홍수량
산정을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는 HEC-HMS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HEC-HMS 모
형은 거대홍수를 모의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조건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출곡선지수를 기반으로 시간단위의 직접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직접유출량 산정 방법과 기저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Eckhardt Filter를 활용하여 거대홍수를 모의할 수 있는 강우-유출 모형(Consecutive
Storm Event Based (ConSEB) model)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거대강우 시나리오를 입
력자료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nSEB 모형을 적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특히,
2009년 7월에 대해 ConSEB 모형으로 모의한 유출량과 관측치를 비교해보면, 첨두 유출
량값은

34.5CMS의

차이를

보였고,

퍼센트

첨두유량

오차는

0.9925,

RMSE는

165.1071, Nash-Sutcliffe 계수는 0.7255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ConSEB 모형을 이용하면 연속호우사상이나 장기간의 집중호우에 대해 홍수 유출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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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s and Air pollutants Unified Information Design System for
Environment(GUIDE): The Framework Design and Prototype Development
Jung-Hun Woo1, Seungjick Yoo2, Yoonkwan Kim3, Youngki Jang4,
Taehyoung Lee5, Bok Haeng Baek6, Jeong Kim4, Younha Kim1,
KyeongDoo Cho7, DongYoung Kim8, Jong-Hyeon Lee9, Jaehoon Kim3
Konkuk university, Korea, 2Sookmyung Women’s University,
4
5
GreenEcos, Suwon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7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8
Gyeonggi Research Institute, 9EH R&C, South Korea
jwoo@konkuk.ac.kr
1

3

Keywords: GUIDE, IAM, GHGs, Climate, Air Pollution, Emission, Korea
The Integrate Assessment Models(IAMs) have been extensively used to
understand future emission pathway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Combined
analysis of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however, could reveal more
important synergies of emission control measures, which could be of high
policy relevance. Insight into the multiple benefits of control measures could
make emission controls economically more viable.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a prototype of the GUIDE(GHGs and air pollutants Unified
Information Design system for Environment), a new decision support system
for integrate GHGs and air pollutants. The GUIDE modeling system can
interactively project and manage various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controls against baseline status. The special features of the GUIDE are; 1) the
new macro economy-based Benefit-Cost(B-C) model for decision making, 2) a
source-receptor relationship matrix which can examine impacts of emissions
control in realtime, 3)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GHGs and Air Pollutants
APs) emissions inventory for Korea, and 4) incorporation of transboundary
emission inventories to quantify out-of-region contribution. The simultaneous
optimization for bi-directional co-benefits (i.e. co-benefits of APs and GHGs
control) is the ultimate function of GUIDE system. We will present a more
detail progress on developing a prototype version of the modeling framework.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o. NRF-2016K2A9A2A06005118).
This subject is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project no.2016001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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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black carbon emission factors from different
types of Fuels in Vehicles and comparison between emission
factors and ambient concentration of black carbon from a road
Taehyoung Lee1, KyungHoon Kim1, Sungwoon Jung2, Jounghwa Kim2,
Sunmoon Kim2, Gyutae Park1, Ingu Kim2, Taekho Chung2, Taehyun Park1,
Seokwon Kang1, JiHee Ban1, You-Deog Hong2, Jung-Hun Woo3
Dept. of Environ. Sc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1

Transportation Pollution Research Center, NIER,

2

Dept. of Advanced Technology Fusion, Konkuk University,

3

thlee@hufs.ac.kr
Keywords: Black Carbon, BC Emission factor, Vehicles, Fuel Types
Black Carbon (BC) has some of the effects of reduction in visibility,
deterioration of human heath, and deposition of pollutants to ecosystem and
also an important influence on climate by absorbing the solar radiation. BC is
emitted

by

both

anthropogenic

and

natural

combustion

source.

Primary

anthropogenic BC in urban area is motor vehicles. To improve the inventory of
BC emission factors from vehicles, measurement of BC emission was conducted
for the different sizes of vehicles using different types of fuels. Fuels used in
vehicles are gasoline, liquefied petroleum gas (LPG), and diesel including
non-DPF(Diesel Particle Filter) Diesel. BC was directly measured from the tail
pipe of vehicles using Aethalometer (AE33, Magee Scientific Corpo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chassis dynanometer at the facility in Transport
Pollutant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Korea. Emission rate of BC was high in the slowest speed mode, and
showed decrease with increase of the speed of vehicles. Gasoline vehicles had
the relatively higher emission factor of BC than it of the LPG vehicle, while
the emission factor of BC for Diesel with DPF was observed to be the lowest.
Ambient concentration of black carbon on road was measured to compare the
concentration of black carbon estimated by emission factor and traffic volume.
※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and Transportation Pollution Research Center, 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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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of Integrated Emission Inventory of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ant
Kim jeong1,2, Kyeong Kyu Kwak1, Sang Yo Park1, Young Kee Jang1,
Youn ha Kim3, Jung Hun Woo3
The University of Suwon, Korea, Konkuk University Social eco tech research institute,
2

1

Konkuk University

3

kkimjeong@suwon.ac.kr
Keyword : Greenhouse Gas, Air Pollutant, Integrated management, Emission
inventory
The improvement effects of air pollution caused by reduction of GHG
emissions are calculated and evaluated by calculating co-benefit caused by
reduction in fuel usage and activities. This requires a emission inventory that
connects the source of air pollution with the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urrently, CAPSS is a CORINAIR based inventory, and GHG CAPSS is produced by the 1996 IPCC's greenhouse gas inventory guidelines,
making the emission source classification differen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classify the emission source categories by linking the fuel types
with the sources of emission in order to link the two emissions inventory.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inventory was based on the 2006 IPCC Guideline's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ources to develop a system of
integrated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ion management support decisions.
Energy fuel combustion(1A) of GHG emissions sources has been linked to the
energy industry combustion, manufacturing combustion, production process,
on-road mobile source, non-road mobile source and non-industrial combustion
of the air pollution emission categories. Fugitive emissions(1b) in greenhouse
gas were associated with the energy transport and storage of the air pollution
source category. The industrial process (2) of green house gas is linked to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air pollution source category. The use of solvents
(2D) for greenhouse gases is associated with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air
pollution. The agricultural, forest and land use (3) of GHG emissions sources
are associated with the agricultural, fugitive dust and biomass burning of air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B-12

Long-term Projections of GHGs Emissions in Korea
Yoo, Seung Jick, Sun, Tae Yi, Hong, Ji-hy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Department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Sutides
sjyoo@sookmyung.ac.kr
Keywords: GHGs Emission, Projection, Uncertainty,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we applies various approaches in making long-term GHGs
emission projections, from which the range of the long term projections and
key determinants affecting the size and the variability of the projections. First,
we compare the outcomes of the projections based upon the sectoral level data
series with the national level data series applying the same econometric model.
Second, we investigate the stability of the projection outcomes when the time
spans of the time series data are different. For this purpose, we extends the
span of the data series one by one and compare their impacts upon the long
term projections. In doing these analyses we investigate structural breaks in
the realized GHGs emission data series as well as the key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GHGs emission projection equations.
Third we develop few alternative scenarios on the key determinants in the
GHGs emission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intensive experiments of
estimations of the alternative specifications of the GHGs emission equations.
Those key determinants include GDP, industrial structure,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mong others. Lastly we also compare the outcomes of
the projections when we employ some indices such as per capital energy
consumption or GHGs emissions or intensity index such as Enegy/GDP or
GHGs/GDP as a dependent variable instead of level or change of the energy or
GHGs emission data.
We fi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variabilities of the projections estimated
depending upon the methods and the data series used. Based upon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dynamics of the energy consumption or the GHGs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erformancea in the fitted values relative
to the realized energy or GHGs emission, we propose a few candidates of the
projection approach.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2016001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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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EBoD evaluation technology based on
improvement of air quality
Jong-hyeon Lee1, junghyun Park1, Ju-hae Sohn1, So-yeon Kim1, Seungjik Yoo2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EH R&C co. Ltd, Korea,

1

Climate and Environment Modeling Lab, Sookmyung Woman's University

2

j.lee@ehrnc.com
keyword : GHGs and Air pollutants, GUIDE, Environmetal burden of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ple evaluation model for burden
of disease of air pollutants in GUIDE (GHGs and Air pollutants Unified
Information Design System for Environment). The research period is four
years, and the third-year research is in progress. Fine particles(PM2.5), coarse
particles(PM10) and Ozone concentration data from the nationwide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were applied to the US EPA’s BenMAP to evaluate the
burden of disease. population information, the rate of death and prevalence of
disease caused by air pollutants, and relative risk data were obtained from
domestic statistics or related studies. As a result of the first and second year
studies, a basis for a burden of disease model that can replace BenMAP has
been established. In the third year of the study,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the burden of disease such as NOx and SOx,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model, and the analysis of the health benefits have been conducted. In this
presentation, the methods and results of assessing the burden of disease on
fine particles, coarse particles and ozone in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 This result has been researched with the suppor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or climate change response fro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2016001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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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ecision Support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GHGs and Air Pollutants in Korea
Kim, Y, Choi., M., Jang, K., Shin, H., Kim, J.
Greenecos Inc., Seoul, 08389, Korea
gaia@greenecos.co.kr
Keyword: GHGs, Air pollutants, Decision support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Forecasting Energy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in Korea.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ustomized user interface considering
various decision makers to support the policy decisions related to integrate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To achieve our research
goals, we are designing and developing a scenario-centric platform that
integrates cost benefits, energy outlook, RSM(random surface model), and
health benefits model.
This

system

consists

of

5

components

such

as

inventory

management,

cost-benefit model, air quality model, health-benefit model, decision support
module. Two main database, inventory database and analysis database, is used
in this system. The inventory database is established with integrating emission
sources and emission data of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The analysis
database consists of policy and technology data, cost data, applicability data
and health benefit data. These databases are built by on-line and off-line
linking and processing of distributed databases. and we will be pleased to
inform you through the announcement.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NIER-2017-01-02-037) 지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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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s and misuses of optimization
in policy supporting 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
Experiences from the GAINS model
Fabian Wagn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Laxenburg, Austria
fabian@iiasa.ac.at
Keywords: GAINS model, IAM, environmental policy, optimization, air quality
policy, GHGs.
The GAINS model, and in particular its optimization module has been used
by various policy making communities to design effective and cost-effective
environmental policies on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mitigation. In
particular, several international and interregional bodies have chosen GAINS as
the model of choice of setting emission ceilings for major air pollutants and
non-CO2 GHGs. In this presentation I report on the experiences in developing
and applying optimization tools in the context of such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particular, I contrast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with cost-benefit
analysi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akeholder involve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and discuss how uncertainties are addressed in this process. As
a result we will see that the optimization plays an important, but limited role
in the process. I will also showcase several tool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analyze and understand cost-effective solutions and what features seem to be
important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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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istoric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Jun-ichi Kurokawa1, Keiya Yumimoto2, Syuichi Itahashi3, Takashi Maki4,
Tatsuya Nagashima5, and Toshimasa Ohara5
Asia Center for Air Pollution Research, Japan

1

Kyush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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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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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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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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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kawa@acap.asia
Keywords: SLCPs, Emission Inventory, Historical Trend, Inverse Modeling, Asia
Although climate change is a serious global issue we are facing, a more
pressing problem for atmospheric environment of Asia is air pollution and its
impact on human health ecosystem, etc. Therefore, reduction of SLCPs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especially in
Asian region for mitigating both air pollution and near term climate change.
Under these backgrounds, Ministry of Environment in Japan launched a project
titled “Active evaluation of SLCP impacts and seeking the optimal pathway”
(2014-2018) and our group is developing an analysis and verification system
for regional air quality changes in Asia combining global CTM, regional CTM,
emission inventory, and inverse modeling. In this system, we are developing a
historical emission inventory for SLCPs and their precursors in Asia from 1950
to 2015 as version 3 of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REAS). Clearly,
emissions of air pollutants in Asia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se six
decades. However, historical trends of emissions in Asia vary with regions and
are

complicated

especially

recently.

For

NOx,

emissions

in

Japan

were

significantly large in 1970s and then decreased. From early 2000s, emissions in
China increased rapidly, but reached their ceiling recently. Instead, relative
ratios of India are increasing. Bottom-up emission inventory has inevitable
uncertainties and thus, evaluations using model simulations are essential. In
the presentation, inverse modeling of NOx emissions and sensitivity experiments
using regional CTM will be also report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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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 nonlinear responses of tropospheric ozon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to precursor emission changes in a
response surface model with polynomial functions
Jia Xing1,2, Dian Ding1, Shuxiao Wang1,2, Carey Jang3, Yun Zhu4, Jiming ao1,2
State Key Joint Laboratory of Environmental Simulation and Pollu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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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nvironment, Tsinghua University, Beijing 100084, China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Key Laboratory of Sources and Control of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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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Complex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search Triangle Park

3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South China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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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Guangzhou Higher Education Mega Center, Guangzhou
xingjia@tsinghua.edu.cn
Keywords: nonlinear, air pollution, response surface modeling, polynomial
functions, ozone, fine particles
Qua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es of tropospheric ozone (O3)
and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to precursor emission changes

is

a

prerequisite for developing an accurate and optimized control strategy to
achieve pollution and climate target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new set of
polynomial functions in a response surface model (hereafter called “pf-RSM”)
to represent the responses of ambient O3 and PM2.5 concentrations to changes
in the precursor emissions of NOx, SO2, NH3,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 intermediate IVOC (denoted as “VOCs”), and primary organic aerosol. Forty
training samples with marginal processing are recommended to meet the
criteria of a mean normalized error within 2% and a maximal normalized error
within 10%. The out-of-sample validation suggested that the pf-RSM-predicted
PM2.5 and O3 respons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a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 simulation over a large spatial and temporal
scale, with normalized errors lower than 5.6% and 2.0% for PM2.5 and O3
respectively, across the domain, and within 12.7% and 6.5% respectively,
throughout the simulated period. Indicators used to represent nonlinearity in
PM2.5 and O3 responses to precursor emission changes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new pf-R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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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based, policy-oriented cooperation on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Sangmin Nam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Korea
nams@un.org
Keywords: North-East Asia,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AM, NEACAP
Air pollution, most notably, particulate matter (PM), has recently become a
major source of public health concerns in North-East Asia, and its potential
transboundary impacts have also become a key agenda of intergovernmental
dialogues.

Since

mid-1990s,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gradually

strengthened bilateral/multilateral programmes for joint study and action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However, the programmes are far behind other
regional mechanisms in terms of scope of research topic, size of participating
actors, impact of research on policy coordination, etc. Experiences in addressing
transboundary and domestic air pollution in Europe show the significance of
strong scientific basis and science-policy linkage. By having a system which a
large group of stakeholders participate in building a shared scientific knowledge
and science informs policy development, Europe has been able to continuously
expand the scope and target of joint action. Thus, North-East Asia needs to
strengthen science-based, policy-oriented cooperation that facilitates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bridges

scientists

and

policymakers.

In

this

connect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under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have recently made a progress in
developing a new framework,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
which would have the work on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ing (IAM) as a
key element to have a comprehensive view on emission trends,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mitigation options of air pollution and to provide
directions for policy and technical measures as well as multilater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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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ment of atmospheric CO2 at KMA/GAW regional stations,
the characteristics and comparisons with other East Asian sites
Hae young Lee, Sang Ok Han, Joo wan Cha and Sang-Boom Ryoo
Environmental Meteor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Jeju, 63568, Republic of Korea
leehy80@korea.kr
keyword: CO2 measurement, Korea Greenhouse Gas network, cavity ring down
spectroscopy, East Asia
To understand the carbon cycle at policy-relevant spatial scales, a high
density of sampling and measurement sites and high accuracy monitoring
efforts are needed. In 2012,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stalled
three monitoring stations in west, south and east parts of Korea to quantify
emissions and sinks of greenhouse gases at regional scales. Three stations
were installed cavity ring down spectrometer for measuring CO2 with the
developed drying system which dried air sample under 45 ppm H2O. For high
accuracy measurement, we tried to estimate the uncertainties from the
measurement differed from hourly, daily, annual standard deviation.
Anmyeondo (AMY) station, located between China and Korea, CO2 annual
means and its seasonal and diurnal variations are greater than the other two
stations in the south and east of Korea, indicating that AMY is affected by
not only vegetation but also anthropogenic sources. All three stations in Korea
showed similar annual increases to other Asian stations at similar latitude,
which are similar to global values from 2012 to 2016. Through the long-term
trend comparisons of AMY to other East Asian stations over 15 years, we
suggest that local emissions and measurement skill could be reflected in its
growth rate.

C-02

고분해 태양흡수 분광간섭계(FTS)를 이용한 항공, 위성 CO2,
CH4의 검증 및 특성 분석
오영석, Samuel Takele Kenea, 구태영, 이재상, Lev D. Labzovskii, 이선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ysoh306@korea.kr
키워드: 전 지구 지상 원격관측 망 (TCCON),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 (FTS),
OCO-2 위성, GOSAT 위성, 이산화탄소(XCO2), 메탄(XCH4), 항공관측
본

연구는

Spectrometer:

안면도

고해상도

FTS)를

지상기반

기반으로,

태양

푸리에
흡수

변환

분광계(Fourier

스펙트럼과

Transform

위성(Orbiting

Carbon

Observatory-2: OCO-2, 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 GOSAT) 그리고,
항공기(King Air C90)의 동시 관측 온실기체(CO2, CH4) 결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안면도 FTS는 전 지구 지상 원격관측 망(Total Carbon Column Observing Network:
-1

-1

TCCON)에 가입되어 분해능 0.02 cm , 스펙트럼 범위 3800~16000 cm 에서 99.9%
의 정확도로 칼럼 스펙트럼을 생산 하여, TCCON 온실기체 분석 알고리즘 GGG2014 버
전으로 총 칼럼 평균의 CO2와 CH4 건조 몰분율(XCO2, XCH4) 농도를 분석 하였다.
XCO2와 XCH4를 산출하기 위해 근적외 스펙트럼 대역 (중심 파수 6220.0과 6339.5 ㎝
-1

, 6002 cm-1, 7880 cm-1 근처의 O2)을 사용하였으며,

항공기 관측과 FTS 간의

XCO2와 XCH4의 비교, FTS와 OCO-2, GOSAT 위성 사이의 비교하여 공간 및 계절에
대한 영향성을 평가 했다.항공관측의 XCO2는 407.491±1.137 ppm, XCH4는 1.8630
0.0170 ppm 로 분석 되었으며, FTS의 XCO2는 402.068±1.311 ppm, XCH4는
1.8283±0.011 ppm로 분석 되었다. 이는 FTS와 항공기의 전반적인 비교 결과가 잘 일
치함을 보여 주며, 항공기의 자료가 FTS 평가에 적합 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성관측
자료와 FTS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료가 비교 분석 되었으며, OCO-2
와 FTS는 높은 상관관계가(r2=0.884)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작은 양의 바이어스
0.189ppm을 갖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XCO2, XCH4는 봄과 늦여름에 최대 값 과 최소
값을 가지는 것으로 계절적 변화를 확인 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온실 가스 관측
위성과 항공관측 자료를 종간 관측 평가를 위해 FTS 측정을 더 활용할 계획이며, 한국,
미국, 유럽 항공관측과 직접 비교를 통하여 위성 자료의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AR6
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평가(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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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영1, 오영석1, 이재상1, 이선란1, Samuel T. Kenea1,
Lev Labzovskii1, 변영화1, 김현미2, Andrew R. Jacobson3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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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탄소순환, CO2, Carbontracker, 항공관측, 고분해 스펙트럼, 위성 온실가스
국립기상과학원은 탄소순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탄소추적시스템-아시아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추적시스템-아시아는 전구 3°×2°, 동아시아 1°×1°격자를 가지고 있으며,
NOAA와 유럽 탄소추적시스템과는 달리 일본의 3개(료리, 미나미토리시마, 요나구니지마)
지상 관측 자료를 추가로 자료동화에 사용하고 있다.
2000~2015년까지 지상 9개 CO2 관측 사이트에 대하여 탄소추적시스템에서 계산된
CO2 농도와 비교 결과 평균 바이어스는 0.06 ppm, RMSE는 2.27 ppm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적 CO2 농도 변화 특성에 민감하지 않은 괌이나 미나미토리시마와의 경우
RMSE는 각각 0.87, 0.69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4년까지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에
서 관측된 125~625 hPa 고도의 CO2 관측 농도와 비교 결과 평균 바이어스와 RMSE는
각각 –0.27 ppm, 1.141 ppm과 –0.13 ppm, 1.58 ppm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적인
CO2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2 배출
량의 변동성은 식생과 해양의 CO2 흡수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1~2015년까
지 전 지구 화석연료 CO2 배출량 대비 아시아 지역 배출량의 비율은 약 37%~53%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탄소추적시스템과 더불어 지상 고분해 간섭계를 이용한 CO2 연직 총
량을 산출 및 항공기를 이용한 CO2 프로파일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기상
항공기

도입에

따라

2018년부터

정기적인

CO2

프로파일

관측을

안면도

상공

2,000~30,000ft 고도에 대하여 월 2회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기를 이용한 정기적인 CO2
프로파일 관측을 통해 한반도 지역에 대한 탄소추적시스템의 정량적인 검증 및 자료동화
를 통한 정확도 개선이 기대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AR6
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평가(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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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nebul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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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IG IS, 하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역모델링
신기후체제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며, 이
를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위치한 동아
시아 지역의 탄소 플럭스를 진단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관측기반의 과학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지구 통합 온실가스 모델링 정보시스템(IG3IS1))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영국, 스위스
등 선행사례를 제시하여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IG3IS는 관측 기반의 역모델링 기
법으로 하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추정하여, 기존의 상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례로,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DECC (Department of Engergy
and Climate Change)와 협력하여, 두 기관의 관측 자료를 공유하는 동시에 관측 값과
대기 수송모델 결과를 결합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생산하여 국가 인벤토리 정
보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온실가스 관측 및 수치모델 운영에 대한 장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WMO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동아시아･한반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측
기반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지난 3년(’15~’17년) 동안
“지상･위성관측, 자료동화기반 탄소추적시스템 성능 기술개발”의 R&D를 통해 관련 기술
을 축적하여 왔고, 향후 3년(’18~’20년) 간 관련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역모델링 기술
등 IG3IS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
스 배출 및 저감과 관련된 부처, 기관 등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를 위해 기상청은 민･관･연 수요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피드백 과정을 주기적
으로 가질 계획이다.
기상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력 향상･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WMO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IG3IS: Integrated Global Greenhouse Gase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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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 모델링 활용 지표면 탄소 플럭스 산출에 대한 자료동화
매개변수의 영향
김현미, 김현정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khm@yonsei.ac.kr
키워드: 탄소추적시스템, CO2 플럭스, 자료동화 매개변수, 앙상블 칼만 필터
본 연구에서는 Ensemble Kalman Filter (EnKF) 기반의 inverse modeling system
인 CarbonTracker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표면 탄소 플럭스를 추정함에 있어, 아시
아 지역에 적합한 자료동화 매개변수 (동화 기간, 앙상블 수) 설정 값을 찾기 위해 다양한
설정의 실험을 수행하고 관측 자료와 비교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동화 기간 3, 5,
7, 10 주의 4가지 설정과 앙상블 수 100, 150, 300 개의 3가지 설정을 조합하여 총 12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다. 이 연구에
서 아시아 지역은 Transcom 지역 구분 (Gurney et al., 2002)에 따라 Eurasian
Boreal (EB), Eurasian Temperate (ET), Tropical Asia (TA) 지역으로 구성된다. 전구
지표면 탄소 플럭스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최적화된 지표면 탄소 플럭스는 북미 지
역 및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 실험 설정에 민감하였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매개변
수 최적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실험 간 차이는 EB, ET, TA 순으로 컸으며, 겨울보다
여름에 컸다. 최적화된 지표면 탄소 플럭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앙상블 수가 클수록, 동화
기간이 짧을수록 컸다.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동화 기간 10주, 앙상블 수
300개의 설정이 아시아 지역에 가장 적합하였다.
※ 이 연구는“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KMIPA 2015-2021, KMI2018- 037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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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e role of fossil fuel emissions in seasonal variations
in atmospheric CO2
Su-Jong Jeong1, Lev Labzovskii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

Seoul National University
Climat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

sujong@snu.ac.kr
keywords: CO2 amplitude, fossil fuel, East Asia
CO2 annual amplitude changes are mainly explained by terrestrial ecosystem
while fossil fuel role seems irrelevant. Fossil fuel role can play role in CO2
seasonality if strong anthropogenic sources are collocated with intense carbon
sinks and if fossil fuel is actively used when the biosphere is at respiration
phase. Here we show that in temperate regions of East Asia and Northern
America strong land carbon sinks and fossil fuel sources (dense urban areas)
are collocated. Satellite results show that highest CO2 amplitude of 2015 is
found over East Asia (9.76 – 13.00 ppm) and Northern America (6.73 – 11.15
ppm). In Europe where strongest carbon sinks and sources are allocated, CO2
amplitude is on ~2-4 ppm lower. Moreover, over East Asia and Northern
America where dense urban areas are located, CO2 maximums are observed
more often in autumn and winter. Numerical simulations show that fossil fuel
emissions

contribute

to

13-38%

and

29-38%

of

highest

CO2

amplitude

anomalies (East Asia and Northern America respectively). CO2 emission growth
in

East

Asia

resulted

in

doubled

fossil

fuel

seasonality

and

further

amplification of CO2 amplitude. Since East Asian emissions keep growing (0.01
-2 -1

kg C km s )we may expect underestimated CO2 amplitude enhancement in
future.
This study i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KMI2018-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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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 및 재분석
심창섭, 한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shim@kei.re.kr
키워드: 이산화탄소, 배출량, 위성자료, GOSAT, 인버스모델, 재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2010-2013)동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성자료 XCO2 (연직
평균건조농도)를 정밀 분석하고 XCO2의 배경 값 대비 증가한 농도값을 기준으로 지역단
위의 배출원이 위성자료로 구분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GOSAT 위성자료가 남해안의 삼
천포 화력발전소 및 광양 제철소 인근을 통과하였고, 이들이 다른 지역의 연구결과 대비
뚜렷히 큰 XCO2 증가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여, 위성자료의 증가값(enhancement)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간접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GEOS-Chem
adjoint 인버스 모형과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Mass balance 로 추정한 하향식 (Top-down) 대비 다소 높은
겨울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재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인버스 모
형체계가 고행상도 등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한 위성자료가 활용 가능할 경우 보다 정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재분석이 고도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과제지원 (2015-2022)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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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및 검증
최형욱, 안경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hchoi@korea.kr
키워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통계 산정방법
2016년 11월 UN 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전 지구적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온실
가스 통계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온실가스 통계 산정방법은 IPCC 1996 지침 및 IPCC 2006 지침
에서 규정한다. 개도국들은 IPCC 1996 지침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국(부속서 I)들
은 2015년 이후 IPCC 2006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IPCC 지침의 산정방법은 에너지 소
비량, 제품 생산량, 벼재배 면적, 폐기물 처리량 등의 활동자료에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
법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연료연소 부문은 연료별, 분야별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활동자료로 하여, 연료별 발열량, 탄소 배출계수(활동자료 당 탄소배출), 산화율 등 매개
변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배출량 산정의 핵심인자인 배출계수의 경우
과거 IPCC 지침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국가고유 배출계
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90 백만톤 CO2eq로 1990년 대비 136% 증
가하였다. 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분야가 총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
며, 가스별로는 CO2가 92%로 주요 배출물질이다. 에너지 분야의 2015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저유가 환경에 따른 도로수송, 석유정제, 상업공공, 해운 등 부
문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산업공정 및 농업 분야는 전년보다 각각 5.5%, 1.2% 감소
하였으며, 폐기물 분야는 6.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총괄·관장기관 체계를 2010년 이후 구
축·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검증 등 총
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신기후체제 투명성체계 대응을 위해 IPCC 2006 지침의
시범적용을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을 검토한 후 공식통
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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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사례
이강민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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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권달원1, 이영길1, 박재희1, 주효근1, 박성훈1, 도기영1, 정민철1, 유광의2,
양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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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정부 지원
김태현1, 이준범1, 최광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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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사례
이강민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전문위원
km71015394@dgi.re.kr
키워드: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적응, 적응사업 사례
‘기후변화 적응’은 제2차 IPCC 보고서에서 ‘적응성(adaptability)’이라는 단어로1),
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최근 파리협정에서는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대비 2°C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표현
이전
통해
국제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적응대책 수립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제2차 국가 기후변
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다.
대구광역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제1
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2016~2021)”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타 광역시보다 세밀
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는데, 9개 분야 96개 사업을 수립하였고, 이중 55개사업을 성공적
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이 국가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996년부터
2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구수목원 조성 사
업’과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도심 중간에 ‘국채보상공원’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적
응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클린로드’, ‘쿨링포그’, ‘무더위 쉼터’, ‘횡단보도 그늘막’ 사업 등을 실시하여 ‘폭염 완
화’와 ‘시민의 휴식공간’, ‘대기질 개선’ 등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쿨루
프 확대 사업을 위한 ‘언론홍보’와 자원봉사 단체인 ‘쿨루프 특공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옥상녹화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사
업 발굴’을 위해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1) IPCC. 제2차 보고서. 199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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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권달원1, 이영길1, 박재희1, 주효근1, 박성훈1, 도기영1, 정민철1, 유광의2, 양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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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적응,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공항운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허리케인 하비 등 강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와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는 물
론 피해의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공항에 근무하는
항공인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내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
항의 기후변화에 대해 취약점과,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예측
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의 2017년의 결항 및 지연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기상악화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김포공항
을 포함한 14개 공항지역의 과거 30년간 기후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공항운
영에 어떠한 피해가 국내 공항에 발생했는지 피해이력을 조사한 후 미래 20년간의 기후변
화 추이에 대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공항운영에 어떠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도출을 위해 분야별 공항운영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공항운영 효율성을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각 공항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저자가 설계 및 감독한 한국공항공사의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사업의 적응대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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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정부 지원
김태현1, 이준범1, 최광림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웨코스
2

1

kimth@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민간부문, 프레임워크
과거 과학적 논쟁의 중심이었던 기후변화 이슈는 최근 환경 주류와 여론의 중심에서 논
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에서 적응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
는 시점이다. IPCC, UNFCCC 등 국제사회에서도 민간부문의 경영체계나 조직의 구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민간주체의 참여와 적절한 적
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제1차, 2차 국
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범위를 확대·운영하여 자발적
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CRAS(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
시스템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였다. CRAS시스템은 ISO31000(Risk Management)
의 절차를 준용하여 잠재적 기후 위험을 식별, 도출, 영향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사전진
단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의 공급사슬 관점에서 영
향의 확산, 전이, 피해 양상을 파악하고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적응 전략과 관리방안, 이
행방안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기후 민감 업종(산업)의 참여기업을 모
집, 선정하고 조직내부현황 파악과 실무자 인터뷰 등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하였
다. 조직 특성에 따라 CRAS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 RCP
4.5/8.5 시나리오별 피해금액을 추정하고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맞춤형 전략 컨설팅
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참여기업이 작성한 적응
대책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기업의 적응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키며 피해 규모과 적
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
극적인 관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및 컨설팅 지원(2018-001-08)”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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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shkay@climatechangecenter.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후변화의 영향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과학적 분석 중심이었고, 관련 정책 역시 중앙 및 지자체
정부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기후변
화 대응은 단순이 정부차원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함께 요구
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있어서 현재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
고, 향후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
다. 특히, 초기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던 감축에 비해 적응분야의 참여가
더딘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동안 감축에서 이룩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구두 발표

C 발표장

[기획세션] 국립수목원

좌장 : 강규석 (서울대학교)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보전 및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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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Korean Baekdudaegan as a major glacial refugium
for plant species: A priority for conservation
Mi Yoon Chung1, Jordi López-Pujol2, Myong Gi Chu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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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 52828, Republic of Korea,
2
Botanic Institute of Barcelona (IBB, CSIC-ICUB), Barcelona 08038, Spa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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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Korean Baekdudaegan as a major glacial
refugium for plant species: A priority for conservation
Mi Yoon Chung1, Jordi López-Pujol2, Myong Gi Chung3
Research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RI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1

52828, Republic of Korea,
Botanic Institute of Barcelona (IBB, CSIC-ICUB), Barcelona 08038, Spain,

2

Division of Life Science and RI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3

Republic of Korea
mgchung@gnu.ac.kr
The Baekdudaegan (BDDG) is regarded as a sort of ‘backbone’, not only
because it stretches across the whole peninsula with over 1,600 km (it is one
of the longest chains of East Asia) but also because it is deeply embedded
within the Koreans’ spirituality. The BDDG is also well known as a biodiversity
hotspot, as it remains relatively pristine and harbor a very significant part of
Korea’s biota, including many local endemics; such value as a biodiversity
reservoir seems to be directly related to its role as a Pleistocene refugium.
Recent phylogeographic and

palaeoecological

studies

(though still limited)

suggest that the BDDG sustained an assemblage of boreal and temperate
forests during glacial periods (recently reviewed by us). The BDDG should be,
thus, added to the list of the well-known East Asian Pleistocene refugia. We
believe that the BDDG would constitute a sort of ‘eastern counterpart’ of the
Southern Appalachians. Given its floristic, biogeographic, and cultural value,
therefore, the BDDG merits high priority for conservation. However, we should
cautiously consider the prediction that many plants occurring in the BDDG
migrate northwards due to global warming. We conducted ecological niche
modeling analyses to identify the projected distribution of the endangered
orchid in East Asia Cypripedium japonicum in 2070. Our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es would lose most of its current range in China, Korea, and southern
Japan; it would migrate to northern Japan and even the Kuriles and Sakhalin,
which, we think, provide implications for its conservation.
※This study is supported by“NRF-2017R1A2B4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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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식물계절 변화
정재민1 임예슬1, 이동혁1, 구본열1, 조상호1, 김인식2 이철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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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학, 춘계단명성, 아고산 지역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온도는 186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로 약 0.75℃까지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산림식물의 분
포와 임분동태 및 생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을 바탕으
로 권역별 자생지와 수목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현황 파악 및 식물계
절성 변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포지역에 따른 수종별 모니터링한 식물계절학적 자료
를 지역별 수집된 기상자료와 함께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일수를 산출하여 매년 변화
patter을 분석하였다.
그중 봄 개화 식물인 개나리는 포천시 소리봉과 안양시의 수리산,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반도 세 지역 모두 개화, 개엽, 고사시기가 10일 이상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소리
봉의 개나리가 수리산과 변산반도보다 개화, 개엽, 고사시기가 일주일가량 늦게 나타났다.
국립수목원 전시원과 대구수목원 전시원, 강원도립화목원의 전시원에 식재된 산수유도 개
화, 개엽, 결실시기가 세 지역 모두 10일 이상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구수목원이
다른 수목원에 비해 10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고산 지역 분포 대표 수종인 구상나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리산과 금
원산에서는 개엽이 약 10일, 가야산에서는 약 6일 빨라진 결과를 보였다. 결실 시기도 가
야산과 금원산에서 약 10일 빨라졌다.
춘계단명성 식물인 피나물은 포천시 소리봉과 남양주시 축령산, 화천군 광덕산의 세 지
역 모두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개화시기는 약 10일 빨라진 결과를 보였고, 보다 북쪽
에 위치한 광덕산의 경우 소리봉과 축령산 보다 연평균온도가 낮았으며, 개화시기 또한
늦은 양상을 보였다. 얼레지는 청송군 주왕산과 포천시 소리봉 두 지역에서 개엽과 개화,
고사시기가 약 6일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산림식물종의 적응 및 보전방안 수립을 위하여 식물의 개엽 및
개화시기 뿐만 아니라 미기상과 식물계절 변화, 개화 및 결실, 낙엽 및 낙과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물계절학적 변화 정보의 수집과 확보, 분석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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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산 침엽수 생육지의 식생 유형과 구조, 그리고 발달
조용찬1, 남경배1, 정성희2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1

2

한반도 남부에서 고산 침엽수 생육지의 유형, 식생 구조, 그리고 발달 과정에 대한 연
구는 특정 산지에서 수행되었을 뿐, 해당 서식지의 희귀성, 고유성 및 경관생태적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최근 수집된 267개의 고산 침엽수 식생의 종조성
자료를 토대로, 자기조직화지도 (self organizing map, SOM) 기법을 활용하여 군집 유
형 구분하고, 주요 수종 및 기능군의 구조, 그리고 연륜생장 양상을 통하여 식생의 성립과
발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SOM 결과, 침엽수 생육 식생은 3개의 유형 (I, II 및 III)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식생 유형은 평균 해발고도, 사면방향 및 경사도와 같은 지형 인자
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낙엽층 두께, 암석노출도와 같은 임분 발달 및 입지 인
자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요 7개 침엽수종들의 피도는 해발고도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소나무과 (Pinaceae)와 단풍나무과 (Aceraceae)와 같은 바람에 의한 수분
(pollination) 및 전파 (dispersal) 과정을 활용하는 수종들이 우점하고 있었다. 수종들의
직경급 구조는 종들의 생태 특성에 따라 단봉형 및 역J자형이 혼합되어 있었다. 구상나무
와 분비나무, 그리고 가문비나무의 침엽수종, 그리고 주요 활엽수종의 연륜생장 양상은 숲
틈 재생보다는 수고가 낮은 식생 조건에서 성장하였고, 비교적 최근 종 간 경쟁 증가에
의해 생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남부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지는 고해발 한
랭 기후 및 바람이 많은 조건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최근 자연 과정 (화재 및
초식 동물 등) 변화 및 인간 간섭의 현저히 감소는 과거 키작은 식생 (저-식생) 구조에서
변화한 교란 체제, 토양 속성, 종 조성, 그리고 구조를 갖는 현재 숲 식생 (고-식생) 형성
의 원인이다. 그러한 경관 수준의 변화의 영향은 침활혼합림 또는 낙엽활엽수림으로의 천
이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죽은 전나무류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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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분포 변화
김병도1, 유성태1, 이명훈1, 신현탁2
대구수목원, 국립수목원

1

2

bottle55@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온량지수, 한랭지수, 녹나무, 상록활엽수, RCP
본 연구에서는 식생의 분포와 관련이 깊은 온량지수와 한행지수의 과거 및 최근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량과 공간분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
라의 난온대 지역에 분포하는 녹나무과 자생 상록활엽수 8종의 기후지표를 토대로 잠재
분포지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분포 변화에서는 우리나라에 자생
하는 모든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을 대상으로 수종별 자생지의 기후지표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기초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8.5)에 따른 21세기 분포
지 변화를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녹나무과 상록활엽수 8종의 자생지 기후지표 특성은 온량지수 116.883℃ㆍ
month, 한랭지수는 -3.910℃ㆍmonth, 연강수량은 1495.66㎜, 건습지수 11.669, 연평
균 기온 14.419℃, 동계 평균 최저기온 1.035℃, 연평균 상대습도 70.44% 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에 근거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전라남도와 경상
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지방과 서･남해안의 인접지역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서해안으
로는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까지 분포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생달나무, 센달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의 일부
내륙지역까지 분포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에 근거한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전라남도와 경상
남도의 전지역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
역으로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 내륙에 위치하
고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도 분포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녹나무과 상록활엽수의 기후지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예측함으로써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추적하거나, 수종 별
분포 가능 지역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기후변화
의 가장 핵심 요인인 기온의 변화만을 기반으로 미래의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식생의 변화와 분포 변화는 기후조건과 함께 인간의 토지이용에
따른 서식지의 파편화, 종간의 경쟁, 산포 메커니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
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한 생리적･생태적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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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식생지수를 활용한 산림 식물계절 변화의 기후변화영향 분석
이보라1, 김은숙1, 임종환1, 정재민2
1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국립수목원
2

boralee7208@korea.kr
키워드: MODIS, 식생지수 (Vegetation Index), 산림식물계절, 개엽일, 임상구성,
기후변화영향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 산림 지형에서의 개엽일과 같은 식물 계절을 추정할 때, 우리
나라와 같이 패치화된 임상에서는 인공위성 영상과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이 발
생한다. 정확한 산림 생태계의 개엽일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연간 산림 생산성의
중요한 지표로서, 생태계 예측 모형이나 생지화학 모형의 계수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임분 구성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개엽일을 추출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축적 임상도(1:5000)를 MODIS 식생지수 픽셀에 맞게 재구성하고
국립수목원에서 조사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에 적합한 식생 지수와 개
엽일 추출 방법을 평가하고 2003년 이래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식물의 개엽일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수목원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및 적응사업에서
조사된 식물계절 이벤트 중 개엽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장 개엽일이 조사된 14개의 지
점에서 활엽수종 및 침엽수종이 속한 픽셀과(중앙픽셀) 이웃한 8개의 픽셀을 실측 개엽일
과 비교하였을 때, 실측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베스트 픽셀을 구성하는 임상을
선택하였다. 베스트픽셀의 임상구성은 활엽수림 67.9%, 침엽수림 14.3%, 혼효림 7.7%
구성을 보였고 평균 결정계수(R2)는 0.64으로 상관성 있음을 보였다. 침엽수종이 속한 12
개 지점의 베스트 픽셀의 임상구성은 활엽수림 55%, 침엽수림 21.8%, 혼효림 7.7% 구성
2

을 보였고 평균 R 는 0.29로 활엽수종 보다 상관성 낮았다. 2003년 이후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0.16일 빨라졌으나 이를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라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측
정기간이 짧고 증가 경향이 약하다. 잎의 개엽에 의한 수관의 변화가 뚜렷한 활엽수종에
비해 침엽수종의 개엽일 탐지는 실측 개엽일과 인공위성에서 추줄한 개엽일 관계가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침엽수종의 개엽일 추출에 대한 인공위성영상의 적용은 활엽수림과는 다
른 계절 곡선 함수의 적용이나 해상도 높은 인공위성영상과 결합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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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adult emergence timing of Luehdorfia puziloi
(Erschoff) (Lepidoptera: Papilionidae) responding to temperature
rise in South Korea
Il-Kwon Kim1, Jong-Woo Nam2,
Division of Forest Biodiversity,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Republic of

1

Korea
Human Resource Training Team,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 Bongwha,

2

Republic of Korea
ilkwons91@korea.kr
Keywords: Lepidoptera, Luehdorfia puziloi, 50% emergence rate, soil temperature
increase
Luehdorfia puziloi (Erschoff, 1872) is a monophagous butterfly species that
occurs only once during spring in a year and distributed nationwide in Korea.
These facts make the butterfly a perfect candidate to investigate insec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particularly temperature rise. From 2012 to 2014
the adult emergence was monitored to assess how the species responds to
temperature rise in the country. Monitoring sites were located in four different
provinces, two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and the other two in the
southern part. In each site a emergence cage was set up with 60 to 70 pupae
and a HOBO data logger to record the soil temperature of the site from
February to April. The earliest record from literatures and specimen collection
th

data was 28

of March in Geojae-gun, a far south location of the country,

during the late 90’s. In 2013, the butterfly started emerging in a southern
site, Namhae-gun, from 20th of March, and it was the earliest record so far.
The emergence patters during the three years clearly showed that the adult
emergence reached to 50% emergence rate faster as the soil temperature rose
each year.
※ The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Arboretum (Project No.
KNA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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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 침엽수에 서식하는 공생균의 다양성과

군집변화

심재성, 이지은, 손희창, 엄안흠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
eomah@knue.ac.kr
키워드: 침엽수, 구상나무, 외생균근, 기후변화, 군집변화, 다양성
기후 변화로 인해 난대성 식생의 분포대는 확장되지만 한대성 식생인 침엽수는 활기를
잃고 쇠퇴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단순히 식물의 생육지의 제한뿐 아니라 상호작용 등 다
양한 생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생균류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숙지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의 환경 적응 및 민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식물 공생균 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관련 식물 중 외생균근균과 기주식물과의 공생관계의 양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
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침엽수의 뿌리에 공생하는 균근을 동정하여 군집
구조와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고도 변화에 따라 외생균근균의 군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균근균의 외형적 특징과 분자생물학적 방법 및 NGS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구상나
무를 포함한 침엽수의 뿌리에 서식하는 균근균의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수종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균근균의 다양성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토양 성분 농도는 외생균근균 군집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경우 종 수준에서 감염된 외생균근균의 고도별
다양성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속 수준에서는 고도 변화에 따른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민감종인 다양한 침엽수의 뿌리에 공생하는 외생균
근균의 군집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상나무를 포함한 침엽수의

보존과 복원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산림청 국립수목원(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및 적응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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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생물계절 변화 연구
이상훈, 한상학, 안나현, 이창훈
국립생태원 생태기반연구실
sanghunlee@ni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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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나비 등 곤충의 서식지 북상, 꽃이나 잎의 발
아 및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새의 산란시기 및 철새의 도래시기가 바뀌고 있다.
식물계절현상(phenology)은 지역별 기후변화에 식물이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최근에 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대중적으
로 쉽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기후변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봄철 식물의 개엽, 개화, 신초생장 등 생육초기의 식물계절현상은 기후에 의한 계절 현
상을 잘 반영하는 자연지표 중의 하나로 잎의 생장은 기온, 습도, 일장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식물의 생육초기에 매우 중요하다(Flint, 1974). 곤충은 주로
식물을 먹이원으로 하며 상위포식자인 새들에게는 먹이자원으로, 생태계 내에서는 생산자
와 상위포식자를 연결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담당한다. 나방은 딱정벌레 다음으로 종다양성
이 풍부한 분류군이며, 분류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연구자들에 의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생물로 이용되고 있다. 조류는 큰이동성을 바탕으로 계절 및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식지로 이동하는 분류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봄, 가을시기의 도요류 등 섭
금류 및 통과철새의 이동, 여름시기의 파랑새, 꾀꼬리 등 여름철새의 서식 및 번식, 겨울
시기의 오리류 등 겨울철새의 서식으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한다. 조류의 생활사에서 기온
은 많은 영향을 끼치며(Smith & Smith, 2006), 특히 번식시기는 기온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조류의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로 번식기 동안의 기온 차이가
보고되었다(Leech & Crick, 2007).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계절 변화중 식물의 개엽, 개화 등의 변화, 곤충의
계절적 발생시기 변화, 인공새집을 이용한 조류의 산란시기 등이 계절적으로 어떻게 영향
을 받는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구두 발표

D 발표장

기후변화 과학 Ⅰ (10:00~12:00)
D-01

좌장 : 양유빈 (APEC 기후센터)

어류의 해양 온난화 다세대 적응 기작 연구
유태우
APEC Climate Center

D-0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관속식물 유형별 미래 잠재생육지 예측
안지홍1, 박환준1, 서인순1, 최봉수1, 이병윤1, 박찬호2
1

D-03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2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Physics of Aerosol Measurements from Space and GEO-KOMPSAT-2
Satellite Applications: AMI & GEMS AOD Retrievals
Kyoung-Wook Jin, Koon-Ho Yang, Jae-Dong Cho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D-04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을 위한 중국 점오염원 배출정보의 개선
장유정1, 우정헌1,2, 김윤하1, 김진석1, 최윤경2, 이은지2
1

D-05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STARFM을 활용한 한반도 식생VOC 배출정보 개선
김진수1, 우정헌2, 이윤구3, 어양담2, 이정민4, 이은지2, 최윤경2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4
㈜신한항업 부설연구소
1

3

D-06

Analysis of the Speciated Anthropogenic VOC Emission Improvements
for KORUS-AQ/MAPS-Seoul Aircraft Field Campaign
김진석1, 우정헌1, 김윤하1, 박록진2, B.H Baek3, Isobel J Simpson4
1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 USA

4

D-07

NASA KORUS-AQ 캠페인을 이용한 우리나라 대형 점오염원들의 배출량
검증
박민우1, 우정헌1, 김윤하1, 김진수1, 장유정1, Glenn Diskin2,
Andrew Weinheimer3, Greg Huey4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NASA Langley Research Center, Hampton, USA,
3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Boulder, USA,
1

4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eorgia, USA

D-01

어류의 해양 온난화 다세대 적응 기작 연구
유태우
APEC Climate Center
taewooryu16@apcc21.org
키워드: 어류, 생태, 온난화, 기후변화, 해양
해양의 변온동물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특히 해수 온도
상승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생물들이다. 열대 어류는 적은 범위의 온도 변화만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작은 해수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 행동, 생
식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특정 어류 집단의 경우 여러 세대
에 걸쳐 따뜻한 해양 환경에 적응을 했을 때, 대사 및 생식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 밝혀졌다. 본 발표에서는 여러 온도 조건에서 길러진 두 집단의 열대 어류로부터 얻어
진 생리학 데이터와 대규모의 다양한 레벨의 유전체 데이타를 시스템생물학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온난화 적응에 관련된 핵심 유전자를 찾은 방법 및 그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또한 생태 모델링과 APCC 기후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어류의 분포를 예측하는 방
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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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중 남방계 목본식물(분비나무 등 5종), 북방계
목본식물(후박나무 등 7종) 및 양치식물(가래고사리 등 5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
오(RCP 4.5, RCP 8.5)에 따른 잠재생육지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axEnt를 이용
하여 북방계 목본식물의 현재 잠재생육지를 예측한 결과,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고도
가 높은 산간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 및 8.5 시나리오
2070년의 경우 분포 확률이 현재에 비해 점차 감소하였고, 잠재생육지가 다소 북상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강수량과 고도요인이 북방계 목본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방계 목본식물의 현재 잠재생육지를 예측한 결과, 남해 해안가
일대와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4.5 및 8.5 시
나리오 2070년의 경우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분포지가 점차 확장되고, 남해 내륙의 분
포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도요인이 남방계 목본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식물의 경우 주로 아고산대 지역에 분포하는 가래고사리, 만
년석송의 잠재생육지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남방계 양치식물(별고사리, 도깨비고비, 콩짜
개덩굴)의 잠재생육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종들의 미래 잠재생육지
분포는 종 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
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생육지 예측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취약지역을 확인함으로써, 보전․관리되어야할 지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장기 모니터링 계획 수립, 생
물다양성 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 대상종의 생활사,
분포 특성, 서식처 환경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수행되어 이를 반영한 분포 모형이 구축
된다면 보다 정확한 미래 잠재생육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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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temporal and spatial measurements of aerosol (fine dust) become
more critical due to the increasing air quality issues over East Asia region.
Ground measurements have limitations on tracing the source/sink of aerosols
and transportation of them. Instead, space-borne measurement techniques to
estimate air qualit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aerosol and trace gases,
provide reliable quantitative information over wide regions. AMI (Advanced
Meteorological Imager) of GEO-KOMPSAT-2A (expected launch: end of 2018)
and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expected
launch: end of 2019) of GEO-KOMPSAT-2B will enable us to retrieve aerosol
AOD (Aerosol Optical Depth) over East Asia from a geostationary orbit. In this
talk, physical background of aerosol observations from LEO and GEO satellites
will be introduced. The aerosol measurement difference between ground and
space will be explained.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AMI and GEMS AOD
retrieval will be discus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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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급속도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인구로부터 비롯된 인위적 활동과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
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 점오염원은 규모가 큰 오염원으로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점오염원의 위치
와 규모에 따라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또한 큰 규모의 오염원은 굴뚝의 높이
또한 높게 설계되기 때문에 대류권 상층부의 바람을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
국의 풍하방향인 한국에서 중국 점오염원의 배출과 이동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점오염원 배출량을 이용가능한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하
여 NIER/KU-CREATE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Global Coal Plant Tracker와 HTAP v2
dataset를 활용하여 각각의 정보에서 중국 발전부문의 석탄발전과 비석탄발전의 점오염원
위치 정보를 구축하였고, 그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및 할당하여 중국 전역의 배출량의 분
포를 바꾸었다. 또한, 이전버전의 배출목록에 저감시설에 대한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NOx 저감시설의 부산물인 NH3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점오염원이
1,978개에서 3,798개로 늘어났고, 점오염원에서의 NH3 배출량이 19배가량 증가되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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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으로부터 배출되는 BVOCs(Biogenic Volatile Organic Conpounds)는 오존, 미세
먼지와 같은 2차오염물질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BVOCs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오염물질을 생성하는 화학적 경로는
전구물질의 조성에 의해 비선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BVOCs의 시기별 배출량은 화학
반응에 큰 역할을 한다. BVOCs배출량은 일반적으로 PFTs(Plant Functional Types)와
LAI(Leaf Area Index)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MEGAN과 같은 배출 모델을 사용하여 산
정된다. MODIS-LAI와 같은 저해상도의 위성데이터는 주로 넓은 지역의 BVOC배출량 산
정에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한반도는 좁은 지역에 다양한 토지피복이 혼합되어 있으며, 복
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저해상도의 위성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BVOC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EGAN 배출모형에 고해상도 식생입력자료를 적용
하여 한반도의 BVOC 배출정보를 개선하였다. PFT의 경우,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중분류
자료와 산림청의 수치임상도를 사용하였고, LAI의 경우, 위성데이터 융합기술인 STARF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공간적으로 높은 해상도와 시간적으로 일간성이 높은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한반도의 BVOCs의 배출량은 이전 MODIS 기반 자료보다 20% 더 높게 산정되었다.
그 중 서울의 경우,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보가 개선됨에 따라 4배이상 증가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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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Speciated Anthropogenic VOC Emission
Improvements for KORUS-AQ/MAPS-Seoul Aircraft Field Campaign
김진석1, 우정헌1, 김윤하1, 박록진2, B.H Baek3, Isobel J Simpson4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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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USA, 4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 US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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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Speciated Anthropogenic VOC, 전구물질, 이차 유기 에어로졸, 오존, SLCPs,
CREATE, KORUS-AQ, MAPS-Seoul
KORUS-AQ/MAPS-Seoul 항공 캠페인은 국경지역의 대기 오염 영향을 조사하기위한
국제 항공기 분야의 캠페인입니다. CREATE(Comprehensive Regional Emissions
inventory for Atmospheric Transport Experiment) 배출목록과 SMOKE-Asia 배출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Chemical Transport Model(이하 CTM)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델
과 측정의 초기 비교, 분석 결과는 도시지역의 VOCs 화학종의 불일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톨루엔과 크실렌은 메가시티와 석유화학 플랜트 근처에서 높게 관측되었지만 CTM에서는
과소 모의 되었습니다.
VOCs의 경우 독성물질일 뿐만 아니라, 오존의 중요한 전구물질입니다. 오존은 대기오
염물질이기도 하지만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이하 SLCPs)으로 기후변화를 일
으키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VOCs의 정확한 모사가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의
모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배출 화학종 분화 과정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대체 화학종 분화
프로파일을 찾아서 모델링 배출목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기
용제 사용에 의한 배출이 VOCs 배출의 주요한 부문이지만, 중국은 주거 부문의
Combustion에 의한 배출이 크고 미국의 경우 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EPA의 화학종 분화 프로파일 보다는 한국과 중
국의 논문을 활용하여 최신의 화학 종 분화 프로파일을 조사 분석 했습니다. 그 결과,
ARO1(e.g. 톨루엔, 벤젠 등) 및 ARO2 (e.g. 크실렌 등) 배출량은 각각 4 및 1.4 배 증
가했습니다. ARO1은 중국 동부 지역과 한국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ARO2는 중국과 북
한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에 영향이 큰 산둥 반도 및 상하이 지역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결과를 활용하여 CTM 모델링 결과를
KORUS-AQ/MAPS-Seoul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톨루엔 및 크실렌과 같은 전구체에 대
한 모사정확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존의 모사정확도 역시 증가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2016001300001)과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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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KORUS-AQ 캠페인을 이용한 우리나라 대형 점오염원들의
배출량 검증
박민우1, 우정헌1, 김윤하1, 김진수1, 장유정1, Glenn Diskin2,
Andrew Weinheimer3, Greg Huey4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Hampton, US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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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Bould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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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eorg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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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대기질은 높은 인구와 그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으로 수십 년 동안 악화되
어왔다. 지역에 따른 배출, 이동 그리고 화학에 대한 더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공공의
건강과 생태계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KORUS-AQ 캠페인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화학 진화, 배출목록, 국경간의 기여 및 위성적용 등에 관련하여 대기질을 연
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지원하기위해 NIER/KU-CREATE에 기반
한 KORUS 2015라는 이름의 새로운 동아시아 배출 인벤토리를 작성했다. 오랫동안 제기
되어 왔던 쟁점중의 하나는 지역간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대형점오염원 배출량의 불확
실성에대한 문제들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5개의 주요 점오염원들의 배출량을 가우시안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의 농도와 NASA DC-8이 굴뚝 주변을 비
행하여 얻은 농도 측정값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했다. 굴뚝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작성
된 배출량에 대한 검증은 KORUS-AQ 캠페인의 항공기로부터 측정된 바람 그리고 확산
계수 등을 사용한 가우시안 모델링으로 진행했다. 처음 모델의 농도를 항공기의 측정 농
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SO2는 63%, NOx는 34% 과소 산정되어있었
다. 하지만 인벤토리의 기준연도 이후에 생긴 당진화력발전소의 신설 발전기에 의해 배출
량이 업데이트 되어 SO2는 29%, NOx는 4% 과소산정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의
SO2, NOx와 같은 SLCPs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 화력 발전소나 큰 산업단지들과 같은 큰
배출원들에서의 배출량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과제번호2016001300001)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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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 및 기후산업 통계 개발 연구
염성찬, 이민아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shiney@gtck.re.kr, minalee@gtck.re.kr
키워드: 기후기술 분류, 기후기술 산업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융․복합
정부는 교토협약과 파리협약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을 수
립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높아져 일반 시민들도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문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
하여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전환에 각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
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에 많은 이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에너지생산 및 발전과 관련 된 산업부문으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에서 자체적으로 재정투자와 감축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보다는 정부에 그 비용부담을 의
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산업부문의 의무부담을 적극적으
로 진행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온실
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올바른 정
책적 수단과 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 된 국내외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관련 된 기술적 범위 및 정의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도 현재의 정책
적･기술적 수단과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기후산업의 범위 및 통계 역시 부족하여 투자방
향 및 성과측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을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향후 국내 기후기술 개발 및 산업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GTC의“R17121기후기술 분류적용 R&D 성과 조사․분석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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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4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이 조기 발효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방면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기후산업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이자 신성장 동
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수요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CTR), 기후기술협력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서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국제 재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
후기술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개발도
상국의 심층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수요와 공급 간의 종합적
인 분석을 통한 유망 기술 중심의 집중 육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86개 국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한 기술수요평가
(Technology Needs Assessment, TNA)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기술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분야별 중소기업 분포, 국내에서 추진된 개발도상
국 현지 사업화 지원 과제, 최근 5년 간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에서 추진한 사업, 19
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의 추진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수요-공급 간 연계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 기후기술 협력 수요와 국내 공급 간의 불일치성
을 확인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수요 대응형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 수
립 및 국제 표준의 기후기술 분류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2017년도에 녹색기술센터에서 수행한“개도국 수요대응 유망 기술･사업
도출 및 수요-공급간 상호 연계성 분석”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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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장애요인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CDM 전문가를 대상으로
윤순욱, 김기만,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suyoon@gtck.re.kr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사업, CDM, 심층면접조사
2015년 우리나라는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물론,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발굴･추진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인 CDM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획득한 감축분을 자
국의 감축의무에 활용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CDM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는 기후기술을 보유한 중소규모 기
업의 영역으로 사업개발 역량 부족, 낮은 신용도와 담보 제공능력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
에 단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DM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수입원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국내 위상이 낮다는 것도 CDM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FCCC CDM pipeline을 이용하여 CDM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In-depth Interview)를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장애요인 분
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녹색기술센터의 수시과제(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방향 및 기술DB
구축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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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자유화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손범석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sonbs@gtck.re.kr
키워드: 일본, 전력자유화, 소매부문 자유화,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파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30년까지
53.5GW)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 또한 ’30년까지 ’13년 대비 온실가스 26%
감축, 재생에너지 24%까지 확대(’13년 11%, 수력 포함)한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내걸
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6년 4월을 기하여 모든 소비자가 자유롭
게 전력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소매부문 전력자유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
과 일본에서는 기존 전력회사, 통신업체, 가스공급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이루어진 ‘신전
력(新電力)’이라 불리우는 전력 소매판매업자들이 대두하게 되었고(`’17.9월 422개사), 이
는 곧 다양한 전력상품 및 요금메뉴로 이어져,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
기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전력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생가능에
너지로부터 유래한 전력상품도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스마트미터의 보급 추진
에 따라 각각의 전력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효율화 및 수요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리포트에서는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소매부문 자유화)사례를 들
어 그 과정과 동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본 논문은 2017년도에 녹색기술센터에서 수행한“녹색･기후기술 R&D 정책 이슈
분석”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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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병률의 공간 패턴과 기온과의 관계
박종철, 채여라, 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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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생 특성과 사회ᐧ경제ᐧ환경 변수의 관계 분석
안윤정, 채여라, 박종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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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빈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동관, 윤동근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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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날씨유형별 도시지표면 특성인자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채연, 신이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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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해상도 기온예측을 위한 국지예보모델의 통계적 상세화에 관한
연구
신이레, 이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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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병률의 공간 패턴과 기온과의 관계
박종철, 채여라, 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jcpark@kei.re.kr
키워드: 폭염, 온열질환자, 발병률, 공간 패턴, 맞춤형연구 DB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
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노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점차 폭염의 건강 영향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
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 영향예보를 연구하고 있다.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기온이
온열질환,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자 또는 질환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임계기온 등
을 제시하여 피해저감 정책 수립에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
수준 또는 일부 대도시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체감되는 정책을 수
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및 사회의 취약요인과 민감
요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염 영향예보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
제적인 피해 저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 기상･사회･경제･환경 여건 등이 고려되
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폭염과 건강 영향과의 관계에 공간 패턴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온과 건강 영향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온열질환자에 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연구 DB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 발병률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온열질환자 질병분류 코드는 T67을 이용하였
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온열질환자 발병률은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
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일 최고기온과 폭염일수가 높다고
하여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발병률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상위권 지역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기온 조건만
으로 발령되는 현재의 폭염 특보를 폭염 대응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세 시･공간 단위에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KMI2018-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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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생 특성과 사회･경제･환경 변수의 관계 분석
안윤정, 채여라, 박종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yjahn@kei.re.kr
키워드: Heat wave total index, heat related illness,
기상청(2016)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질환자 통계를 집계한 이례(2011년) 가
장 많은 온열질환자(2,125명)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어왔으나, 응급실 운영 기관에서 신고한 온열질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작
성된 온열질환자 데이터(질병관리본부)를 활용하여 수행되어왔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 연구는 주로 전국(정대호, 2013; 정해관 외, 2014)이나 대도시(서울, 광역시) 위주
(Son et al., 2014; 정다은 외, 2016)로 수행되어왔다.
폭염 피해는 지역적 적응역량을 결정짓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상세 스케일(시군구)의 온열질환 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영
향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고용정보원), 노
동패널(한국노동패널조사), 복지패널(한국복지패널), 인구총조사 데이터(통계청), 실업률(통
계청) 등에서 도출한 사회 환경 경제 변수와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시간범위는 최근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16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범위는
전체 인구수 대비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이 높은 광양, 임실, 남해, 제주(채여라, 2017)로
선정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KMI2018-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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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빈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동관,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matoto@yonsei.ac.kr
키워드: 기후변화, 기온, 보행자 교통사고, 폭염
최근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빈도나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경향은 교통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서 해외에서는 기온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해명하
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기온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
자 교통사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해보았다. 대상지는 전국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
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온에 대한 변수로는 사고발생지의 당일
일최고기온을 이용하였다. 기온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사망자수, 부상자수
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 변수 모두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
사고와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폭염
의 영향을 많이 받는 7월 8월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기온의 상승에 따라 사고빈도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7월과 8월에 보행자
사고빈도와 기온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지역별 기간에 따른 유동인구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어 향후 지역별 기온에 따
른 유동인구의 변화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온의 보행자 사고의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KMI2018-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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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날씨유형별 도시지표면 특성인자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채연, 신이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
prpr2222@hufs.ac.kr
키워드: 도시폭염, 지표면특성변수, 미기상, 미기후, 날씨유형
도시미기후의 공간적 분포는 복잡한 도시 구조로 인하여 시간적-공간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도시구조, 건물재질, 식생의 양, 인간활동이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때 도시
미기후 패턴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미기후 형성 기작과 공간분포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칠기길이(공기 유동 지표), 불투수표면 면적비(열 교환 및
분배 지표),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장파와 단파복사 지표), 알베도(복사 흡수･
방출 지표), 현열플럭스(인공열 방출 지표)와 같은 물리적 속성 인자들이 지표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미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
는 몇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도시지표면의 분포 특성들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간DB를
구축하고,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미기후 변화를 전망(prognosis)하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도시 최고 및 최저기온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을 분석하고 그
기여도를 산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복잡한 도시구조와 도시미기후 특성 중 정량적으로
크고 중요도가 높은 도시폭염 및 열대야 영향인자들을 중심으로 고해상도 상세기온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KMI2018-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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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해상도 기온예측을 위한 국지예보모델의 통계적 상세화에
관한 연구
신이레, 이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
shinyire@hufs.ac.kr
키워드: 유사법, 지표면특성, 국지예보모델, 통계적 상세화, 기계학습
본 연구에서는 유사법과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이용하여 도심 내 미기후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구조 및 지표면특성을 국지예보모델(LDAPS) 결과에 적용하고 조밀한 수평공
간의 고해상도 기온(25m)을 예측하였다. 유사법을 이용하여 국지예보모델로부터 예측된
대기상태 기반 과거 유사 대기상태의 일자를 추출하였으며, 선택된 일자의 기상관측자료
(AWS) 및 도시기후분석모델(CAS)의 지표면 특성자료는 고해상도 기온예측모델의 입력 자
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포트벡터머신(SVM)기법을 이용하여 국지적해상도
(1.5km)를 더욱 조밀한 고해상도(25m)로 상세화하는 고해상도 기온예측 모델을 개발하였
으며, 서울지역에 대하여 2017년 7월 부터 8월까지 시간단위 고해상도 기온을 예측하였
다. 그 결과, 국지예보모델에 비해 예측오차가 감소하고, 공간적 변동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구조 및 지표면 특성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기온 편차가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에 대한 상세취약지역 도출과 열 위험도 산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자연재해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KMI2018-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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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Future Changes of Summer Precipitation for Classified Rainfall
Zone Using Multiple Regional Climate Models over the East
Asia
Changyong Park, Gil Lee, Dong-Hyun Cha, Gayoung Ki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Korea
parkcy@unist.ac.kr
Key Words: Summer precipitation, Rainfall zone, CORDEX, Regional climate
model, Future change, East Asia
Summer precipitation in this region is an important water resourc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various industrial sectors, but it also causes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flash flooding and the landslid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concentrating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water management over the East Asian region is a very crucial
issue during the summer. In particular, climatological phenomena such as
increasing

precipitation

intensity

and

increasing

frequency

of

extreme

precipitation, and the social phenomenon with the largest populations of the
globe cause the water management of this region to make more complicated.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precipitation analysis in the East
Asia using regional climate model (RCM) produced. However, because of
various local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at the East Asia, it is necessary to
analyze

summer

precipitation

changes

in

detail

the

regions

where

the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are homogeneous.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regions

where

homogeneous

summer

using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ver

East

Asia

are

multi-RCMs participating in the CORDEX East Asia

project, and investigate the present distribution and the future projection of
mean and extreme precipitation in homogeneous precipitation region classified.
※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KMI2018-01211)

E-02

고해상도 CORDEX-동아시아 2단계 실험의 남한 강수 모의 특징
김가영1, 이동규2, 차동현1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

1

2

rlarkdud1008@naver.com
키워드: CORDEX-East Asia, 지역기후모델, 수평 해상도, 강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의 강도와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정확한 기후
예측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미래 기후 변화 전망 자료는 전구기후모델을 이용
하여 생산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낮은 해상도를 갖는
전구기후모델만을 사용하여 좁은 지역의 상세 기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지형 및 해안선이 복잡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후 정보를 생산하기 더욱 힘들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상세 기후 연구가 CORDEX 국제 프로젝트를 중심으
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CORDEX 동아시아 영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50km 해상도로 기후정보를 생산하였고, 현재 이차적으로 25km 해상도로 모델 적분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50km 해상도보다 25km 해상도 시 남한의 강수를 얼마나 현실적
으로 모의할 수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후모델인
SNURCM을 이용한 지역기후모의에서 남한 지역의 강수에 대한 수평 해상도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평균 강수는 저해상도 실험 시 과다 모의하고, 고해상도 실험 시 과소 모의하였
다. 그러나 극한 강수는 두 실험 모두 과소 모의하였으며, 특히 저해상도 실험은 극한 강
수의 공간 패턴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했다. 극한 강수는 매우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지역기후모델의 수평 해상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잡한 지형을 갖고 다양한 규모의 기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남
한의 상세 기후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지역기후모델의 수평 해상도 증가로 인한 부가 정보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지역기후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12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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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광모델의 반라그랑지안 방안 적용에 따른 강수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장은철1, Kei Yoshimura2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Tokyo

1

echang@kongju.ac.kr
키워드: Regional Spectral Model, Gibbs phenomenon, semi-Lagrangian
본 연구에서는 Experimental Climate Prediction Center(ECPC)의 지역 분광모델
(Regional Spectral Model, RSM)에 반라그랑지안 방안의 하나인 non-iteration
dimension-split semi-Lagrangian(NDSL) 방안을 적용하여 강수 모의에 대한 개선 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광 모델은 변수의 불연속면이 존재하면 파동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
에서 첨예한 잡음이 발생하는 깁스현상(Gibbs phenomenon)이 발생한다. 이 현상을 제거
하기 위하여 수분에 관련한 대기 변수는 격자 공간에서 파동 공간으로 변환하지 않고, 격
자 공간에 유지시키면서 NDSL 방안을 이용하여 예단 방정식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장마
기간의 강수 사례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는 NDSL 방안이 수분장 모의를 개선하여 강수의
위치와 강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이류 방안을 적용한 NDSL과 밀도를
고려한 NDSL 버전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밀도를 고려하는 경우에 수분장과 강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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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S 방법을 이용한 한반도 지표면 자료 상세화
김주완1, 김춘지2, 양아련2, 박수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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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봄인 사이언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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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wan@kongju.ac.kr
키워드: GIDS, 상세화, 온도
전지구 규모의 기후 모델에서 생산된 지표면 대기 온도 및 강수 자료는 미래의 기후변
화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기후 모델 자료의 해상도 문제로 한반도와 같은
국지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상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GIDS (Gradient Inverse Distance Squared) 기법을 활용
하여 한반도 지역의 지표면 대기 온도 및 강수량 자료를 상세화하고자 한다. GIDS는 자
료의 공간적인 경도값에 근거한 내삽을 통해 자료의 상세화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구현방
법이 간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한 지형을 갖는 한반도 영역에서 GIDS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저해상도 격자자료로부터 GIDS 기법을 통해 한반도 영역으로 상세화한 온도 및 강수량
값을 고해상도 관측 자료인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GIDS 기법으로 기후모형의 지표면 온도 자료를 상세화하여 그 활용성을 검사하였다. 온
도 자료의 경우 GIDS 기법을 통한 상세화 결과가 저해상도 격자 자료와 비교할 때 관측
값과 더 유사한 분포를 보여 GIDS의 활용성이 높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의 공
간에 대한 의존도가 균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GIDS 방법이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잘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수의 경우 상세화된 값이 원
본 격자값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의 강수분포가 공간
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지적인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강
수의 경우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지역적으로 상이하여 균일한 형태의 경도값을 사용화는
GIDS 방식이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수자료의 통계적 상세화를 위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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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Copula 모형을 활용한 시간단위 극치 시나리오 모의 기법 개발
권현한, 김용탁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hkwon@jbnu.ac.kr
키워드: 극치강수량, 비정상성 빈도해석, 은닉 마코프 모형
국내･외에서는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따른 일 최대 강수량에 대한 비정상성빈도해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의 영향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시간강우량 생성 기법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
단위 이하 지속시간에 따른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기후적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30-40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은 상대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해석 시 10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을
평가함에 있어 근대자료만을 활용한 경우, 200년 이상의 측우기자료를 활용한 경우의 불
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울지점 측우기자료를 한강유역 전역
으로 확장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강유역에서 Mega-Storm 관점에
서 강우량의 최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점 200년
이상의 측우기 자료를 비정상성 은닉 마코프 모형(NHMM)으로 한강 18개 지점으로 연장
하였다. 이들 자료와 조건부 Copula 모형을 이용하여 일 단위 이하의 확률강수량으로 도
출하였으며, 근대 강수량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하여 과거 한강유역에
서 발생했던 극치강수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평가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1215)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06

편차･분산 수정된 SST를 이용한 지역기후모의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겨울철 강수 및 강설의 기후변화
신석우1, 이선용1, 김진욱1, 부경온2, 강현석2, 김진원1, 이조한1, 변영화1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2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1

shinsw2012@gmail.com
키워드: 역학적 기후 상세화, HadGEM3-RA, 편차･분산 수정된 해수면 온도,
강수･강설의 변화
기후 상세화(downscaling)는 전구기후모델에서 모사된 기후 현상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지역적, 국지적 기후 자료를 얻는 과정을 가리킨다. 기후 상세화의 방법에는 고해상도의
지역기후모델(RCM)을 활용하는 역학적 상세화(dynamic downscaling)와 전구 규모와 국
지 규모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고찰하는 통계적 상세화(statistical downscaling)가 있다
(Castro et al. 2005). 본 연구는 RCM을 활용한 역학적 상세화의 방법을 적용하여,
RCM의 지역기후 모의에 나타난 동아시아 겨울철 강수 및 강설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있
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RCM은 HadGEM3-RA이며, 분석지역은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
아 지역이다. HadGEM3-RA의 측면 경계조건은 HadGEM2-AO의 강제력을 적용하였으
며, 바닥 경계조건은 Hoffmann et al. (2016)에서 제안된 편차･분산 보정 방안을 사용
하여 수정한 해수면 온도(SST)를 적용하였다. HadGEM3-RA의 모의실험은 과거기후
(1980~2005)와 미래기후(2006∼2100)기간 동안 각각 수행하였다. 이때 모델의 수평해상
도는 25 km이며, 미래 기간의 모사에 적용된 온실가스 복사강제력은 RCP 2.6과 8.5 시
나리오이다. 모사결과의 검증에는 ERA-Interim 재분석자료와 GPCP, 한반도 남한에서의
기상청 45개 관측소 자료 등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편차･분산 수정된 SST와 ERA-Interim 재분석장과의 차이는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전
반적인 영역에서 수정되지 않은 SST의 경우 보다 상당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편차･분산 수정 방법이 모델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과
거 강수 기후모의의 평균 상태와 과거 강설 기후모의의 변동성에서 보정된 SST의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겨울철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정된 SST의 영향 보다 대기의 영향이 더 큼
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들이 미래기후에 대한 극한강수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줌에 따라 새
롭게 산출된 고해상도 지역기후모델에서 모의된 극한 강수 및 강설의 변화를 추가로 살펴
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평가(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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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genic Contribution to 2017 Earliest Summer Onset in
Korea
Yeon-Hee Kim1, Seung-Ki Min1, In-Hong Park1, Donghyun Lee1,
Sarah Sparrow2, David Wallom2, Dáithí Stone3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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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e-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Oxford

2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Berkeley

3

yhkim1@postech.ac.kr
키워드: Summer onset, Anthropogenic forcing, Large-ensemble, Regional climate
model, Global climate model
During May 2017, Korea experienced the hottest recorded temperature since
1973,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four consecutive years of record-breaking
May temperature, exceeding the 1981-2010 climatology by 1.5℃ across South
Korea. The hottest May corresponded to the earliest summer onset about 8 day
earlier than climatology. Understanding causes of the regional-scale changes in
the seasonal cycle under global warming is important for its impacts on human
society and th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human contribution to the
2017 extreme May heat and the earliest summer onset in Korea using
high-resolution large-ensemble atmospheric regional climate model (RCM) and
atmospheric

global

climate

model

(GCM)

simulations

with

and

without

anthropogenic forcings. Results with multiple coupled GCMs with a coarse
resolution are also compared. The anthropogenic contribution to the extreme
event is quantified by using a fraction of attributable risk (FAR) approach. All
models consistently show increases in the likelihood of a 2017-like extreme
event

by

about

two-three

times

when

including

anthropogenic

forcing,

indicating that human influences (mainly due to greenhouse gas increases)
have strongly contributed to the warmest May and the earliest start of summer
season in Korea. Further, differences in the attribution results among different
boundary sea surface temperatures (or GCMs) seems to be partly due to the
inter-model difference in aerosol cooling effects, supporting previous findings.
Physical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e observed advance of summer onset
and its uncertainty need to be further investigated.

E-08

북서태평양 태풍 진로의 월별 장기 변화
이민규,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xornjs10eks@unist.ac.kr
태풍은 강한 집중호우, 폭풍, 해일 등을 동반하며 동아시아 국가에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재연재해이다. 약 25-30개의 태풍이 매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5-8개의 태풍이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 주변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세계 평균
보다 크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중위도 지역을 통과하는 태풍의 빈도가 6월부터 9월까지 어떻
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 가능한 변화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36년(1979-2014)을 분
석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태풍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태풍 자료를 전기
(1979-1996년)와 후기(1997-2014년) 두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월별로
태풍 진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6월과 9월에 태풍의 진로가 중위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최근에 한반도와 일본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태풍이 증가하였다. 반면
에 7월과 8월에는 중위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의 발생과 발달에 관련이 있는 연직 바람시어, 해수면 온도, 지향류
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6월과 9월에 북상하는 태풍의 증가 원인을 확인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12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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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기후체계 변이에 따른 황동중국해 해면수온 하강
김용선1, 장찬주1, 예상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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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iming of Phase Changes in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East/Japan Sea
Young-Heon Jo1, Hyun-Cheol Kim2,Dohoon K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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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서해역 연안용승의 계절 및 장기 변화 추세
신창웅, 김동국, 장찬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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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sonal Prediction of Ocean Temperature in the Vicinity of Korea
using Atmospheric Teleconnection
Kwon, MinHo, Kang-Jin Lee, Young-Ho 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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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변해 하위생태계 과거 변천 모델링 및 장강 유출량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변화 예측
강현우, 서옥희, 장찬주, 정희석, 소재귀, 구본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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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 지역기후접합모형(RCCM) 개발을 통한 미래변화 전망
정희석1, 장찬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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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Shifts in Monthly Tropical Cyclone Climatolog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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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기후체계 변이에 따른 황동중국해 해면수온 하강
김용선1, 장찬주1, 예상욱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 기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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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해면수온, 북태평양순년진동, 시베리아 고기압, 기후체계 변이, 쿠로시오
황동중국해 수온 관련 기존 연구는 황동중국해 해면수온이 전지구 평균 해면수온 상승
에 비해 수 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온 상승은
북태평양 기후체계 변이가 발생한 1990년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 수온은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황동중국해 해면수온 변동 기작에 대한 포괄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해상도가 높은 해면수온 격자자료인 OISSSTv2
(1982-2014)에서 계산된 주모드 변동성을 기존 연구에서 황동중국해 변동 기작들로 제시
한 대규모 해양/대기 변동성과 비교 분석하여 최근 발생한 해면수온 하강의 기작을 제시
하였다. 해양-대기 열속과 바람장을 주모드 시계열에 회귀분석은 1990년 말 전(후)의 수
온 상승(하강)이 겨울철 남풍(북풍) 어노말리에 따른 헌열과 잠열의 대기 중 방출 약화(강
화)의 결과임을 보여주어, 겨울과 봄의 해면수온 변동의 주요 원인이 대기장 변동임을 시
사한다. 1990년 말까지 주성분 시계열과 태평양 순년 변동(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지수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이후 상관 계수 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북태평양 기후 체계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황동중국해 북태평양 기후체계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황동중국해 겨울철 해면수
온 변동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기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최근 강해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냉각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 대만 해협에서 추정된 쿠로시오
해류의 수송량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쿠로시오 해수의 유입 경로를 따른 지역해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풍 세기와 황해난류의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최
근 강해진 시베리아 고기압에 따른 강한 북풍으로 발생한 황동중국해 전반에 걸친 음의
해면수온 아노말리가 증가된 쿠로시오 해수의 유입으로 지역적으로 상쇄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황동중국해 해면수온 변동성이 하나의 기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대규모 해양/대기 내부 변동성에 따라 복잡하게 변
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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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iming of Phase Changes in Chlorophyll
Concentration in the East/Japan Sea
Young-Heon Jo1, Hyun-Cheol Kim2, Dohoon Kim3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위성센터, 3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1

joyoung@pusan.ac.kr
키워드: Ocean ecosystem change, long-term CHL changes, Climate change in
East Japan Sea
Geographically heterogeneous linear and non-linear chlorophyll-a (CHL)
trends in the East Sea/Japan Sea (EJS) reg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monthly mean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CHL
data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2. The non-linear trends were
derived from residuals of decomposed CHL time series using an 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eral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non-linear CHL trends, a complex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CEOF) was employed. The first two CEOF modes
show that while the upward CHL trend occurred in 2007 with 95.6% variance,
the downward CHL trend occurred in 2009 with a 4.1% variance. Furthermore,
the specific timing of phase changes in CHL was calculated based on upward
or downward CHL non-linear trends based on six major regions of interests.
In order to examine the dominant forcing on phase changes in CHL, the
Multivariate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Index (MEI) was used. We
determined that the local turning patterns of CHL in the last ten years we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ENSO events, which were also associated with
changes in total fish catch amount off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short-term total catch of fish amount may
be predictable based on the remotely sensed non-linear CHL observations.
※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and Korean Ocean Satellite Center (KOSC),
KIOST support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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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서해역 연안용승의 계절 및 장기 변화 추세
신창웅, 김동국, 장찬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cwshin@kiost.ac.kr
키워드: 연안용승, 용승지수, 몬순, 계절변화, 1차생산성
동해 남서해역에서 여름철 남서풍은 울기-감포 연안에 용승을 일으킨다. 용승은 여름에
영양염이 고갈된 표층으로 저층의 영양염을 공급하여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하게 한다. 또한
차가운 해수를 표층에 존재하게 함으로서 해상에 안개가 생성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
따라서 용승은 해수순환, 해양생태 및 해양기상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동해 남서해역
의 연안용승에 대한 계절변화와 장기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196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
산 바람과 감포의 해표면 수온을 분석하였다. 용승과 1차 생산성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
해서는 1차생산성모델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름철 부산 바람의 연안과 평행한 성분과
감포의 표면 수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남서풍이 증가하면 용승이 증가하여
표층수온이 더 내려가는 경향을 뜻한다. 감포의 표층수온과 연안의 1차 생산성도 5, 6, 7
월에 음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용승이 나타나는 계절에 1차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4월 봄 번성과 10월 가을 번성 이외에 7월에도 번성이 발
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산 바람으로 계산한 용승지수는 평균적으로 4월부터 8월까
지 용승이 발생하며 7월에 용승이 가장 왕성하게 발생함을 보여준다. 용승지수의 장기 변
화는 4월과 5월은 증가하고 6, 7, 8월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년변동성으로 인하
여 p 값이 커져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
다. 부산 바람의 과거 20년(1967-1986)에서 최근 20년(1993-2012)을 제한 결과는 모
든 방향에서 과거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음을 보여준다. 바람이 최근에 약화되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몬순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연구는“PM60470(동중국해에서 동해 유입물질 수송과정 이해)”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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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sonal Prediction of Ocean Temperature in the Vicinity of
Korea using Atmospheric Teleconnection
Kwon, MinHo, Kang-Jin Lee, Young-Ho 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usan, South Korea
mhkwon@kiost.ac.kr
키워드: 북태평양 여름몬순, 기후모델, 계절예측, 북서태평양 아적도 고기압
Seasonal prediction skills of the intensity of the Northeast Asian summer
monsoon are relatively low using state-of-the-art general circulation models.
It is introduced that subseasonal ocean temperature anomalies in Northeast
Asian region are strongly related to sea surfac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nomali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equatorial Pacific regions in
summertime. Many general circulation models fail to predict the Northeast
Asian summer precipitation but can well capture and predict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equatorial Pacific sea surface temperatures, which dominates
climate anomali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East Asian region. Besides,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Northeast Asian summer monsoon is highly
correlated to the WNP subtropical High variability. Based on this relationship,
we suggest a seasonal prediction model using a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Northeast Asian summer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in this study. This methodology provides with
considerable benefit of seasonal prediction skills for Northeast Asian summer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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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변해 하위생태계 과거 변천 모델링 및 장강 유출량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변화 예측
강현우, 서옥희, 장찬주, 정희석, 소재귀, 구본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hwkang@kiost.ac.kr
키워드: 장강, 동중국해, 해양생태계, 과거변동, 미래변화
본 연구에서는 해양순환모형(POLCOMS)과 생지화학모형(ERSEM)을 결합한 해양시스템
모형을 우리나라 주변해에 대해서 수립하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적분한 결과와
2050년대 여름철 장강 유출량이 현재보다 약 30%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미래 예측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위생태계 핵심변수로서 물리적 특성인 수온, 염분, 혼합층 깊이, 화
학적 특성인 영양염,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인 엽록소a 분포를 위주로 동해, 황해, 동중국
해로 나누어 과거 30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동중국해의 경우 장강
유출량의 변동에 따른 하위생태계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IPCC 기후모형 분석을
통해 미래 장강 유출량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름철 유출량이 30% 증가하
는 시나리오를 수립해 이에 대한 하위생태계 반응을 분석하여 미래 변화를 전망하였다.
장강 유출량의 증가는 동중국해 저염분수와 표층엽록소a의 뚜렷한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
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하위생태계 모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강 저염수 및 영
양염 유출량에 대한 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미래 대기강제력 및 해양경계조건
변화 시나리오 개선과 더불어 표영-저서 상호작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생태계 모형의 개
선을 통해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 이 연구는“KIOST 주요사업 (한반도 해역 생태계 미래변화 예측 I)”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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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 지역기후접합모형(RCCM) 개발을 통한 미래변화 전망
정희석1, 장찬주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교 해양융합과

1

2

jhs86@kiost.ac.kr
키워드: 지역기후접합모형, 북서태평양, ROMS, WRF, 미래변화
지역기후모형은 지역규모 기후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대기모형을 일컫는다. 대개의
경우 지역기후모형에서는 해양을 관측 또는 재분석 해면수온을 처방하거나 간단한 1차원
해양혼합층모형으로 계산한다. 해면수온 관측자료를 지역기후모형의 바닥경계조건으로 사
용하는 경우 비교적 현실에 가깝게 해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1차원 해양혼합층모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양-대기 상
호작용은 어느 정도 고려되지만 해류 등 3차원 과정은 적절히 재현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규모에서 해양순환모형과 대기순환모형을 접합한 지역 해양-대
기접합 모형 또는 지역기후접합모형(Regional Climate Coupled Model, 이하 RCCM)을
개발하고 기후문제에 적용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
는 한반도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에 대해 해양순환모형 ROMS(Regional Ocean Model
System)와 대기순환모형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 Model)를 접합하여
RCCM을 수립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재현, 미래예측 실험을 하였다. 수립된 RCCM의
접합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 재분석 자료를 대기장으로 사용한 해양단독모형, 규모 축소된
대기 강제력을 사용한 일방향 접합모형 실험을 추가하였다. 해양단독모형과 일방향 접합모
형은 쿠로시오 이안역에서의 재분석자료에 비해 해면수온 경년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모사하였으며, 이러한 오차가 RCCM에서 개선되었다. 한반도 주변해에서 해면수온이 미래
변화는 겨울에 비해 여름에 해면수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해양-대기 접합
효과가 해수면 미래변화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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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태풍 전망을 위한 한반도 상륙태풍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 조사
고은별, 문일주
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silverstar93@jejunu.ac.kr
키워드: 열대 저기압, 한반도 상륙태풍, 강도예측, 통계예측모델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명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 중에 하
나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태풍 피해는 대부분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
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어떤 환경요인에 의
해 그 강도가 결정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은 태풍예측 및 방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
른 우리나라의 미래 태풍활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2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에 대해 한반도 도달(여기서는 위도 33ﾟN로 정의) 시기
의 태풍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양한 해양 및 대기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요인은 해수면온도, 해양열용량, 다양한 깊이의 혼합온도, 태풍잠
재강도, 추가발달강도와 같은 해양요인과 수직바람시어, 발산, 와도, 상층기온과 같은 대
기요인이다. 분석은 태풍 발생부터 한반도 도달 시기까지 그리고 태풍이 일생최대강도
(Lifetime Maximum Intensity, LMI)에 도달된 후부터 한반도 도달 시기까지의 기간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현업예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태풍이 한반도에 도달되
기 전 다양한 시간(12-96시간 전, 12시간 간격)에서 태풍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을 따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한반도 상륙 태풍에 특화된 강
도 통계예측 모델은 기존의 북서태평양 태풍강도 통계예측모델에 비해 예측 오차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R1A2B2005019) and a part of the project titled“Construction
of Ocean Research Stations and their Application Studies”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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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Shifts in Monthly Tropical Cyclone Climatology in
the Philippines (1981-2017)
Joseph Basconcillo, 문일주
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협동과정/태풍연구센터
jbasconcillo@pagasa.dost.gov.ph
키워드: Tropical Cyclones, Philippines, Frequency trend, shift, climatology
The impacts of hazards associated with tropical cyclones (TCs) in the
Philippines (i.e., heavy rainfall, severe winds, storm surges, and landslides)
have increased in the last few years particularly during the boreal winter
season (December-January-February, DJF) translating to multiple damages to
lives and properties. Implying the irregularity in the winter season TC
frequency, these occurrences have been popularly and locally dubbed as
“Christmas typhoons”. With an annual average of twenty TCs that enter the
Philippine Area of Responsibility (PAR), the number of TCs peaks from May to
October and a higher frequency of landfalling TCs through the remainder of
the year. Interestingly, mean TC frequency have increased in DJF to about
61% from 2011-2017 compared to the 1984-2010 mean frequency. Using the
best track data from the International Best Track Archive for Climate
Stewardship (IBTrAC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covery of the Siberian High
(SH),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and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Z500) southeast of Tibetan Plateau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R=0.3, R=0.4, and R=0.5 at 95% confidence level, respectively) to the winter
season TC frequency in the Philippines. Using the divergence field at 850 hPa
and 1000 hPa from the Japanese 55-year Reanalysis (JRA-55),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mean position of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has been shifted northwards, which could have resulted to increased TC
frequency during DJF in recent years. The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however, still remains to be the dominant climate mode of annual TC
frequency in the Philippines.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 platform
for decision and policy-making strategies and initiatives of various societal
sectors ranging from national to local government units,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and household unit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R1A2B2005019) and a part of the project titled“Construction
of Ocean Research Stations and their Application Studies”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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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과 Business Risk 관리: Risk Transfer 중심
소철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chulwhanso@korea.kr
키워드: 극한 기후, 기후 변동성, 취약성, 기후변화 적응, Business Risk 관리
최근 십 수 년간 지구촌에서 발생한 폭우, 홍수, 폭설,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은 전세
계를 ‘극한 기후 증후군’에 시달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로 인해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는 지역별 기후 패턴의 변동
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 홍수, 가뭄 등의 극한 기상(Extreme Weathers) 발생의 규모와
빈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및 대기 과학계는 ‘동아
시아 지역 이상 기상’ 위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 기후 변동성(Natural Climate
Variability) 및 기후변화 현상 가속화에 기인한 이상 기상 발생 가능성 증가(예. 태풍 강
도/경로 및 강우 패턴 변화) 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위험 및 영향은 산업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서 취약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 기상 현상 등 기후변화의 심화(빈도, 강도)에 따른 위험에 사전적인 방식으
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운
영 및 물리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관련하여 시장과 고객은 기업에 대하여 기후 친화
적인 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기상 대재해와 관련한 탄력적 대응 및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isk Transfer 관점에서 기후변
화 적응과 Business Risk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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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ptimal Exponent in the Modified Carbon Intensity Targets*
Ji woong Lee1, Jong min Yu2
Division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Department of Economics, Hongik University

2

j.lee@pknu.ac.kr
Keywords: ETS, Intensity Target, Share of energy expenditure
Developing countries generally prefers a target based on carbon intensity
because it is known that it will hinder their economic growth less than an
absolute reduction target. While there are several types of carbon intensity
target, a linear intensity target was mainly adopted in Paris agreement b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ified intensity target, which includes both an absolute reduction target and
a linear intensity target as special cases. Using a simple model, it verifies that
in the short run both target types are not optimal in the sense of cost
efficiency. It also shows that the optimal target type is determined by the
share of energy expenditure in total income of the econom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30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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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한국과 중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 및 관련 정책분석
송합, 남미리,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seabird0207@163.com
키워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
현재 생물다양성의 영향 요소 중, 기후 변화는 이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Rinawati et al., 2013). 한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에 생물다양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시대에 생물다양성 소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후변화와 연관된 생물다양
성 보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노력 및 탐색이 필요하다. 중국은 풍부한 생물유전자원을 가
지고 있고 한국에 중요한 유전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Zhao, 1994), 중국의 생물다양성
현황, 보전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생물자원 보유 현황과 관리 방식
을 이해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와 상호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정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과 정책, 행정 규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의 전략목표와 계획을 마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제
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해 정책을 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한국과 중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유전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한국과 중국의 생물다양성 보호 현황 및 정책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 및 적응하
는지와 나고야 의정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NIBR-2016-24201(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3차년도)”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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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준국가수준 REDD+ 개발 특성과 시사점
이동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dongho2@korea.kr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이 REDD+이행에 대
한 결과기반보상(Result-based payment)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국가수준 이상의 산림배
출기준선/산림기준선 제출, 국가산림모니터링 체계 구축, 측정･보고･검증(MRV) 지침 등이
포함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REDD+ Framework, WRF)가 채택되었
다. 다양한 국제기금들과 다자 및 양자기반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준국가수준 이상의
REDD+ 개발 및 이행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REDD+를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서 UNFCCC WRF를 준수한 REDD+이행기반 구축과 준국가수준 이
상의 REDD+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준국가수준
REDD+ 개발 관련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외 REDD+ 사업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준국가수준 REDD+ 개발과 관련하여 ① 사업개발 목표 및 이행전략, ②
방법론 및 데이터 투명성, ③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인센티브, ④ 안전장치 개발
및 운영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World Bank의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를 기반으로 개발된 준국가수준 REDD+사업(4건)의 사업개발 특성을 주요 이슈들
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준국가수준 REDD+ 사업들은 지역사회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사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
다. 중앙정부는 REDD+ 이행 기반 구축을 주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준국가수준 REDD+
사업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사업수준의 REDD+ 이행 경험을 기반으
로 준국가수준 REDD+ 활동을 확대 개발하고 있었다. 준국가수준 사업이 개발된 4개국
모두 국가 산림배출기준선/산림기준선을 개발하여 UNFCCC에 제출하였다.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까지 국가 수준의 안전장치 정보체계는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사업별로 안전장치에
대한 범위와 체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산림청이 아시아 4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준의 REDD+ 사업들을 준국
가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통
합적인 사업개발 목표 및 전략 수립, 협력대상국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당사들이 포함된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 협력대상국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인센티브 및 이익공유 시스
템 개발, 신뢰할 수 MRV 체계 구축 지원, REDD+를 통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
적 효과 확대 및 위기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F-05

도시 열환경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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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시계획, 환경계획, 기후변화 적응정책, 취약성 평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폭염, 열대야 등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환경문제와 일사병 및 열사병 등의 건강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각종 원인으로 인해 열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대기의 기온상승은 토지피복의 변화, 인공 배기열 증가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으
며,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태양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표면적이 증가하게 됐다. 또한,
지표면의 불투수포장면 증가에 따른 녹지와 수면의 감소로 지표면과 대기 온도 상승이 가
중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시의 열환경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열환경 관련 법･제도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간계획과 관련된 열환경 개선
법･제도는 옥상녹화를 대상으로 한 단일 그린인프라 위주의 열환경 개선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의 열환경을 분석하는 제도는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 검토 등이 있으
나 분석항목이 기상을 중심으로 중복되고 있다. 세 번째, 열환경 개선 요소 및 분석 제도
와 관련된 법･제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열환경 향상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열환경 개선 요소 – 열환경
분석 결과’를 연계한 Framework를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Framework를 구축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Framework 구축에 활용된 열환경 개선 요
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Framework에 활용된 열환경 분석 제도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로 선정하였으며, 분석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35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 열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응되는 열환경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선정된
열환경 개선 요소와 분석 지표를 분류하였다. 구축한 Framework를 적용하기 위해 대구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Framework를 바탕으로 열환경 관
련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8AUDP-B102560-04) 및
한국연구재단(2015R1C1A2A0105251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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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분석을 이용한 산업용수 수요의 결정요인 추정※
이희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leeheech@sejong.ac.kr
키워드: 패널모형, 기후변화, 수자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물 수요와 기후변화 요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 간의 어떠
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패널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있다. 정량 분석 가능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1998
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산업용수 이용량과 기
후변화 요인(강수량, 기온) 및 사회･경제적 통제 요인(에너지사용량, 식량생산량, 지역총생
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시도간 이질성이 반영된 패널 모형을 구축함으로
써, 현재 국내 산업용수 이용량의 결정요인과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수량, 총에너지 사용량, 식량작물생산량, GRDP 모두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
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기온의 효과는 비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탄력성은

강수량=0.133,

에너지사용량=0.090,

GRDP=0.273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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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를 위한 메타모델 개발
류동현, 류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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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Urban Utility and Disasters: A Flood Case of New Orleans
Munsung Koh1, Jiyoung Park2
LX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nd University at Buffalo,
University at Buffal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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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을 이용한 금강 단위유역별 유량 및 수질 보정 및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변화특성 예측
구영민,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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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스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통합모형 개발
이민영1, 홍진솔1, 김용은2, 조기종1
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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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the potential species richness of subalpine species
under climate change in Korea
Pradeep Adhikari, JaYoung Jeon, Manseok Shin, Seungbum Hong,
Changwan Seo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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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역별 태풍 피해의 특성 규명 및 미래전망
최우석, 허창회, 김다솔, 장민희, 박창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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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를 위한 메타모델 개발
류동현, 류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hryu@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메타모델, 산림재해, 산림생장, 산림탄소
기후변화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 영
향 평가는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영향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단순화하여 모방한 메타
모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
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살펴보았다. 메타모델을 이용한 통합
영향평가는 기후 및 산림인자의 변화에 따른 재해발생과 그로 인한 전체 산림 생장량을
모의하고 나아가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개발을 위해
원모델(산림재해, 산림생장, 산림탄소)의 주요 입력 및 출력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입력자료
는 기후자료(RCP 8.5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비기후 자료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인공신경망(ANN)을 통해 개발을 진행, 그 결과 높은 정확도(RMSE, R2)를 보였으며 기
후변화에 따른 통합적 영향을 예측하였다. 개발된 메타모델은 보전지역 정책이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른 부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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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Urban Utility and Disasters: A Flood Case of New Orleans
Munsung Koh1, Jiyoung Park2
LX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nd University at Buffalo,

1

University at Buffal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2

jp292@buffalo.edu
키워드: Urban utility, disasters, flood, urban growth, regression, vulnerabil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utility affected by urban flooding in
New Orleans. Disasters occurring in an urban area affect urban growth.
However, the impact on urban utility change has been rarely investigated.
Utility defined as a net benefit of a resident living in an area is measured
with earnings subtracting housing and commuting costs. This study applied
regression model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flooding and urban
utility, simulating multiple scenarios to split the total effect into flood effect
and recovery effect. Using American Community Surveys’ microdata between
2001 and 2016 collected from IPUMS USA, two hypotheses could be tested:
urban utility decreased by urban flooding while increased by recovery activities.
With additional in-depth analyse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useful for
planning are suggested. Firstly, New Orleans becomes a less livable city from
utility perspectives. The utility increase is significantly smaller in New Orleans
(5.6%) than the rest of Louisiana (10.3%) between 2005 and 2016 mainly
because rent price increased relatively high in the city. Secondly, a disaster
prevention policy could have not only been cost-effective but also led New
Orleans to be a more livable place. Lastly, government support positively
affected urban utility. For example, the Katrina Emergency Tax Relief Act of
2005 could contribute to one percent increase in urban utility of New Orleans.
Therefore,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will be informed of the change in
urban

utility

associated

with

disasters

by

adopting

various

quantitative

approaches provided from this study, which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era
that global climate change increases disaster risk and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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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을 이용한 금강 단위유역별 유량 및 수질 보정 및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변화특성 예측
구영민,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crownkoo@daum.net
키워드: 기후변화, IPCC, RCP 시나리오, SWAT Model, 오염부하량
전 세계적으로 열에너지 시공간적 분포의 변화에 따라 기온과 강수 특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유역내 지표수의 유량과 수질을 포함한 수문학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강우와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유역의 유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은 유역모델을 이용
하여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농무성과 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하고 물리적 기반의
준 분포형 유역모델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4대강 유역 중 금강을 대상으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유출 및 수질의 변화특성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금강유역의 지형, 토양 및 토지이용 등의 공간적 분포를 위한 자료는 정부에서 공식적
으로 관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자료로서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토지이용도
및 토양도 등의 지형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NGII, 2016),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MOLIT, 2016) 및 환경공간정보서비스(MOE, 2016)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SWAT 모델의 기본적인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금강 소유역은 단위유역을 중심으로 모
두 78개로 구분하였으며, 유역내 460개소에 대한 점오염원 자료와 구조물(대청댐, 용담
댐, 세종보, 공주보 및 백제보)를 고려하여 금강 본류와 지류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TSS, TN, TP 및 유량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RCP 4.5시나리오와 RCP 8.5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금강유역의 유출량 및 오염부하량을 예측하였다. 모의 결과 단위면적당 연 평균 유출량이
RCP 4.5시나리오는 증가하지만 RCP 8.5시나리오는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RCP
4.5시나리오 단위면적당 TSS, TN 및 TP의 오염부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RCP 8.5시나리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시나리오에서 나타난
연 평균 유출량 감소는 오염부하량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절 및 수기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2014001310007)”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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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스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통합모형 개발
이민영1, 홍진솔1, 김용은2, 조기종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고려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2

1

alsdud514@korea.ac.kr
키워드: 랜덤포레스트, 작물생산성, 온실가스, 병해충 분포, 식량안보
기후변화는 작물, 토양, 온실가스, 병해충 등을 포함하는 농업시스템 구성요소들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이해 뿐만아니라 전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물관리이용법 및 재배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 내 각 구성요소별(작
물, 온실가스, 병해충) 개별모형의 결과를 연계하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통합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모형은 작물생산성 모형(DSSAT), 온실가스 모
형(DNDC), 병해충 분포 모형(MaxEnt)의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변량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중생종 벼에 대해 RCP 8.5 시나리오 하에서 최대생산성을 갖는 재
배관리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개별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통합모형을 훈련구동
하였다. 작물수량과 온실가스발생량에는 토양유기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해충종들의 영향력 지수에 대해서는 작물성숙기내 최소온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구축된
시범 통합모형은 작물수량, 병해충의 영향력 지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모든 반응
변수들에 대해 70%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 이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과제번호: 201400131000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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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the potential species richness of subalpine species
under climate change in Korea
Pradeep Adhikari, JaYoung Jeon, Manseok Shin, Seungbum Hong,
Changwan Seo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Republic of Korea
pdp2042@gmail.com
Key words: National park, RCPs, species distribution model, species richness,
subalpine species
Climate

change

has

caused

phenological

changes,

range

shift

and

endangering the species richness of subalpine spec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species richness of subalpine species in Korea,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We used species distribution model and predicted
species richness in mountain national parks (NP) of Korea. The current
distribution of subalpine species and bioclimatic data under the current
condition and two RCPs scenarios (RCP 4.5 & RCP 8.5) for the year 2050 and
2070. BIOMOD library in program R was used to predict the species richness
using ten different algorithms. An average species richnes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between current and future species richness in each mountain
national parks of Korea. Currently, highest species richness was found in
Hallasan NP and lowest species richness was in Naejangsan NP. However, the
prediction of species richness was highest in Odaesan NP for the years 2050
and 2070. This study revealed that species richness of subalpine species
reduced in all mountain national parks of Korea except Naejangsan NP,
Wolchulsan NP, and Mudeungsan NP. Similarly, species richness was found to
be shifted in northward and higher elevations, particularly northeastern parts
of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at subalpine species are highly
threatening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immediate actions are required to
perform for minimizing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through the“Climate Change Response Technology Project”,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20140013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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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역별 태풍 피해의 특성 규명 및 미래전망
최우석, 허창회, 김다솔, 장민희, 박창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hoiwoossa@gmail.com
키워드: 태풍, 자연재해, 방재, 피해, 미래기후, 예측
태풍은 여러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기상 현상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함께 지역별 태풍 피해 특성을 파악하여 방재에
활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여름철 태풍활동에 의한 지역
별 피해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태풍 및 피해를 전망하는 연구이
다.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 진로에 따라 그 피해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는 태풍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큰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풍과 피해의 관련성은 지역별 부의 차이와 태풍의 영향(바람, 강수, 영향 기간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진로 유형 기반의 통계-역학 융합 모델을 활용한 예측
에서, 21세기 후반에는 현재 기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더 많은 태풍의 영향이 전망된
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태풍활동과 한반도에서의 태풍 피해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국가
방재 및 정책 활용성 측면에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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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 침엽수림 쇠퇴현황과 메커니즘
임종환, 김은숙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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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성과 한강유역의 온실기체 배출
박지형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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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연구
이상훈, 한상학, 안나현, 이창훈
국립생태원 생태기반연구실
sanghunlee@nie.re.kr
키워드: 생태계, 기후변화, 장기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한 향후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말의 지구 평균기온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00년 이후 연평균기온 0.76℃ 상승하였으며, 최
근 50년의 장기경향은 1.3℃/100년으로 과거 100년간 장기경향의 2배에 달한다. 그리고
전구해수면은 평균 1.8mm/year로 상승하였으며, 북극의 해빙면적은 감소하였으며, 열대
야 및 열파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건강뿐만 아니라 산
업, 에너지,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태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
후변화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지리적인 이동과 멸종일 것이다(Thomas, 2004). 즉
기후변화는 야생동식물의 분포 및 밀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Thuiller et
al., 2007), 이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감소하고, 더 나아가 생물종의 멸종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ounds and Puschendort, 2004).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다양한 위협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적응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생태계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육상·담수·기수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장기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상의 경우 한라산, 지리산,
남산에 대하여 식생동태, 곤충동태, 물질순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담수 생태계
의 경우 한강, 낙동강에서 수질, 물질순환에 대하여 조사하며, 기수 생태계는 함평만에서
염생식물, 토양환경에 대하여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각
지소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생물계절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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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종의 서식환경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연구
홍승범, 여인애, 유동수, 신만석, 김진용, 정헌모, 권오창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
sbhong@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온난화, 생물종 서식지 분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현 관찰되고 있는 육상생물종 약 300여종에 대하여 생물
종 분포 양상과 온도 분포와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위험
도 진단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종은 전국자연환경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나
비류 176종, 양서류 19종, 파충류 20종, 포유류 14종, 조류 113종 등 약 300여종이며,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하고 있는 73종의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종들
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출현 지점들에 대한 현재의 평균 온도 분포를 추출하
고, 서식 분포가 통계적으로 온도분포와의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종들을 중심으로 미래
온도상승에 따른 서식적합 온도대를 상실하게 될 종들을 분석하였다. 미래 온도변화 자료
는 IPCC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4.5와 RCP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
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비류 곤충의 서식지 분포가 온도분포와 상관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RCP8.5 시나리오 기준으로 총 분석종의 30% 정도가 향후 50년 후, 우리나
라에서 선호하는 적합 온도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에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RCP4.5 기준에 의해서도 15%이상의 종들이 위험해 질 것이라
는 결과도 보이고 있어서, 이들 종들의 보전차원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국내

멸종위기종들의 경우 종들의 서식지 분포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미래 한반도 온도 분포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종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이는 이번 연
구에서 활용한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는 관찰 빈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며,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적응능력 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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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 침엽수림 쇠퇴현황과 메커니즘
임종환, 김은숙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limjh@korea.kr
키워드: 겨울 기온, 가뭄, 구상나무, 한라산, 상록침엽수, 고사
1990년대 후반이후 아고산지대의 상록침엽수들이 고사하며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99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을 비교분석한 결과
20년간 이 지역의 상록침엽수림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쇠퇴가 심하
였던 곳은 한라산지역으로 57.5%, 다음으로 백운산-함백산-장산 지역 54.2%, 설악산
30.5%로 나타났다. 한라산 구상나무림에 대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바 지
역별로 30-70%가 줄었는데 활엽수들은 건전한 반면 주로 구상나무가 고사하였다. 고지대
에서 나무들이 고사하는 원인은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것이 많으며 종종 강풍과 폭설과
같은 물리적인 피해에 의해서도 고사한다. 실제로 한라산에서 바람맞이의 나무들이 죽는
것(wave regeneration)과 2006년 폭설피해목들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많은 개체들이 서
있는 채로 잎을 떨구거나 갈변하면서 고사하고 있다. 지리산에서는 대부분 서서 고사하였
다. 현장에서의 기온상승에 따른 생리적 반응특성 실험과 온도구배 온실에서 어린나무의
생장반응 실험을 한 결과 구상나무가 온도상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건조한데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 시기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
하여 왔다. 반면 이 시기의 강수량은 증가하지 않아 늦은 겨울과 이른 봄에 고온과 가뭄
이 겹치는 경우가 자주 찾아왔다.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상록침엽수는 일정 기온이상
이 되면 생리적 대사활동을 하므로 호흡을 하고 체내의 탄수화물을 소비한다. 그런데 겨
울과 이른 봄에는 잔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균근균과의 공생도 어려워 토양수
분의 흡수가 어렵고 만일 가뭄이 겹치면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분부족으로 광합성
을 하지 못하므로 탄수화물의 생산은 없이 소비만 이루어져 나무가 쇠약해지고 이것이 오
랜 기간 지속되면 고사에까지 이른다.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적설량과 기간이 줄어들
면 토양온도 변화가 심해지고 토양수분도 낮아져서 더욱 불리하다. 이러한 원인들로 한
두 개체들이 고사하면서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된 빽빽한 임분구조가 깨어졌고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한라산에서 매우 많은 개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자연수명
등 다른 가설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평가 및 적응연구(II)”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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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성과 한강유역의 온실기체 배출
박지형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jhp@ewha.ac.kr
키워드: 기후변동성, 생태계 탄소순환, 온실기체, 유기탄소, 이산화탄소, 한강유역
평균적인 기후 조건을 가정한 생태계 예측모형으로는 기후변동성 증가에 따른 유역 차
원의 온실기체 배출량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강유역에서 장기간
진행한 선행 연구를 통해 수문기상학적 변동성이 생태계의 탄소순환과 온실기체 배출에
초래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해 요청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한강 상류의 소양강유역에서 광학 센서를 활용하여 현장 연속측정을 시도한
결과 강우량과 강도가 산림 토양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계류수 유기탄소 유출에 큰 영향을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한강 중류의 경우 저류에 의한 일차생산성 증가와 저수지 퇴적물의
유기탄소 흡수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으나, 가뭄이 심할 때 현장 측정을 실
시한 결과는 가뭄에 의해 노출된 퇴적물에서 다량의 온실기체가 배출되어 저류화에 의한
탄소흡수 증진 효과를 단기간에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강 하류는 상류의 저수
지 방류수 및 오염된 지천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차생산이 구
간별로 일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와 메탄 및 아산화질소를 다량 배출하
고 있다. 한강 유역의 최상류에서 하류까지 토양과 수계에서 관측된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강유역의 온실기체 배출량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강우의 변동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 할 것이다. 특히 저수지나 도시하천 같은 인공적인 생태계가 기후변동성에
특히 취약하므로 인간에 의해 교란된 하천 시스템의 특이적인 기후 반응을 예측할 수 있
는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요청된다.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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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발전소 좌초자산 가능성 분석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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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결과 및 시사점
김동구1, 김성균1, 김지현1, 김길환2
에너지경제연구원, 계명대학교
2

1

dongkoo.kim@keei.re.kr
키워드: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연소, 탈루배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연소와 탈루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15년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01.0백만톤 CO2eq.를 기록하여 2014년의
597.7백만톤 CO2eq. 대비 0.6% 증가하였다. 2015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대비
1.6%(4,541천toe) 상승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공급량은 2015년 전년대비
0.6%(1,323천toe) 상승했다. 즉,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의 증가율에 비하면, 화석연료 공
급량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화석연료의 소비량 증가가 배출
량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배출량이 증가한 주
요 부문은 에너지전환부문 중에서 석유정제부문으로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6,516천톤이다. 한편,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에너지 밸런스 기준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2015년 에너
지 소비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0.5%(638천toe)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2015년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9,364천toe로 확인된다. 2015년부터 온
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에너지 소
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기타부문은 배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업공공기타부문과 가정부문에서
의 석유류 사용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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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분해방법을 이용한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분석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dwroh@keei.re.kr
키워드: 전력산업, 지수분해분석방법(LMDI), 온실가스 감축노력, 발전량, 화력발전효율,
화력발전 온실가스 집약도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 로드맵이 설정됨에 따라 감축이행을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가법적 지수분해분석방법(LMDI)을 이용하
여 발전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생산효과, 화력발전비율효과, 에너지원비율효과,
발전효율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유효하게 작용했는
지의 여부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감소요인은 무엇인지를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효과는 생산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효과의 합으로 정의했다.
발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집약도(CO2/발전
량)로 설정했다. 발전량은 수력,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신재생(바이오)으로 구분하고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으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은 2000-2015년 기간의 연
료연소에 의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CO2, CH4, N2O) 배출량이다.
분석기간에 발전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0,646천CO2톤 증가했으며, 생산효과는
111,802천CO2톤, 감축노력효과는 8,845천CO2톤 증가했다. 감축노력효과 구조를 살펴보
면, 에너지원효과와 발전효율효과의 배출량 감소효과에 비해 화력발전비율효과와 배출계수
효과의 배출량 증가효과가 더 큰 규모이어서 감축노력 효과가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
했다. 5년 단위로 분석기간을 구분하면 2000-2005년, 2010-2015년 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배출량 감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0-2015년 기간에는 감축노력이 대폭 확
대되었다. 에너지원별 비율효과(신재생, 가스발전 확대)와 발전효율 개선이 배출량 감소
주요 요인인 반면, 화력발전 비율효과(석탄화력 증가)가 배출량 증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발전량은 분석기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었
으며, 화석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에 감소 내지 정체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화력발전 비율이 2013년부터 하락하고 있어 발전산업이 저탄소형으로 진
행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이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과제(저탄소정책의 온실가스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의 일부분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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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sjlee@keei.re.kr
키워드: 탈동조화, 산업구조, 에너지 효율, 양손잡이형 전략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동조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탈동조화를 달성한 3개국은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
로 이행),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
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제조업 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제조
업의 체질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는 점과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높
아 독일과 같은 탈동조화 달성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의 효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효율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
계가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일방적 전환은 합리적 전략
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조업은 체질 개선 및 효율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저
탄소 경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하는 양손잡이형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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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 분석
손인성, 김동구, 노동운, 안영환, 유동헌,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isson@keei.re.kr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 정점, 에너지집약도, 에너지믹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 도달 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온실가스인벤
토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0.2백만톤 CO2eq.로 2014년
689.2백만톤 CO2eq.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2013년 695.2백만톤 CO2eq.보다는 적었
다. 2014-1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어서지 못하고 일정
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었다. 특히,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601.0백만톤 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87.1%를 차지하였고, 1990-2015년 동안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상관계수는 0.9980으로 두 배출량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에너
지통계연보」의 에너지수급밸런스에서 각 연료별 소비량을 바탕으로 국가온실가스인벤토
리 산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요
인을 경제성장, 에너지집약도, 에너지믹스의 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 요인별 과거추세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2030년과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온
실가스 배출량의 정점 도달 시점을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기본과제(정책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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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가능성 분석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ahn@keei.re.kr

키워드: 석탄발전소, 탄소비용, 좌초자산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화석연료 관련 설비는 애초에 의도했던 서비스를 충분
히 제공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미래는 밝지 않다. 본 연구는 탄소비용의 변화로 인해 국내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좌초자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석탄발전소 좌초자산의 규모 및 비용에 대해 추정
한다. 탄소가격이 부과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에 최대 500MW 석탄발전소 19기에
해당하는 용량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의 비용은 연간 약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탄소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좌초
자산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좌초자산의 규모는 최대 500MW 10기, 비용은 최대
5,600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0년대와 2030년대에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석탄발
전소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Retrofi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0년대의 수명연
장은 단기적 투자 수요를 대체하여 장기적인 좌초자산 가능성을 줄이고, 2030년대의 수명
연장은 2040년대에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석탄발전 수요에 유연
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추가 부지 확보 등을 통해 CCS 사후 부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CCS 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때 기존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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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부문 Non-CO2 가스의 감축 전략 연구 : 냉매 및 NF3 가스 대상
1

2

유동헌 , 조경오 , 명소영

3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주)RCC, 그린폴라리스

1

2

3

dhyoo@keei.re.kr
키워드: 산업공정, 냉매, NF3 가스, 온실가스 감축
본 연구에서는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냉매와 NF3 가스를 감축 관점에
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냉매는 잠재배출량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 NF3 가스
는 현재 온실가스에 포함하지 않는 가스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의정서에서 냉매를 규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기존 냉매의 저GWP화 혹은 자연냉매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2023년부터 IPCC 가이드라인 2006 채택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활용하는 NF3 가스에 대한 대
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냉매 소비로 말미암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장기(예, 10년)적인 일정을 갖고 EU
의 냉매 정책처럼 GWP가 낮은 냉매 혹은 자연냉매를 이용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절
한 규제와 냉매 대체를 위한 로드맵(연도별･용도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업종에서 사용하는 NF3 가스는 사용 설비에 따라 NF3 상태로 배출될 확률이 상이
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물리적으로 감축기술 설치가 가능한 생산라인에 대한
감축기술 채택을 강제하는 규제(예, 신규 fab 감축기술 도입 의무제, NF3 배출규제) 도입
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기본과제(정책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구두 발표

B 발표장

[기획세션] KIST(온실가스저감) (13:00~16:30)

좌장 : 나인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내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저감 기술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B-25

국내 제철산업의 CCU 기술개발 현황
한건우, 안치규, 이만수, 김국희, 김신희, 백준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에너지연구그룹

B-26

전력산업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이중범
한전 전력연구원

B-27

전기화학적 전환기술을 활용한 CO2 전환공정의 상용화 기술개발
김정식1, 신현수1, 현순택1, 신운섭2, 김범식3
1
3

B-28

(주)테크윈, 2서강대학교 화학과,
한국화학연구원 CO2에너지벡터연구센터

철강분야 온실가스감축
전유택, 박병철, 오창용

기술 개발 현황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B-29

CCU 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확보방안
정유심, 강영경, 문성삼
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원

B-30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연구사례
나인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B-25

국내 제철산업의 CCU 기술개발 현황
한건우, 안치규, 이만수, 김국희, 김신희, 백준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에너지연구그룹
mdguru@rist.re.kr
키워드: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암모니아수이용 CO2 흡수, 슬래그이용
광물화, CO2 폴리올
제철산업은 에너지다소비업인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은 산업이다. 이 발표에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을 소개하며, 국내 제철산업에서의 CCU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포
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는 CO2 흡수 분리 기술, 슬래그중 Ca 용출 및 탄산화를 통한 광물
화 기술, CO2를 원료물질로한 폴리올 제조 등 화학적 전환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제철 부생가스인 고로가스(Blast Furnace Gas)중 CO2를 흡수하
3

는 파일럿 공정(1,000Nm /hr)을 개발하였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
CO2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철슬래그중 알칼리 성분인 Ca를 용출하고 탄산화하여 중조
(NaHCO3)와 탄산칼슘(CaCO3)을 동시에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또한, 폴리우레탄
의 원료가되는 폴리올에 CO2를 함유하는 CO2 폴리올 제조 공정을 개발중에 있다. 개발
기술들의 경제성 향상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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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이중범
한전 전력연구원
joongbeom.lee@kepco.co.kr
키워드: CO2 포집, 습식 및 건식 흡수 기술, 분리막 기술, 매체순환 연소 기술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전력사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은 발전소 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2000년 습식 흡수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시작
으로 2002년 고체 흡수제와 유동층 공정을 이용한 건식 CO2 흡수기술 개발을 착수하였
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포집 비용에 대한 잠재력이 커서 혁신기술로 알려진 매체순
환연소기술 및 분리막 기술 개발을 착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표적인 기술개발 결과로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 가능한 습식 및 건식 흡수제 개발과 이를 적용한 10 MW급 습
식(보령화력) 및 건식(하동화력) CO2 포집 플랜트 설계․시공․장기 운전을 통한 Trackrecord 확보 등이다. 또 혁신 CO2 포집기술로 0.5 MWth 공정 및 산소 전달 입자 개발
과, 세계 최대 규모의 1 MW급 분리막 테스트 베드(당진화력)를 준공하여 실증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습식, 건식 및 분리막 기술은 산업적 활용 등의 적용을 목적으로 기술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향후 기술 고도화 및 규모 격상 연구를 통해 발전산업과 타 산
업분야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상용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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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전환기술을 활용한 CO2 전환공정의 상용화 기술개발
김정식1, 신현수1, 현순택1, 신운섭2, 김범식3
(주)테크윈, 서강대학교 화학과 , 한국화학연구원 CO2에너지벡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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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im@techwin.co.kr
키워드: 이산화탄소, 개미산, 개미산염, 황산칼륨, 전기화학, 다중효용증발기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 전환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화학물질인 개미산을 생산하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상용화 설계에 있다. 전기화
학적 전환기술은 간헐운전이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쉽고, 스택킹을 통한 설비
스케일업이 용이한 기술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극의 안전성 및 장기운전 Track
Record가 확보되지 않아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원천기
술을 보유한 CO2 전환전극을 바탕으로 2016년에 10kg-CO2/day급 개미산 전환설비 개
발 및 운전을 완료하였고, 2018년 500kg-CO2/day급 실증 플랜트 운전을 통해 상용급
설계 및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 이 연구는“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개발사업(2014201020180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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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야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현황
전유택, 박병철, 오창용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ytjeon@hyundai-steel.com
철강 산업은 많은 온실가를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철강 1톤 생산 시 CO2
2톤을 배출한다.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환원시키

기 위해서는 다량의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배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 공정과 같은 혁신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

요되고 성공하기에 매우 어려운 도전적 과제이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시행되고 온실감축을 위한 전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 활당량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철강분야 온실가스감축 방향
은 크게 폐열 활용 기술, 부생가스 회수 증대 기술, 열설비 효율 개선 기술, CO2 자원화
기술
한다.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당사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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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확보방안
정유심, 강영경, 문성삼
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원
ysjeong@kfq.or.kr
키워드: CCU, 외부사업, 탄소 배출권, 방법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제시되어 있는 CCU(Carbon capture and use) 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장 수요와 국내외 상쇄
제도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감축효과 산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CCU 기술개발 동향과 동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인정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실증 단계에 있는 CCU 기술을 검토하고,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
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경계’와 감축효과 산정을 위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
론’을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장 수요는 시장 수요 분석 관점이 아닌,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왜 시장 수요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확보 노력과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동향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탄소 배출권 사업, 즉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사점
으로 제시하였다.

B-30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연구사례
나인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niw@kist.re.kr
발전 및 산업시설에서 대규모로 배출되는 CO2 포집 및 전환기술은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경제성을 확보한 공정의 상
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는 CO2 포집 및
전환 유망기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두 발표

C 발표장

[기획세션] 한경대학교 (08:30~10:30)

좌장 : 이상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 대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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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 농민 물절약 교육
최경숙1, 이슬기1, 도종원2, 이광야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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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2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SWMM 모의에 의한 관개시나리오별 농업용수 소비특성 비교
김한중1, 남원호1, 강구2, 이광야3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한경대학교 농촌환경과학연구소,
3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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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사용량 분석 및 평가
맹승진1, 김진수1, 이광야2, 하태현2, 황주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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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C-26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2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수리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안현욱1, 남원호2, 이광야3
1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2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3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2017년 극심한 봄 가뭄의 기상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대응능력 분석
남원호1, 방나경1, 하태현2, 이상일2, 도종원2, 이광야2, 이상현3
1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농업가뭄센터,

3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기후변화를 적용한 농업가뭄예경보 시스템 운영 방안
이광야1, 이상현2, 하대식1, 도종원1, 하태현1, 이승용1, 정의엽1
1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농업가뭄센터 2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토론
맹승진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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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 농민 물절약 교육
최경숙1, 이슬기1, 도종원2, 이광야2
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2

1

ks.choi@knu.ac.kr
키워드: 가뭄, 물절약, 참여형 교육, 농민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부「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가
뭄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대상 물절약 교육 모델을 개발
하고 현장적용을 실시하였다. 현장 맞춤형 물절약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자발
적 농민 참여와 비주얼 물절약 교육 및 홍보의 시범적용과 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물절약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절약 교육 모델은 이해단계, 적용단계,
실천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단계별 교육 모델 적용 시간은 각 단계별로 1시간씩 소
요된다. 이해단계에서의 교육방법은 물절약 동영상 상영, 물사용 모의, 그룹토의로 구성되
어 있으며, 플래쉬 동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물절약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수로그리기 및
물이용 패턴 체험과 물 손실 원인 및 물 절약 방법을 그룹 토의를 통하여 모색하도록 구
성하였다. 적용단계에서의 교육 방법은 물절약 시물레이터를 활용한 액션러닝을 실시하며,
물손실 및 물절약 모의, 그룹토의로 구성되어 있다. 평상시 농민의 물이용 관행에 따른 물
손실 야기에 대한 이해와 가뭄시나리오에 따른 물 공급량 감소 시 농민 피해 및 가뭄극복
을 위한 효율적인 물이용에 대한 효과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 현장적용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현장 물절약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물절약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물손실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물절약 실천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본 교육 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해 전국 8개도별로 가뭄취약지구를 선정하여 단계별 물절약 시범교육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수강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물절약 의식변화 파악을 통해 물
절약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해 농민이 물절약 필요성을
매우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지 단위 물손실 감소를 위해 물꼬관리의 중요
성과 농민의 수로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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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M 모의에 의한 관개시나리오별 농업용수 소비특성 비교
김한중1, 남원호1, 강구2, 이광야3,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한경대학교 농촌환경과학연구소,

1

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3

hanjoong@hknu.ac.kr
키워드: 저수지, 농업용수, 가뭄대비, SWMM, 물절약, 기후변화
2000년 이후 기상악화로 인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지속
적인 가뭄으로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뭄에 의한 피해 심각성이 증가
함에 따라 농업가뭄 대책반 및 농업가뭄지도 제작 등 가뭄대응 인프라가 구축과 예방효과
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용수확보대책 수립,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양수저류 등
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현
장 물관리 직원의 경험을 토대로 공급되고 있어 공급량 관리가 정성적이고 제한적인 한계
가 있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ICT 융복합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관리 기법
의 적용이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물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저수지 관개지구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및 관리
단계에서 정량화 요소를 정의하고, 용수공급 시나리오별 물소비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정류해석이 가능한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기반으로
관개지구 용수공급 체계 네트워크와 들녘별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고, 해당 지
구의 실제 통수 시 수위 유량 계측을 통해 모델의 필수 변수 입력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시나라오 수립방법을 통하여 용수공급 시나리오별 물소비량과 용수공
급 효율의 정량화가 가능한 것을 보일 수 있었으며, 수혜지구를 고려한 효과적인 중장기
적 가뭄대응 방안 수립과 효과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물절약 실증화 및
피해경감계획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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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사용량 분석 및 평가
맹승진1, 김진수1, 이광야2, 하태현2, 황주하1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1

2

maeng@cbnu.ac.kr
키워드: 주수원공, 수혜면적, Data Base, 작부체계, 가뭄빈도, 농업용수 사용량 고시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당 저수지로부
터 수혜면적에 공급되는 농업용수가 주수원공과 보조수원공 각각에서 시공간적으로 공급
한 양을 분석하여, 해당 저수지에서 사용된 농업용수량을 고시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위해 과거 6년(2012∼2017년) 동안 기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저수지의 강
우량-저수율-사용량 관계를 명시하고 작부시기와 체계를 고려한 용수 사용량을 분석한다.
해당 저수지 인근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자료의 결측 및 이상치를 보정한 후, 논의
작부시기별 용수 사용량을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하고,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시기(일, 월 등)별 등으로 구분된 수리시설별 용수 사용량의 특성(지역별 시기별
고사용량, 최소사용량, 평균사용량, 분산도 등)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저수지의 가뭄빈도
분석을 통해 특정 가뭄년에서의 공급량을 추정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해당 저수
지에서의 농업용수 사용량 고시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신뢰성과 합리성
이 보장된 농업용수 사용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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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량 산정
안현욱1, 남원호2, 이광야3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

1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3

hyunuk@cnu.ac.kr
키워드: 농업용수, 필요수량, 농업용 저수지, 수리네트워크 모형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농업가뭄의 발생은 더욱 빈번해 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편차
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농업
용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업용수 공급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으며, 농업용수 산정을
위한 많은 방법이 제안되어져 왔으나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널리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용수계통 및 관개지구의 특징에 따른 무효방류량 등의 손실수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과거에 사용되어 왔던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리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하여 현
실적인 용수계통 및 관개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상지구의 농업용수로에 대하
여 수리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고 과거의 용수공급량을 수리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재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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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극심한 봄 가뭄의 기상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대응능력 분석
남원호1, 방나경1, 하태현2, 이상일2, 도종원2, 이광야2, 이상현3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2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농업가뭄센터,

1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3

wonho.nam@hk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농업용 저수지, 기상학적 가뭄, 농업 가뭄, 가뭄 대응
기후변화에 의해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뭄 패턴 또한 지속적이고 국지적
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
지의 누적강수량은 전국 평균 122.0㎜로 평년대비 (253.8㎜) 절반 수준 (48%)을 나타났
으며,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상학적 이상기후결과,
2017년 경기남부지역, 충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기상학적, 농업 가뭄이 발생하였
다.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가뭄은 장기간 강수의 부족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지만, 기
상학적으로 심한 가뭄 상황이라도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물로부터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원활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농촌수자원의 주요한
용수공급시설인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에서 3,3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전 및 벼 재배
를 위한 지역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발생한 극심한
봄 가뭄의 기상학적 특성 및 기상학적 가뭄을 분석하고, 동일한 가뭄사상에 대한 저수율
변화분석 및 영농시기별 빈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대응능력을 평가
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농업가뭄지표 개선
및 수리시설 기능개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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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적용한 농업가뭄예경보 시스템 운영 방안
이광야1, 이상현2, 하대식1, 도종원1, 하태현1, 이승용1, 정의엽1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농업가뭄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

1

2

kylee@ekr.or.kr
키워드: 기후변화, 농업가뭄, 가뭄예경보시스템, 저수율 예측, 토양수분 예측, 선제적
가뭄대응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강수패턴의 집중호우 형태 및 지역별 강우편차 확
대로 최근 3년 연속 국지적 가뭄이 발생(’15년 경기 강화, ’16년 충남, ’17년 경기 안성,
충남 서북부 등)하는 등 농업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
근 IPCC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강수는 강해지나, 강수빈도는 감소되면서
가뭄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사후
가뭄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가뭄대책으로의 가뭄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가뭄의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는 지
역별 농업가뭄을 분석 및 예측하고 가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가뭄예경보 시스템을
개발(2016년)하고 상시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가뭄 분석을 위해
서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농경지에 대한 용수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농업용저수지 시기별 저수율 변동상황, 밭지역 토양유효수분율 등을 농업가뭄 판단
지표 및 인자로 설정하고, 기상청 강수예측 정보를 기초로 하여 농업용저수지별 가뭄평가,
강우시나리오별 지역별 가뭄예측, 저수지 저수율 예측 등 논･밭 가뭄예경보 정보를 나타
내는 농업가뭄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농업가뭄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농업가
뭄예경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가뭄 정보는 지역별로 현재 가뭄상황, 1개월 및 3개월 가
뭄 전망 등의 정보를 대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농민들은 해
당 지역 가뭄발생 유무에 따라 영농계획 수정 또는 대응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시나
리오별 최적 가뭄대책을 도출하고 있다. 농업가뭄예경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나은 대국민
농업가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가뭄 정보의 신뢰성과 정밀도 향상 및 분석 알고
리즘의 고도화 등 지속적인 농업가뭄 대응기술 개발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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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al Ocean and Climate Modelling: an Ocean Heat Uptake and
Sea Level Rise perspective.
Simon J. MARSLAND
CSIRO Climate Science Centre, Aspendale, VIC, 3195, Australia
Ocean and climate modelling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the veracity of
future projections of sea-level rise, a topic that is currently of intense
scientific and societal interest. Over recent years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 CLIVAR Ocean Model Development Panel (OMDP) have
overseen a series of Coordinated Ocean-Ice Reference Experiments (COREs),
culminating in a recent special issue of Ocean Modelling detailing the results
of the most extensive ocean modelling intercomparison so far undertaken. This
effort has culminated in the organisation of an Ocea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OMIP) that will contribute to the forthcoming WCR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phase 6 (CMIP6). CMIP6 and the 21 associat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s (MIPs) arethe most comprehensive suite of international
climate modelling experiments ever conceived. The specific experimental design
is focused on three broad scientific questions: How does the Earth system
respond to forcing? What are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ystematic model
biases?; How can we assess future climate changes given climate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uncertainties in scenarios? OMIP provides a framework for
evaluating,

understanding,

and

improving

ocean,

sea-ice,

tracer,

and

biogeochemical components of climate and earth system models contributing to
CMIP6. It represents a merger of the previously separate Ocean Carbo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OCMIP) with physical oceanography. OMIP primarily
targets the CMIP6 science questions addressing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ystematic model biases. In addition to OMIP, two further CMIP6 MIPS are
particularly related to questions around sea-level rise and future projections:
the Flux Anomaly Forc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FAFMIP), and the
projections of future climate under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through ScenarioMIP. This presentation focusses on the role of CMIP6 and the
OMIP, FAFMIP and ScenarioMIP MIPs in understanding projections of future
sea-level rise, the oceanographic mechanisms involved, and the utilizationof
ocean models to elucidate our understanding of sea-level rise, especially
through ocean heat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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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현황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elee@korea.kr
키워드: 해수면, 조위계 관측, 지구온난화,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온난화 현상이며, 이러한 지구온난
화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지시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온도, 강수량, 그리고 해수면을 꼽을 수 있다. 국립해
양조사원은 조위관측 기간과 자료 품질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 18개 조위관측소를 대상
으로 매년 해수면 평균 상승률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안에서 관측된 조
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해수면 상승 추세를 파악하고 지구온난화와 연관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해수면 상승 추세분석을 위하여 매 시별 조위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이상 자료 검출 및
결측 자료 보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미국 NOAA(Zervas, 2009)방법을 준용하여
해수면 변동률을 산정하였다. 우리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2.98 mm/yr이며, 해역별
로 보면 동해안 3.78 mm/yr, 서해안 1.47 mm/yr, 남해안 3.17 mm/yr로 나타났다.
우리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2.98 mm/yr)은 지난 100년 동안의 전 지구 평균 상승
률(1.7 mm/yr)과 IPCC(2013)가 제시한 상승률(2.0 mm/yr, 1971-2010년)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과

IPCC

보고서(2013)에

따르면,

동일한

두

기간

(1971-2010년, 1993-2010년)의 해수면 상승률은 우리해역에서 각각 1.99 mm/yr,
3.77 mm/yr, 전 지구 평균은 2.0 mm/yr, 3.2 mm/yr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연안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추세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유사하다. 또한 해수면 상승추세는 국내에서 관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강수
량, 그리고 해수 표층수온 상승 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연안의
해수면 상승 특성은 지구온난화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시자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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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해 미래 해수면 변화 전망 연구
김철호, 김민우, 장찬주, 강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chkim@kiost.ac.kr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의 미래

해수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전지구 해

양-해빙결합모델(MOM5-SIS)과 미래 기후변화강제력을 사용하여 해수면 변화 실험을 수
행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전지구 0.5도 해상도의 질량 보전형 해양-해빙 결합모형
(MOM5-SIS v5)이며, CORE 기후평균강제력(Large and Yeager, 2004)을 적용하여
500년간 적분한 후 CMIP5(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5) 지구시스템모
델들(GFDL ESM2M, MPI-ESM-LR)의 기후강제력 조건을 적용하여 1951년-2005년
기간의 과거 해수면 변동 모의실험과 RCP 4.5 시나리오에 기반한

2006년-2100년 기간

의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실험을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후강제력으로 모의된
우리나라 주변해의 해수면 변화는 1958-2005년 기간 동안 동해와 황해, 동중국해에서
모두 해수면의 상승 경향을 나타냈으며, 2006-2100년 기간의 해수면 변화는 두 예측 실
험 모두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 경향을 나타냈다. 한반도 주변해의 미래 해수면
상승률은 2006년-2100년 기간에 대해 GFDL-ESM2M의 기후강제력의 경우 6.2～6.5
mm/yr로, MPI-ESM-LR에서는 5.0~5.3 mm/yr로 예측되었다. 그에 따라 각 지역해의
평균해수면 상승률에 기초한 한반도 주변해의 미래 해수면 상승폭(cm)은 GFDL-ESM2M
의 경우 2006년-2100년 기간 동안 59~62 cm 범위로, MPI-ESM-LR의 경우에는 보
다 더 작게 47~51 cm 정도로 전망된다. 미래 기간의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성분으로
서 두 모델 모두 황해와 동중국해에서는 밀도변화 이외의 해수면 변화 성분(non-steric
component)이, 동해에서는 밀도변화성 해수면 변화 성분(steric component)이 각각 주도
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2018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과 기상청의 지원(지구시스템모델의
전지구 해양모사 진단 및 평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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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al response of decadal sea level to climate variability in
the tropical Pacific
차상철, 문재홍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jhmoon@jejunu.ac.kr
키워드: 해수면변화, 기후변동성, EEMD, 해양모델
해수면 변화는 다양한 시간 규모를 갖는 자연적인 해양-기후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
1990년대 초 이후 위성고도계 자료는 열대 서태평양에서 빠른 해수면 상승과 동태평양에
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러한 상승패턴과는 반대되
는 급격한 해수면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나타난 해수면상승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ENSO와 관련된 경년 및 장주기 변동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수면변화에 대한
기후변동성의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앙상블 경험적 모드 분해법(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을 사용하여 위성고도계의 지역별 해수면자료
로부터 주기별 변동성을 분리한 후 태평양 기후 변동성 및 바람패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
였다. 또한, 태평양에서 해수면 변동과 기후 변동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장주기 기
후변동과 관련된 바람 패턴을 분리한 후 전 지구 해양모델을 사용하여 장주기 바람 패턴
에 대한 해수면 변화의 역학적인 반응을 실험하였다.

C-31

Future Sea Level Projections over the Seas Around Korea from
CMIP5 Simulations
Tae Kyung Heo, Young mi Kim, Kyung On Boo, Jun tae Choi,
Young Hwa Byun, and Chun ho Cho
Climat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cjt@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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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future

potential

sea

level

change

over

the

seas

surrounding Korea using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9
model ensemble result from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
downloaded from icdc.zmaw.de. At the end of 21st century, regional sea level
changes are projected to rise 37.8, 48.1, 47.7, 65.0 cm under RCP2.6, RCP4.5,
RCP6.0 and RCP8.5 scenario, respectively with the large uncertainty from
about 40 to 60 cm. The results exhibit similar tendency with the global mean
sea level rise (SLR) with small differences less than about 3 cm. For the East
Sea, the Yellow Sea, and the southern sea of Korea, projected SLR in the
Yellow Sea is smaller and SLR in the southern sea is larger than the other
coastal seas. Differences among the seas are small within the range of 4 cm.
Meanwhil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data in 23 years shows that the mean rate of sea level changes
around the Yellow Sea is high relative to the other coastal seas. For sea level
change, contribution of ice and ocean related components are important, at
local scale, Glacial Isostatic Adujstmen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KMA
Weather, Climate, and Earth system Services (NIMS-20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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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현황 및 개선방안
이선정1, 임종수1, 강진택1, 전준헌1, 김래현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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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lee1020@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탄소계정, LULUCF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가 감
축목표 설정 및 이행결과의 기초자료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이다. 산림은 토지이용, 토
지이용변화 및 산림(LULUCF)의 탄소 흡수원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파
리협정 투명성 원칙에 따라 측정･보고･검증(MRV) 가능한 인벤토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지침 내 접근방법
1(Approach 1) 및 수준2(Tier2)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에 대한
탄소흡수량을 보고하고 있다.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산정은 활동자료인
산림 면적 및 축적자료와 흡수･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에서 요구되는 통계의 일관성, 완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접근방법 및 수준
보다 높은 인벤토리 체제가 요구된다.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임목축적 재계산등이 요구된다. 완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는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Approach 3) 및 다섯 가지 탄소저장고
(지상부/지하부 바이오매스, 토양, 고사목, 낙엽층, HWP)에 대한 탄소계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 산림 내 탄소 배출원인 산불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탄소계정이 요구된다. 또한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를 위해서는 감축 실적 탄소계정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현재 교토체제에서는 산림 중 산림경영활동 등에 의한 탄소흡수량만이 감축실적 탄
소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재계
산 등을 통한 활동자료의 개선, 국가 단위의 미보고 탄소흡수원에 대한 산정체계 및 감축
실적 탄소계정 체계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7044C10-1819BB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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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활동 정보기반 산림경영율 추정
함보영, 송철호, 최솔이, 이원아, 김나희, 김문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tomboy0400@gmail.com
키워드: 산림경영율, 산림경영활동, 사유림경영정보, 국유림경영정보, MRV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 통계계정에 있어 「측정･보고･검증 가능
한」체제가 아니면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가 불가함을 밝힌 바 있다. 교토의정서 3조 4항
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탄소흡수
량 및 배출량을 위치기반의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산림경영활동에 대해서 위치기반의 정보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위치기반 모니터링을 위해
사유림경영정보 DB를 구축해 왔으며, 국유림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및 산림통합관리시
스템을 활용하여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06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발효를 시점으로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에 대한 규제지역을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공간자료를 통하여 IPCC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제한지역과 산림경영활동 면적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
스 통계산정을 위한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측정･보고･검증 가능한｣온실가스
통계계정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FTIS-2017044B101819-BB01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체계 및 탄소계정
고도화)’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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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유 탄소배출계수 개발을 통한 고사목 탄소 인벤토리 산정
김형섭1, 이종열2, 한승현1, 손요환1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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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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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사목, 국가산림자원조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배출계수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
성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 부문에서 임
목에 대해서만 인벤토리를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의 완전성을 위하여 고사목에 대한 보고
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하여 고사목 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고사
목의 탄소배출계수는 개발되지 않아 고사목 탄소 인벤토리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별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굴참나무 고사목의 부후등급별 탄소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고사목 재적 자료와 연계하여 국가 단위 고사
목 탄소 인벤토리를 산정하였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30개의 조사지역에서 고사목을 채
취하여 목재밀도와 탄소함량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사목 탄소배출계수를 개발하
-3

였다. 소나무와 굴참나무 고사목의 탄소배출계수(g C cm )는 부후등급 1단계에서 각각
0.18과 0.24이었으며, 부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4단계에서는 각각 0.09과
0.10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5년동안 국가 단위의 고사목 탄소 인벤토리(Tg C
-1

yr )는 침엽수림에서 –0.17, 활엽수림에서 0.02이었으며, 이는 각각 침엽수림과 활엽수
림의 임목 탄소 인벤토리(2014년 기준)의 –2.65%와 0.31%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사목
탄소 인벤토리는 전체 산림 부문 인벤토리의 매우 적은 부분일 수 있으나, 산림 부문 인
벤토리 보고의 완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7044B10-1819–BB01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체계 및 탄소계정 고도화’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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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대응 NFI 고정표본점 기반 LULUCF 분야 토지이용
변화 매트릭스 구축
박정묵, 심우담, 이정수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jm_park@kangwon.ac.kr
키워드: IPCC, LULUCF, NFI, Land Use Change Matrix, Point Sampling
본 연구는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고정표본점(표본강도 4
㎞)과 산림항공사진을 활용하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준에 근거한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 토지이용 매
트릭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토지이용 범주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
지의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토지이용 범주별 기준은 우리나라 고유 정의와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핀란드 등 주요선진국의 NIR(National Inventory Report)을 참조하여 IPCC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였다. 토지이용매트릭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강도 4㎞의
NFI 고정표본점별로 1차(1971~1974년), 2차(1978~1980년), 3차(1986~1992년), 4차
(1996~2005년) 산림항공사진을 육안 판독하여 구축하였으며, 산림항공사진 미구축 연도
의 토지이용 범주별 통계는 독일과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하여, 선형적 내삽방법과 이동평
균 외삽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토지이용 범주별 산림항공사진 판독결과, 1차 산림항공사진 대비 4차 산림항공사진 판
독비율은 산림지와 정주지의 경우 약 2.6%와 2.5%로 증가하였으며, 농경지의 경우 약
5.8% 감소하였다. 초지와 습지의 경우 판독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약 0.3%이하로 미비하였
다. 토지이용 매트릭스 구축 결과, 1970년 대비 2018년의 토지이용 범주별 면적은 산림
지와 정주지가 약 4% 증가하였으며, 초지와 습지는 약 1%가 증가하였고, 농경지는 약
10% 감소하였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7045A00-1819
-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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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계항목 비교를 통한 LULUCF 분야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활용방안
문나현1, 신만용1, 임종수2, 문가현2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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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nna@kookmin.ac.kr
키워드 : Post-2020, Land Use Change, Matrix, Monitoring, Verification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Post-2020) 하의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
수준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의 통계구축 및 검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자료에 근거한 토지이용 및 토
지이용 변화 정보를 획득하였고, NFI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우선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2014년 기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2014; NIR 2014)의 통계와 FAO의 토지이용관련 보고통계(FAOSTAT)를 상호
비교하여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 중에서 차이가 발생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사
례를 분석하여 국내 NIR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
물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와 LULUCF 보고통계를 이원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
였으며, LULUCF 통계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국가통계와의 통계적 차이 유무
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본기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자료
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국가인정통계의 산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
였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미조사 년도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방법을 함께 논의하
였다.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통계가 국제적인 수준의 LULUCF 분야의 통계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향후 다각도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활용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
어야하며,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통계와 LULUCF 분야 통계 간의 불일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2017045D10
-1819-BB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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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의 국가단위 LULUCF 통계 매트릭스 구축 방안 연구
황진후1, 장래익2, 전성우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2

1

i0255278@korea.ac.kr
키워드: LULUCF, 토지이용변화, 특별보호구역, 매트릭스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어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매트릭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체결로 인하여 생태적 보호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과 공간자원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생태적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LULUCF 통계 매트릭스 구축을 위해 3단계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첫째, 산림 관련 특별보호구역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법령 검토 단계에서는 산림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을 검토하였다.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
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구성된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지정
현황, 각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분석하였다. 환경공간정보 운영 현황 분석 단계
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검토하였
다. 각 공간정보에서 산림 관련 보호구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LULUCF 통계 매트릭스 구축 시범 지역을 선정하였다. 환경공간정보와 항공영상
을 중첩한 후 도시개발, 임도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색하였
다. 또한 LULUCF 매트릭스 구축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LULUCF 매트릭스
구축 대상 특별보호구역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LULUCF 매트릭스를 시범 구축하였다. 4km 단위의 NFI
표본점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구축을 시행하였다.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전후 산림항공사
진의 토지피복 분류를 실시하고 공간정보를 반영한 Approach 3의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7045A00-1720
-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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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D-1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기후서비스체계 제안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
조재필1, 정임국1, 조원일1, 이은정1, 강대인1, 이준혁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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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기법 개발 및 한반도 적용
조재필1, 정임국1, 조원일1, 황세운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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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2APEC 기후센터 응용사업본부

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을 고려한 충주댐 유입량 기후변화 영향 평가
김철겸1, 박지훈2, 조재필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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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2경상대학교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유효가뭄지수(EDI)를 이용한 한반도 미래 가뭄 특성 전망
곽용석1, 조재필2, 정임국2, 김도우1, 장상민2
1

D-20

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2주식회사 노트스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2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기후변화 상세화 자료를 활용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
장철희, 김현준, 박상현, Dereje Birhanu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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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운영이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
이재남1, 강석만1, 노재경2
1

D-23

불확실성을 고려한 논벼 증발산량 기후변화 영향 평가
최순군1, 김민경2, 정재학3, 조재필4, 최동호1, 엽소진1, 홍성창1, 허승오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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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2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Texas A&M AgriLife Research, 4APEC 기후센터

Predicting Potential Epidemics of Rice Leaf Blast Disease Using
Climate Scenarios from the Best Global Climate Model Selected for
Individual Agro-Climatic Zones in Korea
Kwang-Hyung Kim, Seongkyu Lee, Jaepil Cho
Department of Climate Services and Research, APEC Climat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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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기후서비스체계 제안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
조재필1, 정임국1, 조원일1, 이은정1, 강대인1, 이준혁2
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2주식회사 노트스퀘어

1

jpcho89@gmail.com
키워드: 기후서비스, 기후변화, 상세화, AIMS, GFCS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들에 대해 적응 (Adapt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적응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시간 규모의 기후정보가 사
용 가능하다. 국제기상기구의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GFCS) 의 관
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기후정보 생산은 기상청을 중심으로 관측자료, 초단기예측, 단기
예측, 중기예측, 장기예측,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 등 다양한 시간규모의 기상･기후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상･기후 정보의 응용분야 활용의 경우는 기상정보를 중
심으로 농업 및 수자원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장기예측정보 및 기후변화
관련된 기후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기후서비스체계로서 기
상･기후-응용 융합센터의 설립을 통해 다중모형앙상블 기반의 기후정보 서비스, 이음새
없는 기후정보 서비스, 다학제 융합 기반 기후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플랫폼 (User Interface Platform; UIP)의 제도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UIP의 기술적 플랫폼으로서 개발된 APCC Integrated Modeling
Solution (AIMS) 는 다양한 기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상세화를 수행할
수 있고, 상세화된 자료를 다양한 분야의 모델링에 쉽게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선
도그룹과의 역량강화를 포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식적인 기후정보서비스를 확대시켜
감으로써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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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기법 개발 및 한반도 적용
조재필1, 정임국1, 조원일1, 황세운2
2

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경상대학교, 애그로시스템공학부

1

igjung@apcc21.org
키워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AIMS, SDQDM, SQM
본 연구는 다중 GCM 및 상세화 기법 중에서 기후변화 적응 목적에 적합한 기후지수를
중심으로 GCM 및 상세화 기법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음
과 같은 4단계의 절차를 포함 한다: 1) 편의보정 이전의 원시 GCM의 평가를 통한 적합
하지 못한 GCM 제거, 2) 극한기후지수를 이용한 과거 재현성 및 미래 시그널 왜곡도 평
가를 통한 상세화 기법 선정, 3) 공간상관성 재현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상세화 기법 선
정, 4) GCM 별 가중치를 이용한 MME계산 및 불확실성 범위 제시. 한반도의 과거 30년
기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60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29개 GCM을 이용하여 제시된
절차를 적용하였다. 우선 29개 GCM중에서 GCM의 시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 22개
GCM을 선정하였다. 이후 22개의 선정된 GCM에 대해 27개 기후지수의 과거 재현성 평
가 결과와 강수 및 기온의 공간 재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Simple Quantile
Mapping (SQM) 및 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 (SDQDM) 기법
중에서 SQM 기법을 선정하였다. 사용자 선정 강우 관련 극한기후지수 중에서 이수 및 홍
수와 각각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총강수량(prcptot) 및 1일최대강수량(rx1day)
을 선정하였고 GCM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MME 기반 미래 전망을 근 미래(2010~2033),
중간 미래(2040~2069), 먼 미래(2070~2099)에 대해 산정하였다. 근 미래로부터 먼 미
래로 갈수록 강수량 및 1일최대강수량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RCP 4.5 보다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GCM의 개수를 증가시켜 갈 때 22개
GCM 중에서 20개 GCM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시나리오 및 미래 기간에서 포괄적인 전
체 변동성의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한반도에 대한 적용 예시
이며,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상세화 자료 수요자가 제시된 절차를 대상 지역에 직접 적
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APCC Integrated Modeling Solution (AIMS)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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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가뭄지수(EDI)를 이용한 한반도 미래 가뭄 특성 전망
곽용석1, 조재필2, 정임국2, 김도우1, 장상민2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APEC 기후센터, 응용사업본부

1

gwakyong@gmail.com
키워드: 가뭄, EDI, 기후변화, AIMS, 상세화
본 연구에서는 다중 기후모형 기반의 자료 획득 및 평가부터 상세화 기법 선정 및 적용
까지를 고려한 AIMS (APCC Integrated Modeling Solu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산
된 상세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 기간 유
효가뭄지수 (Effective Drought Index, EDI)의 가뭄 특성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공된
29개 원시 GCM 중에서 시･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 상위 10개의 GCM을 결정하였으
며, 5개 기후변화지수에 대한 과거 재현성 평가와 강수의 관측 지점간 공간 상관성의 재
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상세화 기법 중 SQM
(Simple Quantile Mapping)기법이 SDQDM (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보다 과거의 강수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의 가뭄특성(강도,
지속기간, 발생횟수)에 대한 과거 재현성 평가에서는 다중 GCM의 다중모형앙상블은 지역
적 기후의 변동성을 서로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여 관측소 지점의 가뭄특성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EDI의 가뭄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가뭄 발생
횟수와 지속기간은 감소하는 반면 강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중부지역은 가뭄이 완화될 것인 반면 남부지역들은 가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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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을 고려한 충주댐 유입량 기후변화 영향 평가
김철겸1, 박지훈2, 조재필2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APEC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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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kim@kict.re.kr
키워드: 기후변화, 상세화, 불확실성, 충주댐, SWAT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적정 GCM 및 상세화 기법 선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으며, 충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 정보가 댐 유
입량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편이보정 전의 29개 원시 GCM에 대한
강수량의 순단위 시·공간적 재현성 평가를 통해서 상위 16개 GCM을 선정하였다. 이후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입량 전망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총강수량(prcptot) 및
일최대강수량 (rx1day)을 기후지수(Climate Indices)로 선정하였다. 과거기간의 재현성
평가 및 공간상관성에 대한 재현성 평가를 통해 SQM 상세화 기법을 선정하였다. 제한적
인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30년 기간에 대한 모의결과 월단위 모형효율지수
(ME) 및 결정계수 (   )는 모두 0.92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GCM 선정에
따른 오차는 원시 GCM을 통해 선정된 16개 GCM을 사용한 경우 유입량 재현성 평가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세화 자료를 유역 모델링에 활용하는 경우
GCM의 선정보다는 상세화 기법의 선정이 전체적인 재현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기간에 대한 평균 유입량 전망은 모든 RCP 시나리오에서 근 미래 보다는
중간 및 먼 미래 기간 동안에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미래 기간에
대해여 RCP 8.5 시나리오가 RCP 4.5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입량의 증가가 높을 것으
로 전망되었다. 홍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일 최대 유입량의 미래 변동은 평균 유입량과
비교하여 최대 두 배 이상의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댐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총 유입량의
변화보다 시기별 유입량의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균 유입량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근 미래 기간에 대해서는 RCP 시나리오 모두 7월 및 8월을 중심으로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간 미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평균 및 일단위
최대 유입량 모두 전체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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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 자료를 활용한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및 평가
장철희, 김현준, 박상현, Dereje Birhanu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chjang@kongju.ac.kr
키워드: 상세화, 물순환 개선, 경안천, CAT3, AIMS, Climate Index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가용량의 변화를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는 지역기후 및 유역특성에 적합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가 유역의 물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은 기후변화가 진행 중에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강우로부터 발생되는 유출을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적인 유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 모
형인 CAT3(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3)을 개발하였으며 본 모형
은 침투시설, 저류시설, 습지, 빗물저장시설과 같은 물순환 개선 시설에 대한 효과를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팔당댐 상류의 경안천 유역을 대상으로 APCC 기
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 자료를 활용하여 물순환 개선 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였
다. 통계적 상세화 자료는 APCC에서 개발된 AIMS(APCC Integrated Modeling
Solution) 플랫폼을 이용하였다. AIMS는 다양한 기후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상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세화 기법은 SDQDM(Spatial Disaggregation
Quantile Delta M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상세화된 기후자료는 과거자료의 재현성
및 미래 기간에 대한 왜곡도를 평가하기 위해 극한기후지수(Climate Index)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수자원가용량의 평가 및 예측을 위해 연강수량(PRCPTOT)
을 사용하였으며 증발산량의 평가 및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평
균기온 개념의 DTR(TMAX&TMIN)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상세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
로 HadGEM2-CC, INMCM4, CanESM2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물순
환 개선 기술을 적용한 후 미래의 수문학적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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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운영이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
이재남1, 강석만1, 노재경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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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lee@ekr.or.kr
키워드: 기후변화, 하천유량, 농업용 저수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운영이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하천유량 모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수 농업용 저수지의 하천유지유량을 모의시스
템인

CARISS(Climate

change

based

Agricultural

Reservoirs

Instreamflow

Simulation System)을 이용하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2017년 APEC기후센터의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상세
화 자료(RCP4.5와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자료의 상세화는 기상청의
60개

기상관측소에

대하여

Simple

Quantile

Mapping

(SQM)

및

Spatial

Disaggregation-Quantile Delta Mapping (SDQDM)의 두 가지 통계적 방법이 이용되
었다. 본 연구를 위해 ○○유역을 대상으로 저수량 규모가 100만 ㎥ 이상인 농업용 저수
지의 운영에 따른 모의분석을 수행하였고 하천유지유량 공급에 따른 저수지 운영방식별
대상유역 말단부 하천유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저수
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운영에 따른 하류지점의 하천유량 변화를 평가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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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고려한 논벼 필요수량 영향 평가
최순군1, 김민경2, 정재학3, 조재필4, 최동호1, 엽소진1, 홍성창1, 허승오1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2

1

Texas A&M AgriLife Research, 4APEC 기후센터

3

soonkun@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불확실성, 논벼, 증발산량, 필요수량, APEX-Paddy 모델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과 농경지 수문순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래 농업수자원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경
지의 증발산량 및 필요수량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작물인 논
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논의 증발산량 및 필요수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모
델로서 APEX-Paddy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
해 9개의 GCM을 이용하여 MME적 접근방법을 수행하였다. 일 단위 기후자료로서 APEC
기후센터에서 비모수적 분위사상법에 의해 편의보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과거 기준년도
인 1976~2005년을 대상으로 증발산량 재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9개의 GCM 모두 과거
의 증발산량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발산량 기준년도 441.6 mm에 비하여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2011~2040), 2055s(2041~2070), 2085s(2071~2100)
에 대하여 각각 -1.31%, 2.21%, 4.32%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CP8.5 시나리오
의 경우 각각 0.00%, 4.67%, 7.41%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월간 증발산량은 기준
년도의 경우 8월 증발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후변화에 따라 7월의 증발산
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9월과 10월의 증발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변
화는 CO2농도 상승에 따른 기공 닫힘과 기온상승에 따른 벼 생육기간의 단축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증발산량 및 강우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논벼 필요수량은 기준년도
468.9 mm에 비하여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2025s, 2055s, 2085s에 대하여 각각
1.87%, 3.83%, 7.67%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각각
2.05%, 9.73%, 12.90%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254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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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Potential Epidemics of Rice Leaf Blast Disease Using
Climate Scenarios from the Best Global Climate Model Selected
for Individual Agro-Climatic Zones in Korea
Kwang-Hyung Kim, Seongkyu Lee, Jaepil Cho
Department of Climate Services and Research, APEC Climate Center
kh.kim@apcc21.org
Keyword: agro-climatic zone, best GCM selection, rice leaf blast, multi-model
ensemble
Climate change will affect not only the crop productivity but also the pattern
of rice disease epidemics in Korea. Impact assessments for the climate change
are conducted using various climate change scenarios from many global climate
model (GCM), such as a scenario from a best GCM or scenarios from multiple
GCMs, or a combination of both. Here, we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a
climate change scenario from the best GCM for the impact assessment on the
potential epidemics of a rice leaf blast disease in Korea, in comparison to a
multi-model ensemble (MME) scenario from multiple GCMs. For this, this
study involves analyses of disease simulation using an epidemiological model,
EPIRICE-LB, which was validated for Korean rice paddy fields. We then
assessed likely changes in disease epidemics using the best GCM selected for
individual agro-climatic zones and MME scenarios constructed by running 11
global climate models. As a result, the simulated incidence of leaf blast
epidemic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future periods both from the best GCM
and multi-model ensembl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best GCM selection approach resulted in comparable performance to the MME
scenario approach for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n leaf blast
epidemic in Korea.
※ 이 연구는 APEC기후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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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가뭄 특성과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가뭄 전망 분석
김맹기1, 유대근1, 유솔현1, 김선애1, 정경훈2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한국농어촌공사
2

1

mkkim@kongju.ac.kr
키워드: SPI, SPEI, 가뭄 전망, 가뭄 빈도, 불확실성, SNR
기후변화는 평균의 변화 뿐 만 아니라 변동성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며, 가뭄의 강도
와 빈도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4년(1974-2017)동안 49개 종관
관측소의 강수량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뭄의 시공간 변동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아울러 23개 전지구 기후모델 자료를 사용하여 RCP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의 미래 전망치를 계산하고, Hawkins and Sutton(2009) 및 Lee et al.
(2016) 의 방법에 따라 가뭄강도에 따른 빈도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가뭄을 분석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가뭄지수(SPI)와 SPEI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1개월(SPI-1)부터 12개월(SPI-12)까지의 누적값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관측 SPI-12개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 동안의 가뭄화 경향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 충남, 충북, 전북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 원인은 EOF의 주요 모드와 부 모드가
모두 가뭄화로 진행한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를 기준으로 가뭄 강도별
빈도의 미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SPI를 기준으로 한 가뭄의 강도별 빈도는 미래에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SPEI를 기준으로 한 가뭄의 강도별 빈도는 미래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대비 미래 30년간 약한 가뭄은 약 1.34배, 심한 가뭄은 약
1.67배 증가하는데 비해, 극심한 가뭄은 약 3.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뭄빈
도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석한 결과, 비록 가뭄 강도가 큰 가뭄일수록 가뭄빈도의
시간에 따른 SNR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불확실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전지구 기후모델들이 약한 가뭄의 빈도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일치성이 높게 예측하
는데 비해서, 극심한 가뭄의 빈도에 대한 전망치는 일치성이 작게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기후변화가 가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D-26

Multi-GCMs과 RDI를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용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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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환1, 이상현2, 최진용3, 조성권1, 나라1, 정경훈4, 박태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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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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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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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h15@jnu.ac.kr
키워드: 농업용저수지, RDI (Reservoir Drought Index), 기후변화, 가뭄, 농업용수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 과거 시기 대비 강우량의 부족함을 가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한
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강우의 부족으로 인한 토양수분의 감소도 중요한 가뭄판단 기준
이 되지만, 농업용저수지의 의해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의 경우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량 저
하로 인한 용수공급량 부족이 가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
당량의 논 지역은 농업용저수지를 통해서 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농업용저수지의 특성에
맞는 가뭄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의 저수량을 기준으로 하
는 가뭄지수(Reservoir Drought Index: RDI)를 산정하고, 과거 및 미래시기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적 가뭄의 심각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계절별 가뭄지수의 비
교를 통하여 대표적인 농업재해인 봄 가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후변화와 시나리오를 저수지 물수지에 적용하고, 모의된 저수량 결
과들의 확률분포형을 도출하고, 비초과확률을 통한 농업용저수지 가뭄지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적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10개의
GCMs의 각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앙상블 기법을 통하여 극한 가뭄 발생 시
나리오를 추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농업용저수지는 중부지
역에서 4개소, 남부지역에서 4개소를 선정하였다. 특히, 나주호의 경우 대용량의 농업용저
수지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응 능력이 저하될 경우 인근 농업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로 선정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기후변화가 가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연구용역”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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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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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저수지, 농업수리시설 연계, 물수지 분석
최근 2015년에서 2017년에 우리나라는 연속적인 가뭄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
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가뭄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수리시설의 연
계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한국농
어촌공사의 대상 지구 중 양수저류 지구 등을 포함한 8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저수지 수위 및 제원, 물관리 현황 자료와 함께 과거 기상자료와 RC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과거 가뭄 이력 평가를 위하여 약 40년에 대하여 저수
지 물수지 및 작물 필요수량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연계 사업 후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미래 기상자료에 대하여 2100년까지 저수지 물수지 분석과 양수장 등을 포함
한 연계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미래시기에 대상 농업수리시설 대부
분이 지속적으로 가뭄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수장 연계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기후변화가 가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연구용역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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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전략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hunj@ekr.or.kr
2017년 5월 우리나라는 고온현상 발생으로 인해 4년 연속 평균기온 최고기록 1위를 경
신하였다. 6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어 1973년 이후 최소 3위를 기록
하였고, 7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무더위, 폭염 및 열대야 현상이 연일 이어
졌다. 장마기간에도 남부와 중부지방의 큰 강수량 차이로 인해 중부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많았던 반면,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적
극적 행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에는 기후변화에 의해 지표수 및 지하수가 고갈되
어 지역 간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기온 상승, 퇴적물 증가, 오염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해 원수 및 식수의 질이 저하되는 등 수자원 및 식량 부문에 위기가 찾아올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는 향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식량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용수공급기반 다각화, 수리시설 안전대책 강화, ICT 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시스템 운영,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사는「기후변화가 가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과학적 기후패턴과 가뭄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대책
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 이수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가뭄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가뭄대응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지적 가뭄 빈발에 대응하기 위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
로 연계 배분하는 수계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아산
호-금광･마둔저수지 수계연결,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뿐만 아니라 그 간 가뭄
에 나타났던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
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뭄 발생이 높은 위험지역에 대해 4대강 11개 다기능 보에 추가 확보된 여유
수자원을 물부족 지역에 공급하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진보강 대상시설
확대 및 설계기준 보완,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농업기반시설 매뉴얼 정비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영향‧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중장기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업재해 예방과 기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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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및 시범적용
배승종1, 김수진1, 김성필1, 은상규1, 최진용2, 유승환3, 정경훈4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전공

2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3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4

bsj5120@snu.ac.kr
키워드: 농어촌용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변화, 이수, 치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정비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다학제간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방안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won, 2005).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및 지
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다. 2016년 20개 관계부처가 참여
하여 수립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6~2020)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는 체계적인 기
후변화 적응대책의 핵심 과제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2항에서는
농업･농촌, 임업･산림,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취약
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분야는 농촌진흥청, 임업분야는 산림청에서 위임을 받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6-16호, 산림청 고시 제2017-14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한국농
어촌공사가 위탁받아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의 기후변화
에 대한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분석 프로토콜 개발, 영향평가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있
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시범적용을
통해 적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실태(시범)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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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 Readiness in Establishing Carbon Market in the context
of Paris Agreement
Suh-Yong Chung
Korea University, Korea
mahlerchung@korea,ac.kr
key words: Carbon Market, Linkage, Paris Agreement, Northeast Asia, ETS
Since the Pari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16, there have been
growing expectations regarding new cooperation method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arbon market in Northeast
Asia. Unlike the Kyoto Protocol, which assumes regional cooperation mainly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o jointly reduce GHGs
emissions, the Paris Agreement opens up new opportunities for countries to
cooperat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ow carbon development
action plans in the region. In this context,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arbon market in Northeast Asia should also be actively pursu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arbon Market in Northeast Asia, however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s on various issues such as how to best make regional carbon
market fit into the context of the Paris Agreement, what are the political
conditions that Northeast Asia need to address for creation of Carbon Market
in Northeast Asia and how technical issues such as linking ETSs can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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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and Challenges of Linking Emissions Trading System
in Northeast Asi
Maosheng Duan
Tsinghua University, China
duanmsh@tsinghua.edu.cn
Linking the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of China, Japan and Korea is
the focus of many research and discussions, but linking different ETSs requires
harmonization of the design of different systems from many aspects, such as
offsetting

and

compliance

rules,

in

addition

to

the

necessary

political

willingness. Although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direct and full linking of
ETSs in northeast Asia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preparation for the
middle- and long-term linking could be done from many aspects: 1) enhancing
understanding of detailed design of relevant systems and the underlying
reasons; 2) analysis of elements of the system need to be harmonized for
linking and possibilities and possible approaches to harmonize these elements;
3) gradual harmonization of relevant ETS elements, especially technical issues
such as the MRV system, through the review and revision process to make the
systems linking ready; 4) piloting indirect or limited linking of the systems
through for example use of credits from other systems for compliance purpose
in some systems with specific limitations.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2 of the Paris Agreement, the
detailed rules of which are still under discussion, will provide a general
context of the future linking of northeastern Asian ETSs, including the
tracking of inter-country transaction of credits, accounting in the assessment
of achieving NDC targets. To establish an isolated regional carbon market in
northeaster Asia through article 6.2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have some
basic infrastructures such as registries and transaction log. Tracking and
accounting requirements are easier to be achieved in national system compared
to regional systems and the emergence of China’s national ETS will help to
pave the basis for future linking of ETS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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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 Carbon Market: Fram a Japan's Perspective (tentative)
Yuji Mizuno
IGES, Japan
y-mizuno@iges.or.jp
Japan established and is implementing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with 17 partner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aim of the JCM is to
facilitate diffusion of leading low carbon technologies, and to contribut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by facilitating global actions for GHG
emission reduc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JCM appropriately evaluates contributions to GHG emission reductions from
Japan in a quantitative manner, by applying MRV methodologies, and uses
them to achieve Japan’s NDC. The JC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1) Ensuring the robust methodologies, transparency and theenvironmental
integrity;
(2) Maintaining simplicity and practicality based on the rules and guidelines;
(3) Preventing uses of any mitigation projects registered under the JCM for
the purpose of any other international climate mitigation mechanisms to
avoid double counting on GHG emission reductions.
The JCM applies the concept of eligibility criteria in ensuring environmental
integrity, consist of simple check list provided for project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 proposed project under the JCM and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y. In the JCM, emission reductions to be credited are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emissions” and project emissions. The
reference emissions are calculated below business-as-usual (BaU) emissions
which represent plausible emissions in providing the same outputs or service
level of the proposed JCM project in the host country. This approach will
ensure a net decrease of GHG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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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Emerging Cooperation Mechanisms for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Ruben Lubowski, Alex Hanafi
Environment Defense Fund, USA
rlubowski@edf.org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cludes important language affirming the role of
voluntary mitigation trading across countries, with provisions to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Existing models for crediting emissions reductions,
such a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of the Kyoto Protocol, suffer
from a host of shortcomings. A new generation of market mechanisms will
need to evolve that is consistent the provisions of Paris, including the
requirement to avoid “double counting” of reductions. Coalitions of interested
countries can begin right away in developing and piloting rules and guidance
for market cooperation. This presentation will outline key elements required for
environmental integrity of carbon markets under Paris and present two
complementary approaches currently i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large-scale, jurisdictional programs for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Moving to higher geographic scales for
accounting and implementation is a critical condition for environmental integrity.
First, a “climate team” composed of a small group of countries would finance
and transact reductions at a government-to-government scale, with an initial
pilot proposed for New Zealand, Korea and Colombia.
Second, a “REDD+
Acceleration Fund” would provide an intermediary function to connect tropical
forest jurisdictions with emerging private compliance markets, including for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ecause avoiding deforestation is a large source of
relatively low cost reductions available in the near term, REDD+ is estima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lowering costs and enabling greater ambition via
emerging carbon markets in Nor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The emerging
approaches to operationalize REDD+ transfers could also provide a model for
high-integrity carbon market developments more broa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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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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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가뭄대응정책 현황 및 향후방향
권기원, 김덕진, 조재연, 황태웅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상수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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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뭄 대비 다목적댐 및 용수댐 비상대응 대책 수립
조완희, 김현식, 임동진, 이동훈, 김동훈
K-water 통합물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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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 대응 지역 가뭄계획 수립 지침 개발
김태웅1, 박동혁2
1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2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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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가뭄대응 종합대책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pates63@ekr.or.kr
우리나라는 ’73년 기상관측 이래 전국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가뭄이
5~7년 주기로 반복되었고,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지적 가뭄이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면서도 홍
수나 가뭄강도는 더욱 세어져 극한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업 가뭄은 ’12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극한 가뭄도 지역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듯 상시화, 가속화 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조속히 도입하고,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가뭄이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
하는 농촌용수 확보 및 공급체계를 정비 하여야 할 때이다.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최근
특히 가뭄이 심했던 경기, 충남, 전남 지역의 수계 연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저수지
준설, 노후 수리시설 보수와 보강, 물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을 제고해야 한다. 상습 가뭄지역에는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지에서
흘러나오는 퇴수, 하수 정화수, 지하댐을 통한 지하수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작물 재배체계 재편, 재해･영농 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 미래 가뭄대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가 가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과학적 기후패턴과 가뭄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 이수안전도 향상을 목
표로 하는 지역별 가뭄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여 가뭄대응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지적 가뭄 빈발에 대응하기 위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연계 배분하는 수계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수계연결,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뿐만 아니라 그 간
가뭄에 나타났던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먹을거리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
려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기본이다. 이는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며,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서 우리 농어촌
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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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가뭄대응정책 현황 및 향후방향
권기원, 김덕진, 조재연, 황태웅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상수도처
get1@keco.or.kr
키워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계획, 식용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가뭄정보관리,
취수가능일수, 가뭄예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공급망 연계체계
구축사업, WASCO사업, 물수요관리 목표제, 이동형 해수담수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가 심화되면서 생활
및 도시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상수도분야 물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수도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가뭄에 적응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 및 정책은 크게 수요관리, 시설정비, 비
상대책, 정보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상수도분야 마스터플랜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뭄분석 및 가뭄대응
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물수요관리계획을 통해 가용수자원을 추가확보하고 물이용
을 효율화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용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가뭄발
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수요자에 한정하여 국가상수
도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수도분야 가뭄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상
수도공급과정중 물손실을 저감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WASCO 사업을 적극 추진
함으로써 가뭄예방 및 피해저감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가뭄에 취약한 농어
촌지역에 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수원으로 인해 갈수기마다 생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상수도간 연계관로
를 확충함으로써 공간적 가뭄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수도 및 물환경 분야에서도 중수도 및 하폐수 재이용 사업 확대로 2차적인 수자원을
추가확보하고 있으며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및 지하수 함양을 유도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사
업(LID사업) 내에서 빗물함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호주 밀레니엄가뭄과 같은 메가가뭄 발
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물수요관리 목표제
를 도입･강화하여 추가적이고 2차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가뭄시 행동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비상시 상수도 생산･공급시
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상수도분야 가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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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뭄 대비 다목적댐 및 용수댐 비상대응 대책 수립
조완희, 김현식, 임동진, 이동훈, 김동훈
K-water 통합물관리처
wanhee@kwater.or.kr
키워드: 장기가뭄, 용수공급, 비상대응 대책, 가뭄재난 매뉴얼, 연계운영, 비상공급
2017년 한해 동안 전국에는 평년의 74%에 해당하는 1,000 ㎜가 채 되지 못하는 강우
가 기록되었다. 특히, 경남 그리고 전남 등 남부지역은 평년대비 절반수준의 강우를 기록
하였다. 충남지역의 보령댐은 건설이후 역대 최저인 약 8%까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K-water에서 관리하는 6개 댐에서 역대 최저의 저수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
한 것은 2013년부터 전년도 2017년 까지 5년 연속으로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보령댐 도수로, 금호강 비상용수 공급시설의 건설, 평림댐과 수양제
연계관로 구축 등 가뭄대책 사업의 적기 시행을 통해 다행히 국가적 위기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가뭄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국내
총 저수용량의 약 70%, 용수공급량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는 K-water는 장기가뭄을
대비한 다목적댐 및 용수댐 비상대응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K-water에서는 가
뭄지속시 최소한의 용수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다목적댐 및 용수댐 용수공급 조
정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가뭄대응 프로
세스, 용수지원, 주요 협업, 임무 및 역할 등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세
부적으로 규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수계
내 연계운영, 비상공급 대책 등을 고려한 용수공급 대책 수립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
는 경우에도 댐용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악의
경우 활용 가능한 저수위 이하 비상용량 규모 및 비상 펌핑시설의 설치방안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상 패턴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 대비 및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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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 대응 지역 가뭄계획 수립 지침 개발
김태웅1, 박동혁2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twkim72@hanyang.ac.kr

1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smilehyuki@hanyang.ac.kr

2

키워드: 기후변화, 극한가뭄, 가뭄계획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극한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
고 있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작으나 그 피해 규모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뭄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뭄 대응 선진국들은 가뭄에 대
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꾸준히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가뭄계획을 주별로 수립하여 가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관련 부처별 또는 물관
리기관 별로 사후 대응 매뉴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매뉴얼들은 가뭄단계에 따른
조직별 책임 및 역할과 가뭄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대책을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뭄 대응 보다는 가뭄의 원인을 제거하
여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가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가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충청도 지역에 큰 가뭄
이 발생하고 가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뭄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
나, 가뭄 계획을 작성할 표준화된 형식이나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범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표준화된 가뭄계획 수립은 가뭄에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다. 표준화된 가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가뭄계획 작성 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계획 필요한 항목, 항목별 작성 유의점을 6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지역별 표준화된 가뭄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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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robust multi-reservoir operations to manage
food-energy-water tradeoffs in the Red River basin, Vietnam
Patrick M. Reed (Presenter)1, Julianne Quinn1, Matteo Giuliani2,
Andrea Castelletti2
Cornell University, USA, Politecnico di Milano

1

2

patrick.reed@cornell.edu
Keywords: multi-objective, robust control, river basin management, floods, droughts
In the Red River basin of Vietnam, reservoirs and dams serve as important
sources of hydropower production, multi-sectoral water supply, and flood
protection for the capital city of Hanoi. Operating these reservoirs to buffer
against seasonal droughts while also managing extreme floods is challenging,
especially given the monsoonal system’s high intra-annu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Compounding these challenges are deep uncertainties in how
socioeconomic and climatic pressures will evolve in the future.
※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through the Network for Sustainable Climate Risk Management (SCRiM)
under NSF cooperative agreement GEO-1240507 and the Penn State Center
for Climate Risk Management. Any opinions, findings, and conclusions or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is material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funding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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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of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planning from
climate change adaptation perspective using real option
analysis
Seung Beom Seo1, Sun Hoo Ihm2, Young-Oh Kim3,
Post-doctoral scholar, Institute of Engineering Research, Seoul National Univ.,

1

Korea, Researcher,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rofessor, Dept. of Civil &
2

3

Environmental Eng., Seoul National Univ.
sbseo7@snu.ac.kr
Keywords: real option analysis, robust, adaptive, decision making, economic feasibility
For

adaptation

to

the

changing

climate,

planning

of

new

water

infrastructures should be carefully evaluated by either “robust” or “adaptive”
decision making methods. For this purpose, a new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ramework is developed using real option analysis that can reflect “robust” and
“adaptive” perspectives in decision making. To reflect uncertainty in climate
(“robust”), the probabilities of drought occurrences are estimated by the results
of

dam

storage

simulation.

To

provide

flexibility

in

decision

making

(“adaptive”), three different types of real options are used as a form of a
decision tree. By re-evaluating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oryeong Dam
conduit project, it is found that the “abort” option can be the best choice for
minimal economic loss on the project. Further, more conditions for maximizing
economic feasibility on the project were addressed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invest” option would be more economically feasible than
“abort”

option,

when

the

probability

of

severe

drought

increases

by

approximately 20%. Thus, though the Boryeong Dam conduit project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for now, it might be an appropriate infrastructure if it is
constructed

in

the

future,

when

the

probability

of

drought

occurrence

increases.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fromthe Advanced Water
Management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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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and adaptive dam operating rules in climate change
Hae Na Yoon1, Seung Beom Seo2, Gi Joo Kim1, Young-Oh Kim1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

Institute of Engineering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hny418@snu.ac.kr
Keywords: Dam operating rules, Robust optimization, Robust decision making.
In the past decades, dam operating rules have been determin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uture will be similar to the past, but this may no longer
be vali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am operating rules considering
uncertainty in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Robust-SDP, which combines
Robust Optimization (RO) and 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 (SDP), is
proposed to estimate dam operating rule. SDP is a traditional optimization
method that finds the optimal amount of discharge based on current reservoir
condition (storage) and predicted inflow, whereas RO finds solutions which stay
in the robust area by controlling the objective terms.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RO can be composed by robust terms such as reliability, vulnerability, and
deviation. This study constructs the robust terms which relative importance are
adjustable by their weights, and identifies how these terms affect dam
operating rules in climate change. The dam operating rules are evaluated with
various test cases and performance indices. Besides, several initial storages
which can represent drought conditions are considered. Then the results are
visualized with decision scaling methods to support decision-makers. This
process allows decision makers to determine a robust and adaptive dam
operating rule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uncertainties.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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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Methodology to Design and Evaluate Climate
Adaptation Policies
Hirokazu Tatano (Presenter)1, Toshio Fujimi2
Professor,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Japan,

1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2

Kumamoto University
tatano.hirokazu.7s@kyoto-u.ac.jp
Keywords: Climate Change Adaptation, Decision-Making, Socio-Economic
Scenario, Scientific Uncertainty
Frequency and severity of extreme weather events have been increasing
under climate change. Our society requires adaptation policies for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typhoons, and high tides cau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For implementing such adaptation policies, we must make
policies and estimate their effects in a long future under deep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projection and socio-economic situation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tegrated methodologyto design and evaluate
adaptation policies to extreme weather events. The methodology consists of
three parts; (i) decision model under scientific uncertainty of climate change,
(ii) design of socio-economic scenario, and (iii) method to design and evaluate
adaptation policies. The first part applies a decision theory under uncertainty
to

scientific

uncertainty

of

natural

disaster

risks

predicted

by

D4PDF

simulation results. The second part develops a method to predict exposure,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of

population,

industry,

and

infrastructures.

Combining these two parts, the third part constructs a dynamic decision model
to

design

and

evaluate

adaptation

policies.

We

demonstrate

how

our

methodology works by implementing a hypothetical case study with a simple
toy model.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from Integrated Research
Program for Advancing Climate Models [TOUGOU],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Governmen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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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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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hared Vision Planning to Local Water Management Ji Woong Yoon1, Young seok Yoon1, Young-Oh Kim2,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he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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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Stakeholder Engag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Shared Vision Planning
This research proposes a decision making model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stakeholder engagement. Traditional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ults in
severe conflicts among the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revealing limitation
to utilize local knowledge and resource effective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 empirical governance model that guarantees the stakeholder engagement
with the initiative integrated into decision making process. Using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Water Management Council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decision making process,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competing ends to
reach mutually satisfactory water management policy. The study shows the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on water supply plan to tackle the severe
drought in eight municipalities using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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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Water Policy Council in South Chungchung
Province
Gi Joo Kim1, Seo Hyung Choi1, Seung Beom Seo2, Young-Oh Kim1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

Institute of Engineering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Keywords: drought damage, Shared Vision Planning, Shared Vision Model, consensus
Due to increasing multi-year drought recently, the people from South
Chungcheong Province are also suffering from heavy drought since 2015.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numerous
alternatives to help the people affected by the drought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However, tradi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requiring a new process that involves
participation from various groups. In this research, a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was developed with Stella Architect to help the decision makers to reach
a consensus with less conflict. The developed model consists of not only panel
to calculate water shortage in each district but also panel for reliability,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of the Boryeong Dam, which is the main water
supply source to the eight district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s a
result,

an

easier

consensus

between

policymakers

and

stakeholders

was

achieved from several discussions in committee meetings by the use of
developed Shared Vision Mode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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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to define future ant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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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2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Engineering, University of Melbourne

Generalizing uncertainty decomposition theory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Ilsang Ohn1, Yongdai Kim1, Jae Kyoung Lee2, Yong-Oh Kim3
Department of Stat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College of
Engineering,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Daejin University,
3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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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ng climate model similarities and hydrologic uncertainty to
quantify future streamflow projections
Kuk-hyun AHN
Gongju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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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oil moisture, rain and flood extremes in a warming climate
–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to define future antecedent conditions
Seok hyeon Kim1, Yushan Guo1, ConradWasko2, Ashish Sharma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

Sydney, Australia, 2Department of Infrastructure Engineering, University of Melbourne
Keywords: Climate change, floods, soil moisture, precipitation, satellite remote
sensing, antecedent conditions
Floods are the largest natural disaster known to mankind, occurring every
year and causing significant loss of human lives and incalculable economic
damage. It has been speculated that floods will intensify under a warming
climate due to spatiotemporal changes in two key factors: incident rainfall and
the soil moisture conditions preceding rain.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rainfall distribution is likely to become more concentrated in time and
space with each degree rise in temperature. This, by itself, will lead to peakier
flood extremes, even without any change in the volume of rain that falls,
which in itself is expected to increase as per the Clausius Clapeyron
relationship. A contradicting evidence to this, however, was presented in a
global study using observed flood records in more than 5000 anthropogenically
unaffected catchments, which appeared to indicate an overall decrease in
moderate flood peaks.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is
apparent anomaly, and seeks to use the power of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derived soil moisture to do s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lood extremes and soil
moisture conditions over hundreds of catchments from the Australian
Hydrologic Reference Stations (HRS) dataset. The HRS catchments have
relatively long-term records of high quality stream flow data which are not
impacted by anthropogenic factors such as river flow regulation and land use
change. We assess how the pre-and post-storm soil moisture conditions are
distributed in time and space with the temperature increases, using
multidecadal rainfall, soil moisture and temperature data from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reanalysis products.
※ This work has been undertaken as part of a Linkage Project (LP160100620)
funded by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nd Water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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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ing uncertainty decomposition theory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Ilsang Ohn1, Yongdai Kim1, Jae Kyoung Lee2, Yong-Oh Kim3
Department of Stat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College of Engineering,

1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Daejin University, 3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ydkim0903@gmail.com(e-mail of presenter)
Keywords: climate change impact study, down scaling, emission scenario, GCM,
hydrological model, total uncertainty, uncertainty decomposition.
Most studies of the uncertainties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focus
on each stage independently without considering correlations between stag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ach stage to
the total uncertainty and identify how uncertainties are propagated as the
stages proceeds.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method for decomposing total
uncertainty to individual stages. The proposed method is more theoretically
sound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because the sum of the uncertainties from
individual stages is always equal to the total uncertain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our proposed method are more consistent with our general intuition
about uncertainty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17AWMP-B0830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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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ng climate model similarities and hydrologic
uncertainty to quantify future streamflow projections.
Kuk-Hyun Ahn
Gongju University, Korea
The quantification of uncertainties in projections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hydrologic response is of particular interest for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uncertainties arising from (1)
the climate model, with and without an accounting of intermodel similarities,
(2) the hydrological model with two different error model definitions, which
have received less emphasis in studies propagating uncertainty through climate
change

impacts

on

hydrologic

alteration.

Through

a

Bayesian

modeling

framework, the proposed statistical framework is utilized to explore various
definitions of uncertainty source and to develop a series of nested formulations
that can evaluate the leverage of specific uncertainty sources in quantilesof
future streamflow. The quantiles inferred by each formulation are compared in
a case study for the Yongdam Basin in Korea.Results indicate that the
variance of hydrologic response is underestimated if climate model similarities
are

ignored,

and

in

many

cases,

the

mean

changesare

overestimated.

Furthermore, hydrologic uncertainty provides the most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certainty in a high quantiles. The approach of quantifying uncertainty
presented

here

has

the

potential

to

better

depict

overall

multi-source

uncertainty in projections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hydrolog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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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PEMFC용 저가 전해질막 및 막전극접합체(MEA) 제조 기술 개발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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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김창희, 조현석,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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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 전극촉매 최신 기술현황
박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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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용1, 김태현2, 김형준3, 박치훈4, 손태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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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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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수소저장을 위한 질소 화합물 합성
박현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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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의 저가화 및 고성능화를 위한 MEA 연구 동향
임성대, 우승희, 조성훈, 박석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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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PEMFC용 저가 전해질막 및 막전극접합체(MEA) 제조 기술 개발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hjkim25@kist.re.kr
키워드: 인산 도핑 고분자 전해질막, 전극 바인더, 고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용
막전극접합체, 전극 대면적화
본 발표에서는 신규 전해질막과 새로운 전극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고온 PEMFC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막전극접합체(MEA)의 제조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기계적 강
도가 우수하고 프로톤 전도도가 높은 para 형태의 폴리벤지미다졸(p-polybenzimidazole;
p-PBI)을 고분자의 isolation 과정 없이 in-situ로 인산이 도핑된 전해질막을 제조하였
다. 단량체의 순도, 중합 반응 시간, 온도, 승온 방법, stirring 방법, 및 PPA의 가수분해
방법의 변수에 따라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전해질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성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대면적 전해질막을 대량으로 생
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있다.
전극 바인더의 기체 투과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PBI 고분자에 새로운 작용기를 도입하였
다. 이렇게 제조된 고분자는 기존의 PBI에 비해 훨씬 높은 산소투과도를 가지고 있어 추
후 전극 바인더로 활용할 경우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새로운 전극 제조 방법과 in-situ 전해질막을 이용해 고온 PEMFC용 MEA를 제조하였
다. 이용되는 바인더가 전극에 균일하게 도포하기 바인더의 분산성을 향상시켰다. 본 개발
기술을 이용해 촉매의 로딩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인산의 유출도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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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수소생산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김창희, 조현석,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chk14@kier.re.kr
키워드: 재생에너지 3020, 수전해, 수소 생산,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재생전력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로 늘리고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생 전력의 안정성 확보 및 미유용(surplus) 전력의 저장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공급 균형화 및 장주기
에너지 저장 기술의 시장창출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생전력연계 수전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들의 종류와 각 기술별 장단점을
논의하고 재생전력과 연계시에 고려해야될 부분과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통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M1A2A2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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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 전극촉매 최신 기술현황
박구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gugon@kier.re.kr
키워드: 연료전지, 전극촉매, 내구성, 가격, 백금, 코어쉘
상용화를 앞둔 연료전지 기술은 소형 열병합 발전용 및 자동차용 시스템 위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 가격과 수명 측면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은 연간 50 만대의 자동차 생산시
전체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극촉매 부분이 약 48%의 가격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극촉매의 가격저감을 위해서 귀금속 절대사용량 저감 및 촉매 자체의 활성 증대 두가
지 연구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Dealloying, nano-segregation, nanoframe, octahedra
등 다양한 표면 특성 조절 및 형상 제어를 통해 촉매의 질량활성을 극대화 시키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산성을 고려할 때 코어쉘 형태의 전극촉매가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극촉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촉매기술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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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알칼리 연료전지 적용을 위한 신규 전해질막 제조 및 특성평가
남상용1, 김태현2, 김형준3, 박치훈4, 손태양1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인천대학교 화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1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과

4

walden@gnu.ac.kr
키워드: Fuel cell, alkaline membrane fuel cell, anion exchange membrane,
composite membrane
연료전지 시스템 중 PEMFC(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이 가장 잘 알려
져 있다. 이 PEMFC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key part는 proton exchange membrane이
고, Dupont사에서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는 과불소계 고분자를 이용한 Nafion이 가장 유
명하다. 하지만, Nafion막의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Nafion막의 안정성, 귀금
속계 촉매를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최근 들어 비귀금속
계 촉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PEMFC보다 덜 가혹한 환경에서 구동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key part는
anion exchange membrane이다. 하지만, anion exchange membrane의 시장은 그렇
게 크지 않고, 상용화 되고 있는 anion exchange membrane 또한 판매가 되지 않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anion
exchange membrane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도기를 고분자에 도입
할 시의 전도기의 안정성과 전도특성을 실험적 방법과 이론적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하였
으며, 다양한 백본의 고분자를 합성, 개질하여 새로운 형태의 anion exchange membrane
을 제조하였다. 또한 화학적 안정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다공성 지지체에 신규
합성한 고분자를 함침하여 강화복합막을 제조하거나, 다양한 가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
였다. 신규 고분자로 제조된 멤브레인과 강화복합멤브레인은 우수한 알카리 전도성을 나타
냄과 동시에 우수한 기계적안정성, 내구성을 나타내어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NRF-2015M1A2A2057701(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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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수소저장을 위한 질소 화합물 합성
박현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센터
hspark@kist.re.kr
키워드: 연료전지, 전기화학, 수소, 질소환원, 전극촉매
수소는 연료전지 등을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서 높은 압력과 매우 낮은 온도
(예를 들어, 700기압 혹은 –252도씨)가 필요하며, 이의 기술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저장 대체 화학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액화하기 쉽고 (끓는점 –32도씨), 현재에도 현대 화학공업의 기초
적인 재료 화학물질로서 비료, 플라스틱, 화약 등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 저장과 수
송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암모니아를 수소저장 물
질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현재 하버-보쉬 공정을 통해 수소와 질소를 열화학적으로 반응시켜 합성되
는데 해당 반응은 150-250 기압의 고압과 400-500 도씨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때 석탄,석유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합성을 위한 고온-고압 반응조건을 만들기
위해 암모니아 1톤 생산당 2톤에 해당하는 CO2를 배출하며, 이는 연간 CO2는 전세계 배
출량의 1%에 해당한다.
최근, 전기화학적인 질소환원을 통한 암모니아를 생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화학적 질소환원은 저온-저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과 CO2 배출없이 암모니아 합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온-저압 전기화학적인 질소환원과 암모니아 합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기화학 촉매에 대해 논의하며, 기초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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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의 저가화 및 고성능화를 위한 MEA 연구 동향
임성대, 우승희, 조성훈, 박석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jimmyim@kier.re.kr
키워드: 고분자 연료전지, MEA, 촉매층, 이오노머 바인더, 성능, 저가
본 발표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 막전극접합
체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MEA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연료전지의 전기화학반응을 수행
하는 부분으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저가화 및 고성능화를 위한 핵심 부품이다. MEA 연
구는 분석이 어려운 나노 구조의 특성과 이곳에서의 복잡한 물리 현상으로 인하여 설계를
통한 체계적 접근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적 최적화를 통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 MEA의 혁신적 성능 개선을 위하여 MEA에서도 특히 촉매층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이곳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촉매/이오노
머 계면 구조 및 이 계면에서의 산소확산은 MEA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본 연구팀에서의 주요 접근 방법
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두 발표

F 발표장

[기획세션]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R&D (13:00~16:30)

좌장 :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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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구축 현황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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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구축 방법론 소개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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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통합모형을 이용한 에너지전환 정책 시나리오 분석
양유경1, 장미란1, 강성원1, 백천현2, 정용주3, 김동우4, 김인숙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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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통합모형을 이용한 전기차 보급정책 시나리오 분석
정은혜1, 강성원1, 최동구2, 김동우3, 김인숙3
1

F-23

F-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2동의대학교, 3부산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포항공과대학교, 3한양대학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링
시스템(GUIDE)의 개발
우정헌1, 유승직2, 김윤관3, 장영기4, 조경두5, 김동영6, 이종현7, 이태형8,
B.H. BAEK9, 김재훈3, 김정4, 김윤하1, 이민영10
1

건국대학교, 2숙명여자대학교, 3그린에코스, 4수원대학교, 5인천발전연구원,

6

경기연구원, 7EH R&C, 8한국외국어대학교, 9UNC,

10

A.K.A Inc.

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비교 분석
유승직, 홍지혜, 선태이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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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농업, LULUCF분야 국가온실가스배출·흡수계수 정량·평가
방법론 연구
조창상1, 전의찬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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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구축 현황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kbchang@kei.re.kr
키워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모형, 에너지 기술 선택모형,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에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안 및 솔루션의 이행
에 따른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본 과제의 기술개발 목
표는 온실가스 정책 및 기술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의 변화를 온실가
스 감축의 잠재량, 비용, 효과, 영향 등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안 도출 및 솔루션 개발 관점에서
의 핵심 기반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과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잠

재력 변화를 모델링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시경제, 산업연관 효과, 시장 수급변화 등의 경
제적 측면에서의 잠재력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기술의 개발(국외 기술의 한국
화) 및 고도화(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종 연구개발 목
표를 달성할 경우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 기반기술 분야의 국제적 경쟁우위 확보와 기후
변화대응 역량 강화 관점에서 핵심적 기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내생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경
제적 잠재력과 기술적 잠재력을 통합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을 시도한다. 통합모형의
상향식 모형에서는 기술조합의 선택결과를 반영한 에너지 공급량을 하향식 모형에 전달하
고, 하향식 모형에서는 시장거래의 결과를 반영한 에너지 수요량과 에너지 가격을 상향식
모형에 전달하면, 상향식 모형의 기술조합 정보와 하향식 모형의 경제변수 정보를 일관된
분석틀 안에서 생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된 감축잠재량은
기술적 감축가능성과 경제적 환류효과가 고려된 감축잠재력이므로 모형의 한계에 의한 왜
곡의 위험이 적으며,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감축계획 수립과 보다 공정한 감축정책 평
가에 사용될 수 있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0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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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하향식 온실가스 통합 감축 시스템 구축 방법론 소개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swkang@kei.re.kr
keyword: Top-down, Bottom-up , CGE, Climate change, GHG reduction
Global

economic

models

are

suitable

for

analysis

of

certain

countries

depending on which country’s reference data is used for estimating parameters
and elasticities. Ideally, each country develops a model using own statistical
data, however, model development is data intensive and time consuming work.
We

developed

a

single

regional

integrated

model

linking

top-down

and

bottom-up in order to estimate the GHG mitigation potentials from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technology changes. In particular, we construct an
integrated top-down and bottom-up system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Korea
The newly integrated model employs CGE for the top-down module and LP
for the bottom-up module.We modified the bottom-up models to build a
linkable model. The objective function was changed from cost minimization to
consumer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The investment cost function also
changed in order to include capital recovery factor. Since it is handled in the
top-down model, we have deleted the emission cost function. Additionally, we
relaxed the demand constraint functions and add quadratic terms to the
objective function. In order to construct an integrated model, we adopted
PMP(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ology.

In

our

integrated

model, solutions of the top-down model such as demand, price, interest rate,
wage rate become the parameters of the bottom-up model. Also, the solutions
of the Bottom-up model -supply, energy demand, intermediate demand, labor
input, capital input- become the parameters of the top-down model. When
each

module

exchanges

the

solutions

a

number

of

times

and

satisfies

convergence condition, it finally gets solution.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0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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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통합모형을 이용한 에너지전환 계획 정책시나리오 분석
양유경1, 장미란1, 강성원1, 백천현2, 정용주3, 김동우4, 김인숙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부, 동의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2

1

3

4

ykyang@kei.re.kr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계획, 상하향식 통합모형, 에너지기술선택모형, CGE모형
2017년 5월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의 전환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고히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관련한 정책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정책이 주는 파급효과에 대해 전력부문 통합모형을 이용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U 시나리오로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의 기본가정과 설비계획을 반영하였다. 시나
리오 1은 원자력 발전에 강력한 양적규제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발
전원에 대해서는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2는 석탄화력발전에 양적
규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발전보조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적인 발전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 3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에 양적규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보조금은 물
론 환경비용을 발전원별로 적용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현황을 반영하는 전력부문 상향식 모형 및 감축 정책의
산업/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하향식 모형을 연계하여 구축한 전력부문 상하향 통
합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1) 친환경적인 발전믹스를 구성할 수 있
는지 확인하고, 2) GDP, 전력가격, 주요 산업 생산량 변화 등을 통해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며, 3) 정책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중장기 목표인 2030년까지
25.7% 감축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0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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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통합모형을 이용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 시나리오 분석
정은혜1, 강성원1, 최동구2, 김동우3, 김인숙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1

2

3

jungeh@kei.re.kr
키워드: 전기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상･하향 통합 모형, 시나리오 분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송 부문
연비 개선 및 그린카 도입으로 온실가스 178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가 전체 감축량 목표가 23,310만 톤인 것을 고려할 때, 그린카 도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 부문 상･하향 통
합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다. 통합모형을 이용하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석유사용량 감소 뿐
아니라 전력수요 증가분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일반균형 모형에서 반영할 수 있어, 전기차 정책 효과의 여러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2020년에 현재 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 이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전기차 보급 정책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친환
경차 협력금 제도로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차종에 부
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담금
및 보조금은 전기차를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책정한다. 다른 하나는 무공해차 의무 판매 제도로서, 자동차 판매회사에 무공해차
판매 비율을 일정 수준 할당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각각의 시나리오
에서 경제적 효과, 환경 영향, 차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0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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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링 시스템(GUIDE)의 개발
우정헌1, 유승직2, 김윤관3, 장영기4, 조경두5, 김동영6, 이종현7, 이태형8,
B.H. BAEK9, 김재훈3, 김정4, 김윤하1, 이민영1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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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린에코스, 수원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6

경기연구원, 7EH R&C, 8한국외국어대학교, 9UNC,

10

A.K.A Inc.

jwoo@konkuk.ac.kr
키워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GUIDE, CREATE Inventory, RSM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인 GUIDE(GHGs and Air pollutants
Unified Information Design System for Environment) 모형은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MESSAGE/AIM, GAINS, ABaCAS 등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대상 구성요소로는 1) 통합배출 인벤토리
정보구축과 정책지원용 대기화학이동모델링 시스템, 2)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통합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모형, 그리고 3) 모든 연구 결과물을 통합하여 서비
스할 수 있는 의사 결정지원시스템 플랫폼이 포함된다. 이중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배출 인벤토리 및 화학이동 모델링 시스템 개발 부분의 연구는 현재까지 모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 배출 인벤토리 작성, 블랙카본(BC)의 활동도 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이동오염원의 측정실험 및 검증 작업, 국외 배출량 정보 지원을 위
한 중국과 북한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작성, 그리고 정책지원을 위한 테
스트 시나리오들에 대한 대기화학이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4년 개발계획 중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GUIDE 모
형의 개발 과정에서의 연구적 성과 및 초기결과 등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점검하여 연
구개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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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비교분석
유승직, 홍지혜, 선태이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sjyoo@sookmyung.ac.kr
키워드: 온실가스 배출, 전망, 시나리오
본 연구는 전제조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전망에 있어서 설명변수로 적용되는 전제조건을 인구, GDP, 부가가치, 국
제유가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인구의 고위, 중위, 저위 전망자료, 그리고 유가에 대한
전망 등을 활용하여 총 9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와 GDP, 부가가치의
증가율에 따른 성장 시나리오를 고위, 중위, 저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국제유가의 증가
율에 따른 유가 시나리오를 고위, 중위, 저위 3가지로 설정하였다. 성장요인과 유가요인의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총 9개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전망방법으로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전망 후 합산하여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부 부문별 전망에는 계량경제학 방
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의 차이보다는 인구와 GDP 전망이 보
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6001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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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농업, LULUCF분야 국가온실가스배출･흡수계수
정량･평가 방법론 연구
조창상1, 전의찬2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2세종대학교 대학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1

changsang-@daum.net
키워드: 온실가스 국가배출･흡수계수, 배출･흡수계수 정량 평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당사국총회는 2023년에 제1차 세계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그로부
터 5년마다 이해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년 단위의 이행점검 대비를 위해 분야별 온
실가스 배출계수 검증･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통계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 정책추진 및 평가의 핵심
사항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배출･흡수계수의 개발･검증에 대한 사항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흡수계수의 검증 방법론은 정량, 정성평가가 혼재되어 있으
며, 개발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객관적으로 정량･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공정, 농업, LULUCF분야를 대상으로

필수검증항목

과 품질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정량･평가 방법론을 구축하였
다.
필수검증항목은 산업공정, 농업, LULUCF 분야별 배출･흡수계수를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necessary) 항목으로 최소요구수준을 의미한다. 필수검증항목은 60점으로 이를 미
달성 시 보완을 하여야 한다. 품질평가항목은 산업공정, 농업, LULUCF 분야별 배출･흡
수계수를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아니지만 배출･흡수계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즉, 품질평가항목은 개발된 배출･흡수계수의 품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최대 40점을 부여하였다. 필수검증항목은 행정적 적합성, 배출
계수 결정 방법, 분야별 배출특성,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료의 대표성으로 구분하고,
품질평가항목은 자료의 품질관리, 측정분석의 정확성, 불확도 수준으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의 정량･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600130000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구두 발표

B 발표장

기후변화 적응 II (08:30~10:30)
B-31

기후변화에 따른 콩 재배 위험성 및 적응기술 개발
서명철1, 정유란2, 조현숙1, 김준환1, 상완규1, 이윤호1, 신평1, 백재경1
1

B-32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2APEC 기후센터

Beneficial effect of straw application on decreasing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in rice cropping system
Jin Ho Lee1, Seung Tak Jeong1, Hyo Suk Gwon1, Gil Won Kim1,
Pil Joo Kim1,2,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BK

1
2

B-33

좌장 : 서창완 (국립생태원)

21+ Progr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mportance of annual monitoring on evaluating N2O emission factor
in temperate mono-rice paddy
Hyo Suk Gwon1, Seung Tak Jeong1, Gil Won Kim1,3, Pil Joo Kim1,2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BK 21 progr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
Hawkesbury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Western Sydney University

1

2

B-34

다중기후모형을 활용한 동북아시아의 미래 생물기후권역 변화 범위 분석
최유영, 임철희, 류지은, 전성우, 박선욱, 박동범,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B-35

기후변화를 고려한 남한지역 벼 최적재배법 연구
이은정1, 전성우2
1

B-36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Decision-Tree 분류 방식을 활용한 튀니지 사막화 평가
김지원1, 이우균2, 송철호2, 최솔이2, 박은빈2
1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B-31

기후변화에 따른 콩 재배 위험성 및 적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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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eo@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적응기술, 콩, 작물모형
콩과 같은 노지작물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설을 통한 적응기술 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기계화와 작물의 재배체계 등을 고려한 적응기술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콩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파종시기가 5월 말
과 6월 중순 등 약 15일 전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기가 비슷한 경우가 많았
다. 또한 개화기는 7월 말이 58.2%, 8월 말이 17.7%로 가장 많았으며 약 75.9%가 7월
말에서 8월초에 개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가 7월 중순일 때 수량성이 가
장 높았는데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7월 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콩의 안정적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화기가 짧은 편이 수량성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생육모형(DSSAT)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에서 2020년대, 2030
년대, 2040년대 기후자료를 근거로 하여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콩의 파종시기를 5월 초
부터 7월 하순까지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개화기 및 수량을 평가하였으며 이들 결
과를 기반으로 하여 파종기 이동의 기후 적응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예측 수량의 편차가 있지만 2040년대 수량이 2020년대와 2030년대 수량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파종기별 재배기간의 변이는 6월 중순 파종을
중심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수량의 변화추이를 보면 온난화가 진행되는 가정에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수량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수
원의 경우 현재와 가장 가까운 2020년대에는 5월 파종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2030년대에는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2040년대에는 7월 초순이 가장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지방에 위치한 밀양의 경우도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미래에는 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적정 파종시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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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year field study was conducted in rice paddy to determine how straw
incorporation influences net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using the sum of
methane (CH4) and nitrous oxide (N2O) fluxes and net ecosystem carbon budget
(NECB), and greenhouse gas intensity (GHGI) using net GWP per unit of grain
yield. According to local farmer’s practices, straw was applied over/inner soil
during the dried fallow season and plowed right before flooding. No-straw
treatment was installed for comparison. Methane and N2O fluxes as greenhouse
gas (GHG) were annually monitored using closed chamber method. Soil organic
carbon (SOC) stock changes were estimated by analyzing NECB, which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C input and output. Net primary production (NPP) and
applied straw were considered as C input source, and harvest C removal and
heterotrophic respiration C loss were counted as C output source. Straw
removal depleted SOC stock within 0.24-1.12 Mg C ha-1 yr-1, but straw
applic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SOC stock with the rate of 1.48-2.82 Mg C
-1

ha

-1

yr . Straw spreading over soil was more effective than straw mixing with

soil to increase SOC stock. However, straw application markedly increased GHG
emissions, in particular, CH4 emission during flooded rice cultivation. Straw
application increased CH4 flux by 27-261% over the control, but annual CH4
fluxes were 25-50% lower in straw mixing treatment than straw spreading
over soil. Straw application did not only increase SOC stock but also GHG

emissions, but the net GWP was not big different between straw spreading
treatment and the control, due to increased SOC stock. In comparison straw
mixing with soil could reduce the net GWP by 50-55% over the control. Straw
application increased grain yields by 7-26%over the control. As a result, GHGI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straw

spreading

and

the

control,

but

significantly lower in straw mixing treatment. Conclusively, straw application
could be essential to increase SOC stock without GWP increase in rice paddy.
In particular,the aerobic decomposition of straw during the dried fallow season
by mixing with soil could reduce the net GWP by approximately 50-52% over
no-straw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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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annual monitoring on evaluating N2O emission
factor in temperate mono-rice paddy
(온대성 일모작 벼논에서 아산화질소 배출 계수 산정 시 연중
조사의 중요성)
Hyo Suk Gwon1, Seung Tak Jeong1, Gil Won Kim1,3, Pil Joo Kim1,2
권효숙1, 정승탁1, 김길원1,3, 김필주1,2
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 (BK 21 progra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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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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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Hawkesbury Institute for the Environment, Western Sydney University, Penr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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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 2751, Australia
혹스버리 환경 연구원
Key words: fallow season, N2O flux, nitrogen, urea, rice
In temperate paddy fields, mono-rice is cultivated for 100-140 days under
the submerged condition during hot summer season and thereafter, soil is
maintained under the dried condition for more than 200 days during the fallow
season. However, previously developed N2O emission factor (EF) in mono-rice
paddy was only based on seasonal (rice cropping period) N2O fluxes, which
resulted into lower N2O EF than the default value (0.3%)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but the long fallow season might be favorable
for nitrification, and substantially high amount of N2O emission may be
expe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N2O emission during the dried fallow
season

on

annual

N2O

EF,

the

N2O

emission

rates

were

sequentially

characterized during the submerged rice cropping and the dried fallow season
under different levels of nitrogen (N) fertilization for rice cultivation. The
seasonal N2O fluxes during rice cropping and fallow seas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N application rates. In the N fertilized soils, the
mean N2O emission rates were higher during the fertilized cropping season
than the fallow season, but the seasonal fluxes were much higher during the

unfertilized fallow season, due to longer period. The seasonal N2O EF which
was estimated by the increased N2O flux with N fertilization was only
0.0015-0.0017 kg N2O-N kg-1 N during rice cropping, but the annual N2O EF
which

combined

the

two

seasonal
-1

0.0028-0.0031 kg N2O-N kg

N2O

fluxes

remarkably

increased

to

N, which was very close to the N2O EF of the

IPCC. Conclusively the N2O EF in mono-rice paddy fields should be developed
by the annual N2O fluxes, not cropping seasonal N2O fluxes.
Correspondence: pjkim@gnu.ac.kr (055-772-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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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기후모형을 활용한 동북아시아의 미래 생물기후권역 변화 범위 분석
최유영, 임철희, 류지은, 전성우, 박선욱, 박동범,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cutyeu0@korea.ac.kr
키워드: 생물기후권역, 다중기후모형, 기후변화 영향, 생물다양성, 동북아시아
생물의 서식은 지형, 토양, 식생 등 많은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기후가 가장 기본
범위를 형성하며, 생물기후권역이 이러한 서식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생물 서식환경을 변화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물기후권역이 변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생물기후권역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19가지 전 지구 기후모형과 두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4.5, RCP8.5)를
활용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생물기후권역의 변화 범위를 규명한다. 현재(1970-2000)
와 미래(2050년대, 2070년대)의 기후자료는 30 arc-sec 공간해상도로 상세화된 WorldClim
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MIP5의 모든 전 지구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후변수로는 전 세
계를 대상으로 생물기후권역을 구축했던 Metzger et al.(2012)의 연구에서 도출한 생장
도일, 건조지수, 온도 계절성, 잠재증발산량 계절성을 활용하였다. 권역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적 분류 기법인 ISODATA 군집분석과 MLC(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이 활용되었다. 먼저, 현재 시점의 생물기후권역은 27개로 구분되었으며, 권역별 기후･지
형･식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환경이 분포하는 남부지역부터 한대기후를 갖는 북부,
건조권역으로 나타나는 북서부 지역 등이 나타났다. 19개 전 지구 기후모형을 통해 미래
생물기후권역 변화를 예측한 결과 전반적으로 권역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권역이
등장하고, 북부 산간지역에 위치하던 권역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가지 예측 결
과를 중첩하여 주요 변화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새로운 권역 등장 가능성이 높은 지
역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였다. 즉, CMIP5의 모든 전 지구 기후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기후모형이 갖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생물기후권역 변화 지역을
추출하였다. 생물기후권역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생물･생태계 보전계획 혹은 모니터링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한 적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기상청 “기상See-At기술개발사업(KMIPA2015-6140)”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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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남한지역 벼 최적재배법 연구
이은정1, 전성우2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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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작물생육모형, ORYZA2000, 신기후변화시나리오(RCP), 생산량 예측
농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
난 133(1880~2012)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약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은 약 1.5℃ 상승하여 다른 지역보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100년
까지 RCP에 따른 전지구 평균기온은 1.0℃(RCP2.5)~3.7℃(RCP8.5) 상승하고, 한반도
평균기온은 3.0℃~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IPCC, 2014). 따라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지고, 벼 생산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
은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한지역 벼의 기후변화 적응형
최적재배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CP8.5를 기반으로 작물생육모형 중 ORYZA2000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남한의 벼 생산량을 분석하였다. 품종특성모수는 품종 고유의 생장 및 발육 특성
을 반영하며, 최종적으로 수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생태형별 대표품종을
선정하고,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기상자료는 과거 1981~2010년을 기준 년도로 하고, 기
상청 소속 기상대와 관측소가 소재한 지역 중 30년 이상의 기상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택하여 2100년까지 모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천수답을 제외하고,
수리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논벼에서 수분이 생육제한 요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
다. 따라서 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재배방법을 현재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생
태형별 잠재수량을 모의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의 기존 시나리오(SRES)에 따른 수량감소율보다 RCP8.5에 따른
수량감소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수량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CO2 농도 증가에 따라 수량은 곡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최종
적으로 수량이 감소한 이유는 CO2 비료효과에 의한 수량 증가율보다 온난화에 따른 기온
증가로 인한 수량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
최적 파종기를 설정하고, 이를 모의한 결과, 생태형에 관계없이 파종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측되며, 파종기를 고정했을 때 보다 전체적으로 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출수전 생육온도는 크게 상승되지만, 등숙기 생육온도는 적정온도로 기상환경이 개선되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한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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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Tree 분류 방식을 활용한 튀니지 사막화 평가
김지원1, 이우균2, 송철호2, 최솔이2, 박은빈2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1

2

keinesorge2@korea.ac.kr
키워드: 사막화, Decision-Tree, 튀니지 중부, 사하라,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는 건조, 반건조 지역에서의 토지황폐화를 일컫는다. 사막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
해서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해 생산된 다양한 지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튀니지는 사하라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여 최근 사막지역이 북쪽의 식생 지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Menzel Habib과 같은 튀니지 중부가 사막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00m 해상도의 2001년부터 2013년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변화
를 살피고, 정규화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표토입
자크기지수(Topsoil Grain Size Index; TGSI)와 알베도(Albedo)를 활용하여 튀니지 중
부의 사막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튀니지의 사막화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Decision-Tree(DT)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다. 지표들의 연평균 값
을 분석한 결과, 2007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는 NDVI가 증가하고 TGSI와 Albedo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2007년 이후 시기에는 NDVI가 감소하고 TGSI와
Albedo는 증가하였다. 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튀니지 중부의 사막화는 다소 완화
되었다가 2007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다시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토지피복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나지는 감소하고 관목지와 초지가 두 배 가까이 증
가하지만 2007년부터는 다시 나지가 증가하고 관목지와 초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여,
지표 분석과 일치하는 사막화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Decision-Tree 분류 방식을 통
해 등급을 나누고, 사막화 진전을 지역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11214L030200)’과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014001310008)”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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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벤토리 구축과 기초지자체 유형별 특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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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벤토리, 기초지자체 유형 분류, 군집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
고, 기초지자체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사업 목록을
구축하고, 구축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목록을 다시 기후인자(폭염, 폭우, 한파 등)별로 부
문 및 대응분야를 도출하여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
벤토리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분석 하도록 하였다. 기초지자
체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 특성을 반영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초지자체 유형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지자체 유형별로 기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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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지원 체계 국제 동향 조사 연구
신하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shinhana@kei.re.kr
키워드: 국가적응계획, NAP Process, 기후변화 적응, 개도국 지원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위상이 감축과 등등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개도국
지원이 의무화 되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기술, 금융, 역량강화 항목이 포함되
어 국제적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특히 개도국의 적응
수요와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기후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를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 중이며, 지금까지 축적된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응계획은 개도국이 적응 추진의 수단으로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사
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연구로서, 다음의 목적으로 가지고 본 연구조사를 수행
하였다: (1)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 지원 체계 동향을 확인하고, (2) 법적 및
정책적 측면에서 개도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 동향을 파악하며, 그리고 (3) 개도국
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잠재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조사
결과, 적응 지원 국제 체계는 정보, 역량강화, 기술적 지원,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
당히 많은 지원 활동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도국은 감축과 적응을 모두 포
괄하는 통합 기후변화 대응법을 주로 마련하였으며, 법적 기반 마련보다는 행정적 정책
수립이 더 많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제도･기관(institution) 관련 정책을 많이 마련하였
다. 개도국은 NAP 수립 과정 중 주로 NAP 과정에 필요한 권한 마련, 종합 취약성 평가
등의 부분에서 가장 큰 잠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고찰
하였다.
※ 이 연구는 2017 환경부 역무대행사업“국내외 적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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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Downscaling of Precipitation by preserving the
relative changes in different qua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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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on strategies. However, few studies in the climate change impact on
hydro-climatic extremes have been reported in the past with less attention to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climate extremes, which is a motivation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traditionally used quantile mapping (QM) approach
was applied to separately reproduce the different phases of precipitation
behaviors and the approach is called categorized quantile mapping (CQM). The
performance of the CQM was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 QM approach in
reproducing the different phases of the hydro-climatic extremes in the Geum
River Basin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QM outperform the
commonly used QM approach in preserving the changes in quantiles. The
performances improvements of the CQM over the QM were also further
validated by comparing the simulated runoff using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for the downscaled and observed climate data in the reference
period, which could reflect the performance of each method in reducing the
input data error of the hydrologic modeling. The revalidation result shows that
the CQM approach significantly reduced the input data error of the SWAT
model over the QM approach. Consequent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production of the different phases of the climate behavior could lead to an
improved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n hydro-climatic extremes.
※ This subject is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project number:20140013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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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복합리스크 네트워크 구조 분석
윤소연,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syyoon100@yonsei.ac.kr
키워드: 기후변화, 복합리스크,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마이닝
기후변화는 자연환경과 인간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리스크(risk)는 도시의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의 구조
적, 물리적, 환경적 연결성으로 인해 점차 단일 형태가 아닌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리스크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관점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들을 multi-risk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리스크 간의
관계는 단어들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및 에고 네트워크(ego-network)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리스크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 결
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는 기후동인(climate driver)에 의한 시스템의 변화로 시작되
며, 자연현상과 인위적(anthropogenic) 영향, 기술적 요인이 단계적 또는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상호 연결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우패턴의 변화, 강
우세기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 폭염,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에 관한 리스크 구조가 가
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리스크
의 파급경로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계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과 부문
들 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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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겨울철 극한 저온현상에 의한 사망 취약도 비교
최연우,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tjrrms3@yonsei.ac.kr
키워드: 기후변화, 극한 저온현상, 한파 취약성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극한기온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극한 저온현상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격한 저온현상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파특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발령되고
있어, 지역별 한파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파
취약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별 극한 저온현상에 의한 사망자 수 변화와 임계온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연구대상으로 최근 10년(2006년~2016년)

동안의 기온데이터, 사망원인데이터, 인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역별 기온데이터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일 단위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통계에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극한 저온현상과 사망자 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파발생 기준 당일
과 다음날에서의 사망자만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저온현상
발생에 대비하고, 지역별 한파 취약성을 고려한 특화된 한파특보 발령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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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임형욱,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gguaaa@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질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700만 명에 이른
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 또한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의료비용, 농업생산 저하 등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은 2.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
고, 이는 글로벌 GDP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12.3조원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영향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
되어 있는 철과 질소 성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게 한다. 이는 식물성 플랑크
톤의 광합성을 증가시키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용존산
소량이 점점 감소한다. 미세먼지가 산호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
가 태양복사에너지를 반사해 일조량이 줄고, 산호의 광합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8㎍/㎥에서 2017년 30㎍/㎥로 심해지
고 있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동 기간 72회에서 92회로 증가하였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초미세먼지와 건강영향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미세먼
지와 생태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도 건강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
태계부문이나 해양부문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
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세먼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양부문에 미
세먼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미세먼지를 고려한 해양부문 적응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
as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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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R을 활용한 기상 및 지형변수에 따른 NDVI 공간 분포 파악
김명제1, 정혜인1, 반권수2, 이준희1, 황진후1, 최유영1, 류지은3, 전성우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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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youcn@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NDVI, 공간적자기상관성, GWR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공간적 분포 변화
파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림분포의 정량적 표현 및 산림 녹
지의 질을 대변하는 척도인 정규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의 공간적 분포는 지형, 기후 등의 자
연 환경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식생지수
를 이용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나, 식생군락 분포와
자연 환경 변수 모두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공간적 자기상관
성을 내포하는 공간데이터라는 점에서 OLS 회귀모델은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각
변수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변이를 설명하는 지리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GWR을 활용하여, NDVI로 대변되는 산림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및 지형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NDVI를 종속변수로 하는
관계식(NDVI=f(기후변수,지형변수))을 도출하여 NDVI 변화량 및 공간적 분포 경향을 예
측하고자 한다. 또한, 위성영상을 이용한 공간데이터 취득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고, 더 나
아가 도출한 예측 결과와 실측 결과 간의 비교를 수행하여 정확도가 낮은 공간에서의 공
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남한지역의
NDVI 변화 예측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적응 대
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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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지를 활용한 공간유형 연구
권유진1, 이동근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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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열수지, Heat flux, 유형화, 공간적 특성, 단지 계획
국제적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도시 내에서의 폭염에 대한 적응과 원인에 대한 연구들
이 많이 있어왔다. 대부분이 도시속 공간요소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별 온도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요소를 연구하는 지역 규모의 접근이 도시 공간의 폭염에 대한
주제로서 다뤄졌다. 대기의 온도는 측정 지점과 그 주변의 수치를 평균화한 수치인데 사
실상 물리적으로 열의 이동을 살펴보면 대류현상에 의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열의 수치는
공간적 특성 및 지표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수지 특히 순복사열
과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활용하여 온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공간의 물리
적, 표면적 부분 등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물리적 접근을 함으로써 열의 공간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미시적 열 환경에서의 공간적 세부 특성을 가지고
열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를 대상지로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의 기후요소, 태양고도, 장파복
사, 단파복사를 활용하여 산정한 현열과 순복사열의 수치 비교를 통한 서울시내 지역적
유형과 유형내의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공간적 요소의 특성 분석을 통한 유형별 원인을 규
명한다.
유형별 분석 결과, 1) 현열과 순복사열 모두 높은 수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단층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빌딩이 있는 도로지역이고 2) 현열만 높고 순복사열은
낮은 지역의 특성은 단층 주거지역이지만 100m 격자 안에 녹지가 있는 경우였다. 3) 반
대로 현열이 낮고 순복사열이 높은 지역의 특성은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불투수성 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고 4) 순복사열 현열이 모두 낮은 지역은 그림자가 많은 고
층 빌딩이 존재하고 저장열을 낮추는 녹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특성을 통해 도시의 주거 단지 계획 혹은 상업 지역을 설계함에 있어 온
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현열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요소의 조사를 통한 분석과 공간의 수직적 요소를 겸비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UDP-B1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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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남방진동과 한반도 겨울철 기후변동성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박창현1, 손석우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계산과학전공

1

2

sweetweather@snu.ac.kr
키워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선형 상관관계, 엘니뇨-남방진동, 한반도 기후 변동성
엘니뇨-남방진동(El Nino-Southern Oscillation ; 이하 ENSO)과 한반도 겨울철 기
후변동성간의 인과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ENSO가 양
(음)의 위상인 엘니뇨(라니냐)는 21일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한반도 초겨울에 평년 대비
기온 상승(하강)과 강수량 증가(감소)를 야기하는 경향을 가진다. 정량적으로 ENSO는 기
온(강수량) 자신의 메모리만으로 기온 상승을 설명할 때보다 최대 9.25%(22.18%)의 추가
적인 분산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한반도 겨울철 기온 및 강수량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에 ENSO가 유용하며 한반도 초겨울 기후 변동성 예측에 ENSO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
시한다.
※ 이 연구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겨울철 기후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중위도-열대
영향인자기반 예측기술개발 (KMIPA 2015-2094)”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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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O-PDO Combined Impacts on Regional Droughts
Phuong-Loan Nguyen, Seung-Ki Min, Yeon-Hee Kim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phuongloan@postech.ac.kr
Key words: Drought hotspots, ENSO-PDO combined effects, SPEI, drought
duration, atmospheric circulations
Drought is a climate extreme phenomenon that causes major consequences to
human life. Using a multi-scalar drought index of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Vicente-Serrano et al., 2010), this study
explores the combined effect of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and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on regional droughts in term of magnitude,
timing and duration. The ENSO-affected drought hotspots are empirically
identified based on drought magnitude and probability of occurrence: five
hotspots for El Nino (India, north-eastern China, Indonesia, eastern Australia,
and Amazon) and four hotspots for La Nina (south-eastern US, southern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East Africa). When ENSO and PDO are in
phase, all hotspots are found to experienced an intensification and expansion
of drough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dditionally, all hotspots share a
similar feature of longer drought duration as a consequence of earlier onset
or/and later withdrawal, which is clearer at longer time scale of drought (6-12
months). An analysis of ENSO duration reveals that El Nino itself starts
earlier and ends later during warm PDO, partly explaining the extended
droughts over the El Nino hotspots. However, this does not hold for the La
Nina-cold PDO composites. The asymmetries in atmospheric responses to El
Nino and La Nina SST anomalies might be a reason for this difference, causes
of which need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addition, analyses of atmospheric
circulations showed the dominant occurrence of anomalous high pressure over
all hotspots during ENSO-PDO in phase composites, resulting in downward
motion and precipitation reduction. The changes in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was found to contribute to drier conditions over some hot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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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cific decadal oscillation
and sea ice variability in the Arctic Pacific sector
Hye-rim Kim1, Sang-Wook Yeh1, Soon-IL An2
Hanyang University, ERIC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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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sea-ice extent (SIE) including its trend and variability
have been rapidly changing in the Arctic including Arctic Pacific Sector
(140°E-130°W, 65-82°N) in the recent past. Since the variability of SIE in
late spring (April-May-June, AMJ) plays a key ro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sea-ice in the following fall when the sea-ice extent is a minimum during
a year, to know characteristics of the SIE variability in AMJ is important. It is
found that the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which is the most dominant
var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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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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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Pacific

on

the

low-frequency timescales acts to differently influence the variability of SIE in
APS in AMJ before and after the late-1990s. While the PDO in previous
winter is negative correlated with the variability of sea-ice extent in AMJ
before the late-1990s, a positive phase of PDO acts to increase the sea-ice
extent in AMJ after the late-1990s and vice versa.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hysical processes of how the PDO differently influences the variability of
sea ice extent in the APS during AMJ using re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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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극한기온의 장기 추세 분석
김상욱1, 송강현1, 손석우1, 정수종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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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동아시아, 분위수 회귀분석, 극한기온
본 연구는 53년(1961-2013)간 동아시아(한・중・일) 270개 지점에서 관측된 극한기온
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여름(6-8월)과 겨울(12-2월) 각각에 대하여 최고기온 95%
분위(TX95%) 및 최저기온 5%분위(TN05%)로 정의된 극한기온의 선형 및 비선형(2차) 추
세를 분위수 회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극한기온의 장기변화 경향은 대부분
지점에서 TX95%보다 TN05%에서 강한 온난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겨울철 TN05%에
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의 TN05% 선형 추세가 위도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2차 다항식의 형태로 구한 극한기온의 비선형 추세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양의 추세곡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름철의 2차 추세곡선은 대부분 지점에서
온난화 경향이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TN05%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온난
화 추세의 약화를 보였다. 또한 겨울철 TX95%와 TN05%는 지역에 따라 2차 추세곡선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 본 연구는 기상산업진흥원 단위 과제“동아시아 이동성 저기압의 종관–기후학적 특성
분석 및 예측성 평가(KMIPA 2015–2100)”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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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년(1962-2017) 동안 서울의 도시열섬 분석
홍제우, 홍진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jewoo@yonsei.ac.kr
키워드: 도시열섬, 도시기상, 도시기후, 서울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도의 도시화 수준에 도달하여
전체 인구의 91%가 약 17%의 국토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다. 1960년과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약 400배(70$ → 27,000$, 2016년 기준) 증가하는 등 눈부
신 경제 성장과 함께 급속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도시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 열섬 현상은 도시 기온이 인접한 시골보다 더
높은 현상으로, 도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0년(1962-2017) 동안 직접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도시 열섬 강도 및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장기간의 직접 관측 자료로부터 기후 조건 및 극한 기상(폭염/한파)
현상이 도시 열섬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미래 기후 조건
에서 도시열섬 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추정해 보았다. 본 발표에서는 자세한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 이 연구는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PN1808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저자는 글로벌박사양성사업(NRF-2015H1A2A1030932)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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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sual heatwave can emerge within 1.5 °C global warming
over tropics
Chang-Eui Park1, Su-Jong Jeong2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1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2

park@sustc.edu.cn
키워드: Heatwave, Global warming, Paris Agreement 2015, Emergence time
As the global temperature rise, heatwave, which can produce numerous loss
of life and economy, becomes stronger and longer, also occurs frequently.
However, a time when change in heatwave will be significant – defined here as
the time of emergence for heatwave (ToEHW) – is unclear. Here we estimate
ToEHW, define as a time that a frequency of unusual heatwave becomes
double of normal heatwave frequency occurred in the quasi-pre-industrial
period, based on two kinds of heatwave definition based on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ToEHWx and ToEHWn) from projections of 21
global climate models (GCMs) under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 RCP4.5 and RCP8.5. Under both RCPs, the ensemble median ToEHWx
and ToEHWn are shown early in tropics where show much less fossil fuel CO2
emission, indicating tiny contribution to the anthropogenic warming relative to
developed areas. Moreover, most of tropics will experience the emerging
heatwave before the ensemble median global warming reaches 2 °C above the
pre-industrial level, in worse, median ToEHWn appears earlier than a time of
1 °C warming in most parts of tropics. Mitigation is timely neede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encountering unusual-frequent heatwave and related potential
impacts over tr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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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모델(K-ACE) 현재기후 모의실험의 에너지 수지 분석
김지선, 김병현, 선민아, 이재희, 성현민, 이조한,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jskim326@korea.kr
키워드: 지구시스템모델(K-ACE), 에너지 수지, ASR, OLR, 순 복사
지구 환경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 복사와 지구 지표면에서 방
출되는 지구 복사는 대기의 순환과 장기적으로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기 상
단에서의 순 복사는 기후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기후모델의 모의성능
은 복사에 의한 에너지 수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의 분석은 모델의 모의성능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기상청에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지구시스템모델(KMA’s Advanced Climate Earth System Model; K-ACE)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K-ACE 모델을 기반으로 CMIP6 시나리오 기후변화 자료를 산출할 계획
이다. 본 연구에서는 K-ACE에서 모의되는 에너지 수지를 분석하여 K-ACE 모델의 성능
을 평가하고자 한다.
K-ACE의 대기모델은 영국기상청의 UM (Unified Model), 해양 모델은 미국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의 MOM4p1 (Modular Ocean Model
version

4p1),

해빙

모델은

Los

Alamos

sea

ice

model

(CICE),

결합자는

OASIS3-MCT (Model Coupling Toolkit)을 사용한다. K-ACE 현재기후 모의실험에 대
해서 ASR (Absorbed Solar Radiation), OLR (Outgoing Longwave Radiation), 순
복사(net radiation), 구름강제력(cloud forcing) 등의 복사를 분석하였다. 관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위도별로 분석한 결과, 저위도보다는 고위
도에서 오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위도 지역에만 존재하는 해빙의 경우
K-ACE 모델이 과소모의를 하고 있는데, 고위도에서의 순 복사 과대모의가 원인들 중 하
나일 것으로 여겨지며, 해빙 모의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KMA2018-00321(기후변화 예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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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precipitation may modulate the start of growing season in
Northern Hemisphere bore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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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기후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지역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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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precipitation may modulate the start of growing season
in Northern Hemisphere boreal forests
Jeongmin Yun1, Su-Jong Jeong2, Chang-Hoi Ho1, Chang-Eui Park3,
Hoonyoung Park1, and Jinwon Kim4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3

and Technology (SUSTech),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Meteorological Sciences, Korean Meteorological

4

Administration, Korea
yjm921@cpl.snu.ac.kr
In this study, the impact of winter precipitation on year-to-year variations
of the start of growing season (SOS) in Northern Hemisphere boreal forests
was investigated for the period 1982-2005. Two mode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bserved

precipitation

was

used

in

the

control

experiment;

precipitation in the year 1982 was repeated throughout the period in the
sensitivity experiment. The effects of winter precipitation on the SOS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two model experiments for wet- and dry winters.
After wet winters, the SOS was delayed by 3.1 days over 69.5% of the boreal
forests than after dry winters; this accounts for 42.6% of the interannual
variation in the SOS. The SOS delay is related to the decrease in the growing
degree-days (GDD), suggesting that the effects of heat exposure on vegetation
growth is strongly modulated by winter precipitation. The GDD decrease is
related to both the increase in snowmelt heat flux and reduced absorption of
solar radiation,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winter precipitation
and the ratio of short plants to tall trees, respectively. Our results provide a
physical basis for the winter precipitation-SOS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an
increase in winter precipitation can alleviate strong advancing trends in spring
vegetation

growth

in

conjunction

with

global

warming

even

temperature-limited ecosystems.
※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for

C-46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한반도 기온변화 분포
김현희1, 김다빈2, 송현호1, 황가영1, 공우석1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네이쳐그라피
2

1

hhkim24@khu.ac.kr
본 연구는 지난 30년(1988년~2017년) 동안 우리나라 기온 분포 특성과 변화양상을 지
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69곳 지점에서의 기온 자료를 월 및 연 단위로 확
보하였고, 1988년~1997년, 1998년~2007년, 2008년~2017년의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지역 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과 6대광역시, 서해연안지역, 남해
연안지역, 동해연안지역, 중부내륙지역, 남부내륙지역 그리고 도서지역으로 나누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2.68℃이며,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는 2016
년으로 13.53℃이다. 반대로 1993년은 11.8℃로 최근 30년 내에서는 가장 기온이 낮았
다. 연평균기온이 13℃ 이상이었던 해는 총 9회(1990년, 1994년, 1998년, 2004년,
200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며,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기온이
연속적으로 13℃ 이상을 기록하여 주목된다. 연평균기온 12℃미만은 과거 30년 동안
1993년(11.80℃)과 1995년(11.97℃)이다.
10년

단위로

연평균기온을

살펴보면

1988년~1997년(1990년대)

12.42℃,

1998

년~2007년(2000년대) 12.77℃, 2008년~2017년(2010년대) 12.86℃로 2000년대는 직
전 1990년대보다 0.35℃ 높아졌으며, 2010년대는 직전 10년보다는 0.1℃, 1990년대보
다는 약 0.44℃ 높아졌다. 1990년대 대비 2010년대 연평균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
역은 강원도 홍천으로 1.2℃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구미 1.18℃, 원주 1.16℃, 양평
1.04℃, 대관령 1.03℃ 상승하여 1℃ 이상 연평균기온이 상승하였다.
201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한 지역별 연평균기온의 변화는 중부내륙지역이 0.64℃,
남부내륙지역 0.56℃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고, 서울과 6대광역시는 0.43℃ 상승하
였다.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연평균기온 상승폭이 작았다. 동해안은 0.36℃,
남해안은 0.23℃, 서해안은 0.22℃ 상승하였으나, 도서지역은 –0.13℃로 조금 낮아졌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에 따른 상승폭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내륙지역 기온 상
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7R1A2B40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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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홍수량 비교를 통한 도시 하수관거 설계방법의 적정성 평가
Evaluation of the Urban Sewer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Design Flood
박주현, 허재영, 배덕효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juhyen93@naver.com
키워드: 하수관거설계, 합리식, SWMM, 우수유출계산, 설계홍수량
최근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도심지역에 침수문제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 속에서 하수관거는 도심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중
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서 도심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리식 기반의 하수관거 설계 방법과 도시유출모형을
활용하여 하수관거 설계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유역에 대한 하수관거 설계
를 구현하기 위한 모형으로 Makesw(막스)를 활용하였으며, 도시유출모형으로 SWMM 모
형을 활용하였다. 막스와 SWMM 모형의 설계홍수량 비교 결과, 관거가 상류에 위치할수
록 SWMM의 설계홍수량이 막스의 설계홍수량 보다 큰 관거가 많이 나타났다. 막스의 설
계홍수량과 실제 홍수사상을 활용한 SWMM의 모의홍수량을 비교한 결과, 설계빈도 이하
의 강우사상에서도 일부 상류 관거에서 모의홍수량이 설계홍수량보다 큰 관거가 발견되었
다. 결론적으로, 합리식은 상류 관거 설계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설계방
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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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식생보전등급 판정을 위한 드론기반 데이터 활용 연구
ZHU YONGYAN1, 전성우1, 성현찬1, 박치영2, 조현우1, 차성은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1

새한항업(주)

2

eepps_korea@korea.ac.kr
키워드: 식생보전등급, 드론, 광학영상,LiDAR
기존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식생보전등급 판정 시 보조자료로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을
식생분석에 활발하게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의 경우 높은
공간적 커버리지와 과학적 분석이 용이한 디지털 형식의 자료산출 및 광역지역의 자료수
집에는 유리하지만 국지적 지역의 모니터링에서는 공간해상도 및 경제적 비용 등 어려움
이 존재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식생보전등급 판정을 위
하여 현재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드론의 기체 및 센서가 소형화, 경량
화, 다향화 되고 있음에 따라 드론기반 RGB, 근적외선(NIR), LiDAR 센서 별 촬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산람의 수평적, 수직적, 정밀하고 최신의 식생정보를 구축하고 식생
보전등급 판정에서의 적용가능성 및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e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01600021000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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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기후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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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kralsk6277@naver.com
키워드: 고해상도, 격자 자료, 아열대 기후 지역, RCP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
트레와다 기준
지구온난화로 인해 초래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대는 폭염 강도, 지속 기간, 빈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5~9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폭염의 영향은
보건, 농업, 수자원,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복
잡한 지형에서는 그 영향이 국지적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리, 고
도, 지향면, 해양도 등 우리나라의 상세한 지형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1km×1km 고해상
도의 격자형 관측 자료와 미래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 지역을 상
세하게 구분하고,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 전망 자료인
4개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RCP 2.6, RCP 4.5, RCP 6.0, RCP 8.5)를 이용하여 온
실가스 기후정책 반영과 저감 노력에 따른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경계의 변화와 확장 속
도를 산출하였다. 아열대 기후 지역은 ‘월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월이 8개월 이상’으로
정의하는 트레와다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격자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 지역을 구분하는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Kottek et
al.(2006)은 Kӧppen-Geiger의 기후 지역 구분 기준을 CRU의 TS2.1 dataset와
VASClim0v1.1 강수량 자료에 적용하여 전세계 기후 지역을 구분하였다. 격자 자료를 이
용한 최초의 세계 기후 지역 구분이었다. 1km 해상도의 격자 자료로 구분한 기후 지역은
공간 해상도가 낮은 지점 자료를 이용했을 때보다 상세한 경계를 보여준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위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4~10월까지 7개월
은 월평균 기온이 10℃를 넘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3월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11월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 구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영향 평가와 적응 대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이 연구는“KMI2018-03310(기후변화 영향조사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부문별 응용정보 활용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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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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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홍수 위험도 평가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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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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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재난 위험도 예측
황정근, 최창원, 김수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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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D-market 개발
박현진, 이치헌, 조현승, 배인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국제협력팀

D-38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율 분석
안재찬, 이경수, 원창희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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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정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필리핀 ODA 사례를 중심으로
이치헌, 조현승, 박현진, 배인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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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위계별 개선 대책 제시
손영훈1, 이상범1, 정응호2, 노백호2, 엄정희3, 김학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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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그린인프라성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최재성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jaesung.choi@krihs.re.kr
키워드: 그린인프라성능지수, 도로, 신기후체제, 실증분석, 온실가스, 정책방안
신기후체제는 국가별 탄소감축량을 ’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하지만 현재 다양한 참
여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평가체계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연비개선, 연료전환, 통행감축 및 수단전환 정책내 경제운전 실천율, 전기차 보급수, 주행
거리 특약참여율 등의 도로교통 그린인프라 관련 9개 핵심평가지표를 최종 도출하였으며,
배출량 산정요인 분석, 핵심평가지표 도출 등 6단계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과정을 적용
해 개발한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를 16개 광역시･도별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30년을 목표 연도로 탄소감축 정책별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능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평가지표의 기여도를 산출하였고 성능향상과 연계된 탄소감축량 도출하였다.
성능지수의 활용 및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 감축량 목표 점검시 활용방안과 시범사업 추진
및 시행규칙 형태 등의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국토연구원 기본 17-12(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교통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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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홍수 위험도 평가 기법 개발
김수영, 최창원, 황정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cactus35@korea.kr
키워드: 북한, 홍수, 위험도 평가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 과거 평년(1981~2010년)동안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북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온 상승은 0.45℃로 남한의 0.36℃보다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가 공개한 ‘2016자연재해의 인명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사망자수가 전세계 4번째로 많은
598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한반도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및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자연재난 중의 하나인 홍수에 대해 북한지역에 대한 위
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성
(Vulnerability)과 저감능력을 고려하여 기개발된 우리나라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위험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대체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홍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북한의 홍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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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재난 위험도 예측
황정근, 최창원, 김수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jghwang90@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재해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해 보면 과거
30년간의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경향이 210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기상청, 2012).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재난･재해가 국지
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재
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며,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과 함께 저감능력을 고려하는 위험도평가 기법을 개발하였고, 주요 6개 자연재난(홍
수, 태풍, 대설, 폭염, 산사태, 가뭄)에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 대한 위험도평가 결과를 추
정하였다. 또한, 미래 위험도 전망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인구증가율과 같은 통계자
료를 활용하여 미래 위험도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주요 자연 재난에 대한 미래 위험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의 잠재적 재난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재난 경감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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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D-market 개발
박현진, 이치헌, 조현승, 배인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국제협력팀
tunp1004@korea.kr
키워드: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자연재난, D-market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영향으로 재난관리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방재대책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 및 대
응 측면에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 기술이전을 넘어 협력
대상국의 방재관련 담당자가 국내 재난안전 기술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market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D-market은 총 405건의 방재기술과 20건의 정
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재기술은 재해유형과 재난관리단계로 분류되어있다. 방재정
책 또한 수립되어온 연혁과 해당 정책 관련 정보(연구 현황, 매뉴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를 함께 제공하여 국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R&D
연구 성과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책 및 시책 발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술 및 정책의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D-market은 협력
대상국의 관계자가 기술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여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닌 협력대상국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D-market은 한국
어, 영어, 러시아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및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국
내외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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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율 분석
안재찬, 이경수, 원창희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jcan365@korea.kr
키워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료포락분석, 비용편익, CRS, DRS, IRS, 효율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방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이 가지는 벤치
마킹의 개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지구 320개소에 적용하여 각 지구에
투입된

또는

투입이

필요한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산출하고

이들이

비용편익

(Benefit-Cost, B/C) 값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를 중심으로 하는 BCC 산출 방식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피해가 발생한 피해액을
BCC 투입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B/C 분석결과 분석기간 50년일 경우 B/C값은 평균 2.98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EA 적용결과 BCC 산출 중심은 DRS 88.1%, CRS 6.3%,
IRS 5.6% 순으로, BCC 투입 중심은 IRS 70.0%, DRS 26.6%, CRS 3.4% 순으로 나타
났으며, 산출과 투입 모두 CRS로 나온 지구는 11개소이다. 상기 개소와 같은 특성을 보
이는 사업지구는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B/C 50년을 기준으로 BCC 투입 지향에 따른 산출변수 차이 검정 결과
CRS 3.35, DRS 2.84, IRS 1.46 순으로, BCC 산출 지향에 따른 산출변수 차이 검정
결과 DRS 4.90, CRS 4.72, IRS 1.9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분
석 방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뿐 만 아니라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
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
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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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정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필리핀 ODA 사례를 중심으로
이치헌, 조현승, 박현진, 배인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inyoungb06@korea.kr
키워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상기후, 돌발홍수,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FFAS, Flash Flood Alert System),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ARWS, Automatic Rainfall Warning System), 태풍 와시(Washi),
태풍 덴빈(Tembin)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정책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안전분야 ODA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정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
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5
년까지 수행된 필리핀 ODA프로젝트는 2011년 12월에 발생한 태풍 와시에 의해 많은 피
해를 입었던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설
치하여 이상기후에 의한 돌발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태풍 와시에 의해 필리핀은 총 1,2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다나오섬에서는 6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2017년 태풍 덴빈(Tembin)이 동일
지역을 강타하였을 때, 필리핀 전체 사망자는 44명이었지만 민다나오섬의 인명피해는 '0'
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태풍의 이동경로가 매우 유사하고 태풍 와시는 소형의 약한 태풍
인 반면 태풍 덴빈은 중형의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ODA프로젝트
를 통해 돌발홍수의 피해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방재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
책투자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난정책보다 개발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에서의 정책 효율성을 점검해보고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필리핀 민다나오섬 ODA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기후변화의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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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위계별 개선 대책 제시
손영훈1, 이상범1, 정응호2, 노백호2, 엄정희3, 김학윤4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2

1

계명대학교 건축학부 생태조경학전공, 4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3

turep21@km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도시열섬현상, 열환경 개선대책, 도시계획 제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21세기 말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열환경 문제는 도시열섬현상, 열대야 등 도시 내의 문제를 가중시
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찍이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열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설계 등 구체적이고 다각
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열환경 문제가 매년 이슈화 되고 있지만
도시계획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개선대책들 중 도시계획에 적용 가능한 항목
을 선별하고 도시계획 단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열환경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상위도시계획단계에서 적용된
열환경 개선대책이 하위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계획단계별 고려해야할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지형 특성에 따라 열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중점으로 도
시공간 전체의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리계획의 경우 용도지역 세분
화에 따른 열섬발생권역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하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가구 단
위의 열섬발생 요인에 따라 상세계획기법 및 설계요소를 고려해야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UDP-B102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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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계별 열환경 개선 평가지표 선정
석재혁1, 서보용1, 정응호2, 노백호2, 엄정희3, 김학윤4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2

1

계명대학교 건축학부 생태조경학전공, 3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3

poiu_jh@naver.com
키워드: 기후변화, 열섬현상, 열환경, 평가지표, 도시계획위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도시 열환경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열환경 평가지표선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 위계별 열환경 자체평가
지표를 선정한 후, 실효성검증을 위한 전문가 설문 및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54개 항목을 추출한 후 법･제도 및 수립지침을
검토하여 지표분류 및 도시계획 위계별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실용성 있는 33개의
항목들을 자체선정하고, 지표의 실효성검증을 위해 전문가 그룹(지자체-도시계획부서, 기
업체-도시계획기술사, 연구기관-국책 및 지자체, 관련학계-도시계획 관련교수)을 대상으
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도시계획 위계별 33개 열환경 관련항목(기본계획 6
개, 관리계획 8개, 지구단위계획 19개)을 열발생 지표, 열저감 지표로 각각 분류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도시계획 위계별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 면적률’, ‘바람길’, ‘도시 면적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평면적 계획 성격이 반영되어 면적 공간비율이 중요하게 인
식된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열 저감지표의 ‘녹지면적(공원녹지 등)’, ‘수변
공간’, ‘바람길 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녹지와 수공간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 ‘지붕/도로재료’, ‘바람길(국지순환풍)’, ‘수변/녹지
와의 거리’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성격과 유사한 입체적 시설계획과 세부적인 피복재
료 관련 항목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향후 지표의 우선순위와 가중치 산정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열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개발 된다면, 법･제도 및 지자체 기후
변화 대책 등에 활용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열환경 문제개선에 큰 기대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UDP-B102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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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잠재량 예측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박종현, 박진주, 고호영, 정득종,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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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irect CO2 emission factor from lime upland soil
Song Rae Cho1, Jeong Gu Lee 1, Pil Joo Kim1,2
1

Department of Applied Life Science(BK 21+ program),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부문 최적 전원구성
시나리오 연구
조성흠1, 김하나2, 이상훈3, 김상일4, 전의찬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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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박년배, 하영진, 이덕기, 이성곤, 안지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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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담당자들의 도시 열환경 인식조사 -지자체 및 민간기업 비교분석
권순범1, 정응호2, 노백호2, 엄정희3, 류지원4, 김학윤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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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Korea 모형을 이용한 기후-대기 정책의 다면적 평가
김윤하1, 우정헌2, 장유정2, 김상균3
1

건국대학교 소셜에코텍연구소, 2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3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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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잠재량 예측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박종현, 박진주, 고호영, 정득종,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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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30년까지 예상배출량(이하 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으며,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해 지난 `16.12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하 로
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로드맵은 국내 全 업종에 대한 부문별 BAU와 감
축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폐기물부문 또한 환경부의 소관 하에 `30년 BAU 대비 23%의
감축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매립, 하･폐수, 소각, 기타 등 4개 세부분야로 구
성되며, 총 16.4백만톤CO2eq(`15년 NIR)의 배출량 중 매립분야가 7.7백만톤CO2eq, 소각
분야가 6.9백만톤CO2eq로 폐기물부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및 매립･소각처리량의 전망에 따라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이 산정되며 폐기물
감량, 순환자원이용, 매립･소각처리 부담금 등 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라 온실가스
의 감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매립･소각분야는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발생
량과 처리량 전망을 위해 다양한 변수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매체별로 적절한 방
법론의 적용이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립･소각부문의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전망을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
하고,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전망 및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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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irect CO2 emission factor from lime upland soil
(석회처리 밭 토양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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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liming materials are broadly utilized in the world to ameliorate
soil acidity. Crushed limestone (CaCO3) and dolomite (MgCO3·CaCO3) are most
common liming material. The CO2 emission coefficient was proposed as 0.12
Mg C per Mg for CaCO3 b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hich indicates 100% of C in CaCO3 is eventually released to the atmosphere
as CO2 form. However, this assumption seems unlikely based on current
knowledge of very low solubility of CaCO3, and carbonate transport through
soil. In order to develop the direct CO2 emission factor from the C containing
liming materials applied in moderately acidic soil, the CaCO3 was applied in a
typical temperate upland soil with different levels (0-2 Mg ha-1 yr-1), and the
CO2emission rates were determined using the closed chamber method for two
years. The direct CO2 emission factor from CaCO3 was estimated using 13CO2
fluxes from 13C-CaCO3 applied soils. Approximately 0.026 Mg C per Mg of
CaCO3 was emitted as CO2 from CaCO3 in cropping lands. This was much lower
than the IPCC default value (0.12 Mg C per Mg of CaCO3). The current CO2
emission coefficient was comparable with EPA emission factor (0.046 Mg C per
Mg of CaCO3) from the agricultural field. If the EPA emission factor from the
ocean (0.013 Mg C per Mg of CaCO3) added to currently developed CO2
emission factor inner the agricultural field, the total CO2 emission factor from
lime may close to 0.039 Mg C per Mg of CaCO3 in the selected upland soil.
Therefore, we propose the current IPCC guideline value of CO2 emission factor
from lime should be revised as 0.039 Mgper Mg of CaCO3 for Korean uplan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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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부문 최적
전원구성 시나리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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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시나리오분석, LEAP
한국은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8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으
며,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일관성이 있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고려한 최
적 전원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강도와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합하여 시나리
오를 구성하고, LEAP을 활용하여 최적 전원구성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분석 결과, 8차 계획 하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현재 수준(BAU 대
비 19.8% 감축)보다 상향될 경우, LNG 발전량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총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높아질수록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생에
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자본비 및 운전유지비가 증가하지만, LNG발전의 연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누적 총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LNG발전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대신 석
탄발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비용최적화모형의 한계
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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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박년배, 하영진, 이덕기, 이성곤, 안지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park2050@kier.re.kr
키워드: 대전,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는 2018~2022년을 계획
기간으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
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11~2015년 기간 대전광역시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연평균 0.9% 증가하였다. 지역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에
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11~2015년 기간 최종에너지 소비에 따
른 CO2 배출량(간접배출량 포함)은 연평균 0.4% 증가하였다. 2018~2022년 기간 최종에
너지 수요는 연평균 0.8% 증가할 전망이며, 최종에너지 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은 연평
균 0.7%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 미활용에
너지의 활용, 에너지복지, 에너지 신기술 실증 및 신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40개 전략사
업을 통해 2022년에 CO2 배출량 전망치 7.7%를 감축할 수 효과가 기대된다.
※ 이 연구는“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B7-550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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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담당자들의 도시 열환경 인식조사 - 지자체 및 민간기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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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폭염, 열환경, 열섬저감, 도시계획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확장으로 인하여 도시화는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
내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기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폭염으로 인
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시계획 업무분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열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파악, 현행 도시계획 법･제도상
도시 열환경 관련 내용의 고려 유무 대한 설문조사를 지자체 총 56곳, 도시계획기술사 및
민간기업 총 61곳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도시 열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
았으며, 도시계획 수립 및 설계 시 도시 열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
이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 법･제도상 도시 열환경 계획 및 설계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 업무 시 도시 열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로 나타났다.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 열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계획상 수립지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도시계획 수립 및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UDP-B102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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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Korea 모형을 이용한 기후-대기 정책의 다면적 평가
김윤하1, 우정헌2, 장유정2, 김상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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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AINS-Korea, Air quality policy, Integrated management, Co-control,
Co-benefit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수준 등이 선진국 못지않게 커지고 개선 수요 역시 늘어나
고 있지만 환경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
해 다양한 대책들을 실시해왔으나 대기오염의 복잡성 및 다양한 배출원과 원인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대기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GAINS-Korea(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INteraction and Synergies-Korea)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대기 통합
관리에 따른 배출량 저감 및 대기질 개선 효과, S-R(배출원-착지점 : Source-Receptor)
관계, 그리고 배출 제어를 위한 비용 평가 및 health impact 결과 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었
으며, 통합관리에 따른 동시저감(co-control) 효과와 그에 따른 동시편익(co-benefit)효과를
분석하였다.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도 배출량은 기준 시나리오 전망 대비 물질별로
최대 29~59%까지 저감되었으며, 2.7~6.0 ug/㎥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

정책만을

시행했을

때

대비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할

경우

0.4~0.6months/capita의 추가 수명단축 감축 효과가 발생하며, 대기오염 관리 비용이 14%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산출되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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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eesj@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위험, 위험 인식, 이해관계자 참여, 심층인터뷰, 정책 효과성
기후변화 위험관리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책 과
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위험요인이 발생할 확률과 영향의
정도로 정의되는 과학적 의미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체가 인식
하는 데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관
리의 효과적 정책과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먼저 이를 위
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인식의 유
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류된 인식 유형은 향후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한 인식을 폭넓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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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세대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 연구
-기상기후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 중심김영신, 오완탁, 권태순, 임용기
한국기상전문인협회
fallbird57@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상기후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지난 3월,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경제성장
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고용변화를 수반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나 정보통신방송분야가 다른 상업을 견인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산업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내에서도 나타
난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기상기후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기상기후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 5차례 사회적기업 진입 시도 사례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양분된 사회적경제 영역이
조화를 이룬다면 국가산업생태계는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도 확장될 것으로 보면서 기상기
후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촉매로서 역할을 분석의 틀로 제시했다. 기
상기후서비스는 동네예보서비스 기반의 프로토타입이 있어 복제가 가능하고 평가와 품질
면에서도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외 확산이 용이
하다.
더군다나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의 성공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 중 건
전한 프로젝트 콘셉트, 충분한 시장 잠재력 등 두가지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 다만
패러다임의 변화로 충분한 역량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 한국기후변화학
회 등 기상기후공동체의 기본적인 전문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융합측면에서는 청･장년층간
즉 기후변화 대응세대간 융합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간의 제도 운영이
사회적 목적보다는 노동, 복지,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기
후변화 거버넌스 문제와 국가산업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상기후서비스 분야에 한정되긴 하지만 기상기후서비스 인력 양
성 근거 제공, 사회적기업 혁신형 모델 제시, 일자리정책 혁신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 이 연구는“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PPL)”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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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불확도 및
직접측정의 필요성
이경호, 이영민, 전은정,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
kholee@slc.or.kr
키워드: 폐기물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도, 산정방법, 직접측정,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타 산업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배출량의 불확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부분 산업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사용량과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를 산정하며, 사
용량과 배출계수의 불확도로 인해 배출량의 불확도가 존재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사용량
과 배출계수의 곱에 일차분해방정식(First order decay equation, FOD)을 곱하여 배출
량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산업이 가지는 불확도에 일차분해방정식의 불확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일차분해방정식은 속도상수 값에 따라 폐기물의 분해속도가 달
라지는데, 속도상수의 불확도로 인하여 매년 발생되는 배출량에 큰 오차를 발생시키며, 폐
기물 분해반응은 미생물 반응으로 폐기물 조성 및 분해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
게 달라진다. 가령, 실험적으로 동일한 폐기물을 조제하여 같은 조건에서 반응시키더라도
서로 다른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기도 하며, 폐기물 조성내 일부 물질이 가스 발생을 저해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매립시설은 타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불확도가 매우 높
다. 이러한 배출량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배출량을 결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장
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시설운영자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무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PCC 가이드라인에서 비록 직접측정방법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간접적
인 방법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매립장에서 직접측정하는데에는 good
practice 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직접측정(Direct Measurement)을 도입할 수 있는 표
준화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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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분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비교와 평가
박훈1, 최동진1, 이윤희1, 조아라1, 박현정1, 김남수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국토환경연구원
2

1

parkhun@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후변화 대책 평가지표, AHP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계획이 의무화되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마
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적
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에 걸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
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물관리 분야의 계획을 대상
으로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물관리에 해당하는 적응대책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부
문별 예산 등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여건분석과 전망, 취약성평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를 거쳐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물관리 분야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의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물분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18AWMP-B112209-05
-000000)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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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A Study on possi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최동진1, 김남수1, 박현정2, 박훈2, 이윤희2, 조아라2
국토환경연구원, 2기후변화행동연구소

1

water@eco.re.kr
키워드: 에너지 블록체인, 배출권 거래, 기후행동, 지역화폐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후변화 분야에서 활용해보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접목하
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UNFCC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적용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였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현재 기후변화 대책에 블록
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크게 에너지 분야, 지역화폐 분야, 배출권거래 분야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적용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는 에너지와 물의 절약 등 주민들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도구 중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기존의 ETS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경우와 개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의 가능성
과 한계를 점검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개선
및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서울연구원의 협력연구(정책기획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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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풀뿌리 리빙랩 실험서울 성대골 마을을 중심으로
박은선,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parkeunseon@yonsei.ac.kr
키워드: 풀뿌리 리빙랩, 에너지 전환, 미니 태양광, 성대골, 지속가능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 일수가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
산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시 동작구 3, 4동을 일컫는 성대골 마을도 2011년
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2016-2017년
성대골 마을에서 실시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을 통해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
를 통하여, 에너지전환을 위한 리빙랩 사업의 디자인에서 필요한 거버넌스 구성 및 제도
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했다. 성대골 리빙랩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풀뿌리
시민성이다. 성대골 마을은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리빙랩을 주
도하였다. 둘째,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태양광 기술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
가, 시민, 연구자, 기업, 대학,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까지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세 번째, 기술 수용성이다. 성대골 리빙랩은 태양광 DIY 조립 설치
기술, 태양광 수리 센터, 금융, 교육, 포럼까지 만들어 태양광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
진했다. 네 번째는 확장성이다. 성대골 주민들 및 참여자들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적극
적으로 리빙랩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리빙랩을 다른 지역에도 확장 시키
려면, 지역 활동가들을 키워 낼 전문가 상시적 인력 지원 및, 지자체 태양광 정책 일관성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리빙랩 사업의 예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MS2 2017-2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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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or PV waste management at the crossro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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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olar PV capacity totaled at

about 303 GW by adding 75 GW of

solar PVs in 2016. The PV additions in South Korea ranked 7th after Germany
(REN21, 2017). The PV installment would be accelerated in South Korea in
coming yea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share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renewables to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ed to 20%
by 2030. To achieve this ambitious target, the government plans to deploy
63.8 GW of renewable energy by 2030; solar PV would account for 57% of the
total capacity added (MOTIE). This energy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and
nuclear energy to safer and eco-friendly energy should be welcomed. However,
this change casts another challenge to solve - PV wastes. From the perspective
of circular economy, proper PV waste management is essential. However, this
challenge has not been studied much yet.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s the
PV waste generation in South Korea considering possibility of failure during
the PV lifespan, installed PVs and the future deployment plan.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lar PV wastes management based
on the survey of existing regulation and policies in South Korea (e.g.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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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항공온실가스, 감축기술, 배출권거래제, 국제항공탄소감축상쇄제도, 기후변화대응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공부문 온실가스는 국내선 및 국제
선으로 구분되어 각각 국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축목표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이
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국적항공사들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관리함으로서
국내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의 시행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국제
선 항공온실가스를 관리할 계획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제도 이행에 앞서 현재 또는 미래 항공부문에 적
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각 기술의 감축량 산정(안) 등을 소개함으로서 제도적 대
응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매뉴얼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총 22개의 항
공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기술들은 감축 특성에 따라 성능개
선, 운항관리, 비행운용, 중량관리 및 미래기술로 구분하였으며 기술에 따라 적용 범위 및
감축량 산정 등의 정보를 도출하였다. 본 결과를 통해 기술별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현황 파악 및 감축량 예측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항공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기
술적 이해를 돕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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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루카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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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블루카본, 온실가스 흡수원, 온실가스 통계, 갯벌, 염생식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에서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신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블루카본이란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
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세계5대 갯벌 2,487km2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풍부한 블루카본 보유국으
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 IPCC 보충 가이드라인 중 연안습지
부문 온실가스 산정방법론을 소개하고 인천･경기지역 갯벌에 대한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을 산정하고자 한다.
연안습지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방법은 Tier1~3까지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IPCC
기본계수를 적용한 Tier1 방법을 적용하여 흡수량을 산정하였다. 기본 활동자료인 인천․경
2

기지역 갯벌 면적은 ’13년 기준 875.5km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이고 그 중 염생식물
서식지 면적은 ’16년 기준 5.4km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보고서)으로 보고되고 있다. 염
습지에 대한 IPCC 흡수계수는 평균 91톤C/km2･yr이며, 5~465톤C/km2･yr의 범위를 갖
2

는다. 온실가스 평균흡수량 산정 결과 갯벌은 292,125톤CO2/km ･yr이며, 염생식물 서식
지 면적은 1,792CO2/km2･yr을 보이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자국내 국가통계로 블루카본을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향후 블루카본이 국가 통계로 인정받기 위해 블루카본 분포현황DB구축, 탄소 배출
/흡수 프로세스 규명, 국내 고유흡수계수 개발 연구를 진행중이다.
※ 이 연구는“2018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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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에서 발간한 World Energy Balances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586백만tCO2-eq으로 세계 7위에 이르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
스를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건물부문에서 35.8백만tCO2-eq 의 온실가
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하나인 대학교의 온
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대학에서 사용한 전력소비량과 도시가스소비량을 토대로 2017년 기준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발생현황을 추정하고, 최적화 모형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최적 설치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Optimization(최적
화 분석)은 Constraints(제약조건)하에서 Objective Function(목적 함수)를 달성할 수 있
는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Excel의 Solver를 활용하여 최적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A대학의 온실가스 최적화 분석 결과, 약 4,0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25%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그린캠퍼스 구축을 위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교의 의사결정에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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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우리나라 폐기물 소각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9 백만톤 CO2eq로 전
체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6.4 백만톤CO2eq 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 소각부문은 폐기물 분야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앞으로 진행 될
이행점검의 대비를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부문에서는 GPG 2000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GPG 2000의 방법론은 2006 IPCC G/L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
출량 산정방법에 요구하는 정교성 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2006 IPCC G/L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에서 2023년도부터 2006 IPCC G/L
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2006 IPCC G/L의 방법론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시 개선방안과 배출량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는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제일 많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41

농업잔재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특성 분석
김민욱1, 조승현1, 박성규2, 전의찬3
세종대학교 대학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주)케이에프,

1

2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3

minuk09@naver.com
키워드: 생물성연소, 농업잔재물, 미세먼지, 배출특성, 대기오염물질
생물성연소는 다양한 입자상, 가스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있다.
농업잔재물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노천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천소각의 특성
상, 방지시설 없이 불완전 연소가 수반되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
출하므로 정확한 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잔재물(고춧대, 들깻대, 참깻대) 소각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배출특성 실험을 위
한 소각장치는 EPA Method 5G 방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Cascade Impactor(PM10,
PM2.5 Impactor, Dekati, Finland)로 입자상 오염물질을 포집하였다.
본 연구는, 실측을 통해 농업잔재물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PM2.5)의 배출특
성을 분석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42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광물산업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조창상1, 전의찬2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세종대학교 대학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2

1

changsang-@daum.net
키워드: 2006 IPCC 가이드라인, 광물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환경부에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개발 및 검증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우
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2014년 1월),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각국이 결정한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제출(2015년, 2030년 예상배출량 대비 37% 감축) 제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통
계관리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96 IPCC 지침을 기본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고 국
가보고서, 격년갱신보고서 등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파리협정 발효
에 따른 투명성체계 강화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기준이 2006 IPCC 지침으로 개
편되는 추세이다.
부속서-Ⅰ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06 IPCC 지침을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UNFCCC는
개도국들에도 2006 IPCC 지침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장
기관은 2006 IPCC 지침을 당초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조기 초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공정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
물산업을 대상으로 현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을 시범산정해 보고자 한다. 시범산정을 통해 1996 IPCC 지침과 2006 IPCC 지침에 따
른 배출량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에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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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기후변화가 고농도 오존 예측의 불확실성에 미치는영향 분석
박선경
평택대학교

P-002

NOAA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표면수온 장기변동 경향
안지숙, 황재동, 박명희, 오승열, 오현주, 고우진
국립수산과학원

P-003

GRIMs-CCM 장기 적분 자료의 모의 분석 결과
정용철1, 예상욱1, 이승언2, 박록진2
1

P-004

한양대학교, 2서울대학교

7,8월 한반도 폭염발생과 연관된 고위도 및 저위도 지역 대기장 특성 분석
홍진실, 예상욱
한양대학교

P-005

봄철 에어로졸 농도에 따른 동아시아 7,8월 강수변화
이수정, 예상욱
한양대학교

P-006

북반구 냉대림 생장계절 시작일의 전진 추세 약화와 기후적 메커니즘
박훈영1, 정수종1, 허창회1, 박창의2, 김진원3
1

P-007

서울대학교, 2중국 남방과기대, 3국립기상과학원

단일 모델 시계열에서 기후 내부변동성 정량화 연구
현승훤, 예상욱
한양대학교

P-008

한반도 여름철 이상강수의 특성분석
문자연
APEC 기후센터

P-009

The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actinic dermatitis in accordance
with climate changes and air pollutants during the recent 15 years
Ho-Jin Kim, Yeo-Rye Cho, Jeong-Wan Seo, Tae-Hoon Kim, Ki-Hoon
Song, Ki-Ho Kim
Dong-A University

P-010

한반도 고해상도 장기 기후변수 격자자료 분석
정여민
APEC 기후센터

P-011

한반도 고해상도 강수 격자자료 비교
조원일, 정여민, 박경원
APEC 기후센터

P-012

동남아시아 지역 도시화로 인한 구름 특성의 변화 평가
이아름, 최용상
이화여자대학교

P-013

대표 GCM을 이용한 동아시아 몬순 특성 비교 및 분석
이은정, 신선희, 정임국, 박지훈, 조재필
APEC 기후센터

P-014

Numerical investigation of heat waves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summer 2016 by WRF model
Yujin Juhn, Seon Ki Park
Ewha Womans University

P-015

Application of Dynamical and Statistical Downscaling to East Asian
Summer Precipitation for Finely Resolved Datasets
양유빈1, 손수진1, 정일원2
1

P-016

APEC 기후센터, 2시설안전기술공단

아시아지역에서의 겨울철 극한 기온의 특성 변화
신선희
APEC 기후센터

P-017

북반구 도시지역 표면온도 변화경향 확인 및 도시화의 영향 분석
이경일, 류지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P-018

Flood simulation using the integrated surface and groundwater
model in the Miho catchment, Korea
Jaewon Joo1, Yong Tian1, Chunmiao Zheng1, Sujong Jeong2
1

P-019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년 11월 한반도 극한 강수 사건의 원인
이정훈, 정일웅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020

흡수성 에어로졸에 의한 눈 오염 효과가 봄-여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상정, 김맹기
공주대학교

P-021

서리발생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김용석, 심교문, 강기경, 정명표, 장은숙
국립농업과학원

P-022

한국 침엽수림 내외 기상인자 비교에 관한 연구
배미란, 채희문
강원대학교

P-023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온난화에 대한 SRM 지구공학의 효과
김도현, 정일웅, 신호정
강릉원주대학교

P-024

강화되는 온난화에 따른 전례 없는 기후 시기의 반응
김신우, 정일웅
강릉원주대학교

P-025

통계적 내삽기법을 적용한 격자기후자료의 활용성 평가
조아영, 류지은, 최유영, 전성우
고려대학교

P-026

위성 및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자료를 이용한 도시 대기온도 예보
정확도 향상
조동진, 유철희,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P-027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방안
박선경
평택대학교

P-028

적지적작에 따른 경영성과 비교 -충북 보은군을 중심으로박계원, 방윤정, 최성희, 조성연, 나선영, 최현정
충북농업기술원

P-029

충청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효율화 방안
최원근, 이상신, 김아람
충남연구원

P-030

기후행동 일상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의 필요성 연구
박동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P-031

한국 ODA 지원 대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분석 연구
박기용, 조성흠 전의찬
세종대학교

P-032

이상기후별 취약지역·계층의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인식조사
연구
양태경, 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033

기후변화 취약지역 파악 및 지원사업 현황 조사 연구
최영웅, 양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034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현황 및 대응 동향 분석
김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035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P-036

탄자니아 REDD+ 사업의 비용·편익 비교분석
강미랑1, 유경태2
한국임업진흥원, 2중앙대학교

1

P-037

열쾌적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손정민, 엄정희, 민서원, 최은서
계명대학교

P-038

기상 변수 변경을 이용한 태풍 강우 최대화기법 연구
최정현, 이정훈, 이옥정, 김경민, 심인경, 원정은, 김상단
부경대학교

P-039

기후변화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수위변화에 따른 인접지역 환경변화
박송미,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040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기후보험 도입 방법론 검토
한대건, 배영혜, 김경훈, 김덕환, 김형수
인하대학교

P-041

한반도 주변해 중기 해양환경 예측모형 개발
정희석1, 장찬주1,2, 김용선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과학기술연합대학교

1

P-042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 종풍부도 변화에 미치는 하천 지형 인자의 영향 분석
김종현, 심태용, 정진호
고려대학교

P-001

기후변화가 고농도 오존 예측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 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오존, 2차 오염물질, 광화학반응
대류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광화학적인 스모그를 생성하여 시정을 악화시킨다. 또한, 고
농도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폐 질환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
이 고농도 오존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경우, 이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오존 예보제
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존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산이 존재하는 경우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및 일사량 등의 변화가 오존
농도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측정된 시간별 기상변수와 대기오염농도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기후변화
로 인해 예상되는 이상 고온 또는 이상 강수가 관측되는 경우, 예측된 오존농도는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오염농도의 예측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대기오염농도의 예측정확도를 개선하는 데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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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표면수온 장기변동경향
안지숙, 황재동, 박명희, 오승열, 오현주, 고우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ahnjisuk77@gmail.com
키워드: 해표면 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장기변동(Long-term trends),
연진폭(Annual amplitude), NOAA/AVHRR(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Advanced Va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본 연구에서는 지난 28년(1990-2017년)동안 NOAA/AVHRR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표면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에 대한 장기변동 경향을 분석하
였다. 또한 겨울철과 여름철에 대한 해표면 수온의 장기변동 분석을 통해 계절 및 연교차
폭에 대한 장기변동(long-term trends) 경향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였다. 한반도 주
변해역에서 연평균 해표면 수온의 장기변동은 대체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역에
따라 변동 경향은 차이를 보였다. 연진폭 (Annual amplitude)의 변동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폭이 증가하는 해역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진폭의 경우
주로 겨울철과 여름절의 수온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폭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교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폭이 작아진다는 것은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한반도 주변해역의 연교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겨울철 수온과 여름철 수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해역에 따
라 변동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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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s-CCM 장기 적분 자료의 모의 분석 결과
정용철1, 예상욱1, 이승언1, 박록진2,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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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0122@naver.com
키워드 : GRIMs-CCM, Model Performance
본 연구에서는 GRIMs(Global and Regional Integrated Model system)에 GEOS-chem
화학 모듈이 결합된 GRIMs-CCM의 1960년부터 2010년까지 모의된 장기 적분 자료 결
과를 분석하였다.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배출량 자료는 전지구에 균일하게 처방된 CMIP5
RCP8.5 시나리오의 CO2, CH4, N2O 등 온실가스와 MACCity emission inventory의 오
존 및 에어로졸 농도 등이 사용되었다. 모델의 바닥 경계조건으로는 HadISST의 월별 표
층수온 및 해빙농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장기 적분 자료 중 강수, 대기 온도, 지위고도,
및 ENSO 원격상관에 대한 모의성능을 NCEP/NCAR reanalysis 1 재분석 자료와 비교
하였다. 그 결과 GRIMs-CCM이 대체적으로 과거와 현재 기후를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지역적인 편차는 조금씩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역적인 편차의 공간
적 분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런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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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한반도 폭염발생과 연관된 고위도 및 저위도 지역 대기장
특성 분석
홍진실,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hjss1124@gmail.com
키워드: 폭염, 북극진동, Arctic Oscillation, South China Sea index, 한반도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극지역의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북극 대기의 주요 특징인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이 동아시아 겨울철뿐만 아니
라 여름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Lee and Lee(2016)에서 과거에는
한반도 폭염 발생의 변동이 Nino3.4 index의 변동과 유사한 반면, 최근에는 AO index와
유사하게 변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O와 관련된 한반도에 폭염을 유도
하는 대기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여름철(6, 7, 8월) 자료만을 이용하여 AO index를
새롭게 구하고, 위상에 따른 폭염 일 수를 계산하였다. 폭염일 수 계산을 위해서 기상청에
서 제공하는 전국 45개 지점의 일최고기온(    )을 이용하였다. 폭염 일 수는 각 45개
지점에서 일최고기온이 90% 임계점을 넘긴 날들의 수를 계산한 뒤, 45개 지점의 평균값
으로 정의하였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n은 관측지점의 개수로 45개이다. 그 결과 6월은 위상에 따른 폭염 일 수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7월과 8월은 AO가 양의 위상일 때, 폭염 일 수가 증가하였다. 따
라서 6월은 제외하고, 7월과 8월의 합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합성분석 결과, 7월은 AO가
양의 위상일 때, 한반도에 고기압성 아노말리로 인하여 남풍이 유입되어 폭염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 8월은 AO가 양의 위상일 때, 한반도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shortwave radiation이 유입되어 폭염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 합성분석결
과, 7월과 8월 모두 공통적으로 남중국해 Outgoing longwave radiation (OLR)에서 유
의한 신호가 나타나, 남중국해 OLR index를 구하였다. AO위상과 남중국해 index위상에
따른 폭염 일 수를 계산한 결과 AO가 양의 위상이고, 남중국해 index가 음의 위상일 때,
폭염일 수 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AO의 양의 위상과 남중국해 convection이 함께 작용
하여 유도되는 대기장이 한반도에 폭염이 발생할 수 있는 호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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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에어로졸 농도에 따른 동아시아 7,8월 강수변화
이수정,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tnwjd009@hanyang.ac.kr
키워드: 에어로졸, 북태평양 고기압, 강수량 증가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MODIS 위성 관측 자료, GPCP 재분석 자료의
강수량 관측자료, 그리고 ERA-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봄철 동아시아 에어로졸
농도에 따른 여름철(7, 8월) 강수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봄철 에어로졸 농도가 높았던 해
에 에어로졸이 북서태평양으로 확산되면서 direct effect를 통해 표층 기온을 낮추고, 이로
인해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이것이 여름까지 유지되면서 바람장이 함께
변화되어 한반도 부근에 수분공급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봄철 AOD(Aerosol Optical
Depth)가 높게 관측된 해에 한반도 부근 동아시아의 7,8월 강수량이 증가하였다. 이를 증
명하기 위해 GRIMS-chem 모델에서 1979년부터 2010년까지 표층 수온의 영향은 고려하
지 않고 에어로졸의 영향만을 고려한 모델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측 결과와 유사
하게 에어로졸 농도가 낮았던 기간보다 높았던 기간의 표층 기온이 낮게 모의되었으며, 여
름철 강수량 또한 많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상청 45개 지점의 강수량 관측 자료에
서도 모델과 같은 기간 동안의 7,8월 강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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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냉대림 생장계절 시작일의 전진 추세 약화와 기후적 메커니즘
박훈영1, 정수종2, 허창회1, 박창의3, 김진원4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

1

중국 남방과기대 환경과학공학부, 4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3

hy.park432nm@gmail.com
키워드: 냉대림, 식생, 생장계절 시작일, 전진 추세 약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따라 북반구 낙엽수림의 생장계절 시작일은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래로 60% 이상의 냉대림에서 생장계절 시작일 전진 추
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특히 시베리아 및 북미 북서부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생장계절시작일의 전진 추세 약화 현상과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공
위성 관측기반 정규 식생지수 및 네 가지 기후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베
리아의 경우, 생장계절 시작일 인근의 온도 상승이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생장계절 시
작일 전진 추세를 유도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온도 상승 추세가 약화됨에 따라 생
장계절 시작일의 전진 추세 또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북서부 지역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생장계절 인근의 온도 상승 및 영하일수의 감소가 생장계절 시작일의
전진 추세를 유도하였으나, 이후 온도 상승 및 영하일수 감소 추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생장계절 시작일 전진 추세 또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나타난
생장계절 시작일 전진 추세의 약화가 식생 자체의 민감도 변화보다는 기후 변수의 장기
변화, 즉 최근 온도 상승 추세의 약화로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냉대
림 지역의 온도 상승이 재개되면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나타났던 생장계절 시작일의
강한 전진 추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Climate Change Correspond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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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델 시계열에서 기후 내부변동성 정량화 연구
현승훤,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shhyun@hanyang.ac.kr
키워드: Internal variability, 지구온난화, Anthropogenic forcing
기후 시스템의 내부변동성 (Internal variability : IV)은 지구시스템의 자연적인 요소
로부터 발생하는 비선형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기후예측에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의 내부변동 연구에서는 단일 모델시스템의 단일 외부 강제력(지구온난화 시나리오
포함)

하에서

초기조건만

미세하게

다르게

주어서

구동

시킨

Large

Ensemble

simulation에서 수십 개 ensemble 간 선형 경향성 편차의 크기를 내부변동성의 크기로
정의 하였다. 한편, Thompson et al., 2015 은 대기조건을 고정시킨 단일 ensemble(예
: pre-industrial control run) 모의 결과에서 변수의 장기 선형경향성에 대하여 통계적
인 분석으로 나타나는 예상오차범위를 내부변동성의 크기로 정의함으로써 단일 ensemble
에서도 내부변동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 연구는 CESM-LE (The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 Large Ensemble)
model output data 에서 Thompson et al. 2015에서 제시된 변수의 단일 ensemble의
예상오차범위 값이 실제 모든 ensemble 간 시계열 편차의 범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re-industrial control run결과 값만이 아니라 온난화 시나리오
및 실제 관측에서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있어
서 어떠한 요소의 변화가 지구시스템의 자체적 자연변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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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여름철 이상강수의 특성분석
문자연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예측기술팀
mjy1011@apcc21.org
키워드: 이상강수, 계절안진동
홍수, 가뭄, 산불, 토네이도, 태풍, 열파 및 한파 등의 이상 기상 및 기후 현상은 이로
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인해 최근 수년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여름철 강수 현상도 기온의 증가와 함께 강수량, 강수 강도, 강수 빈도 등의 경
향이 과거에 비해 변하며 이상 강수로 기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
에서는 여름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이상강수 현상에 관해 분석하고 발생 사례를 중심으
로 메커니즘을 조사하였다. 이상강수 현상이 종관적인 발생 뿐 아니라 원격적인 영향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기후변동인 적도의 대표적인 계절안 진동이 우리
나라 여름철 이상강수에 미치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적도 계절안 진동의 경우 활동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 이상강수 발생일수에 증
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절안진동 지수의 0.5 표준편차 이하부터는 북서태평양
계절안 몬순이 인도 계절안 몬순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이상강수 발생 시 나타나는 전구적인 계절안 규모의 순환장을 살펴본 결과, 인도 계절안
몬순이 활발할 경우, 아라비아 해-인도-벵갈만-남중국해-필리핀 해로 이어지는 긴 밴드
형태의 대류 구역이 아라비아 해부터 동쪽으로 향하는 서풍과 중태평양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동풍의 수렴에 의해 필리핀 해 부근에서 수렴되어 우리나라 쪽으로 습윤기류를 유
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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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actinic dermatitis in
accordance with climate changes and air pollutants during the
recent 15 years
Ho-Jin Kim, Yeo-Rye Cho, Jeong-Wan Seo, Tae-Hoon Kim, Ki-Hoon Song,
Ki-Ho Kim
Department of Dermatology,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Background: Chronic actinic dermatitis (CAD) develops in high sun exposure
seasons, esp. summer and could persistent all year long in the severely
affected cases. The authors noted CAD prevalence increased in connection with
climate changes including the sunshine duration, mean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air pollutant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ozone and respirable
particles (PM10). Korea’s four seasons have been truly distinctive, in that they
each last about three months. The climate and air pollution have been also
showed seasonal changes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CAD development.
Method: We investigated the annual and seasonal trends of the sunshine
durations, mean air temperature, humidity, the concentration of ozone and
PM10 in Pusan during the recent 15 years between December 2000 and
November 2016. Two hundred ninety four CAD patients were enrolled during
this period. The correlations among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the
number of CAD patients visited were analyzed.
Results: The number of CAD patients apparently increased annually during
the recent 15 years. The majority of CAD patients were distributed in summer
season. CAD occurrence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in summer seasons in
correlation with sunshine duration (p=0.006)and ozone concentration (p=0.03). In
contrast, PM10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AD occurrence.(p=003). In
addition, the change in mean air temperature seemed to be associated with
CAD occurrence in a parallel manner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terestingly, apart from any correlation with CAD occurrence or sunshine
duration, the profile of humidity seemed to be related in a parallel manner.

Conclusions: During the recent 15 years, the increased prevalence of CAD
may be related to the sunshine duration and ozone concentration and inversely
relat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
Key words: Chronic actinic dermatitis, Sunshine duration, Mean air temperature,
Humidity, Ozone,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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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해상도 장기 기후변수 격자자료 분석
정여민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융합기술팀
yeominjeong@apcc21.org
키워드: 통계적 상세화, GIS기반 회귀모형, 한반도 격자자료, 강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Coupled Model Intercompariosn Project Phase 5 (CMIP5)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기후모형 개발그룹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기인한 영향평가를 위해 장기간의 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주로 수자원, 농업, 경제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단위 기후요소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이해하고자 고
해상도의 기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해안선과 더
불어 국토의 65 %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절풍의 영향으로 시공간적인
기후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기상예측을 위한 관측자료는 대부분
300m 이하 고도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국지적인 기후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해상도 기후정보 생산을 위한 통계적 상세화
기법 중 관측망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격자정보를 추정하는 PRISM(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 Model)을 적용한 연구가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점의 밀도를 고려해 영향반경을 결정하도록 개선된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기반의 회귀모형(Improved GIS-based
Regression Model, IGISRM)을 사용하였으며, 격자별 극값에 대한 계통오차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공간 보간법인 역거리 가중 방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method,
IDW)을 적용하였다. 1973~2017년 한반도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변수에 대한
3km 수평해상도의 격자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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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고해상도 강수 격자자료 비교
조원일, 정여민*, 박경원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융합기술팀
pablito@apcc21.org
키워드: 통계적 상세화, GIS기반 회귀모형, 한반도 강수 격자자료, 위성자료
최근 고해상도의 기후정보를 위한 연구로 전지구모형(Global Climate Model, GCM)의
예측결과를 역학적‧통계적으로 상세화 하여 예측성능을 개선한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이고,
그 중 통계적 상세화 기법으로 격자형태의 관측자료를 활용한 고해상도 기후정보를 생산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측망을 활용한 고해상도 격자정보를 추
정하는 PRISM(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 Model)을 적
용한 연구가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관측점의 밀도를 고려해 영향반경을
결정하도록 개선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기반의 회귀
모형(Improved GIS-based Regression Model, IGISRM)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개
선된 GIS 기반의 회귀모형에서 ASOS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생성된 고해상도 기후 정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공간 보간법인 역거리 가중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격자별 극값에 대한
계통오차를 감소시킨 3km 수평해상도의 격자자료인 IDW-IGISRM 일강수량 자료를 생산
하였다. 더불어 인공위성 자료(TRMM Multisatellite Precipitation Analysis Rainfall
Estimate L3 3 hour 0.25 degree x 0.25 degree V7, TRMM_3B42)를 입력자료로 사
용한 SAT-IGISRM을 동일한 해상도로 생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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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도시화로 인한 구름 특성의 변화 평가
이아름, 최용상
이화여자대학교 대기과학공학과
ahreum21st@gmail.com
Keyword: 도시화, 구름, 정지궤도위성, COMS
동남아시아 지역의 구름은 적도의 역학적 현상에 대한 변화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 지역은 최근 10여 년간 가장 활발히 도시화가 일어난 지역으로, 이러한 도시
화가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기후변화 요소 중 해
당 지역에 대한 구름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 도시화에 의해 바뀌는 구름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구름 특징이 각각
어떠한 정도로 다르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름 특징의 변화를 살펴보는 중요
구름 지표로는 운량, 운형, 운정고도 등이 있고,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 양상을 알아본다.
연구의 초점이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상 관측 자료는 불확실성의 크기 때문에 사용하
기 힘들다. 또한 구름의 변동은 짧은 시간 규모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름 특징을 살
펴보기에는 정지궤도 위성이 적합하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위성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최근 들어 도시화가 강화된 도시지역
(Urban)과 그렇지 않은 도시외곽지역(Suburban)으로 나눠 구름 특징의 변동 효과를 비
교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구 1000만이 넘는 지역(Mega city)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정의하였고, 같은 위도 상의 비 개발 지역을 도시외곽지역으로 두었
다. 사용한 데이터는 3시간 간격의 자료로, 위성 자료의 특성상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7년의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에서의 기후변화는 사람
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일조량, 날씨 측면에서도 에너지 발전 및 기상 관련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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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GCM을 이용한 동아시아 몬순 특성 비교 및 분석
이은정1, 신선희2, 정임국3, 박지훈3, 조재필3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기후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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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CMIP5, 대표CGM선정, CMIP5 평가, 최적모형선정
본 연구에서는 29개의 CMIP5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각 계절별 평균장, 경년 변동성,
극한 지수, 동아시아 몬순 지역 모사 정도 및 경향, 2가지 연주기 모드의 모사력을 비교
하여,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공간적 모의를 잘 하면서 오차가 작은 GOOD 모형군과 공
간 모의를 잘 못하면서 오차가 큰 BAD 모형군을 분류하여 평가 결과를 table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CMIP5 모형 평가 matrix를 구축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대표 GCM 13개의 모형과 29개의 GCM을
이용하여 모의 특성을 더욱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강수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 강수에 대하여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름 몬순에 대해 각 모형별 몬순 지역과 몬순 강수 강
도의 모사 능력을 비교 분석 하여 몬순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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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investigation of heat waves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summer 2016 by WRF model
Yu jin Juhn, Seon Ki Park
Department of Climate and Energy Systems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jujin413@gmail.com
Keywords: Heat wave, WRF, Land Surface Model (LSM), Domai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temperature events, such as heat
waves, have increased as a result of rapid global warming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Heat waves have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because they
have severe impacts on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Heat waves
are influenced by mesoscale conditions such as deficit of soil moisture due to
drought as well as global warming. Especially the Tibetan Plateau and the Sea
of Okhotsk affects weather on the Korean Peninsula in boreal summer.
An extreme heat wave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in summer 2016. The
number of heat days (i.e., whe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s 33 degrees
or more) on the Korean Peninsula in summer 2016 is 22.4 days, which is the
second highest record in Korea since 1973. In this study, we evaluate
sensitivity of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WRF) model for different
land surface schemes and simulation domains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ummer of 2016 when the heat wave was strong. Through this study, heat
waves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eeply understood, and based on this
knowledge, prediction skill of heat waves can be improved.
※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PA(KMI2018-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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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Dynamical and Statistical Downscaling to East
Asian Summer Precipitation for Finely Resolved Datasets
양유빈1, 손수진1, 정일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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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downscaling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coarse spatial resolution of general circulationmodels (GCMs). Such
techniques can be grouped into two approaches of dynamical and statistical
downscal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erformances of different
downscaling methods, focusing on East Asian summer monsoon precipitation to
obtainmore finely resolved and value added datasets. The dynamical downscaling
was conducted by the Regional Model Program (RMP) of the Global/Regional
Integrated Model system (GRIMs), while the statistical downscaling was performed
through

coupled

pattern-based

simple

linear

regression.

The

dynamical

downscaling resulted in a better representa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long-term trend than the GCM produced; however, it tended to overestimate
precipitation over East Asia. In contrast, the application of the statistical
downscaling resulted in a bias in the amount of precipitation, due to low
variance that is inherent in regression-based downscaling. A combination of
dynamical and statistical downscaling produced the best results in time and
space. This study provides a guideline for determining the most effective and
robust downscaling method in the hydrometeorological applications, which are
quite sensitive to the accuracy of downscaled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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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서의 겨울철 극한 기온의 특성 변화
신선희
APEC 기후센터 기후사업본부
ssh222@apcc21.org
키워드: 극한기온, 아시아, 한랭 위험 지역, 장기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기상이변 규모를 크게 뛰어 넘었으
며, 날이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은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
에 따라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의 중･고위도 지역에서는 잦은 한파와 이례적인 폭설과 같은 겨
울철 극한 기후 현상들이 기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겨울철 악기상과 기후 재앙의 발생 횟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랭일수의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중앙･동아시아 대륙을 한랭 위험 지역 (cold extreme risk region)으로 정의하였으며, 극
한 기온 정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실시 되었다. 극한 기온 정의에 따른 한랭일 발생 빈
도, 강도, 지속 기간 및 평균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이 분석되었으며, 한랭일 발
생의 월별 장기 변화 특성이 제시되었다. 겨울철 극한 기온 발생의 계절내 특징이 지역적
으로 제시되었으며, 한랭일 발생의 계절내 예측 가능성 평가가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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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도시지역 표면온도 변화경향 확인 및 도시화의 영향 분석
이경일1, 류지은2, 전성우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고려대학교 GIS/RS센터
2

1

eepps_korea@korea.ac.kr
키워드: 도시화, 기후변화, 표면온도, GLDAS-2, MODIS
도시지역은 도시화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건
물이 증가한 결과 비 도시지역과는 다른 도시기후(urban climate)가 나타나며, 강수량과
상대습도의 변화, 도시열섬현상등 의 문제를 발생시킨다(Santamouris, 2013).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온실가스효과 처럼 지속적인warming이 발생하여 이를 규명하기 위
한 월별, 계절별, 년별 등 장기적인 도시지역 표면온도 변화의 확인 및 도시화영향 규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Karl et al., 1988; Jones et al., 1990; Yang et
al., 2011; Stoll & Brazel, 2013). 국가별 도시화의 형태는 정책 및 환경에 의해 차이
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구증가 및 토지피복변화 등 전체적인 경향성은 유사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글로벌 스케일의 도시지역 온도의 시계열적 변화양상파악 및 도시화의 영
향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기준 및 온도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스케일
도시지역 표면 온도의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도시화와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북반구(위도[71, 0]) urban and built up areas를 대상으로 1981년도
부터 2010년도 사이 도시규모에 따른 여름철 표면온도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및 표준
편차의 차이 및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변수(night light, NDVI, population, urban
area, PM2.5, latitude)와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표면온도에 대한 예측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면온도 분석결과 도시화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의 최소값과 평균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인구 100,000이상의 그룹과 다른그룹 사이에서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났다. 시계열분석 결과 최소값의 경우 인구 100,000이상의 그룹을 제외하고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온도는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도시표면온도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위도로 나타났다. 위도 외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NDVI로 나타났다. 그 다음 영향력이 큰 변수는 PM2.5
였고, 인구, nighttime light 및 urban area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2017045A00-1720
-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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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simulation using the integrated surface and groundwater
model in the Miho catchment, Korea
Jaewon Joo1, Yong Tian1, Chunmiao Zheng1, Sujong Jeong2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1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1

and Technology, 2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Seoul National University
jjw3741@gmail.com
키워드: Integrated surface and groundwater modeling, GSFLOW, flood simulation
Flood events brought significant damages to our lives such as economic and
loss of life in all over the world, and the frequencies of flood events have
increased due to the climate change. The damages from flood events exhibited
different patterns in reality. The most visible is a riverine surface flooding and
a flooding from the sewerage system. In addition, the floods can cause from
rising groundwater table. This study presents the development,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of a physically based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integration
model for flood simulation at the Miho catchment in Korea. The integrated
model employed in this study is GSFLOW, which couples Precipitation-Runoff
Modeling System (PRMS) with groundwater flow model (MODFLOW). In order
to simulate the flood events, we developed flood simulation package for
GSFLOW. The flood simulation model was calibrated and validated from 2013
to 2014 in both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domains. The flood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developed flood simulation package provided acceptable
simulation in dry and wet season. The results also present the groundwater
impact on flood events. This study provides a fruitful way for understanding
the hydrological system in the Miho catchment during flood season and for
development of effective flood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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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한반도 극한 강수 사건의 원인
이정훈, 정일웅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45011@naver.com
키워드: 극한, 강수, 엘니뇨-남방 진동(ENSO), 북극 진동(AO)
우리나라의 2015년 연강수량은 944.4 mm로, 1973년 이래 최소 연강수량 3위로 기록
될 만큼 적은 강수가 내렸지만, 그 해 11월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강수가 내렸다. 본 연구
에서는 2015년 11월 한반도에서의 극한 강수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은 강력한 엘니뇨의 해였으므로, ENSO와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1979-2016년의 38년 기간에 대하여 NINO3.4 SST 지수에 대한 기상 변수들의 선형 회
귀 지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1월 동아시아 지역의 상층 및 하층 바람 아노말리 패턴
과 NINO3.4 SST 지수에 대한 상층 및 하층 바람 아노말리 패턴이 정성적으로 유사하였
다. 이 극한 강수 사건과 AO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았다. AO 지수에 대한 기상 변수들의
선형 회귀 지도 분석 결과 또한 NINO3.4 SST 지수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2015년 11월 한반도 극한 강수 사건은 엘니뇨 및 AO와 연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79-2016년의 38년 기간에 대하여 11월 속초 강수량과 NINO3.4 SST 지수 간의 상관
계수는 0.4926, 11월 속초 강수량과 AO 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4241로 나타났으므로,
2015년 11월 속초 극한 강수는 엘니뇨 및 AO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슈퍼 엘니뇨 해였던 1997년 11월 강수 사건과 2015년 11월 강수 사건을 비교한 결과,
NINO3.4 SST 지수는 1997년 11월은 2.42, 2015년 11월은 2.57로 두 사건 모두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AO 지수는 1997년 11월은 –0.661, 2015년 11월은 1.945를 나타냈으
므로, 2015년 11월은 AO의 영향으로 인해 1997년 11월보다 더 많은 강수가 내렸던 것
으로 사료된다. 1979-2016년의 38년 기간에 대하여 11월 강수량 아노말리의 EOF를 분
석한 결과, 첫 번째 EOF 모드의 공간장 패턴이 NINO3.4 SST 지수에 대한 강수량 회귀
지도 패턴과 정성적으로 유사하였다. 첫 번째 EOF 모드의 시계열과 11월 NINO3.4 SST
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6498로 나타났으므로, 첫 번째 EOF 모드가 ENSO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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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에어로졸에 의한 눈 오염 효과가 봄-여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상정, 김맹기
공주대학교
j.sang0226@gmail.com
키워드: Snow Darkening effect, 흡수성 에어로졸, 눈 녹음, 열파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눈 오염 효과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OSWIM(GOddard SnoW Impurity Module) (Yasunari et al. 2014)이 결합된 미항
공우주국(NASA)의 GEOS-5 (Goddard Earth Observing System version 5)(Rienecker
et al., 2008)모델의 모의결과를 이용하였다. 눈 오염 효과(SDE)는 눈 오염을 포함한 강
제력 실험에서 눈 오염을 고려하지 않은 대조실험을 뺀 것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실험에 대해 100년(10년×10개 앙상블)의 모의 결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영역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 수행하였고, 특히, 서부(10˚-100˚E, 40˚-60˚N)와 북부(40˚-140˚
E, 60˚-76˚N)유라시아 지역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눈 오염효과에 의하여 지
표면에서 단파복사가 더 많이 흡수되고 지표면 온도는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눈 녹음의
시기는 빨라지고 일시적으로 토양수분이 증가하지만, 상승한 온도와 원래시기에 토양에 공
급되어야 하는 수분(눈녹음)이 감소하여 이 후 토양수분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표
의 변화는 대기 중의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대기 순환장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여름철
극한현상의 발생빈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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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발생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김용석, 심교문, 강기경, 정명표, 장은숙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cyberdoli@korea.kr
키워드: 서리, 서포트벡터머신, 기계학습법
서리는 가을부터 봄까지 발생하는데 가을철 서리는 밭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고 봄철에 내린 서리는 과수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아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하기 위하여 서리발생을 전날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기상
청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상일 토대로 서리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
는 전날의 최저기온, 18시 기온, 21시 기온, 24시 기온, 평균풍속, 18시 풍속, 21시 풍
속, 구름량, 5일간 강수량, 3일간 강수량, 상대습도, 이슬점온도, 초상최저기온, 지면온도
등 기상인자에 대해 서리가 발생한 날과 발생하지 않은 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기상인자
는 T-test와 랜덤포레스트의 인자중요도분석,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통한 판
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날의 24시
기온, 구름량, 이슬점온도가 서리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리 예측 모
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R(3.3.1)을 통해 수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서리발생한 날의 데이터 248
세트와 서리가 발생하지 않은 날의 248세트로 총 496세트였으며, 이중 330세트는 모형을
학습시켰고, 166세트로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모형을 구동한
결과 80.7%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이 연구는“PJ01185804(채소작물의 농업기후 지표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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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침엽수림 내외 기상인자 비교에 관한 연구
배미란1, 채희문2
강원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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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miran38@gmail.com
산림 내 미기상은 온도, 습도, 광도 등에서 산림 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러
한 특징은 유기물의 순환, 종 다양성, 식생 등 산림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산림 내 미기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나무림, 강원도 영월
의 잣나무림, 경상북도 울진의 낙엽송림의 기상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조사지역과 가까운
산림 외 지역(기상대)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분석은 각 산림 내에 소형기상기록장치
(HOBO data logger)를 설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고 월 평
균기온(℃), 월 평균 최고기온(℃), 월 평균 최저기온(℃), 월 평균 상대습도(%)를 분석하여
조사지역과 가까운 기상대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월 평균기온(℃)은 세 지
역 모두 기상대가 산림지역보다 높았다. 월 평균 최고기온(℃)과 월 평균 최저기온(℃)은
소나무림이 기상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두 지역은 기상대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월 평균 상대습도(%)는 세 지역 모두 기상대보다 산림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 산림 지역의 기상자료 분석 결과, 같은 산림지역이지만 월 평균기온(℃), 월 평균 최
고기온(℃), 월 평균 최저기온(℃), 월 평균 상대습도(%)가 산림 외 지역과의 비교에서 각
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림이 위치한 지역의 경사나 고도, 사면방
향에 따른 환경적 차이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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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온난화에 대한 SRM 지구공학의 효과
김도현1, 정일웅1, 신호정2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2

dall201@naver.com
키워드: 지구 온난화, 지구공학, 지구복사관리(SRM), GeoMIP, G4cdnc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구공학(Geoengineering)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공학이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후 시스
템을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일컬으며, 크게 CDR(Carbon Dioxide Removal)과
SRM(Solar Radiation Management)으로 양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SRM에 의한 지구공
학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기획된 GeoMIP(Geoengineering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의 수치 모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동아시와 한반도의 온난화
에 대한 지구공학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SRM 실험 중 GeoMIP Phase2의 G4cdnc
를 선택하였는데, 이 실험은 RCP4.5 시나리오 하에서 해양 하층운의 구름 방울 수농도
(cloud droplet number concentration, 이하 CDNC)를 2020년에 50% 증가시켜 50년
을 유지시킨 후 2070년에 중단하고 2090년까지 적분하는 모의 실험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MIROC-ESM의 지표 기온 모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G4cdnc의 개시 및 유지 기
간인 2020-69년 동안 RCP4.5 시나리오에 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 모두 약 1도 정도의
기온 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G4cdnc의 중단 이후 기간인
2070-90년 동안에도 두 지역에서 모두 RCP4.5 시나리오와의 기온 차이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DNC의 인위적 조절을 통한 SRM 지구공학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온난화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한 특징을 찾고, 그 불확실성을 평가하
기 위해 GeoMIP Phase2 G4cdnc 실험을 수행한 다수 모델의 모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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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온난화에 따른 전례 없는 기후 시기의 반응
김신우, 정일웅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tlsdn1031@gwnu.ac.kr
키워드: 온난화, 기후변화, 이상치(outlier), 전례 없는 기후 시기
유의한 기후변화의 출현 시기(Time of Emergence)를 추정하는 것은 기후변화 탐지를
위한 중요한 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 월평균 지표 기온 격자 자료(CRU
TS4.00)에 기반하여 전례 없는 기후의 출현 시기(Timing of Unprecedented Climate,
이하 TUC)를 추정하고 점점 강화되는 온난화에 대한 TUC의 반응을 광역적 및 지역적으
로 분석하였다. TUC는 1901-2015년의 기준 기간 자료로부터 Grubbs 방법에 의해 검출
한 이상치(outlier) 기온값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지표 기온이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시작
년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의 TUC는 온난화의 선형 추세 기울기에 직접적으
로 의존한다. 증가하는 온난화율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추세 분석 시작년도를
1901년부터 10년 간격으로 1971년까지 8개의 서로 다른 온난화율에 대한 TUC를 산출하
였다. 전지구적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규모(동아시아 영역)에서 연평균과 계절 평
균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TUC를 분석하였다. 전지구적 규모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UC가 2100년 이전인 지역의 면적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과 겨
울보다는 봄과 여름에 그 증가가 큰 특징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다르며, 반응의 계절적 차이가 전지구적 규모에서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봄
철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계절들의 경우는 1951년 이후부터 뚜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TUC를 위도별로 분석한 결과, 사계절 모두 저위도에서 가장 빠른 반
응이 1951년 이후의 온난화율에 대해 북반구 중･고위도 지역의 반응이 매우 크게 증가하
는 특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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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내삽기법을 적용한 격자기후자료의 활용성 평가
조아영1, 류지은2, 최유영3, 전성우3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고려대학교 환경GIS/RS 센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

1

3

ayoung6432@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통계적 보간방법, IDW, Cokriging, 격자기후자료
고해상도 격자형 기후자료는 환경생태, 농업기상, 지리학 및 대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격자자료 생성 기법 중 하나
인 통계적 내삽법은 관측자료 기반의 격자자료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인공위성 기반 연구
에 비해 자료를 얻기 쉽고, 일반 컴퓨터에서 실험이 가능하고 계산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역학적 내삽법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 자료인 기온, 강수 자료와
환경변수 및 지리통계학적 내삽법을 이용하여 남한 고해상도 격자기후자료를 작성한 후,
기 구축된 GCM 고해상도 격자기후자료와 비교･분석하여 통계적 내삽법을 적용한 남한
고해상도 격자기후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기 구축된 GCM 고해상도 격자기후
자료로는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version2.0 Current Condition (1970-2000 평균)
의 30”(~1km) 해상도 격자자료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내삽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70-2000년의 월별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좌표 정보를 포함한 월평균 기후관측
자료를 구축하였다. 남북으로 발달한 산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고려하여
격자기후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고도와 경사를 고려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고
군집 별 90%의 관측자료와 지형인자인 고도, 경사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기온과 월평균
누적강수량에 대한 격자기후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때 통계적 내삽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 통계기법인 역거리가중기법(IDW)과 공동크리깅(Cokriging)을 적용하였다. 이 후, 남
한의 지형적 특성 및 생물의 서식범위를 고려하여 통계적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군집
별, 유역별로 나누어 10% 검증 관측자료와 공간보간 결과 및 Worldclim의 격자 기후자
료에 대한 편이와 평균제곱근오차(RMSE)를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
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남한의 고해상도 격자기후자료와 널리 활용되는 GCM 격자기
후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남한의 시계열적 격자기후자료의 구축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는“기상See-At기술개발사업(KMIPA2015-614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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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및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자료를 이용한 도시 대기온도
예보 정확도 향상
조동진, 유철희,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djcho@unist.ac.kr
도시 대기온도 예측은 폭염과 열대야와 같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기
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예보모델 중 가장 공간해상도가 높은 국지예보모델은 1일 6시
간 간격으로 총 4회, 최대 36시간까지 예측자료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모델의 공간해상도
가 낮고, 계통적 오차로 인해 정확도가 높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위성자료와 관측자료
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다음날 대기온도 예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예보모델을 융합 활용하여 도시 대기온도를 예보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방재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25개 지점의 지상온도와 위성 자료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 경사, 일사량, 위도, 경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간기준 21시에 제공되는 수치
예보모델의 다음날 예측 최고온도, 최저온도, 최고상대습도, 최저상대습도, 평균풍속, 평
균 Latent Heat Net Flux, 평균 운량, 평균 강수량을 입력 변수로 사용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는 Random Forest (RF),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Support Vector
Machine (SVM) 총 3개의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다음날 대기온도를 예측하였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7,8월의 일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예보 검증하여 비교한 결과, 최고온도예측은 SVM이 RMSE =
2

2

1.6°C, R = 0.77로 RF (RMSE = 1.7°C; R = 0.72)와 ANN (RMSE = 1.7°C; R2 =
0.73)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고, 최저온도예측은 SVM이 RMSE = 1.0°C, R2 = 0.85로 RF
(RMSE = 1.1°C; R2 = 0.86)와 ANN (RMSE = 1.2°C; R2 = 0.81)보다 좋은 결과를 보
2

였다. 이 결과들은 수치예보모델 자체의 최고온도예측(RMSE = 2.2°C; R = 0.68)과 최
저온도예측(RMSE = 1.4°C; R2 = 0.77) 결과보다 모두 향상되었다. 이로부터 도시 최고
및 최저기온 예보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폭염 및 열대야 등 여러 연구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우주핵심 기술 개발사업(No.NRF-2017M1A3A3A02015981) 및 기 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KMIPA 2017- 70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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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방안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 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이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이에 의해 직접적
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민관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지원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가의 주요 의견으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관련분야 전
문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원조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존 사업결과를 분석해 볼 때,
원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혜국의 정치, 경제 및 문
화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동적으로 수행할 때에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장기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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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적작에 따른 경영성과 비교 -보은을 중심으로박계원, 방윤정, 최성희, 조성연, 나선영, 최현정
충북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경영정보팀
airavu@korea.kr
키워드: 적지적작, 경영성과, 빅데이터, 기후변화
본 연구에서는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의 휴･폐경지 면적을 예측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생산성 향상과 지역특화작목의 재배지 육성 및 귀농인의 경작지 제공 등
을 위하여 적지적작에 따른 경영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적지적작의 선순환 작부체계 별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 개발 작부체계 활용농가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개발 작부체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지적작을 분석하였다.
소비자패널, 농산물 가격, 작물재배면적, 기상DB, 토양DB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작부체계의 적지와 비적지를 구분하였고 그 다음 개발 작부체계의 적지적작에 따른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상지역은 산간지대로써 작목변화가 극심한 충북 보은군으로 선정하였다.
보은지역의 휴･폐경 면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 11,354ha의 약 14.4%가 휴경지로 분
석되었으며, 그 중 폐경면적은 약 95.2%에 달하고 있어 휴경면적이 곧 폐경면적이 되고
있었다.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유망작목 및 쇠퇴작목을 분석한 결과와 필지별 적
지적작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보은군에 적합한 유망작목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보은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목은 벼, 콩, 대추, 사과 및 인삼 순이었으며, 이론적 재배
적지 면적은 강활, 산수유, 구기자, 땅콩 순이었다. 실제 재배적지에 심어진 면적은 콩,
인삼, 들깨, 고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기초로 유망작목을 오이로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오이의 적지와 비
적지 경영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오이를 적지에서 재배할 경우에 비적지에서 재배하
는 것보다 생산량은 6.5%가 증가했고, 조수입은 25.2%가 증가하였다. 농가수취가격도
24.4%가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은 총 48.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지 재배의 효율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롭
게 도입할 유망작목 선정의 중요성과 함께 재배적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농업인에 대한 연구성과 보급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이 연구는“PJ01283101(농업빅데이터 기반 유망상품 및 작부체계를 결합한 지역농업경영
모델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P-029

충청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효율화 방안
최원근, 이상신, 김아람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wongeun87@cni.re.kr
키워드: 충청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대응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충청남도 지원사
업을 수행하면서, 그 성과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BAU대비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각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이다. 그 중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BAU대비가 아닌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표량을 이행하
는 절대감축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30%이상 감축하고 매년
감축목표율을 자체 설정하여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충남
도내 9개 시․군을 시작으로 2017년에 15개 전 시･군에 대한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확대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시설의 추가등록과 기
존시설에 대한 기준배출량 현실화에 대한 조정으로 2015년 대비 약 20,000tCO2eq.상당
량의 기준배출량이 상향 조정되었다. 기준배출량 조정으로 2017년 감축목표율(24%)대비
약 10%초과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감축목표 달성 시･
군은 2015년 5개 시군, 2016년 7개 시･군 그리고 2017년에는 13개 시･군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충청남도청 및 시･군 자체적으로 진
행되었던 목표관리제도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의한 업무연속성 단절과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매년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웠으며, 보고된 배출량 또한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목표관리제도는 감축목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임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감축목표 초
과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감축의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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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일상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의 필요성 연구
박동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daniel@kmiti.or.kr
키워드: 기후교육, 기후변화교육, 기후변화대응, 기후행동, 기후행동 일상화, 실천적 기후행동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이상기상 현상과 그로 인한 재해의 빈도수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과 국내의 다양한 정부 정책 시행의 결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인지도와 공감 수준은 높아졌으나, 그에 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상적인 행동 실천의 수준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실제 기후변화 인지도 대비
기후행동 일상화 정도를 조사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고, 더불어 독일, 영국,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서의 기후행동 실천과 일상화를 위한 정책 및 교육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
후변화 교육현황 및 주요 교육방향, 내용,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의 사례에 대
해 비교해보고 기후행동 일상화를 위해 효과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현상, 원인 및 대응방안 제시로 이어지고 있
는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교육적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기후행동 일상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일상화를 목표로 한 필요 교
육 정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후행동 일상화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기작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기후변화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적용, 실증적인 사례
발굴과 검토를 거쳐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인식의 제고, 기후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기후행동의 실천적 일상화의 정착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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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지원 대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분석 연구
박기용1, 조성흠2 전의찬3*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1

2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3

phg9017@gmail.com
키워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기여방안, 중점협력국
2015년 12월, 파리협약을 통해 마련된 신 기후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
이 기후 안정화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UN정상 회의에서 지속가능발
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합의하면서 각 국가들의 공통적인 지
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국제개발협
력 아젠다를 수립하였다.
국제사회는 SDGs 합의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국가 개발재원 중 개발도상국
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협약에서 기
후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도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수요와 정책 방향을 파악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유･무상 원조기관들은 중점협력국(24개국)의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s)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방안과 이행계획을 분
석하고 있다. 각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에 실질적인 배출량 현황 및 추이가 반영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에
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유･무상 원조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중점협력국의 배출량 현황
및 추이를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한국 기후변화 ODA
사업 발굴 지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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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별 취약지역·계층의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인식조사
양태경, 최영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ywchoi@kei.re.kr / tgya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취약계층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지역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에 따른 피해의 심각
성 수준과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정 기후변화 영향요인에 대한 노출이 심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
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 수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인식조사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 기후변화의 특성별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
약한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적피해, 거주지의 지리적 특
성, 정부 지원 및 효과에 대한 인식 등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폭염, 한파, 집중호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306명을 대상
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기후영향에 따른 인적 피해
실태, 거주지 기반현황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지원 평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
비 인프라 평가로 구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는 40.04%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15.0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5점 척도 기준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 심각할 것
으로 응답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No. 2017-001-05(2017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연구결과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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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지역 파악 및 지원사업 현황 조사 연구
최영웅, 양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ywchoi@kei.re.kr / tgya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성, 지원사업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대책의 세부내용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정책 및 지원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으며, 기존 취약계층 관련 지원사업의 대상자 분석을 통한 취약집단의 변화 및 사업
별 취약계층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로(보건복지부) 및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 VESTAP(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을 활용하여 기후요인별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지원사업 조사 결과 2017년 1월을 기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346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33만 3,101개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 운영
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
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이 일부 확인되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폭염에 취약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로, 한파에 취약한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과 원주시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은 제주도 지역에서 다소 높게 확인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큰 차이 없이 산포되
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No. 2017-001-05(2017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연구결과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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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현황 및 대응 동향 분석
김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youngsunkim@kict.re.kr
키워드: 기후변화, 재난재해, 국민안전
2000년대 이후 재난재해의 발생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그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갑작스런 폭우,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인명피
해와 재산손실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된 전 세계 피해액은 2016년 기준
약 2,100억 USD(약 22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서 발생된 자연재해가 5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유형별로는 홍수
에 따른 피해액이 650억 달러(약 66조원)로 가장 높았으며, 지진, 악천후, 가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시키며, 나아가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천
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형별로는 호우(12회), 대설(3회), 태풍(2회),
지진(1회) 순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는 인간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5년간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재난재해의 현황
과 유형별 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산정하며, 이를 위한 정
부의 정책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 이 연구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 융합클러스터)”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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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youngsunkim@kict.re.kr
키워드: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손실과 피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Loss ＆ Damage)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3)에서부터다. 이후, 기후변화에 따
른 손실과 피해의 범위와 기후변화가 인간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위험관리 전
략 등에 대한 논의가 당사국총회에서 지속되었고,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직
전 필리핀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손실이 발생되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이와 같은 손실과 피해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증가한 기후난민과 국제분쟁 문제는 기후변화가 이제는 국가의 생존뿐 아니
라,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 현황을 지역, 유형, 규모 등으로 세분
화하여 파악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
생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과 최근 쟁점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며, 이에
대한 주요 당사국들의 대응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이 연구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 융합클러스터)”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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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REDD+ 사업의 비용･편익 비교분석
강미랑1, 유경태2
한국임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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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2me@kofpi.or.kr, 2ktryou@naver.com

1

키워드: REDD+, 탄자니아의 REDD+, REDD+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총경제적 가치
현재 전 세계적으로 REDD+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동남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
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황폐화가 심각한 문제인 아프리카에서의 REDD+ 사업의
이행은 저조한 편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오랜 내전과 정치적 불안 등은 선진국들이
REDD+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계유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RED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REDD+ 사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산림보전을 통한 지역의 환경･사회적 후생
또한 증가시킬 수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RED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REDD+ 사업의 현금가치와 비현금 가치를 포함한 총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4개의 REDD+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REDD+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REDD+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에는 REDD+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이행비용, 거래비
용, 제도적 비용을 산출하였고, 편익으로는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과 비현금 가치로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선택가치), 존재 및 유증가치를 계량화 하여 추정하였다. 비현금 가치가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 비율, 내부수익율을
분석하였으며, REDD+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탄소배출권 가격과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현금 가치를 제외했을 경우, 4개의 사업 중 한 개의 사업만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246,863, B/C ratio는 1.05, 내부수익율은
13%로 산출되었다. 비현금 가치를 포함했을 경우 한 개의 사업을 제외한 세 개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제성이 가장 높은 사업의 분석 결과는 순현재가
치 3,302,655, 비용편익 비율 1.7, 내부수익율은 36%로 산출되었다.
연구결과 REDD+ 사업으로 인한 비현금 가치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현금가치만을 고려했을 때, 아프리카에서의 REDD+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REDD+로
발생한 배출권에 열대림 보전이라는 명분하에 추가 지급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
거나, 사업지역의 대체소득원 개발을 위한 혼농임업과 같은 방법론적인 장치들을 도입한다
면 아프리카에서의 REDD+ 사업은 충분히 확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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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쾌적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손정민1, 엄정희2, 민서원2, 최은서2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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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jh99@kmu.ac.kr
키워드: 열쾌적성, 도시공간, 설문조사, 관측, ENVI-met, Bio-met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상승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서는 폭염 및 열대
야일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열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열
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의 쾌적한 열환경 조성이 매
우 중요해졌다. 이에 기후지도, 열취약성지도, 열쾌적성 지도 등 열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여 외부공간의 열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도시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사람이 느끼는 열쾌적성은 기온, 습도 등 다양한 기후요소와 개인적인 열
적응 능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만 제작된 지도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보다 세밀한 공간규모에서의 열환경 분
석을 통해 실제 사람들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열쾌적성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염으로 심각한 대구광역시 중 다양한 공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계
명대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열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공간유형별 사례지를 선정하여
열쾌적성을 상세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지에서의 설문조사 및 관측결과를 통해 실제
열쾌적 정도를 파악하고, 모델링과의 결과와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시간별 미기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ENVI-met 모형의
Bio-met 기능을 활용하여 열쾌적성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각 사례지에서의 기온,
풍속, 습도를 관측하여 열쾌적성 지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체감하는 열쾌적성을 설문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
비교분석 한다.
본 연구는 열쾌적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간에서의 모델링 및 관측결과,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열쾌적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시의 열환경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15R1C1A2A01052513) 및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AUDP-B102560-0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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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변수 변경을 이용한 태풍 강우 최대화기법 연구
최정현1, 이정훈2, 이옥정1, 김경민1, 심인경1, 원정은1, 김상단3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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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yeon202@naver.com
키워드: 지구온난화, 초기 및 경계조건, 태풍 매미, 태풍 강우 최대화, WRF model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상륙하는 태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온 및 해수면온도의 증가에 따
라 태풍의 발원지인 인도･태평양 웜풀이 확장되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북상하는 태
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태풍 강우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풍 강우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거대강우 시나리오 생성을 위한 사전 연구로, 수치기상모델을 이
용하여 기온 및 해수면온도가 태풍 강우 최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
전연구를 통해 수치기상모델 중 하나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WRF) 모
델을 이용하여 태풍 매미를 재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및 경계조건의 기상 변수
중 기온 및 해수면온도를 변경하여 태풍을 재모의 하였다. 기온 및 해수면온도를 각각
0.5 ℃ 간격으로 일정하게 증가시켰으며, 상대습도를 100%로 고정하였다. 그 후, 태풍
매미의 주요 피해지역인 부산을 대상으로 면적별 지속시간별 최대강우량을 살펴보고 수문
기상학적 방법을 통해 산정된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PMP)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델의 초기 및 경계조건의 기온 및 해수면온도가 선형적으로 증가될 때, 도메인
내의 전체강우는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우분포의 변화로 인
하여 특정 지역의 강우발생량이 선형적으로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
대강우 시나리오 생성 측면에서 태풍 강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기온 및 해
수면온도의 증가보다는 합리적인 기온 및 해수면온도 증가 값을 고려하여 태풍을 모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정부(행정안전부)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MOIS-재난-2015-03]. 또한,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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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수위변화에 따른 인접지역 환경변화
박송미,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mpark@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상수원관리지역,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 등을 근거로 야기되는 상수원의 수위
변화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미치는 환경변화 영
향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사례지역은 수도법에 의해 광역상수원으로 구분되는 4
대강 수계 지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댐, 호수, 하천 등의 여러 지역 중에서 대표성을 가
지는 몇몇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상수원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각을
개별 유형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각
유형은 실재하는 지역을 모델링하기 위한 구분이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각 유형은 상수원관리지역과 인
접지역의 공간적 구조에 따라 설정하였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토지이용, 상수원과
의 거리 등 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기상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는 공간 구성
방식의 조작을 통해 미기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ENVI-met4)을 활용
하였고, 도구 활용의 기초자료인 분석 지역의 기온, 습도, 풍속은 각 지역 행정동 기준의
기상청 AWS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유형의 구분에 따라 수위 변화는 동일 지역의 만수
위 면적의 변화로 검토하였고, 수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향후 각 유형에
따라 RCP시나리오에 따른 기초 기상조건 변화에 의한 중기적, 장기적 수위변화에 따른
인접지역 환경변화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상수원관리지역 설
정 조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RE2018-14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Ⅰ):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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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기후보험 도입 방법론 검토
한대건1, 배영혜2, 김경훈1, 김덕환2, 김형수1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1

2

sookim@inha.ac.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보험, 취약계층, 폭염, 한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자연재해(홍수, 태풍, 가뭄)로 인한 가축이나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시에만 국가적 차원의 책무를 법에서 규정하는 공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
러나 공보험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비한 민간 기후보험 상품
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공공목적의 보험, 관광지 및 관광
활동 기상 재해 보험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는 신규 기후보험 상품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폭염과 한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취약
계층 중 서울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발생률을 산정하여 구단위의 위험등급
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하여 소상공인시장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고 폭
염 및 한파 특보 발생횟수와 경기동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광산업을 위한 기후보험 도
입을 위하여 제주도를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기간동안 기온, 관광객수, 비행기 결항 횟수,
자연재난 발생횟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추후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요율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R1A2B30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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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 중기 해양환경 예측모형 개발
정희석1, 장찬주1,2, 김용선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교 해양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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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86@kiost.ac.kr
키워드: 중기 예측,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형, OMIDAS, 해면수온 편차
한반도 주변해의 총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감소함에 따라 어업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복구를 위한 해양환경 예측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효과
적인 어업 관리를 위해서는 중기 규모(본 연구에서는 2 ~ 6 개월)의 예측이 중요하다. 이
러한 어업자원은 해양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를 고려한 어업자원의 예측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중기 규모의 해양 환경 예측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기 규모의 예측을 위해 지역해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양순
환모형 ROMS를 한반도 주변해에 대해 수평 해상도 10 km로 중기 예측모형 Ocean
MID-rAnge prediction System (OMIDAS)을 개발하였다. OMIDAS의 예측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2016년 1 월 1일, 4월 1일, 7월 1일 그리고 10월 1일을 초기 조건으로 사
용한 3개월 재예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예측 실험의 초기 조건 및 해양 및 대기의 경계
자료는 CFSv2 예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예측 실험의 마지막 달 (2016년 3월, 6월, 9
월, 12월)의 해면수온을 이용하여 모형의 해면수온 아노말리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OMIDAS. 재분석자료 그리고 전구모형에서 2016년은 평년에 비해 해면수온이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쿠로시오와 대마도, 동해 온난화, 황해와 같은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해역에
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OMIDAS 모형은 재분석 자료에 비해서 해면수온 아노말리를 과
도하게 따뜻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 전구 예측 해면수온에 비교해 상세한 구조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개발 된 중기 해양환경 예측모델이 적어도 3개월 전에 해양 환경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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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어류 종풍부도 변화에 미치는 하천 지형 인자의
영향 분석
김종현, 심태용, 정진호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kimzh@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형인 MaxEnt를 이용하여 예측된 담수 어류의 현재 대비 미래
의 분포 변화와 지형 인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한강, 낙
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 대비 미래의 종의 수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예측된 종의 수 변화를 하천의 대표적인 지형 인자인 고도와 하천차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어류 수생태계 조사 자료를
어류 출현 자료로 사용하였다. 종분포 모형의 입력인자로서 RCP 4.5 시나리오와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된 기온, 강수량, 유량, 수질 인자와 지형인자를 사용하였다. 모
형 구동 결과 5대강 유역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종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
히 금강 유역에서 가장 큰 종의 감소가 예측되었다. 종의 수 변화는 모든 미래 시나리오
에서 고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에 기후변화에 따
라 분포 가능한 어류의 수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천차수를 기준으로 종의 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기후변화가 진행된
미래에 하천차수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종의 수 감소가 나타났다. 어류의 분포
변화는 하천의 고도나 하천차수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므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하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000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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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22년(1995-2016) 5월에서 8월 사이 동해연안 근처의 AWS/ASOS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UA를 산출하고 연안에 위치한 해양관측부이를 통해 얻어진 SST자
료를 이용하여 UA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지역인 6개 지점(주문진, 울진, 영덕읍,
감포, 울기, 기장)에서의 산출된 UA는 0.0~1.0 범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AWS/ASOS가 육상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해상의 남풍 계열 바람에 비하여 풍속이 과소
표현된 결과로 분석되며, 풍향 역시 일부 지형 및 구축물에 의해 왜곡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 UA를 이용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수온관측시스템 (Real-time Information
System for Aquaculture Environment, RISA)과 매일 오전 10시 측정하는 연안정지자
료(Coastal Oceanographic Data, COD)에서 관측된 수온자료를 통해 UA와 SST와의 관
련성을 상호상관함수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UA와 SST 대부분 뚜렷한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UA가 강할수록 냉수대가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WS/ASOS의 바람자료를 활용하여 동해 연안의 연안용승 발생 경향을 장기적으
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몬순 변화가 동해 연안용승에 미치
는 영향 및 연안용승 발생에 따른 생지화학적 변동 경향과의 상관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 및 티벳고기압의 상호작용과 우리
나라 연안용승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이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R2018049(동해 냉수대의 수산업적 영향 분석)”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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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ogical disaster, Mesoscale convective system.
Intense disasters such as lightning, flood and storm have been increased
worldwide. Especially, Southeast Asia is one of the world’s most disaster-prone
regions. The tropical rain belt which is known as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formed by vertical convection, moves north and south near Southeast
Asia and has huge impact on the occurrence of hydrological disasters. For this
reason, monitoring of tropical deep convective clouds is an important issue for
disaster management. However, previous studies are based on hydrological
modeling which has limitation to detect rapidly developing clouds.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lgorithm using Himawari-8 (Japanese weather Satellite)
visible image and the infrared brightness temperature (BT) at 10.45μm. We
focus cloud initiations (CIs) and cores of deep convective clouds (DCCs).
Furthermore, we monitor and detect these in mesoscale convective system for
around 3 hours. Therefore, our algorithm can be useful to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lief by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urgent sever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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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이상기온 현상과 폭염일수 증가 등에 따라 축산분야에서는 가
축 및 축사관리, 사료, 음수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름철 고온 다습 환경에 따른 가축의 생리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러 축종 중, 특히 돼지의 경우 땀샘이 없는 생리적 특성 때
문에 여름 장마철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돼지 사육 적정온도는 15~25℃로 제시되고 있으며, 27℃ 이상일 경우 돼지의 혈
류, 호흡수 증가 열 발산을 위한 생리작용 증가로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급성 고온다습 환경에서 육성돈의 사료섭취량, 음수량, 물 소비량 및 혈액의 생리
물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여름철 이상기온 시 돼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시험동물은 3개월령 육성기 듀록종 암, 수 각각 3마리를 공시하였으며, 옥수
수와 대두박을 기본으로한 배합사료를 1일 2 kg씩 2회 급여하였고 물은 자유채식 하였
다. 시험동물은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챔버 내 대사틀에 5일간 25℃ 60%RH의 조건으로
적응기간을 두었다. 적응기간 이후 24시간 동안 30℃ 60%RH의 조건으로 처리한 후 사
료섭취량, 음수량 및 타액과 혈액을 채취하였다. 다시 5일간 25℃ 60%RH 조건의 회복기
간 이후 24시간 동안 33℃ 60%RH 조건 처리 후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였다. 사료섭취
량은 수컷에서 25℃ 처리구보다 30℃ 처리구에서 73.3% 33℃ 처리구에서 57.2%로 감소
하였으며, 암컷에서는 30℃ 처리구에서 79.5% 33℃ 처리구에서 48.6%로 감소하는 경향
이었다. 음수량은 25℃ 처리구보다 30℃ 처리구와 33℃ 처리구에서 각각 암수 평균
24.6% 21.9%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수량을 제외한 물 소비량 또한 고온스트레
스 처리구에서 암수 평균 57.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P-046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 이상수온 발생 경향 및 수산피해 저감 대책 제안
한인성, 김주연, 이준수, 고우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hisjamstec@korea.kr
키워드: Extreme change, 이상수온, SSTA(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y),
양식폐사
최근 기후변화에 기인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역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겨울철 저수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7~8월에는 평년 대비
2~5℃ 높은 표층수온이 우리나라 연안 뿐 아니라 근해역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상 확장, 7~8월의 태풍 부재 및 이류열을 수송하는 대마
난류 세기의 유례없는 강세 등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상 고수온으로 2016년에는 약
350억원 내외의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70억원 내외의 양식업 피해
가 발생하였다. 2010~2012년 혹한에 의한 이상 저수온이 발생한 이후 5년만인
2017~2018년 동계에 평년대비 2~3 저수온이 우리나라 연안 및 근외해역에 나타났다.
장기간 지속된 저수온에 의하여 충남, 전남, 경남 등에서는 양식어류의 폐사가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14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이상저수온 발생 원인은 북극온난화와 관
련된 제트기류의 약화, 우랄블록킹 현상 등 지구규모의 이상 기후에 기인한 잦은 혹한으
로 판단된다.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실시간 수온 관측 정보 제공과 중단기 고해상도 수온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습피해해역에 대해서는 양식면허 재
검토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수온 및 저수온에 민감한 어종에 대해
서는 해역별 양식어종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온상승과 극한 수
온 발생 경향 분석을 통하여 양식적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R2018049(동해 냉수대의 수산업적 영향 분석)”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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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포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불개미(Solenopsis Invicta)
도입가능지역 예측
성선용1, 조영호2, 권용수1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 2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

1

sunyong.sung@nie.re.kr
키워드: 종분포모형, 외래종, 불개미, 분포예측
최근 부산항에서 외래 침입종 중 하나인 외래 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되었
다. 불개미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남미원산이며,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 쏘여 100여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불개미는 무역 및 관광에 의하여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에 의하여 한반도에 불개미류가 정착하여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
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불개미의 분포를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종분포 모형을 활용하여 예
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GBIF)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의 불개미의 출현지점을 활용하여 종분포를 예측하였다. GBIF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개미의 출현 지점 중에서 위치정보가 없는 출현지점과 중복된 출현지점을 제거하고 종
분포 모형을 구동하였다. 종 분포 모형은 R BIOMOD2 library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선행연구 고찰결과 침입종의 종 분포 모형을 예측하는데 활용된 모델을 활용하였
다. 종 분포모형의 구동을 위하여 전 세계의 기후 및 환경변수를 1km 단위로 구축하였으
며, 구축된 환경변수와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한 분포를 적용하여 국내의 불개미 분포 가
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해외에서 유입되는 물동량 및 관광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 및
공항이 속한 부산, 목포 등 남부지방의 불개미의 잠재 분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결과 우리나라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늘어
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종
의 침입 및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불개미 확산가
능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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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s on the influence of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n Hanwoo using hair cortisol concentration as a
retrospective biomarker of chronic stress evaluation
Mohammad Ataallahi1, Jalil Ghassemi Nejad2, Geun-Woo Park1,
So-Hee Jung1, Kyu-Hyun Park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ataallahim@yahoo.com
키워드: chronic stress, environmental conditions, hair cortisol, Hanwoo cattl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n Hanwoo cattle using hair

cortisol concentration (HCC) as a stress biomarker were evaluated. Nine cattle
composed of dams, heifers, and calves (n=3 each) BW= 380.7 kg ± 68.5, 545
kg ± 93.9, and 40 kg ± 1.2, and ave. age (month) = 55.9 ± 13.6, 17.2 ±
0.3, 1.8 ± 0.6, respectively, were employed. Hair samples were collected on
the Aug. 25th(2017), Oct. 11th, Nov. 11th, Dec. 23rd, and the Feb. 12th (2018).
Significant differences in HCC were observed between Oct and Feb and also
between Nov and Feb among the cattle (P < 0.05). There was no difference in
HCC between Aug and the other dates among the cattle (P > 0.05).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HCC of the dams nor in the heifers over different
dates (P > 0.05). Differences in HCC of calves were observed between Aug and
Oct, Aug and Nov, Oct and Feb, and between Nov and Feb (P < 0.05). Calves
showed higher HCC than dams and heifers in Aug and also than dams in Feb
(P < 0.05). To conclude, Hanwoo calves are more susceptible to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than heifers and their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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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cal validation for measuring Hanwoo hair cortisol
concentration affected by climate stress
Mohammad Ataallahi1, Ji-Yung Kim2, Eliza Novianty1, Do-Young Kim1,
Kyu-Hyun Park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ataallahim@yahoo.com
키워드: Bead beater, hair cortisol, Hanwoo cattle, surgical scissors.
This study determines the feasibility of two methods of hair grinding for
cortisol analysis due to its different particle size and hair characteristics in
Hanwoo cattle. Nine cattle consist of mature cows, heifers, and calves (n=3
each) were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hair grinding methods including 1)
using the bead beater (BB) and 2) using the surgical scissors (SS). Hair
samples (>1g) were harvested from the forehead of each individual twice for
the first and second measurements.

Extracted cortisol was analyzed by

commercially available enzyme immuno-assay (EIA) kit. Each sample of hair
was duplicated into two well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he
accuracy of the result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mixed procedure of SAS
softw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between BB and SS in hair
cortisol concentration (HCC) in the first analysis (p>0.05). Higher HCC was
observed in BB than SS in the second analysis (p<0.05). Overall comparison of
the HCC by two methods showed that the successful (failure) data were 91.7%
(8.3%) and 69.4% (30.6%) from duplicated HCC and 94.4% (5.6%) and 77.8%
(22.2%) from mean HCC comparison for BB vs. SS, respectively. Among the
cattle, calves showed higher HCC while using BB compared with SS (P<0.05),
however,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HCC among the mature cows and
heifers for the both measurements (P>0.05). Results indicated that using the
BB for preparing hair samples provides a better and more reliable HCC
measurement.

In

conclusion,

preparation methodology.

using

BB

is

preferable

than

SS

i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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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반함몰 발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김아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kimahram@kict.re.kr
키워드: 기후변화, 지반함몰, 이상기후, 지하수위, 불포화토
지반함몰이란 지중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지표면까지 지반이 함몰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기존에 거론되던 발생원인 외에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의한 급작스런 지하
수위 변화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함몰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지반함몰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주요 영향인자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이상기
후 현상과 그에 따른 대응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지반함몰의 발생 현황, 규모, 특징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방재 및 복구 등 대응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월별 강수량과 지반함몰 발생건수를 조사하고, 강수량의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가 지반함
몰 발생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반함몰 주요 발생원인의 유형을
분석하고, 불포화토의 지반공학적 특성 및 투수거동 특성과 이상기후에 의해 가속화 되고
촉진되는 지반함몰의 발생 메커니즘을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토사의 세립질 함
유랑, 포화도에 따른 투수 거동 및 밀도 변화가 지반함몰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
며, 따라서 경제적인 지반함몰 복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하수관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주변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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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지방 싱크홀 발생 영향 평가
김아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kimahram@kict.re.kr
키워드: 지구온난화, 극지방, 싱크홀, 지반함몰, 메탄 하이드레이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극지방의 이상 고온현상으로 빙하의 면적과 두께 감소가 가속
화되어 해수면 상승, 사막면적 증가, 기상재해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
다. 시베리아, 알레스카 등 동토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싱크홀은 이러한 재해 중 하나
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지표면의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어 두께가 얇아지고 지층의 강도
가 약해지면서, 고체 상태로 지중에 매장되어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기화되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폭발 혹은 누출로 인해 지반이 함몰되는 현상이다.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재해는 수 킬로미터의 길이, 수 십미터의 깊이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동일 면적의 산림 면적 감소 그리고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대량의 메탄
가스로 인해 온실 효과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지방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를 조사하고, 기온 상승에 따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열역학적 거동
분석을 통해 싱크홀 발생 영향 및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이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8년도 창의 융합클러스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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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를 통한 시단위 극치강수량 상세화 기법 개발
김용탁, 오랑치맥솜야, 권현한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dydxkr@jbnu.ac.kr
키워드: 극치강수량, 상세화, 지역화
기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상 변동성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
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극치강수의 발생으
로 재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방법을 근간으
로 하는 계절강수량 예측 및 모의된 결과를 통한 지속시간별 극치강수량을 산정할 수 있
는 상세화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료연수가 작은 유역에 대해서 자료 확
충 및 신뢰성 있는 빈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빈도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기존의 범주화 방법은 양적 측면을 주로 고려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시간적 통계치를 추가 고려하여 지역 및 대권역에 따른 극치강수의 물리적 차이를 보
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P-053

대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하지혜,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wlgp5346@naver.com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다
양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
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에는 인구 집중 및 사회적 복잡화로
인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중 대설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광역적 피해를 유발하며,
피해 면적에 비해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따라서 대설의 직접피해액이 타 산업분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설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효과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연관
된 산업 사이의 상호 작용의 이해가 쉽고 재해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투입-산출(input-output)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행정안전부에
서 제공하는 재해연보의 23개 대설 피해 항목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의 기본부
문과 대응시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분류 형태로 구분하였다. 대분류로 분류된 30개의 산
업 중 건설업, 운송장비 제조업, 농림어업이 대설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재해연보가 발행된 198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설로 인한 총 피해액은 2010
년 GDP디플레이터 환산 가격 기준 약 2조 8,860억 원이며, 건설업이 피해의 96%를 차지
하여 가장 많은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4
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 32년(1985-2016년)간 연평
균 약 900억 원의 직접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파급된 간접피해는 약 1,09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간 대설 총 피해액은 약 1,99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를 2010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약 0.016% 수준으로 직접 피해액에 비해 약 2.2
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설 피해의 파급효과로 인한 각 산업분야의 피해는 1차 금
속제품 제조업이 약 16%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으며, 금속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
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설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과거 피해를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미래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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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and Output Budgets for Nitrogen of Paddy Field in
South Korea
Goo-Bok Jung, Min-Kyeong Kim, Sung-Chang Hong, Myung-Seok Kong,
Eun-Jin Lee, Ha-Il Jung, Yoo-Hak Kim and Suk-Young Hong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gbjung@korea.kr
Key words: Paddy field, Nitrogen Budget, Input, Output, mass balance approach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stimate the total mass of
nitrogen discharged from various sources in paddy field area of South Korea in
2010 and 2013. Input and output budgets for nitrogen were estimated by mass
balance approach. The mass balance approach reduces the effect of flow
variations, and the large scale approach minimizes local effects, resulting in
easier and faster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nonpoint pollution problems.
Nitrogen inputs were chemical fertilizer, compost, atmospheric deposition,
biological fixation, and agricultural water, while crop uptake, denitrification,
volatilization, and infiltration were nitrogen outputs. The estimated total
nitrogen input for paddy field area in South Korea were 266,211 ton/yr,
260,729 ton/yr in 2010 and 2013, while 168,463 ton/yr, 164,994 ton/yr for
total nitrogen output in 2010 and 2013, respectively. Annual amount of
potential nitrogen outflow from paddy field were 97,748 ton/yr, 95,735 ton/yr
in 2010 and 2013. Also, annual rate of potential nitrogen outflow were 36.7%,
36.7% in 2010 and 2013, respectively.
※ 이 연구는“PJ010063 (기후변화가 논 생태계 물질순환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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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의 충청남도
적용방안
윤수향, 이상신, 정석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perfume3443@cn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평가, 충청남도, 지자체
국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과

충남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2021)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 적응대책 체제 개편과 이행평가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어 지표 기반의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환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법정계획인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5개년)의 시행 적절성, 적정성,
연차별 이행사항 전반을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는 이행평가체계를 분석하고 충청남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지자체 단위 적응계획 이행도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 지침을 고도화하
였고 충청남도의 이행평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하여 15개 시･군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현황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충
청남도와 15개 시･군 모두 2018년도 이행평가 대상으로 파악되며, 2013년도에 1차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이행평가와 더불어 2018년도 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
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환류체계 구축 등 추진성과
및 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충청남도)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내 15개 기초지자체는 자체평가 결과 환류를 위하여 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통한 차년도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도 증진을 강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성과의 효과성을 입증･증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을 사업 목적별로 세분화하여 취약성, 제도화, 인식제고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평가시스템은 정량평가 중심으로 예산집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지표 활용 등 질 중심의 평가를 확대시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정량 및 정성평
가를 위한 핵심지표 다양화를 통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이 후속되어야하며, 정성
평가를 강화시켜 기후변화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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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뭄 취약성 평가 연구
조영탁1, 남광현1, 김기호1, 김희철1, 이강민1, 편도철1, 김홍태2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대학교
2

1

hmcl@dgi.re.kr
키워드: VESTAP1), 기후변화, 취약성평가2)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와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 가중된다면 인간의 생존까지 위험에 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
시의 가뭄현황3)을 분석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VESTAP을 활용하여 단
기가뭄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2018년 4월 1일 기준 생활용수 가뭄현황은 북
구, 동구, 수성구 등 3개 구에서 심함(정상/주의/심함/매우심함 4단계)단계, 공업용수는
동구만 심함 단계를 나타냈다. 동구는 전체 20개 동에서 전부 심함 단계, 공업용수는 봉
무동(대구 이시아폴리스) 1개동에서만 심함 단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원인 운문댐의 저수
율이 20.9%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현황과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VESTAP을 활용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대구광역시 단기가뭄에 의한 생활용수와 공업용
수에 대한 취약성평가(가뭄전망, 가뭄에 따른 민감 부문, 가뭄대처 능력 고려)를 실시하였
다. RCP4.54) 시나리오를 활용한 취약성평가 결과, 민감도(생활용수 사용량)만 고려하였
을 때는 남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가 높았지만, 구･군의 가뭄지수와 비상급수 보유량 등
을 고려한 결과, 2020년대(2021~2030) 단기가뭄에 의한 생활용수 취약성 전망은 북구
(침산2동, 칠성동, 노원동), 중구(동인동, 남산4동, 성내1동), 수성구(두산동, 상동, 범어3
동)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2020년대(2021~2030) 공업용수 취
약성 전망은 서구(평리3동), 북구(노원동, 칠성동, 산격4동)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가뭄 현황과 전망, 그리고 가뭄에 영향을 받는 민감도, 적응능력을 고려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가뭄 단계별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취약부
문에 알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성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 구･군과 읍･면･동 가뭄대응담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지표와 가중치를 대구시 특
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VESTAP(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약성평가 TOOL
2) 취약성 평가: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세 가지 지표를 고려한 평가 방법
3) 가뭄현황 자료: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http://drought.kwater.or.kr) 현황 및 전망
4)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최근 온실가스 농도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로
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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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중부지역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방법 재설정
최보람, 정종성, 최기준, 황태영, 오승민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qaz8715@korea.kr
키워드: 수수×수단그라스 교장종, 재배법,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8℃ 상승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의 2배인 1.5℃가 상승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
처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기반의 약화 및 재배지대 변화에 의한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및 생산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을 위하여 사료작물별 최적 재배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파종적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작물의 파종시기 변경은 최종수량은
물론 품질에 영향을 준다. 사료작물 중 수수속(sorghum genus)에 속하는 사료용 수수류
는 사료용 옥수수보다 더 고온을 요구하는 열대성 사료작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방에
서 재배가 잘된다. 수수류는 수단그라스 교잡종(수단×수단),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수수×수수 교잡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우리나라에서 농
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그라스 교잡종이다. 수수류 작물은 저온에 민감하여 15℃이상
일 때 파종하는 것이 발아에 좋으며, 이른 시기에 파종하면 온도가 낮아 발아가 늦어질
수 있고, 파종이 늦으면 분얼수 및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질소 비료는 사료작물의 생
산성과 사료가치 향상에 매우 필수적인 영양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수×수단그라스는 질
소 비료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기후에 따른 중부지역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에 적합한 파종시기와 시비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조사
한 결과, 5월 9일 파종한 것 중 질소 시비량 250kg과 300kg의 건물수량 차이가 없으므
로 질소 시비량은 250kg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PJ012846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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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양분유출 영향평가
엽소진, 최순군, 김건엽, 최동호, 홍성창, 허승오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yeobsojin@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논밭전환, 양분유출, 비점오염
폭우, 가뭄, 4계절 구분이 희미해지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타 작물
을 논에 재배함으로써 쌀의 균형 있는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신 원단위에 따르면 밭의 양분 유출은 논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에서 타 작물 재배 시 하류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본 연
구는 논에 밭 시험포장을 구성하고 양분유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생태계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밭의 토양 및 유출수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평가하였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3417201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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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 개발에 따른 도시재해 발생 가능성 변화
양병선1, 이동근2, Gregory Biging3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전공,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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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sunyang1005@snu.ac.kr
키워드: 도시재해, 유출량, 홍수, 기후변화, 수문모형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강도와 빈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의 우수관거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극한강우나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도시홍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
존 도시의 우수 처리 방식의 한계로 인해 녹지를 이용한 분산식 빗물처리 방식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녹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재해 저감 시나리오 탐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략화된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도시녹지 개발에 따른 도시재해 발생 가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시녹지 개발로 인한 녹지의 패턴변화를 탐색하고 이에 따라 변화하
는 도시 유출량을 모의하여 도시홍수 발생 가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
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녹지변화에 따른 도시재해 저감 정책 및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2016000210004)에서
지원받았습니다.

P-060

미세 먼지 인식 평가와 올바른 대응 교육의 필요성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김지민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jiminkim1991@korea.ac.kr
키워드: 미세먼지, 대기오염, 설문조사, 미세먼지 교육, 환경교육, 미세먼지 대응,
Particulate matter, fine dust, air pollution, survey,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커다란 환경･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련해 국내
교과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4가지 영역, 15개
문항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정의 및 기본 지식,
미세먼지에 대한 태도 및 대응 방안을 비롯해 현재 교과과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유무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설문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고등학생들의 미세먼지 사안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으나 실제 이해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를 묻는 질문
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PM10과 PM2.5
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60％ 이상이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한 교
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87%가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고등학생들도 미세먼지 사
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는 등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응답 내용과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2017년 교육부 검정에
합격한 5개 사의 고등학교 공통과학 교과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최근 급부상하는 환경 문제를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심각한 환경･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교과과정에서
의 체계적인 인식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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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지 봄배추 생산량에 대한 엘니뇨의 영향
Influence of El Niño on Spring Kimchi Cabbage Production in
South Korea
심교문, 김용석, 정명표, 김지원, 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kmshim@korea.kr
키워드: 봄배추, 생산량, 엘니뇨, 이상기상
엘니뇨현상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이상기상 현
상을 일으킨다. 날씨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인 농업은 이러한 이상기상에 의해서 농작물의
재배, 가축의 사양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관심품목(배추, 무, 고추, 마
늘, 양파)의 작황은 이상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수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이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1981년 이후 중간강도 이상의 엘니뇨가 발생한 연도의 노지 봄배
추의 생산량 변화를 행정구역(도)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다. 1981년 이후 중간강도 이상의
엘니뇨현상은 총 8차례 발생하였고, 발생연도는 총 16년으로 조사되었다(일반적으로 엘니
뇨현상은 2년에 걸쳐서 지속됨).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노지 봄배추의 연도별 생
산량(10a당 수량)은 10년에 393kg 10a-1씩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1). 행정구역별 분석에서도 노지 봄배추의 생산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엘니뇨 종료연도(1983, 1987, 1992, 1995, 1998, 2003, 2010,
2016년)의 전국 노지 봄배추 생산량은 엘니뇨 시작연도(1982, 1986, 1991, 1994,
1997, 2002, 2009, 2015년)와 엘니뇨 미 발생 연도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df=2, f=2.195, p=0.127). 행정구역(도)별 분석에서도 전국
평균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엘니뇨 종료연도의 노지 봄배추 생산량이 낮
았으나, 그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엘니뇨 종료연도의
노지 봄배추 생산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df=2, f=3.588,
p=0.038), 경상북도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df=2,
f=3.200, p=0.053). 따라서 엘니뇨 종료가 예상되는 해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노
지 봄배추의 재배면적 확대 등 이상기상 대응 선제적인 농정대책이 요구된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329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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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 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대기오염, 심혈관계 질환, 의사결정나무모델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측정된 시간별 대기오염농
도와 기온 그리고 일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대기오염 변수는 PM2.5와 PM10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모델의 하나인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시간별 최고농도
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 평균
기온 또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와 연관되지만, 시간별 최고 농도에 비해 연
관성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사망일 또는 그 전날의 기상상태도 사망자의 수와
연관됨을 보였다.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크게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분
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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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열환경 개선을 위한 CANVAS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신지훈1, 노백호2, 정응호2, 김학윤3, 엄정희4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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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4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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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hoon@naver.com
키워드: 도시열환경, 비즈니스모델, CANVAS모형, 신규산업, 일자리창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시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내부적 과정, 외부 법･제도,
환경적 영향에 대한 현상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단순화된 도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을 활용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모델링 방법 중 “AS-is”모델의
4단계 및 “To-be” 모델을 활용하여 프레임워크 작성하였다. 또한, 프레임워크 작성을 위
해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 관련 문헌고찰 및 활용사례검토를 실시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로는 제품, 고객 인터페이스, 인프라 관리, 재무관점으로 구분하였
으며, 각각의 세부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파트너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취약지역･직업･계층, 해외시장 등이 있
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도시열환경 관련 DB구축, 도시열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고객들의 관
계로는 추진체계 별로 공공주도, 민간주도, 공공-민간혼합 방법을 고려하였다. 주요 자원
으로는 도시열환경 분석예측시스템, 상품제조/생산 등이 있다. 의사소통 경로는 크게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하드웨어는 물리적 시설물 설치 및
제품생산으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는 폭염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고, 휴먼웨어
로는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 등으로 구성하였다. 법제도측면에서는 국토
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제도에 의한 폭염 등급부여 및 환경부의 기후변화적응대책수
립 등을 통한 도시폭염대응을 위한 법･제도마련 등이 있다. 비용구조 및 수익흐름에 대한
고려사항은 정부보조금 및 재정투입 등 사업을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CANVAS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도시열환경 개선을 위한 가치를 제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폭염 대응 기술 및 산업발전 기여,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18AUDP-B102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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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를 이용한 신갈나무림의 식물계절 특성 분석
최철현, 임치홍, 박기현, 이성제, 조장삼, 이지선, 송일배, 조광진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kenix0@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생물계절, 신갈나무, EVI, HANTS, SMN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식물의 개화나 개엽, 낙엽시기 등과 같은 계절적 특성이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식물종과 먹이사슬로 연계된 타
생물종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생물계절 불일치 현상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에서 추출된 식생지
수 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 온대낙엽수림의 대표적 우점식생인 신갈나무림을 대상으로 식
물계절적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활엽수림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어 식물계절의 변화로 인한 국내 산림생태계 내에서의 영향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
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ODIS 산출물 중 MOD13Q1에 포함된 식생지수는 16일
단위로 1년 동안 23개의 영상이 250m 해상도로 제공되며, 해당자료는 Harmonic
Analysis of NDVI Time-Series(HANTS) 알고리즘을 통해 결측치를 보정하여 사용하였
다. 보정된 시계열 식생지수 자료에 Seasonal Midpoint NDVI(SMN) 기법을 적용하여
생육개시일, 생육종료일, 생육기간 등을 도출하였다. 이 방법은 모든 픽셀에 대한 각각의
식물계절 정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나 지역 또는 위･경도에 따른 신갈나무
림의 식물계절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기상자료를 통해 식물계절과
기후요인과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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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부와 산업단지에서의 매미 울음특성과 기온과의 비교연구
이민지1, 노백호2, 신지훈1, 유정우1, 정응호2, 김학윤3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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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alstns@naver.com
키워드: 말매미(Cryptotympanadubia), 애매미(Meimunaopalifera), 출현빈도, 임연부,
성서산업단지, 울음소리
기후변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대구시 열환경 및 도시열섬이 매미 출현빈도와 울음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기온 상승
이 매미의 울음소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름철 대표적인 생물종 매미를 대
상으로 하였고 그 중 말매미와 애매미를 대상으로 임연부와 성서산업단지 두 지점을 대상
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필드조사와 SPSS(ver.23)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2017년 7월 25일에서 9월 25일까지(총 60일) 두 지점에 녹음기(AT-B5000)와 데이터로
거 온습도계(CENTER-342)를 설치하여 매시간 매미 울음소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현
장조사 및 분석결과 대상지별 매미 출현에서는 평균적인 기온이 조금 더 높은 성서산업단
지의 말매미 울음소리빈도가 임연부보다 6%정도 높았고 애매미는 출현하지 않았다. 임연
부에는 애매미만 출현하였고 애매미는 산야와 마을주변 흔히 볼 수 있는 종으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성서산업단지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시간별 일출과 일몰을 파악하여 오전(5
시~12시), 오후(13시~20시), 새벽(21시~4시) 시간대별 중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시
간대에 매미출현이 약 60%를 차지하였다. 특히 평균기온이 높은 성서산업단지의 말매미
출현은 257회로 임연부지역의 234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온별 매미 출
현빈도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26℃~30℃사이에 임연부 말매미는 235회 애매미는 201
회, 성서산업단지 말매미는 271회로 가장 많이 울었다. 두 매미 모두 기온이 높을수록 출
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공장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이 많이 성서산업단지에
서 말매미 출현빈도가 높고, 애매미는 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폭염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변화가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대처할 기후변화적응대책과
생태환경보전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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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시나리오에 따른 맹꽁이와 북방산개구리의 분포지역 변화 예측
유정우1, 노백호2, 정응호2, 김학윤3, 엄정희4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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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4

lovewjddn7@naver.com
키워드: 기후변화, RCP시나리오, 기후변화지표종, 양서류, 맹꽁이, 북방산개구리
기후변화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발생과 더불어 생물계절의 변화와 생물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의 분포 변화를 양서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지표종으로 제시한
맹꽁이와 북방산개구리를 대상으로 RCP시나리오에 따른 분포지역 변화를 예측하였다. 맹
꽁이와 북방산개구리의 분포지역은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출현지점을 이용하였으며,
생물종과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생물종 출현지점에 인접한 기상관측자료를
획득하였다. 맹꽁이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 특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기온
19.9℃, 최고기온 29.5℃, 최저기온 11.8℃, 강수량 219.3㎜로 나타났으며, 북방산개구
리의 경우 평균기온 14.5℃, 최고기온 26.8℃, 최저기온 3.84℃, 강수량 133.5㎜로 밝혀
졌다. 연구대상 생물종의 장래 분포역을 예측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와
RCP8.5를 토대로 현재(2017년)와 미래(2050년, 2100년)의 기후예측값을 획득하였다.
RCP4.5와 RCP8.5로 구분하여 연구대상 생물종의 현재와 미래 분포지역을 예측한 결과,
2100년 두 종의 분포지역이 확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방산개구리와 맹꽁이의 출현빈
도는 번식기인 2월에서 3월(북방산개구리), 장마철인 7월(맹꽁이)에 편중되어 나타났으나,
2050년과 2100년이 되면서 기온상승으로 출현시기가 더욱 균등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
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강수량 변화는 맹꽁이와 북방산개
구리의 출현패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맹꽁이와 북방
산개구리의 분포지역을 예측하는데 있어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이나 서식요소로 중요
한 지형, 토지피복 등을 반영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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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점오염원 발 미세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조현우, 남민우, 조한나, 이예진, 장연옥, 신선경,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endeavor4_a1@naver.com
키워드: 미세먼지, HYSPLIT, 점오염원, 도시계획
미세먼지는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PM10 이하 입자로써, 인간의 호흡기 및 심혈관
계에 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저하시키는 오염물질이다(배기강 외, 2008).
미세먼지가 인문･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
으며,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나 도로의 비산먼지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으며(장영기, 2016), 국내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로를 포함하여 그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점오염원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총 33개소 화력발전
소에서 약 정부추산 2만 8318t의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다고 추정되어(참조), 점오염원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량에 대한 조사가 구체
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점오염원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거동이나 영향에 대한 구
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위치한 주요 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확산경로
와 농도를 예측하고, 지상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격자 단위로 분석하
여 점오염원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염물질의 농도는 풍향과 오염물의
확산, 화학적 변화를 고려한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HYSPLIT)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으며, 지상관측 자료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
동기상관측시스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자료에 보간기법(interpolation)
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대기모델을 사용해 추정한 오염농도와 지상관측 된 오염농도 간
의 관계성을 선형회귀분석으로 나타난 R2값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관측농도가 추세선보다
이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농도에 차이가 발생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영향과 특징에 대
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결과는 향후 점오염원이나 미세
먼지 저감시설의 입지선정 등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녹지조성 및
도시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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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가뭄우려지역의 주요댐 용수공급능력 평가
김수현, 윤현철, 곽용석, 원창희, 김윤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soohyun1106@korea.kr
키워드: 가뭄, 용수공급능력 평가, 물수지, 상습가뭄발생지역
상습적 가뭄 발생 지역의 주요댐인 보령댐, 운문댐, 밀양댐 그리고 평림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 대비를 위해 가뭄대책에 따른 2018년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댐
전반적으로 용수공급감량 등의 가뭄 대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령댐은 금강도수로 가동
및 급수체계 조정, 운문댐은 취수장 확장 및 신설, 밀양댐은 급수체계조정 그리고 평림댐
은 수원연계공급 및 급수체계조정 등의 추가대책을 시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18년 1월
관측 댐 저수량을 기준으로 댐별 과거 최저 강수량에 따른 유입량과 가뭄대책 및 용수공
급계획에 따른 방류량 사이의 물수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6월까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보령댐은 현재 적용중인 가뭄대책으로 6월까지 차질 없는 용수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운문댐은 4월 초 저수위 도달, 밀양댐은 5월 초 댐 운영기준 상
‘심각’단계 도달, 평림댐은 6월 중 ‘경계’단계 도달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용수공급 확보
방안 및 보수적 용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용수공급능력평
가 결과와 실제 4월 관측 값을 비교한 결과 3-4월 평년을 초과하는 강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문댐은 ‘심각’단계에 머무르는 등 심화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
영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이 연구는“NDMI-주요-2018-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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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광학영상 및 LiDAR 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식생입체구조 분석
차성은, 이우균, 조현우, 송철호, 김찬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leewk@korea.ac.kr
키워드: 드론-LiDAR, 광학영상, 3차원 식생입체구조, 임분
최근 한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산림 관리 모니터링의 가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다중스펙트럼 센서 또는 LiDAR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대상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촬
영한 광학영상(RGB, NIR)과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일종인 콘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
류기법을 개발하였고, 충청남도 공주지역 일대의 임분 단위 임종(인공림, 자연림)과 3차원
식생층위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종 분류에서는 75.51%의 정확도(Kappa value =
28.18%)로 인공림과 자연림을 판별하였으며, 식생층위 분석에서는 88.13%의 정확도
(Kappa value = 44.53%)로 층위구조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드론-광학 및
LiDAR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분 단위의 산림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했다는 것에 의미
가 있다. 아울러, 드론 탐사체(INS 등)와 탑재 센서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개발한 알고리
즘의 고도화 된다면 드론을 활용하여 더 높은 정확도로 산림정보 추출이 가능하며, 기후
변화 시대에 산림정보 활용성이 증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환경산업기술원“2016000210001(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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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모형을 활용한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변화 추정
홍민아1, 김문일2,3, 송철호1, 김세진1, 차성은1, 임철희4, 김지원1, 이우균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환경GIS/RS 센터
2

1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4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3

alsdk920902@korea.ac.kr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 조절 기능, 목재 생산 등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
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산림 생태계 서비스는 산림의 생태적 기능과 주변 환경 조건에 따
라 변화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산림관리 등을 고려한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임목축
적 변화에 근거한 기후조절 서비스와 잠재적인 목재 공급 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
여 산림 생장, 수종 분포, 산사태, 산불, 병해충, 토지피복변화와 관련된 통합모형을 구축
하였다. 분석 결과 임목축적은 기후가 2015년 현재 수준으로 고정될 경우 144 m3 ha-1
에서 2050년은 220 m3 ha-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RCP8.5 기후변화 시나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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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에서는 216 m ha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 재
해, 토지피복 변화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모형을 구동한 결과, 임목축적은 2050년에 176
m3/ha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되는 산림바이오
3

3

매스량은 약 4.52억 m 추정되었으며, 토지피복변화로 발생한 벌채량은 141 m /ha로 도
출되었다. 같은 기간에 산림재해로 인한 잠재 누적 피해량은 7,773만 m3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산림의 전반적인 생장률을 감소시키며, 이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
후조절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공급 서비스 관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해법 중심의 관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미래 산림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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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를 위한 스마트팜 활용 사례 분석 연구
김찬우, 이우균, 안요섭, 차성은, 홍민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ehdrkdgml@gmail.com
키워드: 스마트팜, 식량보안, 기후변화, 빅데이터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와 기온 상승
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빈번해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 적응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
였다. 스마트팜은 습도, 기온, 광, 양분 등을 작물이 최적의 조건으로 생장하도록 주변 환
경을 조성해주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누적하고 통계적인 기법으로 환
경 인자별 작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정된 작물 종류, 환경 인자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뤄 이 결과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42편, 국외
학술지 28편 등 스마트팜 기술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활용 현황파악 및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대
책 방안을 찾고자 한다. 향후, 이를 보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
합한 스마트팜이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01400131000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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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감축효과
우지윤1, 조윤석2, 전의찬3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십년후연구소,
2

1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3

woojune92@gmail.com
키워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HEPA필터, 적정기술
지난 3월,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르면 2017년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7일이었다. 미
세먼지는 단순 가시거리 감소 뿐 아니라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신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이 증가했으며, 자연스레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기청정
기의 경우, 저렴하지 못한 가격으로 모든 가정에 보급이 어렵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민간 연구소에서 제작한 자원순환형 간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았다.
이는 재활용한 컴퓨터 팬과 95%의 제거효율을 가지는 11등급의 HEPA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제작과정이 간단해 저소득층에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
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화능력의 측정을 위하여 미세입자를 발생시켜 팬의 rpm과 정격
전압의 변화를 주며 각 경우의 오염제거효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질 개선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저소득층에의 확산을 기대한다. 또한
이 공기청정기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적정기술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 개발도상국 특성에 맞춰 보완 후, 보급이 될
것을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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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세화 기법에 따른 미래 한계유출량 재현빈도 분석
김화연, 김정배, 배덕효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dlqmslfh@naver.com
키워드: 기후변화, 시간상세화기법, 한계유출량, 재현빈도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지지역의 돌발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변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수의 시･공간 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미
래 강수의 특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GCM 자료가 활용되지만, 시･공간 해상도가 낮아 수
문학적 해석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규모로 상세화하는 통계적 또는 역학적 상세화 과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상세화 과정에는 공간규모를 분해하는 공간적 상세화와 시간규모를
분해하는 시간상세화가 있으며, 단시간에 발생하는 돌발홍수 적용을 위해서는 공간적 뿐만
아니라 시간상세화 기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고해상도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에
서는 다양한 시간상세화 기법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시간상세화 기법에 따른 돌발홍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세화 기법에 따른 미래 한계유출량
재현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계유출량은 돌발홍수를 결정하는 주요 수문요소로 수문학
적 지형자료 및 지속시간별 특정 재현빈도의 확률강우량을 통해 산정하였다. 대상지역으로
한강유역의 200개 산지소하천 미세소유역을 선정하였으며 지형, 하도특성, 기상자료를 구
축하였다. Manning 제방월류유량과 지형학적 순간단위도를 이용하여 소유역별 한계유출
량을 산정하고 이를 재현기간 및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과 비교하여 산지소하천별 돌발홍
수 재현빈도를 결정하였다. 미래 강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재현성 평가를 통해 적
정 GCM(CESM1-BGC)을 선정하였으며, 통계적 상세화기법 및 시간상세화 기법을 적용
하여 시단위 수문기상 자료를 생산하였다. 시간상세화 기법으로는 변화율을 이용한 Delta
방법과 시단위 일기상산출모델 중 하나인 AWE-GEN을 활용하였다. 시단위 기후시나리오
를 빈도해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결정하였으며, 시간상세화 기법에
따른 재현빈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산지소하천의 재현빈도를 결정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재현빈도 변화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127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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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산림 건강·활력도 조사 종다양성지수 항목의 공간화
이준희1, 류지은1, 정혜인1, 최유영1, 김선희2, 전성우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국립산림과학원
2

1

leejh9@korea.ac.kr
키워드: 산림건강, 제 1차 산림･건강 활력도 조사, 공간보간, IDW, Kriging, Cokriging,
본 연구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림생태계 관리 및 조사 방안은 표
본점의 임의 추출을 통한 모니터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리나
라 국토 면적의 63.7%(국토교통부, 2016)을 차지하는 산림의 일부분만을 조사하기 때문
에 넓은 지역의 산림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넓은 지역 산림의 관리를 위해 추출된 표본점
의 공간화 방안을 통해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상관측, 고
도예측, 대기 질 측정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공간확장에 많이 쓰이는 공간보간(Spatial
interpol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간보간 자료로 사용된 표본점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에서 조사한 제 1차 산림 건강･활력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1차
산림 건강･활력도 조사 자료는 4개 부문, 12개 조사지표, 총 28개 항목의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공간화하기 적절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 종다양성
지수

항목이

선정되어

공간보간을

진행하였다.

공간보간

방법으로는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Kriging, Cokrig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보간을 하는 방법인 Cokriging의 경우, 다양한 해상도의 위성영상의 식생지수를 추출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상도별 공간보간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간보간법 별 정확도 분석을 통하여 산림의 공간화를 위한 적절한 공간보간방법을 선정
하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2017045A00-1720-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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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rends in Climatic Variables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 in Sagaing City, Myanmar
Paing Myint Mo1, 김승현2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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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gmyintmo21@gmail.com
Keyword: Climate Change, Regional Circulation Models, Linear Scaling, Variance
Scaling, Local Intensity Scaling
This

research

focuses

on

historical

patterns

and

future

projection

of

discharge, temperature and rainfall of Sagaing city that situated in Upper
Ayeyarwady River. It uses future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from two
Regional Circulation Models (RCMs), namely, ACCEES1 and CNRM-CM5-CSIROCCAM
for the 2050s and 2080s periods under two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scenarios based on observed data for the period of 1983-2012
collected from the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DMH), Myanmar.
As per the results, future maximum temperature is projected to increase to
38-45ﾟC in April and minimum temperature is projected to increase from 14ﾟC
to 19ﾟC (for both scenarios). The precipit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7.2mm
in the 2050s and 6mm in the 2080s above the baseline under RCP4.5.
Understanding likely future climatic scenario may help develop strategies to
cope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oject future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s of Sagaing; one of the famous
city in Myanmar. Environmental change represents a genuine danger to living
security and provokes dangers and vulnerabilities in the agriculture segment
through the expanded recurrence of normal fiascoes and extraordinary climate
occasions such as droughts, floods, irregular rainfall among others, especially
in the district of Central Dry Zone of Myanmar Including Sagaing City.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의“A Research Initiative on Adaptation
Strategies focusing on Resilience in an Era of Climate Change Risk”의
지원으로 일부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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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iochar Contents in Seeding Mixes on Early Growing
of Lettuce and Carbon Sequestration
Hong Sung-Chang, Jang Eun-Suk, Chio Soon-Kun, Choi Dong-Ho, Hur
Seung-Oh, and Yeob so-ji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schongcb@korea.kr
Key words : Biochar, Carbon sequestration, Growing, Lettuce Seedling, Seeding
mixes.
The biochar is the emerging material for carbon sequestration, amendment
on green house gas emission, and soil remediation. Biochar effects on soil
fertility and nutrient cycling. Crops growing on the biochar applied soil could
be affected on its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seeding mixes for a lot of
vegetable seedl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ochar contents of seeding mixes on early growth of lettuce(Lactuca sative).
The consist of treatments were control(0 : 1, biochar ratio to seeding
mixes(w/w)), 1 : 9(10%), 3 : 7(30%), 5 : 5(50%), and 7 : 3(70%), respectively.
The plant length, leaf number, and dry weight of lettuce were in order of
50%, 30%, 10%, control, and 70%. These characteristics of lettuce seedling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Increasing content of biochar (10%, 30%, and
50%) progressively activate growing of the lettuce but at 70% treatment
growing of its was retarded. The SPAD value of

leaf on each treatment also

showed the significantly differences. On the point of view nutrient content of
seeding mixes, at the 50% treatment plot, the amount of nitrogen and
phosphorus might be half of the control, but fresh weight of the lettuce was
most heavy. Thus, it was assumed that early growth of the lettuce seedling
were affected by the action of biochar that holding the release of nitrogen and
phosphorus in seeding mixes. In conclusion, adding the biochar to seeding
mixe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measures for growing healthy seedling
and carbon sequestration.
※ 이 연구는“PJ012546 (상승온도 처리에 따른 농경지 비점오염원 동태 구명 연구)”
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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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연계 태양광발전소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연구
심소정, 김주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융합기술센터
shimsso@ktl.re.kr
키워드: ESS, 태양광발전, ESS연계태양광발전,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량 산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2030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2017년 5.2%에
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하면서 신규 신재생발전 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
규 신재생발전설비 용량의 95%를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와 기후에 따라 발전효율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간헐적인 발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ESS장치를 연계한 신
재생발전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발전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원에 ESS장치를 연계함으로
써 출력을 제어하여 고품질의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태양광 및 풍력 연계 ESS장치
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 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한정된 발전
시간외에는 발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나 ESS장치를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전량의 계통투입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대체함으로 인한 온실가스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온실가스저감량 산정에 있어 베이스라인
은 기존 태양광발전가능시간인 오전10시에서 오후 16시까지의 발전량을 제외한 시간의
SMP결정발전기로 발전된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예를 들어 오후 17시에 결정된 한계발전
기가 유연탄이었다면 온실가스배출계수가 높은 유연탄발전을 ESS연계 태양광 발전이 동
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이를 대체하게 됨으로 유연탄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연계 ESS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ESS연계 태양광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량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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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을 이용한 한반도 기후대 분류
유철희, 박혜미, 박수민,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yoclhe@unist.ac.kr
기후는 장기간의 대기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잘 대변한다. 많은 연구에
서 Koppen 기후대를 입력 자료나 분석 자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재분석자료 기반의 저해
상도로 인해 실제와의 오차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피복이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힘들며, 그에 따라 다른 연구에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위성기반의 산출물과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비해 상세화된 기후대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위성 산출물은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의 지표면 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과 TRMM(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의 강수량(3B42), 그리고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다. 지표면 온도와 강수량 자료는 가용한 기간인 2001
년부터 2016년의 여름 및 겨울의 최대･최솟값을 이용하여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
수는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4년의 73개의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Koppen 기후
대 분류 조건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모델링은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Random forest
를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동해안 및 전라북도는 따뜻하고 습윤한 기후대를 나타내었으며, 경상도, 전
라남도, 충청남도는 따뜻하고 겨울에 건조한 기후대를 나타내었다. 북한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겨울에 건조한 기후대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Koppen 기후대 분류 지도와
비슷한 공간적인 분포를 보였으나 경상도 부근에서의 따뜻한 기후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기후가 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우주핵심 기술 개발사업(No.NRF-2017M1A3A3A02015981) 및 기 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KMIPA 2017- 70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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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경
평택대학교

P-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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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Yeob Kim, Sun-Il Lee, Jong-Sik Lee, Hyun-Cheol Jeong, Eun-Jung Choi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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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토양에서 바이오차 투입이 아산화질소 배출과 무기태질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이선일, 김건엽, 최은정, 이종식, 정현철
국립농업과학원

P-089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공정 개발
이홍주, 박유강, 이승환, 박정훈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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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합비료 탄소원단위 산정
이종식1, 김건엽1, 정현철1, 최은정1, 이선일1, 허진호2, 정순철3
1

P-091

국립농업과학원, 2㈜엔비누스, 3㈜에코네트워크

논콩 재배지에서 CO2 순생태계 교환량의 계절적 변화
심교문, 민성현, 김용석, 정명표, 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P-092

CDM의 CCUS 현황에 대한 분석 -탄소광물화 기술을 중심으로전은돈, 김재윤, 이규욱, 김종훈,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P-093

위성영상을 이용한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
Bayarmagnai Enerel, 전성우
고려대학교

P-094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최수원, 이수빈, 김다은, 김래영, 손지희, 손석규
한국임업진흥원

P-095

GHG Emission Intensity from Indonesian Livestock Sector based on
Meat Production using National Specific Data
Eska Nugrahaeningtyas, Kyu-Hyun Park, Mohammad Ataallahi,
So-Hee Jung, Geun-Woo Park, Eliza Novian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096

LULUCF 초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1990~2016)
정종성, 최기준, 황태영, 최보람, 오승민
국립축산과학원

P-097

2016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이유경, 이성대, 소경민, 김기현, 지상윤, 김동욱, 송재용
국립축산과학원

P-098

IEA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통계 비교분석
오민영, 박성권, 윤나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P-099

국가 인벤토리에 활용되는 기초통계에 대한 고찰
- 석유류 통계를 중심으로 윤나리, 박성권, 오민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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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C 모델을 활용한 벼논 메탄 배출량 산정 및 보정 평가
최은정1, 정현철1, 조광곤2, 이선일1, 김건엽1, 이종식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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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2전북대학교

IPCC 모델과 표면발산량 측정값을 통한 메탄배출량 비교
이영민, 이경호, 전은정,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P-102

벼재배 논에서 온실가스 측정 방법에 따른 배출량 비교 평가
정현철, 최은정, 이종식, 김건엽, 이선일
국립농업과학원

P-103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분야의 기본 토양유기탄소
축적계수(SOCref) 개발
박성진, 이창훈, 김명숙, 김석철, 이철우
국립농업과학원

P-104

농업잔재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Non-CO2 배출계수 개발
조승현1, 김민욱1, 박성규2, 전의찬1
1

P-105

세종대학교, 2(주)케이에프

도시지역 LULUCF 매트릭스 제작을 위한 중간년도 토지이용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황진후, 장래익, 전성우
고려대학교

P-106

IPCC 2006 Guide Line 적용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연구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노준영, 강성민, 전의찬
세종대학교

P-107

원격탐사 및 공간자료를 이용한 정주지 면적 시범 산정 및 변화 시계열분석
최솔이, 함보영, 김문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P-108

원격탐사 자료와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LULUCF 분야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방법론 개발
박은빈, 함보영, 이우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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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세대의 전기에너지 소비특성 연구
A study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in
energy saving households
이승훈1, 김영수2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2주식회사 가비

1

tenboy@anyang.ac.kr
키워드: 에너지절약 세대, 전기에너지, 소비특성, 탄소포인트, 건물부문, 공동주택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 37% 중 국내에서 25.7%를 국외에서 11.3%를 감축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내 25.7% 중 전환부문에서
7.6%, 산업부문에서 6.6%, 건물부문에서 4.2%, 에너지 신산업부문에서 3.3%, 수송부문
에서 3% 등을 감축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분야(건물, 교통, 발전, 산업, 농업, 임업, 축산, 식
품,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폐기물, 공공)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물 부문에서의 가정 부문은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부문은 전체 감축 목표의 4.2%를 차지하며, 건물부문 중 주거용 건물의 비율
은 전체 건축물의 65.1%를 차지하고 있고, 거주용 건물 중 공동주택은 60.1%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의하면 2014년도 기
준으로 건물부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이 두 번째로 높은 14.6%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
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다년간 진행해온 안산시 호수동 및 사2
동의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전기에너지 소비 요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
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정책 추진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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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와 유가 변동 간의 상관성 분석
-2010-2016년 서울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Correlation Analysis on PM2.5 concentration and Oil Price.
: In case of Seoul and Beijing from 2010 to 2016
홍성원, 김준, 송아영, 신희연, 안윤경, 유지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think_hsw@naver.com
키워드: 초미세먼지, 화석연료, 유가, 상관성, 선형회귀분석
최근,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초미세먼지(PM2.5)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발생은 기후, 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의 여러 요인들 중 특히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야기된다는 점에서 화석연료 발
전과 초미세먼지의 상관관계는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 그 중 석유는 에너지 생산 목적
뿐 아니라 산업의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수차례의 유가파동이 발생했을 정
도로 경제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불어 화석연료에 대한 이용이 상당 부분 유가와 연
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7년(2010-2016) 동안 유
가 변동과 대한민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변화 간의
상관성을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전에 초미세먼
지와 유가 사이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도시에서 측
정된 초미세먼지 농도와 유가 변동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간 물가 차이를 반
영하고자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이용해 보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에의 영향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와 초미세먼지 농도 간의ㅊ 경향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적
인 형태의 유가 제어가 초미세먼지 배출량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
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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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PHENOL-RICH BIO-OIL FROM A TWO-STAGE
PYROLYSIS OF WOOD
Guzelciftci Begum, Park Ki-Bum, Kim Joo-Sik
University of Seoul
begumgc@hotmail.com
키워드: Biomass, bio-oil, pyrolysis, two-stage pyrolysis, wood
Biomass is the most common potential renewable energy source and it has
considerable interest in responding to the of all environmental problems.
Lignocellulosic biomass is the most abundant raw material. Lignin, which is
composed of three phenolic monomers of phenyl propionic alcohol namely,
coumaryl, coniferyl and sinapyl alcohol, is a main composit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Pyrolysis of wood biomass is an effectual for producing phenolic
compounds. Usually, the typical content of phenol in bio-oils derived from
wood is in the range of 0.1-3.8 wt.%.
In this study, a continuous two-stage pyrolyzer consisting of an auger
reactor and a fluidized bed reactor connected in series was conducted to
produce phenol-rich bio-oil. The main aim of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uger reactor temperature on the production of phenols. In the
experiment, a wood sawdust was used as the feed material, whose lignin
content amounted to 43.5 wt.%. The bio-oil obtained wa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GC-MS and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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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A GC-FID analysis for a bio-oil obtained from the two-stage
pyrolysis process revealed that 10 wt.% of phenol was contained in the bio-oil.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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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의 열분해를 통한 높은 모노머 생산에 관한 연구
박기범, 정용성, Guzelciftci Begum, 김주식
서울시립대학교 에너지환경시스템공학과
pkb7023@naver.com
키워드: 열분해, PE, 모노머
본 연구에서는 2단 열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PE의 열분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주
목표는 높은 수율의 모노머 (에텐, 프로펜)를 생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류 형태의 반
응기와 유동층 반응기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의 2단 열분해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각 반응
기의 온도는 TGA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요 변수는 각 반응기의 온도,
유동화 가스의 종류, 첨가제의 유무입니다. 스크류 반응기는 30-300 ℃에서 운전되었으
며, 유동층 반응기는 650-730 ℃에서 운전되었습니다. 유동화 가스로는 생성 가스와 질
소를 사용하였으며, 첨가제는 CaO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단 반응기 300 ℃, 유동층 반응
기 730 ℃, 유동화 가스를 질소를 사용하였을 때 모노머 최대 수율은 47 wt.%를 보였습
니다. 이 때, 에텐은 34 wt.%, 프로펜은 13 wt.%의 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폐플라스틱
으로부터 모노머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재활용 되지 않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통해 모노머를 회수가 가능하다면, 폐플라스틱의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환
경 문제의 한 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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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의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 융합학부, ICT 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분산전원, 주택부문, 태양광, 온실가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너지 수입 비용은 우리
나라 전체 수입비용의 30~40%에 달하는 만큼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의 수입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의 확대
가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산전원의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산전원으로 태양광을 주택부문에 보급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주택부문에 보급되는 태양광 시스템의 용량은 서울시의 가정용 태
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200 W에서 500 W 용량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
다. 이와 같은 규모의 태양광 전지를 가정에 도입하여 분산전원을 생산하면, 주택부문에
사용되는 전력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5%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더불어 개별 가정은 연간 전기사용량을 4만7천원에서 45만원 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용 분산전원의 보급을 활성화 하는 데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주택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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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광촉매 및 성능 향상
김민광, 이홍주, 에도아르도, 박정훈
동국대학교
pjhoon@dongguk.edu
키워드: 광촉매,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공사, 유기물 제거, 광촉매 코팅
최근 심각한 수질오염과 급격히 증가한 물 수요량으로 인해 사용가능한 물마저 점점 부
족해지고 있다.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광촉매 반응을 이용 하수에 포함된 유기물, 미
생물, 금속이온 등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 기존 염소소독 기술에 비하여 운영비의 절감
이 가능하며, 2차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유망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TiO2 광촉매의
효율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향상시켰으며, 고효율 광촉매를 공정에 적용함으로서 자외선램
프의 전력소비 등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TiO2
광촉매를 다양한 제조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다공성 세라믹 중공사에 TiO2를 코팅 하여 중
공사형 광촉매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광촉매는 회분식 반응기와 순환식 반응기에서 메틸렌
블루 분해 실험을 통해 유기물 분해능을 분석하였다. 메틸렌 블루 분해율은 UV-vis
spectrometer로 측정하였으며, 재활용 횟수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SEM, XRD 등
으로 TiO2 촉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33297)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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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규댐 개발가능지점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권민성1, 안재현2
서경대학교 도시안전연구센터, 서경대학교 토목공학과
2

1

minsung8151@gmail.com
키워드: 댐, 발전, 북한, 수자원,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 신규댐 개발 가능지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댐 개발
우선순위는 도별 우선순위를 수자원, 재해, 전력수요에 대한 항목으로 평가한 후, 저수량
및 연간발전가능전력량을 활용하여 도내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수자원분야의 평가항목은
용수과부족량을 적용하였으며, 재해는 최근 15년간의 홍수, 호우, 태풍 피해 발생현황을
적용하였고, 전력수요는 인구, 도시화율, 공업지구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하였다. 도별 댐
개발 우선순위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량
강도 순으로 평가되었다. 도내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에서 제공하는 30 m 수치표고자료를 활용하여 저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연간발생
가능전력량을 산정하기 위해 SWAT모형을 이용한 장기유출분석으로 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저수량과 연간발전가능전력량에 대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규모가
큰 순으로 도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북한 수자원분야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8AWMP-B0830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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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정 내 고농도 이산화탄소 제거효율 평가
박영식1, 박일건1, 박기태2
(주)평화엔지니어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2

yspark@pec.kr
키워드: 이산화탄소, 스크러버, 흡수제, 작업환경, 에너지 개선
고농도의 CO2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인 주류공정 내의 작업환경은 실내 CO2 농도가
20,000 ppm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주류공정의 특성상 장시간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인력에게 매우 가혹한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기준치는 5,000 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적용 사례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류공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을 위한 궁여
지책으로 외기를 도입한 환기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주류공
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실내적정 온도인 1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도입되는 외기를
포함한 실내 공기량에 대한 온도 제어가 되어야 하므로 냉난방 장비가동을 위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류공정의 고농도 CO2 제거를 위한 스크러버의 CO2 흡수 성능평
가를 진행하였다. Lab-scale 실험을 통해서 설계인자인 액가스비(18 L/m3), 공탑속도
3

(0.14 m/s)를 산정하였다. 설계인자를 기반으로 제작한 5 m /min 급 CO2 흡수 반응기
로 실험한 결과, 풍량이 1, 2, 3, 4, 5CMM 증가시 CO2 제거율은 98.47%, 96.46%,
92.95%, 89.71%, 85.4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스크러버를 사용하기 전 후
의 에너지 개선율(5.4%) 평가 및 에너지 절감량(11.5 TOE/year), 온실가스 감축량(6.5
TC/year)를 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흡수 공정>

<풍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실험결과>

※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7202010923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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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arbon balance for carbon sink/emission with
different treatments in paddy field
Gun-Yeob Kim, Sun-Il Lee, Jong-Sik Lee, Hyun-Cheol Jeong, Eun-Jung Choi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ykim1024@korea.kr
Key words: carbon balance, sink/emission, paddy field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has increased with the rise in the levels of Green House Gases (GHGs) in the
atmosphere. To slow down the speed of climate change, numerous efforts have
been applied in industrial sectors to reduce GHGs emission and to enhance
carbon storage. In agricultural sector, several types of research have been
performed with emphasis on GHGs emission reduction; however, only a few
work has been done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carbon sink on reduction in
GHGs emiss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ecosystem carbon balance and
soil carbon storage in an agricultural paddy fiel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Evaluation of soil C sequestration in paddy field was average 3.88
Mg CO2 ha-1 following NPK+rice straw compost treatment, average 3.22Mg C
ha-1 following NPK+hairy vetch treatment, and average 1.97 Mg CO2 ha-1
following NPK treatment; and 2) Net ecosystem production(NEP) during the
paddy growing season was average 14.01 Mg CO2 ha-1 following NPK+hairy
vetch treatment, average 12.60 Mg CO2 ha-1 following NPK+rice straw compost
treatment,

and

average

11.31

Mg

CO2

-1

ha

following

NPK

treatment.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organic matter treatment can lead to an increase
in soil organic carbon accumulation and carbon sock of crop ecosystem in
fields compared to chemical fertilizers.
※ 이 연구는“PJ012614 (신기후체제 대응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현장 적용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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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토양에서 바이오차 투입이 아산화질소 배출과 무기태
질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이선일, 김건엽, 최은정, 이종식, 정현철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silee83@korea.kr
키워드: 무기태질소, 바이오차, 아산화질소, 항온실험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를 산소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바
이오차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탄소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경지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온조건의 밭 토양에 잔사유래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아산화질소 발생
량과 토양내 무기태질소의 함량을 비교 검토하였다. 실험을 위한 고구마를 재배하였던 밭
토양을 채취한 후 풍건 후 2 mm 체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실험실 인큐베이터에
서 항온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항온실험 기간동안 온도는 25℃ 수분은 수분보수력
70% 로 미생물 분해 활성이 활발한 조건으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바이오차는 배 전정
가지 바이오차, 왕겨 바이오차 그리고 콩대 바이오차를 사용하였다. 58일간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1주 간격으로 토양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농도와 토양내 무기태질소 농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누적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대조구, 배 전정가지 바이오차, 왕겨 바이오
차 그리고 콩대 바이오차 투입 처리구에서 각각 2,890.6, 525.2, 443.1 그리고 379.7
2

mg N2O/m

이였다. 토양내 무기태 질소함량으로 암모늄태 질소는 23.7 ∼ 83.3

mg/kg의 범위였으며 질산태 질소의 함량은 측정 기간동안 대조구에서 함량이 가장 낮았
다. 토양내 질산태 질소함량은 대조구 처리를 제외하고 23일되는 시점까지 점차 증가하였
으며, 각 처리별 함량은 배전정가지 바이오차(1,117.9 mg/kg) 〉왕겨바이오차(1,057.0
mg/kg) 〉콩대바이오차(917.2 mg/kg) 〉대조구(458.0 mg/kg) 순이었다. 본 연구결과
토양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는 바이오차 종류에 상관없이 바이오차가 투입됨에 따라
8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항온배양기간 중 질산태질소 함량 증가는 질산화과정이 우세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바이오차 투입에 따라 질산화 과정 촉진이 아산화질소 배출에 영
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2614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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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세라믹 중공사 접촉막 공정 개발
이홍주, 박유강, 이승환, 박정훈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pjhoon@dongguk.edu
키워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CO2), CCS, 연소 후 포집, 접촉막, 세라믹 중공사막, 분리막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발전소, 제철
소, 시멘트 공정 등의 대규모배출원에서 CO2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유용 물질로 전환하
는 CCS(CO2 capture and storage)기술이 활발히 연구되어오고 있다. 연소 후 CO2 포집
(post-combustion technology)기술은 배출원의 후단에서 흡수, 흡착, 막분리 등의 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CO2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습식 아민 흡수공정의 대
규모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CO2 포집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충전식 흡수탑 공정은 비교적 장치 규모가 크며, 많은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리막/흡수제 하이브리드 기술인 접촉막 공정은 다공성 중공사막을
통하여 기상과 액상이 접촉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다공성 분리막은 높은 유효 접촉 면적을
제공하고, 범람, 거품, 비말동반 등의 문제없이 기체 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에 높은 CO2 흡수 특성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진은 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세라믹 소재의 중공사막을 사용하여 접촉막 공정을 구성하였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4M1A8A10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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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합비료 탄소원단위 산정
이종식1, 김건엽1, 정현철1, 최은정1, 이선일1, 허진호2, 정순철3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엔비누스, ㈜에코네트워크

1

2

3

jongslee@korea.kr
키워드: 탄소원단위, 지구온난화 영향, 복합비료, 전과정평가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BAU,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
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양)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
스 감축 목표에 따라 각 산업 부문별로 감축을 추진 중이다. 농업

비에너지 부문은 BAU

대비 4.8%에 해당하는 약 1백만톤의 감축 목표가 할당 되었으며 다양한 저탄소 농업정책
이 추진 중에 있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
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농산물 생산하고 인증, 표시함으로써 녹색기술 확산 및 보급
그리고 저탄소농산물 소비 활동을 유도함으로서 탄소배출 저감을 꾀하고 있다. 농산물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원단위 산정은 품목별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 및 현장 자료
수집 그리고 전과정평가를 통하여 산정 하였다. 국내 생산량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사 대
상 비료의 품목별 대표성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투입물, 산
출물)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인 PASS를 활
용하여 각 품목별 탄소원단위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복합비료의 경우, 원자재 및 원자재 비율이 다양함에 따라 비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
스 발생량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구성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무기질 비료의 N-P-K 유효성분비 만으로 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론이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3종의 복합비료(21-17-17, 17-21-17 및
15-15-15)에 대한 탄소원단위를 전과정평가를 통해 산정하였다. 또한, 개발한 엑셀파일
형태의 무기질비료 탄소원단위 계산기를 활용한 원단위 값과 비교 하였다. 산정 결과, 조
사 대상 복합비료의 탄소 배출량은 제품 1kg 당 각각 0.829 kg CO2eq, 0.801 및
0.802로 나타났다. 아울러 탄소원단위 계산기를 활용한 원단위 값은 각각 0.876, 0.844
및 0.853으로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5.4∼6.4%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 본 연구는“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PJ01246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P-091

논콩 재배지에서 CO2 순생태계 교환량의 계절적 변화
Seasonal Variation of Net Ecosystem Exchange of CO2 in a
Soybean Paddy Field of South Korea
심교문, 민성현, 김용석, 정명표, 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kmshim@korea.kr
키워드: 논콩, 순생태 교환량, 생태적 호흡량, 이산화탄소 플럭스, 총일차 생산량,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일대의 논콩 재
배지를 대상으로 10m 높이의 플럭스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콩 재배지의 군락(혹은 지
표)과 대기 사이의 CO2/H2O 및 에너지의 교환량을 관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년간(11개월) 논콩 재배지에서 관측한 CO2 플럭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CO2 플럭스는 초당 10회(10Hz) 간격으로 측정되었고, 이를 공분산(covariance)
하여 생산한 30분 평균 CO2 플럭스 자료를 이용하여 총일차 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생태계 호흡량(Ecosystem Respiration; Re), 순생태계 교환량(Net
Ecosystem Exchange, NEE)을 각각 계산하였다. 논콩 재배지의 CO2 순생태계 교환량의
연간 계절적 변화량을 분석하면, 논콩 재배지는 콩 파종(’17.6.4) 후, 약 1개월까지 CO2의
발원(source)으로 지속되다가 7월 8일에 CO2의 흡원(sink)으로 바뀌었으며, 논콩 재배지의
CO2 흡수는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 LAI)가 높아 광합성이 아주 왕성한 8월에 최
대로 조사되었다. 9월부터는 콩 잎이 황변하고 탈락하면서 논콩 재배지의 CO2 흡수는 점
차적으로 줄다가 10월 1일에는 다시 논콩 재배지가 CO2의 발원으로 작용하였다. 종합적으
로 논콩이 재배되는 기간(’17.6.4~’17.10.26)에는 총 278.28g m-2 탄소(C)가 흡수되었
지만, 논콩이 재배되지 않는 기간(’16.12.1~’17.6.3)에는 총 214.64g m-2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CO2 플럭스의 계절적 변화 >

< 엽면적지수의 계절적 변화 >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2293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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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의 CCUS 현황에 대한 분석-탄소광물화 기술을 중심으로전은돈, 김재윤, 이규욱, 김종훈,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Jeoned@kric.re.kr
키워드: 탄소광물화, CCUS, CDM, 배출권거래제, 해외배출권, 파리협정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합의된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30년까지의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광물화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전통적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전산업에서 발생하는 바닥재(bottom ash)와 CO2를 반응시켜 장기적으
로 안정한 상태로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통해 탄소자원화부문의 주요
기술로 CO2 광물화(이하, 탄소광물화)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
축정량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한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지속가능개발매커니즘(SDM) 및
협력적 접근 메커니즘(JCM)의 구체적 MRV 기준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UN이
승인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인 CDM제도의 방법론이 활용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광물화 기술의 국제적 감축방법론으로 UNFCCC의 CDM 방법론을 개발
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탄소광물화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기후자금 및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을 수립을 위한 탄소광물화기술의 CDM 방법론 개
발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DM의 CCUS 기술 동
향을 분석하였고, 더불어 기존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의 정량화 기법
을 분석하여 탄소광물화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방법
론 개발 시 고려사항은 탄소광물화 CDM 신규방법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
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탄소광물화 기술이 탄소배출권으로 연계가 된다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NRF-2017M3D8A2085273 (탄소광물화 CDM 신규방법론 개발 및 국내외
저탄소 도시 모델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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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을 이용한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
Bayarmagnai Enerel,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enerel_b@nate.com
키워드: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농도, 기후변화, 정규식생지수, 위성영상, 녹지
전 지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대기오염의 영향을 많
이 받는다. 몽골의 경우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
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몽골 도심 지역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여러 정책과 시범사
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저감 정책과 동시에 도시녹화를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저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동시에 도시녹지
를 위한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
녹화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서 식생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대기정화 기능에 중점을 두
어 연구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 내각과 외각의 정규식
생지수(NDVI)를 산출한 자료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자료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 도시녹화 정책에 대기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도시 외각 산림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내각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산림 지역의 대기정화 기능에 대한 연구와 몽골의 도시녹화를 위한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094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최수원, 이수빈, 김다은, 김래영, 손지희, 손석규
한국임업진흥원
cswon@kofpi.or.kr
키워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2018년 4월 현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36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산림부문은 3개 방법론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2018년 4월 27일 신규조림/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을 등록시켰
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연간 예상 흡수량은 125tCO2eq이며, 식생복구 사업은
65tCO2eq이다. 이 결과는 타 부문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산림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방법론 개발 등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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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Emission Intensity from Indonesian Livestock Sector based
on Meat Production using National Specific Data
Eska Nugrahaeningtyas, Kyu-Hyun Park, Mohammad Ataallahi, So-Hee Jung,
Geun-Woo Park, Eliza Novianty
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eskanugrahaeningtyas@gmail.com
키워드: : meat production, mitigation, climate change, IPCC
This study is conducted to calculat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to
identify GHG emission intensity based on meat production from livestock sector
in Indonesia. Country-specific volatile solid (VS) and nitrogen excretion (Nex)
were obtained from Indonesian grey literature. Total emissions from livestock
sector from 2000 to 2015 in Indonesia were calculated using 200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 Tier 1 and Tier 2 with
some of the country specific data and default values. Country-specific methane
emission factor from manure management for dairy cattle and swine were 1.25
and 1.6 times higher than default EF. Default Nex from mature dairy cattle,
growing beef cattle, growing buffalo, weaning sheep, weaning goat, and
chicken broiler were 2.18, 2.11, 4.12, 6.82, 3.84, and 2.46 times higher than
country-specific Nex. Moreover, during 2000 to 2015, the change of method
from Tier 1 to Tier 2 resulted in approximately 7.39% decrease in emissions
from enteric fermentation, 4.24% increase in emissions from manure
management, and 4.98% decrease in total emissions. In the same period, the
shared emission from manure management has increased about 9% and 6%
using Tier 1 and Tier 2, respectively. From 2000 to 2015, the overall emission
intensity in Indonesia decreased, showing that livestock productivity in
Indonesia has become more efficient. This study showed that the livestock
industry in Indonesia has shown an improved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chicken farming is one option to be developed. The increased emission from
manure management and its share to total GHG emissions indicated that
manure management system in Indonesia needs to be in concern, especially for
beef cattle and swine.
※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itle: Quantification
of CH4 and N2O emissions from swine faciliti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data
expansion, Project No. PJ01014601)”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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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UCF 초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1990~2016)
정종성, 최기준, 황태영, 최보람, 오승민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jjs3873@korea.kr
키워드: LULUCF, 초지, 배출량, 흡수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감축
목표 선언을 하였으며 2010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기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토지이용, 토지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는 국토전체를 토지이용 구분에 따라 산림지, 농
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지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초지는 배출가스 흡수원
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6년 까지 LULUCF의 초지부문의 온
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초지 부문의 배출․흡수원은 ‘초지로 유지된
초지’,‘타토지에서 전용된 초지’, ‘초지에서의 농업용 석회시용으로 인한 CO  배출’, ‘초지
에서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배출’로 구분된다. 초지에서 농업용 석회시용으로 인한 CO 
배출과 초지에서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배출은 활동자료 미비로 산정하지 않았다. IPCC
GPG-LULUCF 2003의 접근법 1에 따라 초지로 유지되는 초지와 타토지에서 전용된 초
지로 구분하여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의 토양 기본 유지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초지의 면적을 세분화하였다. 각 인벤토리 연도를 기전으
로 20년간 초지로 유지된 초지 면적과, 20년간 증가한 초지의 면적을 타토지에서 전용된
초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초지로 유지된 초지는 IPCC GPG-LULUCF
2003의 Tier 1방법론 가정에 따라 토양탄소축적 변화량을 0으로 가정하므로 시계열 일관
성에 따라 전체 시계열 배출량을 0으로 보고하였다. 타토지에서 전용된 초지면적은 2016
년 기준 전체 면적은 10,420ha로 Low activity clay(LAC)는 9,850ha이고 사질토양은
570ha, 화산토는 전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결과
1990년에는 535.71 Gg CO   로 2005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 56.63 Gg CO  이르게 되었으며 1990년 흡수량 대비
89.4%감소하였다.
※ 이 연구는“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PJ012846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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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이유경, 이성대, 소경민, 김기현, 지상윤, 김동욱, 송재용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yoo3930@korea.kr
키워드: 축산, 온실가스, 장내발효, 분뇨처리
The National Greenhouse Gas (GHG) Inventory Report is publish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Regulations

o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ional

Greenhouse

Gas

Statistics”. It is used as basic data on national GHG emissions and estimates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s based on the 1996 IPCC guidelines with
applying the Tier 1 methodology. The GHG emissions from livestock sector in
2016 were 9.4 millions tons CO2eq., where accounts for 44% of emissions from
agriculture sector. The GHG emissions from enteric fermentation grew by
36.8% to 4.4 million tons CO2eq. compared to 1990 level, and the GHG
emissions from livestock manure management were 5.4 million tons CO2eq.,
increased by 87.4% over 1990 level,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animal
population such as non-dairy cattle, swine, and poultry.
For the improvement in the accuracy of estimating GHG emissions in
livestock sector, additional research are being conducted on 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s and methods for estimating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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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통계 비교분석
오민영, 박성권, 윤나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ohmin714@korea.kr
키워드: IEA, 에너지밸런스, 국가에너지통계, 에너지통계연보, 석유류수급통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에너지통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에너지밸런스를 작성하여 공표하
고 있다. 그런데 IEA에서 공표하는 에너지통계가 국내 에너지통계와 다른 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문의와 검토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IEA는 국내통계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통계 역시 현재 IEA를 벤치마크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IEA 통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A에서 발표하는 <IEA 에너지밸런스>의 우리나라 자료와 에너지경제연
구원에서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에너지원별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다. IEA통계와 국내통계는 기본적으로 단위, 발열량 등의 다른 부분이 존재하므로,
원활한 비교･분석을 위해 동일조건으로 통일 후 검토하여 통계 구성, 항목 정의, 수치 차
이 등의 비교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IEA 및 국내 통계 간 존재하는 근본적 차
이의 원인 및 비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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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벤토리에 활용되는 기초통계에 대한 고찰
- 석유류 통계를 중심으로 윤나리, 박성권, 오민영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ryoun@korea.kr
키워드: 온실가스 인벤토리, 석유류수급통계, 에너지통계연보, 활동자료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다양한 기초통계와 외부자료를 투입자료로 하여 수집, 가공을 통
해 생산하는 가공통계이며, 투입자료로 활용되는 활동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 발표하는 공식 국가승인통계, 관련협회가 제공하는 자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 및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자료, 통계청 발표자료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
스 인벤토리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에서는 기초자료의 원 출처를 추적하여 교차검
토 및 재현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에너지 분야 연료연소 부문의 석유류 활동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에너
지통계연보>의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류수급통계> 세
부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등을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투입
자료로 활용되는 타 통계들은 온실가스 통계와는 다른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통계의 기준이 되는 IPCC 지침 상의 통계구조와는 일부 다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인벤토리 에너지 분야에 반영되는 석
유류 기초통계의 특성과 수집체계, 작성목적 등을 검토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
초통계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인벤토리 활동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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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C 모델을 활용한 벼논 메탄 배출량 산정 및 보정 평가
최은정1, 정현철1, 조광곤2, 이선일1, 김건엽1, 이종식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과
2

1

choiej1@korea.kr
키워드: DNDC, 모델링, 메탄, 배출량, 벼논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확한 국가 배출량 산정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는 배출량 산정 방법의 고도화를 권고하고
있다. 농업분야 배출량 산정 방법은 Tier 1부터 3까지의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Tier 1은
IPCC 가이드라인에서 주어진 기본 값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Tier 2는 자국의 농업환경에
맞는 국가 고유 계수를 적용, Tier 3은 모델을 활용하거나 직접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배
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농업분야는 Tier 1과 Tier 2 수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
고 있으나 경작지의 토양 및 기상 상태, 재배 방법 등 세분화 된 조건이 고려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Tier 3 수준으로의 발돋움이 필요하다. DNDC 모델은 탄소와 질소의 순
환을 예측하는 생지화학적 모델(biogeochemistry model)로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이용
목적과 각국의 특색을 고려하여 보완된 family 모델들도 존재할 만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DNDC 모델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모의 연구가 시도되었
으나, 현재까지 모의된 배출량을 보정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NDC를 활용하여 벼 재배 논에서 배출된 메탄 배출량을 모의하고 실측값과 비교
하고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직접 측정한 메탄 배출량 결과는 2015년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
농업과학원 내 논에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처리별(① 상시담수 유기물 무시용 ②
상시담수 유기물 시용 ③ 중간낙수 유기물 무시용 ④ 중간낙수 유기물 시용)로 구분하여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모의된 결과와 실측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적 기법
은 r, RMSE, nRMSE 등 이다. 배출량 변화는 일단위로 비교하였고, 재배 기간 중 총 배
출량을 함께 비교하여 모의 결과와 실측 결과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보정 결과 각 처
리별 r 값은 상시담수 유기물 무시용은 0.75, 상시담수 유기물 시용은 0.68, 중간낙수 유
기물 무시용은 0.59, 중간 낙수 유기물 시용은 0.35를 나타냈으며, 상시담수 처리구가 중
간낙수 처리구보다, 유기물 무시용 처리구가 유기물 시용 처리구보다 높은 r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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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모델과 표면발산량 측정값을 통한 메탄배출량 비교
이영민, 이경호, 전은정,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
ymlee86@slc.or.kr
키워드: 매립가스, 메탄발생량, IPCC, 표면발산량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중이며 2016년
반입량은 총 3,603톤이다. 매립지 내부에서는 혐기성 조건으로 미생물에 의하여 폐기물
분해가 이루어진다. 그에따라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
탄과 이산화탄소 등을 성분으로하는 매립가스(LFG)가 발생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최근
매립가스의 메탄(CH4)을 회수하여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줄임
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매립가스의 발생량 평가는 중
요하다. 현재 폐기물의 잠재가스발생량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
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제시하는 Guideline이 있으며, Scholl Canyon
Model과 미국 환경부(EPA)의 LAEEM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C Guideline의 모델을 이용하여 메탄발생량을 산정하고, 실제 매립
지에서 측정한 메탄값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년도별 모델값과 실제 측정된 값에 의하
여 추정한 메탄발생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의 발생량예측은 오차가 많다. 따라서 온실가스 관련 사업에 매립가스를 포함하기 위해서
는 메탄 발생량 예측 뿐만아니라 배출량 산정에 대하여 실측을 기반한 값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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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 논에서 온실가스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비교 평가
정현철, 최은정, 이종식, 김건엽, 이선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taiji152@korea.kr
키워드: 논토양, 메탄, 온실가스, 에디공분산, 챔버
2015년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3 백만톤 CO2eq.으로 이 중
31%(6.3 백만톤 CO2eq.)가 벼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에 의한 배출량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의 메탄 배출량 측정은 일반적으로 챔버(Closed chamber)를 이용해 가스를
포집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로 정량분석(후기농도-초기농도)을
한다. 그러나 챔버를 이용한 온실가스 포집 방법은 샘플링 시간, 측정횟수, 챔버 위치, 기
상(강우, 온도 등), 영농방법 등 환경이나 분석조건에 따라 메탄 배출량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챔버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Open path 방법인 에디공분산
(Eddy covariance) 방법을 이용해 초당 10 Hz로 메탄 플럭스를 측정하고 챔버법과의 배
출량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벼재배 논에서 에디공분산 분석을 위해 개방형 메탄분석기(LI-7700), 개방형 CO2/H2O
분석기(LI-7500A), 온･습도 센서, 지중열류량 센서, 순복사계, 강우량계, 지온 및 토양
수분측정 센서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챔버법 측정을 위해 에디공분산 시스템 설치 장소
와 동일한 위치에 아크릴 챔버(60 × 60 × 120cm)를 3반복으로 설치하였다. 벼 이앙
전 담수는 5월 5일, 이앙은 5월 19일에 하였고 벼 수확 전 중간낙수(수확 기 중간에 물
을 떼어 논을 말리는 벼 재배방법)를 6월말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하여 산화상태를 유지하
였다. 메탄 샘플링 및 분석은 주 1~2회 실시하였다.
1월부터 10월 수확까지의 에디공분산에 의한 메탄 배출량을 측정 결과 논이 담수(물을
댐)되고 토양이 환원상태로 전환되면서 메탄 배출량은 증가하였고, 중간낙수 기간(산화상
태)에는 감소하여 챔버법에 의한 배출량(논의 담수, 환원 상태에 따른 메탄 배출량 변화)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에디공분산 방법은 주로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으
나 이번 연구를 통해 논벼 메탄 배출량 측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챔버법에 대한 불확
실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개발사업 PJ01248901(에디공분산을
이용한 농경지 온실가스 플럭스 관측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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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분야의 기본 토양유기탄소
축적계수(SOCref) 개발
박성진, 이창훈, 김명숙, 김석철, 이철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archha98@koreak.kr
키워드: 토지이용변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토양유기탄소
LULUCF(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는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분야로 토양속 탄소축적량의 변화가 산정값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농경지는 토양탄소의 기본 축적에 관한 국가고유계수의 부재로
IPCC GPG 2003 default 값을 적용하여 Tier 1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5023점)를 이용하여 토양형별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IPCC default값과 비교하였다. 먼저 토양통별 탄소 함량
(Soil Carbon density)를 산정하고 토양분류체계에 따라 토양형을 LAC, Sandy,
Volcanic으로 구분하였다. 토양 층위별 데이터를 얻기위해 Spline 기법(Bishop, 1999)을
활용하였으며

용적밀도는

Adams(1973)의

방법을,

토양통별

탄소

함량은

아래의

N.H.Batjes(1996)의 식을 이용하였다.


(토양탄소밀도, Td, kgC m-2) =

      

 

(Bi= 층위별 용적밀도, Ci= 층 탄소함량, Di= 층위 두께, Gi= 자갈함량)

우리나라의 전체 토양통 405개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0~30cm까지 깊이 토양의 평
균 탄소함량은 46 ton C ha-1로 IPCC default의 저활성 점토토양(Low clay activity
soil) 수준과 유사하였다. 불확도 평가를 위하여 IQR*1.5의 이상치를 제거하였으며 토양
형별 평균값과 신뢰구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il organic carbon reference by soil types of South Korea

Soil type
Sandy
LAC(Low activity clay)
HAC(High activity clay)
Volcanic

No. of soil
series
12
293
60
40

Mean

CI

18.1
39.5
63
110

7.4
2.8
6.3
18

IPCC
default
34
63
88
80

※ 이 연구는“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12535)”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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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잔재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Non-CO2 배출계수 개발
조승현1, 김민욱2, 박성규3, 전의찬41)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주)케이에프,

1

2

3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

seunghyun_89@Nate.com
키워드: 생물성연소, 농업잔재물, 온실가스, 배출특성, 대기오염물질
생물성연소는 농업잔재물이나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고기의 직화구이, 화목난로, 아궁
이, 숯가마 등이 주 배출원이다. 그 중 농업잔재물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불법으로 노천
소각이 행해지고 있다. 노천소각 특성상 불완전 연소가 수반되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고 있다.
농업잔재물의 Non-CO2 경우, 농업잔재물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연구가 미미
한 실정이다. 따라서, Lung sampler(EPA Method 18)를 이용하여 농업잔재물(고춧대,
들깻대, 참깻대 등) 소각 시 발생되는 Non-CO2의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잔재물 소각 시 발생되는 Non-CO2 배출계수 개발을 통해 향후 배출량
산정의 인벤토리 신뢰성 향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ecjeon@sejong.ac.kr(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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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LULUCF 매트릭스 제작을 위한 중간년도 토지이용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SLEUTH 모형을 활용하여황진후1, 장래익2, 전성우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1

i0255278@korea.ac.kr
키워드: LULUCF, SLEUTH, 내삽, 토지이용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어 토지이용 항목과 변화들에 대해 공간 명시적으로 나타낸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매트릭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pproach 3 수준의 LULUCF 매트릭스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년도의 토지이용 공간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이용 공간정보가 제작되지 않은 년도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
스 구축을 위해서는 추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추정의 도구로 SLEUTH 토지모델을
활용하려 한다.
SLEUTH 토지모델은 셀룰러 오토마타를 기반으로 한 도시 확장 모형이며, 도시 확장뿐
만 아니라 토지 이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다. 경사(Slope), 토지이용(Landuse),
제외 지역(Excluded), 도시(Urban), 교통로(Transportation), 음영기복도(Hillshade)를
입력 자료로 가지며 자연적 성장, 신 중심지형 성장, 도로주변 성장, 도로유발 성장을 반
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산림 축소 및 토지이용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
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용인시 지역에 구축된 토지피복지
도와 모형 구동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중간연도의 토지 이용 현황을 추정하였
다. 또한, 추정된 토지 이용 현황을 토대로 Approach 3 수준의 LULUCF 매트릭스를 구
축하였다.
SLEUTH 모형은 도시 확장 모형이기 때문에 도시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시 지역
외 토지이용변화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도시확장의 경우 자연적인
확장보다는 택지개발지구 형태의 인위적인 성장인 경우가 많아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점
도 존재한다. 추후 중간연도 LULUCF 매트릭스 작성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효과
적인 내삽 모형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017045A00-1720-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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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2006 Guide Line 적용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연구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노준영1, 강성민2, 전의찬3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2세종대학교기후변화센터,

1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3

jy.roh0925@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사업장 폐기물 소각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국제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이 진행되며,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국제이행점검에 대비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
토리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015년 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7 백만톤CO2eq로 폐기물 소각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량 6.9 백만톤CO2eq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은 폐기물 소각부문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앞으
로 진행 될 국제이행점검의 대비가 필요하다.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지침
및 제 3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합의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2015년 이후 2006 IPCC
Guide Line(2006 IPCC G/L)을 따르고 있다. 2006 IPCC G/L은 폐기물 소각분야에 적
용되고 있는 GPG(Good Practical Guidnace) 방식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
법에 요구하는 정교성 수준이 높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2006 IPCC G/L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IPCC GPG 2000과 2006 IPCC GL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차이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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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및 공간자료를 이용한 정주지 면적 시범 산정 및 변화
시계열분석
최솔이, 함보영, 김문일,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pine0630@gmail.com
키워드: 온실가스인벤토리, 정주지 면적 산정, 정주지 면적 시계열분석
IPCC에서는 우수실행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를 제출 하도
록 하고 있고,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이 채
택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국가 및 여러 나라에서 GPG 2003 LULUCF 이후에 토지이용범
주를 6개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통계량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교토의정
서 비준 및 2016년 파리협정서 비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방리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국내 NIR에서는 산림지, 농경지･습지, 초지 범주에서는 인벤토리
를 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정주지 범주에서는 과거자료의 부재와 개념 정립
어려움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의 정주지 면적은 점차증가하고, 산림 및 수목
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됨에 따라 도시림, 학교 숲 등의 조성으로인하여 정주지에서
의 수목 및 초본류 등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정주지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구득 가능한 토지피복도
와 같은 공간자료와 원격탐사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주지의 면적을 시범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하며, 또한 정주지의 과거부터 현재의 면적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
여 타토지에서 정주지로 전용된 지역의 면적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정주지 부문에서의 온실
가스 통계 산출 산출을 위한 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 연구는“201802041D000(토지 이용을 기반으로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 산정방안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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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자료와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LULUCF 분야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방법론 개발
박은빈, 함보영,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heyevvin@gmail.com
키워드: LULUCF, 인벤토리, 원격탐사, 샘플링 기법, 토지이용변화매트릭스
제 21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21’ COP21)에 의하여 2020년 이후
의 신기후체제(Post-2020) 수립을 위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유일하게 온실가스 흡수량이 발생하는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 분야는 6개의 토지이용별(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
지)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활동자료에 포함되는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 매
트릭스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는 미흡한 상황이다. 원격탐사자료와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통계 구축 방법 연구는 국가수준의 LULUCF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활용 될 수 있으며,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탐사자료와 샘플링기법을 이용한 LULUCF 분야의 토지
이용 및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방법론 개발 및 검증연구를 통해 지속효율적인 매트
릭스 구축하고자한다. 연구 대상지는 경상북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중･고
해상도별 원격탐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매트릭스와 해상도별 다양한 그리드 샘플
크기를 적용한 통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통계분석을 통해 정합성 검토를 진행하고 구체적
이고 실증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산림관련 정책 결정 및 온실가스 배출 감
축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017045A00-1720-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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