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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

깊어가는 가을 11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세

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2020년 한국기후변화학

회 하반기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학술대회가 끝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

편해진 것은 물론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

두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회의 창립부터 우리 학회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연구 분야를 이끌어 오신 김인환, 고윤화, 전

의찬, 권원태 고문님, 이우균 명예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세션의 좌장, 학술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이상기후가 만연해진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사회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기후우울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학

술대회는 이와 같이 어려워진 사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후위기 대응과 저

탄소 녹색발전 전략”으로 주제로 정하였으며 이에 맞는 초청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초청강연을 해 주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과 “기후위기, 과학이 

말하다” 내용으로 초청강연을 해주실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

의 말씀을 해 주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님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획세션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생태원, GTC, KICT, KIST, 

K-wat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LH 토지주택연구원, 제주연구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해

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반세션까지 포함하면 본 

학술대회에서는 구두 174편, 포스터 63편, 총 237편이 발표될 것이며, 그 중 어제 일부가 발표되

었고, 내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 및 시상식에서는 최우수발표논문상, 포스터논문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하는 수

상자 여러분들께 미리 박수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회 사무

실 구입에 후원을 해주셨거나 앞으로 후원을 해주실 모든 단체와 회원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상반기학술대회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확산 저지

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던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 원칙을 잘 지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는 유익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회 회원을 비롯해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발전을 축원 드리

며, 기후위기라는 난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학회, 국제적으로 성장하며 봉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  동  근



║ 축  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고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학문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기후변

화학회 이동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년(2000~2019년)동안 재해 발생 빈도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힙니다. 

제주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섬의 실현과 난개발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난 10년 간 저탄소사회로 전

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

국 최초의 전기차 2만 시대 개막, 스마트그리드 실증 결과의 민간기업 전파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주는 그린뉴딜 프런티어로서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앞서 가겠습

니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

니다. 또한 제주의 청정 바람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안

전하게 저장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시작합니다. 제주에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에너지자립 섬’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미

래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비전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를 제주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와 전문가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주의 11월은 탐스럽게 익어하는 황금빛 감귤과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가 어우러지

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더 많은 분이 청정제주의 아름

다운 풍광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제주에서 열어주신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강연을 맡아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에 머무시는 

동안 자연이 주는 휴식과 위로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  승  현



║ 축  사 ║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년 하반기학

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앞으로 더 빈번히 그리고 더 심각

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에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

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

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 실현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발전 전략”을 주

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by 2030) 정책

을 추진중인 제주에서 본 학술대회가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기후변화학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의 논의가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원하며, 제주연구원 역시 그간 제주의 싱

크탱크로서 다양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통해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제시에 앞장서고 있었듯이,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프론티어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2020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기후변화학회

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총  회   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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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안건 및 심의

Ⅰ.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Ⅱ. 차기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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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학술대회 개요

1.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0년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 장소 : 제주 오리엔탈호텔 

2. 총회 토의안건 및 심의 

▪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 차기 회장 인준 및 감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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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세션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포스터 발표자는 1분간 포스터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미리 포스터 발표 파일을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시간에 온라인 접속하여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에 대한 질의응답은 온라인 채팅창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4. 회비 및 참가비 납부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자께서는 당일 접수처에서 회비 및 참가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온라인 참가 : 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참가

구분 선등록비

회원
정회원(일    반) 50,000원

정회원(대학원생) 20,000원

비회원 70,000원



▪ 오프라인 참가(선등록) : 현장에 직접 참가 

구분 선등록비 당일등록비

회원
정회원(일    반) 80,000원 120,000원

정회원(대학원생) 30,000원 70,000원

비회원 100,000원 140,000원

   *준회원(일반인 및 대학생 회원)은 정회원(대학원생)에 준함.

5. 발표논문상 시상 

상반기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발표논문상 및 최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여합니다. 

심사는 학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맡습니다. 

6. 점심식사 장소

▪ 점  심 : 지하 1층 뷔페식당

7. 행사장 오시는 길

 - 배치도 

주소 : 제주오리엔탈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탑동로 47

☎ (064) 752-8222



2020년 하반기학술대회 
온라인 접속 가이드

1. zoom을 통한 회의 참가 방법

(1) PC 또는 휴대폰에 zoom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설치

① PC 경우 https://zoom.us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의 메뉴를 클릭하고 zoom 어플을 다운

로드하여 설치

우측 상단 ①“리소스”에서 ②“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설치파일을 ③다운로드 하고,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



② 모바일 경우, 앱 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어플을 설치

※ 회의 참가를 위해 꼭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의 참가 방법

① 학술대회 전날 오픈하는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kscc.re.kr/2020fall)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에서  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세션의 방으로 입장됩니다.

해당 방에 입장한 후 비밀번호 창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는 선등록 및 현장등록하신 참가자께는 현장에서 알려드리며, 온라인으로만 

         참가하시는 참가자께는 등록시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안내해드립니다.(11/2 예정) 

(3) 구두 발표

① zoom에 입장하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및 카메라를 통해 본인의 음성과 모습이 회의장 참

가자에게 공유됩니다. 따라서, 발표자 외의 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영상 하단 

메뉴의 음소거 및 비디오 중지 옵션을 클릭해 주십시오.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를 하시더

라도 발표자의 음성과 자료는 계속해서 공유가 됩니다. 



② 발표자는 “회의참가” 버튼 클릭 후 생기는 창에서 “화면 이름” 부분에 본인의 발표 번호와 

성명(예: C-22/김기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는 화면 하단의 “화면공유” 버튼으로 띄워주신 후 발표하시면 됩니다.

일반 참가자는 본인의 성명과 소속(예: 김기후/한국기후변화학회)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발표자 참가 여부 확인 및 해킹방지 등 보안상 절차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③ 질문이 있으실 경우,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음소거 및 비디오 중지 옵션을 다시 클릭하여 음성

과 비디오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발표 도중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하단 메뉴의 채팅창을 클릭하신 후 질문을 입력하시면 모든 참가자에게 질문이 공유됩니

다. 이 경우, 채팅창의 내용을 확인하여 발표 후 발표자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각 세

션의 좌장이 진행을 합니다.

(4) 포스터 발표

① 입장 및 이름 입력과 발표자료 공유 방법은 위 3번의 ①, ②와 동일합니다.

② 포스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기본적으로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고 해당 발표

자가 확인 후 음성 또는 채팅창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zoom 사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학회 사무국(02-557-7897)으로 문의주시고,

행사 당일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테스트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일정표

2020년�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제주� 오리엔탈호텔� �

11월 4일 (수)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일출홀 한라홀 I 한라홀 II 한라홀 III 사라홀 II

09:30 온라인 발표 입장 및 사전 점검

09:45

기후변화 과학

(온라인 참가)

기후변화 적응 I

(온라인 참가)

기후변화 적응 II

(온라인 참가)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온라인 참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라인 참가)

12:00

현장 등록
<기획세션>

학술위원회 I
-청년 간담회-

12:30

<기획세션>

K-Water

<기획세션>

KEI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울산과학기술원

13:00

13:30

<기획세션>

경희대학교

<기획세션>

GTC-KICT-KIST
15:00

<기획세션>

기획위원회

<기획세션>

LH 토지주택연구원

17:00

18:00

<기획세션>

KEI 환경계획연구실

~19:00

평의원회

▸일반세션과 포스터세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노란색 음영 부분의 시간 참조).



11월 5일 (목)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일출홀 한라홀 I 한라홀 II 한라홀 III 사라홀 II

09:00
현장 등록

10:00
총회 (A발표장)

11:00
초청강연 (A발표장)

12:00
<기획세션>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점 심

13:00
<기획세션>

제주연구원 <기획세션>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

<기획세션>

한국환경공단

포스터세션

<기획세션>

국립생태원

14:00

<기획세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00

<기획세션>

KEI MOTIVE
16:00

18:00

<기획세션>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세션>

에너지경제연구원

~18:30

11월 6일 (금)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일출홀 한라홀 I 한라홀 II 한라홀 III 사라홀 II

09:00
현장 등록

10:00

<기획세션>

APEC 기후센터 

<기획세션>

서울대-연세대-KEI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라인 참가)

12:00

점 심
13:00

<기획세션>

GTC

<기획세션>

학술위원회 II
- 신진과학자 -

13:30

15:00

포스터세션 I 

(온라인 참가)

포스터세션 II

(온라인 참가)

기후변화

(온라인 참가)

▸일반세션과 포스터세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노란색 음영 부분의 시간 참조).

▸포스터세션 진행을 위해 각 발표자는 1분간 포스터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발표자께서는 10월 23일(금)까지 포스터 발표 파일을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상세 사항 공지). 



분야별 초록

초청강연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년 하반기학술대회
분야별 진행표

 2020년 11월 5일(목) 

초청강연 A 발표장

초청강연 (11:00~12:00) 좌장 : 김 호 (서울대학교)

 

초청강연 1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강연 2 기후 위기, 과학이 말하다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2020년 11월 4일(수) 

구두 발표 A 발표장 / 온라인

기후변화 과학 (09:45~12:00)                          좌장 :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A-01 비태풍 시기 ‘태풍급 강풍’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 : 

한반도 관측(1904년) 이래 전 기간에 대한 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A-02 태평양과 인도양의 장주기 변동성의 상관관계에 따른 동아시아 기후 특성

홍진실1, 예상욱1, 양영민2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Nanjing University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A-03 기후변화와 황사발생 특성

박종길, 호승모
인제대 환경공학과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A-04 동해 해양열파의 발생특징 분석

임세한1, 김윤배2, 우민수2

1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A-05 2019-2020년 호주산불의 강력한 복사냉각효과

장동영1,2, 윤종민3, 정수종1

1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대기화학과, 
3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환경위성센터

A-06 Investigating Dust-Climate relationships in the South Atlantic / 

Southern Ocean

James Hooper1, PaulMayewski2, SamuelMarx3, StephanieHenson4, MariusPotocki2, 

SharonSneed2, MikeHandley2, KrystynaSaunders5 & MatthewFischer5

1AeroSoil Lab,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South Korea
2Climate Change Institute, University of Maine, Orono, Maine, 04469-5790, USA.
3GeoQuEST Research Centre -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Wollongong, NSW, 2522, Australia.
4National Oceanography Centre, European Way, Southampton, SO14 3ZH, UK.
5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Lucas Heights, 

NSW, 2234, Australia.



구두 발표 A 발표장 / 온라인

A-07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patterns associated with extreme 

temperature days in South Korea using a self-organizing map

Han-Kyoung Kim1, Byung-Kwon Moon1, Maeng-Ki Kim2, 

Jong-Yeon Park3, and Yu-Kyung Hyun4

1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4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

A-08 한반도 폭염 특성과 동해 해수면 온도의 관계

위지은1, 문병권1, 현유경2, 이조한2

1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융합과학연구소, 2국립기상과학원 현업운영개발부

A-09 UKESM-TOPAZ 개발 및 초기 모의성능

이효미1, 문병권1, 정현채2, 심성보3, 라나리4, 김아현5, 염성수5, 하종철3, 이조한4

1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융합과학연구소, 2미래기후, 3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4국립기상과학원 현업운영개발부, 5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A-01

비태풍 시기 ‘태풍급 강풍’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 : 

한반도 관측(1904년) 이래 전 기간에 대한 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hana717@nate.com

키워드: 장기간기상자료, ASOS, 부이, 등표, 강풍, 비태풍시기

  최근으로 올수록 ‘태풍급 강풍’이라는 이름으로 태풍 영향 시기가 아닌 비태풍 시기에 

강한 돌풍을 동반한 강풍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강풍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태풍’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태

풍 시기를 포함한 강풍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비태풍 시기

의 강풍에 대한 체계적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기

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6년에 대한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상청 ASOS(Automatic Synoptic Observation 

System), 해양부이, 등표 전 지점의 1시간 간격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태풍 영향 기간을 

제외한 비태풍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강풍주의보 기준인 14m/s 이상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점별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비태풍 시기 강풍의 풍속, 

발생비율 등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월별, 엘니뇨·라니냐, 기간별, 

계절별, 시간에 따른 강풍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태풍 시기 강풍의 발생비율은 연안과 

고지대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풍속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비태풍 시기의 강풍에 대한 기본적

인 특징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기초자료로 구축하여, 추

후 비태풍 시기의 강풍에 대한 피해 저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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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후 특성

홍진실1, 예상욱1, 양영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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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양 간 상호작용, Pacific Decadal Oscillation, Indian Ocean Basin Mode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는 중위도 내부 역학, 티베트 고원의 열적 

효과, 그리고 아열대 해양 변동성 등 다양한 기후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대양의 장주기 변동성들이 동아시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장주기 변동성들의 위상조합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 밝혀졌다(Zhang et al., 2018). 한편 동아시아 인근에 위치한 태평양과 인도양의 장

주기 변동성인 PDO(Pacific Decadal Oscillation)와 IOBM(Indian Ocean Basin 

Mode)은,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관계가 시간에 따라 달

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장주기 변동성의 상관관계

가 변화하는 원인과 그것이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에 사용된 자료는 HadISST(Hadley Centre Sea Ic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NCEP-NCAR Reanalysis 1, 그리고 NOAA's Precipitation Reconstruction이다. 먼저 

합성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상관관계가 약해진 경우의 대기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PDO와 IOBM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기간에 열대지역의 대기 구조가 달라졌고, 달

라진 대기구조에 의해 원격상관 패턴이 변화하여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기온 및 강수 패턴

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열대지역 구조의 차이는 태평양의 평균장 

변화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관측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NESM v3(The 

Nanjing University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arth System Model 

version 3) Pacific pacemaker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델 결과에서도 관측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KMI2018-03210(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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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황사발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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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황사, 기후변화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황사(Asian Dust)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겨

울에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봄철에 녹고, 중국 북서부 지역에 발달하던 고기압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저기압이 발달하여 모래 먼지 등이 쉽게 부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황사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날이 많아 

황사 발생 및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사는 중국과 몽고지역에서 발달

한 강한 저기압에 의해 형성된 상승기류에 의해 지역 내 미세먼지가 부유하게 되고, 그 후

면에 고기압이 발달하거나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할 경우, 강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

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으로 국가규모 또는 전국규모의 기상현상이므로 서울

시를 대상으로 수집된 기상청 황사관측자료(1960~2019)를 이용하여 황사와 기후변화 관

련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기간동안 황사 발생일수는 총 353일이며, 기후변화 시점과 관련이 있는 1991년 이

후 발생한 황사는 262일로 나타나 전체 발생일수의 74%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는 2001

년에 27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은 2002년(16일), 2010년과 2015년(15일)

으로 나타났다. 월별 황사 발생일수는 3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5월과 4월이 뒤를 

이어 전형적인 황사 발생월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황사가 많이 발생한 월별 시기는 11월

부터 2월로 주로 늦가을과 겨울에 나타났다. 기후변화 이전인 1960~1990년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4월과 5월에 각각 40회, 29회로 주를 이루었으며, 11월과 12월에는 2회, 1

회에 그쳤다. 하지만 기후변화 이후인 1991~2019년에는 4월과 3월에 93회, 67회 발생하

여 기후변화 이전의 두 배 이상으로 발생하였으며, 11월, 12월에는 각각 17회, 1~2월에

도 약 10회씩 발생하여 1991년 전후로 황사 발생일수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전체적인 황사발생일수와 동계(11월~2월)의 황사발

생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해와 대체로 일치하여 황사 

발생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사사: 이 논문은 2020년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20-1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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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열파의 발생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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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해양열파, 동해, 관측부이

  이 연구에서는 동해에서 발생한 해양열파의 시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0년

(2001-2020)동안 인공위성 자료인 OISST와 동해 외해 6개 지점의 부이(울산, 포항, 울

진, 동해, 울릉도, 독도) 표층수온 관측 자료를 분석하였다. OISST에 따른 해양열파의 공

간적 발생특징으로 첫째, 동한난류의 주축이 지나는 동해 연안쪽이 울릉도·독도 해역에 비

해 해양열파 발생빈도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이후에는 동계에 해양열

파가 출현하는 빈도와 해역이 증가하였으며, 하계 해양열파의 경우 최고수온이 섭씨 30도

를 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셋째, 동해 6개 부이 관측 지점의 연별 해양열파 발생기간은 

5~6일이 35%, 10일 이하가 74%였으며 최장 94일간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10

년 이후 발생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해양열파 발생기간 중 

최고 수온의 anomaly를 기준으로 한 강도 또한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한국 주변 해양생태계 변동 이해 및 대응 기반 연구

사업>(PE9981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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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주산불, MODIS, AERONET, 에어러졸, 복사강제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력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2020 발

생한 대규모 호주 산불을 통해, 강력한 산불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논의하

고자 에어로졸 복사 강제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복사 강제력의 월별 

MODIS 위성 자료와 AERONET의 바이오메스버닝 에어로졸의 지상관측 자료의 분석 통

해 도출한 경험식을 이용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호주 산불은 기존 산불 시즌보다 두 달 정

도 빨리 시작되었고, 발생기간도 두달 정도 길었으며, 산불 집중발생지역이 호주 남동부로 

유칼립튜스와 코알라의 주서식지이자, 거주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컸

다. 산불로 대기 중 방출된 대량의 바아오메스버닝 에어로졸은 호주전역에 강력한 복사 강

제력을 발생시켰다. 봄철과 여름기간동안 발생한 호주지역평균 에어로졸 복사 강제력은 

–5.94~-1.91 W/m2, 남동부지역에서는 월평균 최대 –17.74~-14.81 W/m2로, 이는 월평

균 지표대기온도 –1.47°C~ -0.47°C과 –3.67°C~ -4.40°C의 복사냉각효과를 준다. 20년 

동안의 위성자료 분석을 통하여, 산불발생빈도수 분석과 에어로졸의 광학깊이 분석을 통

해, 2019-2020 발생한 산불이 남동부지역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산불로, 발생되는 복사강

제력은 화산폭발로 인한 복사강제력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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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t is a major source of nutrients to remote ocean environments, influencing 

primary productivity (PP) and consequently affecting the drawdown of atmospheric 

CO2. Indeed, dust fertilisation of high latitude Fe-limited oceans is considered 

likely to be a driver of climate variability on glacial-interglacial timeframes. 

  Although Antarctic ice cores show relative agreement on dust flux over the 

last glacial cycle, the same cores show marked differences in Methane 

Sulphonic Acid (MSA) deposition – commonly regarded as a proxy for oceanic 

phytoplankton growth – over the same period. This contradiction has complicated 

our understanding of the fertilisation effect of dust on the High-Nutrient 

Low-Chlorophyll (HNLC) Fe-limited Southern Ocean. The uncertainty surrounds 

whether it is dust fertilisation, or another mechanism such as marine nutrient 

upwelling, or changes in temperature and/or solar radiation, which is the 

main factor driving primary productivity in this region. If dust fertilisation is 

important, why is it that in some ice cores dust and MSA deposition is 

correlated, while in others they are out of phase? Questions such as these 

have fuelled doubt over the precise role of dust in ocean fertilisation.

  We present contemporary, ice core evidence of event-scale correlations 



between dust-Fe and MSA deposition in the high latitude South Atlantic 

Ocean. This suggests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dust and HNLC 

ocean fertilisation in this region at the present time, that is, dust fertilis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ne productivity. In addi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changes in aeolian Fe flux, due to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y in 

dust source regions,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HNLC ocean PP 

and, therefore potentially, carbon sequestration.

  James Hooper would like to thank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297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31801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for fund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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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patterns related to the summer extreme 

temperature days (ETD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from 1982–2018 are 

classified by a self-organizing map (SOM). A total of 341 days are selected 

over this period as ETDs. Three optimal SOM cluster pattern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false discovery rate. A common feature among all SOM clusters 

is the positive barotropic geopotential height (GPH) anomaly with anticyclonic 

circu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This anomaly originates from two types 

of Rossby wave trains and provides favorable condition for ETDs in South Korea 

through adiabatic warming caused by anomalous downward motion. The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pattern of cluster 1 (C1) corresponds to 

the Rossby wave train that propagated eastward from Northern Europe to East 

Asia, which caused development of a positive barotropic GPH anomaly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hence frequent ETDs. In contrast, C2 and C3 are 

affected by the northward-propagating Rossby wave train, which is triggered 

by enhanced convection in the subtropical western North Pacific (WNP). This wave 

train generates positive barotropic GPH anomaly over the Korean Peninsula,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TDs. The strongest and more 

eastward shifted convective anomaly over the subtropical WNP in C3 than in 

C2 also develops a positive barotropic GPH anomaly over the Kamchatka 

Peninsula, which reinforces the ETDs in South Korea via atmospheric blocking. 

※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202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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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폭염 특성과 동해 해수면 온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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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반도 폭염, 동해, 고기압, 푄현상

  이 연구는 1991-2020 기간의 여름철(7-8월) ASOS 75개 지점 일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 여름철 기온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EOF 분석한 결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증가

하는 첫 번째 모드와 동-서로 변동하는 두 번째 모드가 여름철 지표 기온 변동의 64.5 %

를 설명한다. 첫 번째 모드는 한반도에서 고기압이 자리하고 지표 기온과 인근 해수면 온

도를 증가한다. 두 번째 모드는 한반도 북쪽에 고기압이, 남쪽에 저기압이 존재하고 동풍

이 불어오는 환경이다. 첫 번째 모드의 고기압의 영향이 우세한 시기와 두 번째 모드의 동

풍이 우세한 시기, 고기압과 동풍이 모두 영향을 주는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세 

시기는 모두 한반도 기온이 높은 날들로 지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모두 높은 날들이다. 

동해 해수면 온도는 동풍의 영향이 우세한 시기에 한반도 지표 기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산악 지형에 의한 푄현상의 영향으로 한반

도 서쪽 지역이 동쪽지역보다 높은 기온을 갖는다. 동풍이 우세한 시기 동해의 해수면 온

도 1℃ 증가 시 한반도 서쪽지역의 지표 기온이 평균적으로 각각 0.22 – 0.36 ℃ 증가한

다. 반면에 고기압이 우세한 시기의 경우, 동해의 해수면 온도와 한반도 지면 온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해 해수면 온도 변동이 한반도 지

표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 7월-8월 기간 수행한 WRF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 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KMI2020-01212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09

UKESM-TOPAZ 개발 및 초기 모의성능

이효미1, 문병권1, 정현채2, 심성보3, 

라나리4, 김아현5, 염성수5, 하종철3, 이조한4

1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융합과학연구소, 2미래기후, 
3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4국립기상과학원 현업운영개발부, 

5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hyomlee28@gmail.com

키워드: 지구시스템모델, 해양-생지화학 과정, UKESM-TOPAZ, MEDUSA

  해양 생지화학 과정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 지구시스

템 모델은 점차 다양한 해양 생지화학 과정을 고려하는 추세다. 우리는 지구시스템모델인 

UK Earth System Model (UKESM)에 해양 생지화학 모듈인 Tracers of Ocean 

Phytoplankton with Allometric Zooplankton (TOPAZ)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구시스

템모델 UKESM-TOPAZ를 개발하였다. TOPAZ는 UKESM의 해양 모델 NEMO에 라이브

러리 형태로 접합되었는데, Jung et al. (2020)이 해양 모델 Nucleus for European 

Modelling of the Ocean (NEMO)에 TOPAZ 모듈을 접합하여 NEMO-TOPAZ를 개발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발표에서는 UKESM-TOPAZ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개발된 모델의 

초기 적분 결과를 UKESM의 기존 생지화학 모듈인 MEDUSA의 적분 결과와 비교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 (KMI2018-0351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기상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이 제공한 슈퍼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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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도시 생태계 탄소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탄소저장량 평가 기술 및 

토양 식생결합 모듈화 공법 개발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gayoo@khu.ac.kr

키워드: 도시생태계 건강성, 바이오차, 탄소저장량, 토양-식생 모듈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의 근본이 되는 생태계의 일차 생산성은 “탄소”에 근거하고 있다. 

일차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는 탄소가 식물체 내에 많이 축적되어있음을 의미하고, 높은 생

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 유기물, 즉 탄소 함량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9

년부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생태계 6개 과제들은 모두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제는 건강성의 근간이 되는 탄소 저장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도시 생태계 내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탄소 저장 증진 공법

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데에 있다. 탄소 저장량 및 흡수량 평가를 위해서는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 모델링을 적용한다.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한 공법 개발에는 IPCC에서토양탄소 증대기술로 인정한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

시공간(점, 선, 면)의 탄소저장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과제를 통

한 도시 생태계 탄소에 대한 평가 및 증진기술 적용은 대상지인 수원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도시에도 적용가능한 범용적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202000277000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11

도시녹지의 토양 탄소 저장량 증진을 위한 공법 개발

현준기, 이환휘, 김유진, 서인혜, 정민섭,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응용과학과

hyunjk0226@khu.ac.kr

키워드: 가로수, 도시생태계, 바이오차, 탄소저장, 토양

  도시녹지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열섬효과 완화, 대기질 개선, 에너지 사용 절감 

등 도시민에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시녹지의 건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소의 흡수량과 저장량은 도시녹지 건강성을 뒷받침하는 일

차생산성의 지표로써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증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녹지는 오

염,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 대비 탄소 흡수량이 평균 80%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낙엽·낙지를 모두 수거해가는 현 도시녹지 관리 방식으로 인해 토양으

로 유입되는 탄소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도시녹지의 토양 

탄소 저장량을 증진시키고 토양을 개량하여 식생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법을 개

발하였으며, 도시 녹지에 개발한 공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토양 탄소 저장량 증대 효과를 

평가하였다. 공법에 사용될 소재로는 IPCC에서 토양 탄소 저장량 증진 방법으로 인정받은 

바이오차를 선정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목재 유래 바이오차를 선택하였다. 바이오차는 펠렛 형태로 가공하여 작

업 시 손실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식재 후 우수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바이오

차의 투입 공법은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의 탄소 저장량도 함께 증가시키고 재현성이 높으

며, 수목의 식재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펠렛 형태의 바이오차 0.5 kg을 직경 10 

cm의 원통형 생분해성 망(mesh size = 2mm)에 채운 제품을 제작하였으며, 바이오차가 

토양 무게의 4% 투입되도록 가로수에 적합한 투입 공법을 설계하였다. 가로수의 토양 탄

소 저장량은 본 공법의 적용 직후 8 kg C m-2에서 43.1 kg C m-2로 5.4배 증가, 식생 

탄소 저장량은 공법 적용 10년 후 39.8 kg C m-2에서 49.2 kg C m-2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법의 탄소 저장 증가량은 장기 야외 실험을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20200027700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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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 위성영상과 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한 

서울시 Local Climate Zone 지도 제작 및 지표면온도 분석

이연수, 유철희, 임정호, 박서희, 손보경, 심성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leeysu0423@unist.ac.kr

키워드: 도시열섬현상, 합성곱신경망, LCZ, Local Climate Zone

  현재 전세계 인구의 54% 이상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으며 도시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증가한 불투수면적과 인공 건축물은 도시에서 방출되는 열

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개발된 도시들에서 교외지역에 비해 도심지역에서 높은 온

도를 보이는 도시열섬현상이 나타났다. 다수의 도시열섬현상 연구에서 토지피복 · 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건물의 밀도나 높이 등과 같이 구체적인 건

물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Local 

Climate Zone (LCZ)는 건물의 높이와 밀도 그리고 식생의 분포를 고려하여 도심지역과 

교외지역을 분류하는 체계로 도시지역의 구조적 특징이 잘 반영되며 도시열섬현상 연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ntinel-2 위성영상과 합성곱신경망을 이용

하여 서울시 50 m 해상도 LCZ 지도를 제작하고, Landsat 8 지표면온도 자료를 이용하

여 LCZ 클래스에 따른 지표면온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LCZ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Google Earth와 비교하여 지상참조자료를 구축하였다. 제작된 지도는 overall accuracy

를 통해 정확도를 평가하였고 92.5%의 높은 값을 보였다. LCZ 클래스별로 지표면온도를 

분석했을 때, 건물의 밀도가 높은 LCZ 클래스 (LCZ1-3)에서 밀도가 낮은 클래스 (LCZ4-6) 

보다 1.2~2.5℃ 높은 지표면온도 값을 보였으며 공업지역에 속하는 LCZ8에서도 평균적으

로 34.4℃의 높은 지표면온도 값을 보였다. 추후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참고하여 각 도시지

역 중분류에 따른 지표면온도 패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고해

상도 LCZ 지도와 서울시 지표면온도 분석 자료는 서울시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도시

계획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7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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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기계 학습 기반의 도시 녹지 분류를 통한 

수원시 고해상도 탄소저장량 추정

손보경, 임정호, 박서희, 이연수, 유철희, 심성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liz.seoh@unist.ac.kr

키워드: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계 학습, 도시 녹지, 탄소저장량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큰 연관성이 있다. 이산화탄소의 주된 인위

적 배출지역이 도심지임에 따라 각 도시 규모의 탄소 배출 저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 녹지는 도심 지역의 탄소 순환 등 도시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 녹지의 탄소저장량은 주로 실측 자료 기반의 개별 수

목 단위 탄소저장량 산정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어 도심 내 전체적인 

공간적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봄 시기 고해상도 위성 영상

을 활용하여 수원시 지역에 대한 30m 격자 탄소저장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고해상도의 탄

소저장량을 산정하기 위해 기계학습기법 중 하나인 Random Forest (RF)를 적용하여 

5 m 이하급 도시 녹지 분류를 먼저 수행한 뒤 산출된 도시 녹지 면적을 바탕으로 IPCC 

G/L (Guideline) 기준 탄소저장량 산정 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류 모델

은 도로변 가로수 및 학교, 주거단지 등 도시 내에 존재하는 녹지에 대해 공간적으로 상세

하게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내 다양한 녹지 형태가 존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탄소저장량을 산정하였다. 도시 녹지 내 다양한 수종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분류된 녹

지를 혼합림으로 가정한 후 IPCC G/L Tier2를 적용하였다. 또한, 모든 도시 입목의 생장

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생장량에 0.8을 곱하여 앞서 언급한 도

심 내 일부 지역에 대해 탄소저장량을 산정해주었다. 해당 면적은 1.89 km2이며, 탄소저

장량은 12.4 tC/ha로 산정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모델을 바탕으로 수원시 전역에 대한 

탄소저장량을 산정할 예정이며,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 샘플링 보강 및 딥러닝 기법을 적

용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상된 원격탐사 기반의 도심지 탄소저장량 추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효과적인 도시 탄소 저감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7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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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CMAQ 모형을 활용한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시화 공단 

완충녹지의 대기질 영향 모의

배  연1, 정수종1, 박찬열2, 최수민2

1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국립산림과학원

yune1993@snu.ac.kr

키워드: 대기오염물질, 도시 숲, 식물 유래 휘발성 유기화합물, 입자상 물질, 오존, 질소산

화물, 침적

  본 연구에서는 WRF-CMAQ 모형을 활용하여 2020년 봄철 고농도 시기 시화 공단에 

위치한 도시 숲 완충녹지가 주변 지역 대기 입자상 물질 농도(Particular Matter, PM) 및 

오존 농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화 공단 완충녹지인 곰솔누리숲은 국내 최대 인

공녹지로 시화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주거단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숲은 침적 및 흡착과정을 통해 대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나 숲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유래 휘발성유기화합물(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BVOCs)은 도시 

지역의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단 완

충녹지의 대기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숲에 의한 오염물질 침적 효과와 숲으로부터 

발생하는 BVOCs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년 중 미세먼지 농

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른 봄철(2020년 3월 1일 ~ 14일)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중규모 기상 

모형 WRF와 대기 화학 모형 CMAQ을 이용하여 시화 공단 곰솔누리 숲의 PM 농도 영향

과 오존 농도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위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연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각각 배출량 모형 SMOKE와 MEGAN을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곰솔누리숲 조림 

실험과 대조 실험을 비교하여 숲에 의한 PM의 침적 효과와 숲에서 발생한 BVOCs의 오존 

농도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대상 지역에 숲을 조림할 경우 지면의 거칠

기와 풍속이 달라져 PM의 침적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침엽수림에서 주로 발생하는 BVOCs 

중 하나인 테르펜류의 농도는 약 5% 증가하였으며, 아이소프린의 농도는 약 0.4%가 증가

하였다. 대상 지역은 오존농도가 NOx 농도보다 VOC 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 VOC-limited 

환경이나, BVOCs의 발생량이 대상 지역 전체 VOC 농도에 비해 매우 적어, 오존 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상학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

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시화 공단 완충녹지는 PM 농도를 다소 저감시킬 수 있으나, 녹지에

서 발생한 BVOC가 오존 농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연구과제(대기모델링 기반 측정넷 최적지 선정 및 미세

먼지 저감 측정넷 예측 모형 개발 Ⅰ, FE0100-2019-06-2020)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

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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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기반 지면 생태계 탄소 플럭스 모델 개발

이주희,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jhlee1116@snu.ac.kr

키워드: 육상 식생, 정지궤도 위성, Light Use Efficiency, Himawary-8 

  육상 식생에 의한 광합성 및 호흡은 지구 탄소 순환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의 

정확한 산정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예측에 있어 필수적이다. 현재 탄소 플럭스의 지역적 관

측 데이터(i.e. FLUXNET)를 전 지구로 확장한 산출물이 존재하나, 최대 일 단위의 시간 

해상도를 보인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기상장의 시간 해상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일 평균 데이터는 광량에 크게 의존하는 광합성 특징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궤도 위성 MODIS 및 정지궤도 위성 Himawari-8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반도 지면 생태계 탄소 플럭스를 1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Light Use Efficiency(LUE) 이론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다. 기존 LUE기반 모델들과

는 달리 국지적으로 산정한 모델 계수들을 기후 요소들의 함수로 변형하여 지역 및 기후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 플럭스 산정을 진행하였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7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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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 산림 미세먼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김태희, 유신이, 여재호, 최수민, 박찬열, 조재형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kth9064@korea.kr

키워드: 광산란법, 도시숲, 머신러닝, 미세먼지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 총 4개 측정소 12개 측정점에서 연간 630,720건의 자료를 

생산 중이다. 자료셋 중 미세먼지 입경별 수농도는 미세먼지 0.25㎛에서 34㎛까지 31개의 

채널로 측정하는 EDM 365 SVC(Grimm, Germany) 장비를 사용한다. 측정넷 자료는 산

림 현장 특성상 결측치와 이상치 등 자료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모니터링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결측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 자료 중 2020년 고농도 사례에 대한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하고 측

정점별 미세먼지 입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측데이터의 오차 검증과 이상치(outlier) 탐지

에는 python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이상치 탐지결과 미세먼

지 관측데이터의 이상치는 4.9%가 탐지되었다. 이상치를 탐지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

닝 모델을 실행한 결과 정확도가 0.96, 정밀도 0.91, 재현률 0.62, AUC 0.81로 나타났

다. 향후, 미세먼지 측정데이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을 대상으로 산림이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림지역은 도심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 중 미세먼지를 효과

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의 높은 습도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성장률이 도심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의 결측

치 처리 및 정도 관리 기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치의 측정넷 기반 대국

민 인식증진 기술 개발, FE0100-2019-06-2020)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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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도시 그린 인프라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

황병묵, 김평래, 서홍덕, 오정학,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hbmook@gmail.com

키워드: 도시열섬, 열대야, 폭염, Heat index

  최근 서울의 연간 폭염일수는 2010년 2일, 2015년 8일, 2019년 15일로 여름철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숲의 활용방안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숲과 도시지역의 기온 비교 연구는 GIS/RS 기법에 의한 지표면 온도를 분석

하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그린인프라 구성요소(침엽수, 활엽수, 초지 등)의 효과를 측정하

여 분석하거나 이용자의 체감기온을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다양한 그린인프라

와 그레이인프라(빌딩, 도로)의 내부기온을 비교하고자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숲 그린인프라 

15지점과 청량리역 그레이 인프라 1개소(교통섬)에서 ±0.1℃의 정밀도를 갖는 SP-2000-20R 

기기로 지상 1m에서 30분 간격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온습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 2019년 폭염(일 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일 최저기온 25℃ 

이상)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이다. 해당 시기의 일출, 일몰을 고려하여 주간은 06:00~ 

19:00, 야간은 20:00~05:0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도시숲 이용자들이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비교하고자 열지수(Heat Index)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그린인프라 지역의 기온은 그레이인프라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폭염 기간에 그린인프

라의 평균 기온은 빌딩지점(32.2±2.9℃)보다 1.2~5.1℃ 낮았다. 이중 활엽수림(29.2±2.

6℃)과 혼효림(29.1±2.5℃)의 기온이 침엽수림(29.7±2.7℃)보다 낮았다. 열대야에는 주간

보다 낮은 기온저감 효과(1.0~4.5℃)를 보였다. 1시간 단위 ‘보통’ 열지수는 청량리(210회)

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높음’ 열지수는 청량리(23회)보다 초지(25회)에서 많이 나타났

다. 초지의 기온 변화는 주간에 도시지역을 웃돌다가 야간에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는 그늘효과와 증발산작용이 약한 초지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주간에는 기온이 급증하였다

가, 야간에 들어 복사 냉각된 주변 숲의 찬공기가 지형과 대류에 의해 초지로 이동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도시숲이 폭염기간에 시민들에게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

양한 그린인프라의 관리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미세먼지 발생원 대응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과제(No. 

FE0100-2019-03-202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구두 발표 A 발표장

[기획세션] KEI-환경계획연구실 (17:00~19:00)    좌장 :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와 환경계획

A-18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도시확장 예측

김근한1, 진대용1, 송영명2, 김동범3, 정예림4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주)내가시스템, 3공주대학교 지리학과, 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19 UAV와 Landsat 8 기반의 지표면 온도 자료 정확도 평가

김동우1, 손승우1, 윤정호1,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2교신저자

A-20 기후변화 적응대책 간 상호영향관계 분석 

- 건강부문의 기후적응 대책을 중심으로 -

송지연1, 박창석1, 김나윤1, 정예림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환경계획연구실, 2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A-21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및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방향

송슬기, 송지연, 최희선,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22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면온도와 NDVI 상관관계 분석 

–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

어성희, 최희선, 김근한, 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18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도시확장 예측

김근한1, 진대용1, 송영명2, 김동범3, 정예림4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주)내가시스템, 3공주대학교 지리학과, 
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hkim@kei.re.kr

키워드: 의사결정트리, 도시확장, 용도지역,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공간정

보, 분석체계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성장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도시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리고 AI 분석기법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법론들을 활용한 도시 확장 예측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 이러한 머신러닝 중 하나인 의사결정트리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 방법이다. 특히 의사결정트리는 분류에 기여하는 속성 값들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

고,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쉬우며, 분류정확도 또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06년과 2018년의 용도지역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들을 의사결정트리 기법에 적용하여 2030년 도시 확장을 예측했다. 

그리고 매년 새로이 구축되고, 갱신되는 환경공간정보들을 활용하여 도시 확장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제안했다. 상관분석 결과 표고와 경사가 낮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

경생태적평가, 법제적평가 등급이 낮으며, 용도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로로부터 

가까울수록 개발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트리를 활용한 도시 확

장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91.5%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ROC 분석을 통해 확인한 

AUC 또한 높은 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시확장 예측을 위한 분석체계는 향

후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 연구는 “20UMRG-B158194-01(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19

UAV와 Landsat 8 기반의 지표면 온도 자료 정확도 평가

김동우1, 손승우1, 윤정호1,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2교신저자

dwkim@kei.re.kr

키워드: 지표면 온도, UAV, 위성영상, 그린인프라, 도시열섬

  도시열섬현상은 에너지와 물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열 스트레스 및 대기 오염을 증가

시켜 도시 거주자의 건강과 안락함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열섬현상을 개선

을 위한 방법으로 건물 옥상 녹화, 쿨링포그, 살수차 등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

며, 이중 도시 내 식생과 하천을 이용한 공원, 습지 등의 그린인프라 조성이 가장 친환경

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그린인프라의 도시열섬현상 완

화 효과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성영상 기반의 열적외선 센서 기반의 지표면온도 

지료가 활용되고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해상도가 낮고, 구름, 안개 등의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 보다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지표면 온도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UAV와 열적외선 센서 기반으로 cm급의 고해상도 표면 온도 자료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해수면, 지표면 온도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그린인프라

를 대상으로 UAV와 위성영상 기반의 지표면 온도 자료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휴대용 접촉

식 온도 측정기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일

대로 초지와 수목 등의 자연환경과 시멘트와 타일 등의 인공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

표면온도 자료 구축을 위해 UAV와 열적외선 센서는 DJI사의 Inspire pro 1과 Zenmuse 

XT를 활용하였으며, 위성영상은 Landsat 8을 사용하였다. 구축시기는 2019년 8월 9일, 

10월 28일, 2020년 3월 20일, 5월 7일, 그리고 8월 18일로 총 다섯 시기이다. 지표면온

도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30개 지점을 선정하여 휴대용 접촉식 온도 측정기(Testo 

925)로 지표면온도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축으로 UAV, Landsat8 지표면온도 자료와

의 RMSE를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UAV 지표면 온도 자료의 RMSE는 평균 3.60℃로 나

타났으며, Landsat8의 RMSE는 7.26℃으로 나타났으며, 토지피복 유형이 다양하게 혼재

하는 대상지의 특성상 Landsat8 지표면온도 자료의 RMSE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위성영상과 UAV 기반의 지표면온도 자료 구축 및 비교 연구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GP2020-02(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20

기후변화 적응대책 간 상호영향관계 분석 

- 건강부문의 기후적응 대책을 중심으로 -

송지연1, 박창석1, 김나윤1, 정예림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환경계획연구실, 
2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jyso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대책, 건강부문 상호관계 평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적응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책 수립에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IPCC 보고서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

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적응대책 혹은 기술을 실행한다고 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으며, 이들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관련 정책과 협력

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술(옵션) 간 상호관계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이행에 있어 상호 연계되는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고, 그 중 건강과 관련된 적응대책·기술(이상기온 및 기상재

해, 감염병, 대기오염, 건강부문 공공서비스 등) 간 상호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방법으로 문헌 검토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적응 옵션 간 관계를 검토 · 평가하여 2차 

상쇄 · 증폭 관계 매트릭스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을 통해 관계 유형별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최종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

한,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FUZZY 다기준의사결정법을 적용하여 각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를 파악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8001310004)”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습니다.



A-21

기후 · 환경 위기 대응 및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방향

송슬기, 송지연, 최희선, 박창석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sksong@kei.re.kr

키워드: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뉴딜, 녹색전환

  기후 및 환경위기가 가속화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연 ·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후탄력적 도시 환경 

구축 ·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세계와 도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녹색전

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이자, 기후 

및 환경 위기와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특성 기반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

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기존의 도시환경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한 바와 같이, 도시의 녹색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및 사례분석을 통

하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모델과 세부 분야 · 유형을 도

출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에서 추진될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향후 도시전

체, 국토전체로 확대되기 위한 선도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방향과 정책 및 제

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생태도시 구축 전략마련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A-22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면온도와 NDVI 상관관계 분석 

–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

어성희, 최희선, 김근한, 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heo@kei.re.kr

키워드: Landsat8, LST, NDVI, 피어슨 상관분석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이상기후와 함께 과도한 개발의 집중화로 기온이 상승

함에 따라 여름철 열대야, 폭염 등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Takebayashi and 

Moriyama, 2009). 또한 기상청(2012)은 현 추세대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21세기말 한

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공간에서의 열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원녹지의 

조성과 도시내 식재공간 확보 등 도시계획 및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으로 덮여있는 도시지역의 지표면을 녹색공간으

로 개선하는 것은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Takebayashi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의 정규화식생지수(NDVI, Normal 

Distribution Vegetation Index)를 산출하여 식생피복을 파악하고, NASA공식을 이용하

여 지표면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를 도출하였다.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식생피복의 분포 및 활력도와 지표면 온도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열환경이 악화된 도시공간에서 식생피복의 역할

을 검증하고, 공원녹지의 확보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녹색공간의 확보 방안 마련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 연구는 “20UMRG-B158194-01(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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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 제주도 한라산 고산식물의 자연사와 기후변화

공우석1, 김현희2, 구재균1

1경희대학교 지리학과, 2교토대학교 지리학과

B-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대의 농업비점 저감효과 확인

유지은, 김윤지,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B-03 효율적 온도 저감을 위한 광역적 옥상정원 계획

김재경1, 이정준2, 강 룡2, 김태휘3, 이상엽4, 강준석4†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B-04 도시 그린인프라의 수문학적 건강성 회복 효과 분석

배채영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B-05 영상 융합 기술을 통한 한라산 국립공원의 식물 계절성 변화 연구

김상혁1, 정승규2, 이동근1, 모용원3, 박경민2, 박상진1, 박 용1

1서울대학교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국립생물자원관, 3영남대학교조경학과 

B-06 도시 수목 시나리오에 따른 증산량 변화 산정 모델

윤석환1, 이동근2, 김은섭3, 박채연4, 김상혁3, 김지연1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3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4일본 국립환경연구소

B-07 한국 겨울철 조류 종 풍부도의 시공간적 변화 연구

김민경1,2, 이상임3, Piotr G. Jablonski1

1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3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전공

B-08 근거기반 생태형 도시침수 저감기술

김태휘1, 이정준2, 강 룡2, 김재경3, 강준석4†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3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B-01

제주도 한라산 고산식물의 자연사와 기후변화

공우석1, 김현희2, 구재균1

1경희대학교 지리학과, 2교토대학교 지리학과

wskong@khu.ac.kr

키워드: 이동통로, 피난처, 유존종, 극지 ᆞ고산식물과 고산식물, 지구온난화, 취약종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태평양 서쪽의 바다와 섬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

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한반도의 백두대간과 해안선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

이며, 기후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띠였다. 특히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진 백두대간은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 이후 기후가 변화할 때마다 생물

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이동통로(corridor)이자 피난처(refugia)이자 서식지(habitat)로 생

물다양성을 담보하였다. 현재는 대한해협 밑에 있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결해주던 과거 

연륙교(former land bridge)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이어주던 산줄기였고 생명길이었다. 

  여기에서는 첫째, 유라시아대륙 북부 툰드라와 러시아 동북부를 거쳐 남북한을 연결하는 

백두대간과 한라산 등 고산과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공통 식물종의 자연사를 기후변화와 관

련하여 복원한다, 둘째, 향후 지구온난화가 한라산 등 한반도 고산과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극지고산식물과 고산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 아래

서 생태계의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백두대간과 한라산의 고산와 아고산대에는 한반도가 세계적인 분포의 남방한계선인 식물

종들이 많다. 이들은 북방기원계통의 종들로 플라이스토세 빙하기에 남하했다가 홀로세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직적으로 이동하여 북한의 고산과 아고산대에 사는 빙하기 유존종

(relict)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성식물 유입되면서 난대성, 온대성식물들은 북쪽, 

산정으로 분포역을 확장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고산대와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한대성식물들

은 서식지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백두대간과 한라산 정상 일대에 격리되어 분포하는 극

지 ᆞ고산식물과 고산식물 등 한랭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북방계식물들에게 지구온난화

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멸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 극지 ᆞ고산식물과 고산식물 등 생

태적 약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멸종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취약종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관심과 자연환경과 생태계 조사 연구를 위한 남북 사이의 학술적인 교류가 요

구된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가 고산대와 아고산대 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극지고산식물을 중심으로 -(20201705)”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대의 농업비점 저감효과 확인

유지은, 김윤지,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yu940530@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강우량, 농업비점오염원, ArcAPEX, 자연형 저감시설

  비점오염원은 유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토사유출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며,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심

화에 따른 유출 심화가 예상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업비점오염원의 

하천으로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인공습지나 생태하천 등 자연형 시설

의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cAPEX 모형을 이용하여 자연형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농업비점오염원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는 금

강유역 내 소옥천 유역으로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하류 지역에서 사행천 형태의 정체수역이 

형성되어 있어 녹조가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옥천 유역의 상

류 지역, 중간 지역, 하류 지역에서 각각 동일한 면적의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필지를 선정

하여 식생대의 유무에 따른 총인 농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식생대의 효율이 가장 좋

은 면적을 제시하며, 하천의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가장 좋은 유역의 위치를 제시할 수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o. 2020002990009).



B-03

효율적 온도 저감을 위한 광역적 옥상정원 계획

김재경1, 이정준2, 강  룡2, 김태휘3, 이상엽4, 강준석4*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kimnam124@snu.ac.kr

키워드: 옥상정원, 폭염, 재해저감, 기후변화

   최근 산업의 발달과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공원·정원 등의 녹지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도시 건물의 고밀화로 인해, 수직적 녹지조성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직적 옥상녹화의 방법 중, 옥상정원의 효율적인 배치안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프

로그램으로는 ENVI-Met이 사용되었고, 서울대학교 입구역의 사거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지의 총면적은 200,000m² (400mX500m)였고, 분석 일자는 2019년 8월 5일로 

해당 월에 가장 더운 날을 선정하였다. 분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으

로 가장 더운 시간대를 선정하였다. 광역적인 옥상계획의 최적화를 위해 크게 4가지의 옥

상정원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건물의 옥상을 정원으로 구성하였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인 비용을 고려하여 옥상정원 계획을 할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종 방향으로 배

치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온도는 33.

2℃ 였으며, 가장 낮은 온도는 28.1℃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의 39% 이상의 온도는 약 

0.3℃ 이상 감소가 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검증을 위해서 실시한 온도 및 습도 실측에서는 I Button DS-1923-F5# 

센서가 사용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한 추세로 온도 및 습도가 변화하였지만, 그 

수치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했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오차와 

한계점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구조체 단위에서만 연구되어오던 옥상녹화는 추후, 도시계획과 

접목하여 새롭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1~2일 정도의 짧은 기간

을 분석한 것으로, 추후 1년 이상의 긴 기간에 온도/습도 변화를 살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지

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NSPS-B154565-03).

※ Transdisciplinary Program in Smart City Global Converg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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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그린인프라의 수문학적 건강성 회복 효과 분석

배채영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2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bcy1224@snu.ac.kr

키워드: Urban ecosystem, Hydrological health, Green infrastructure

  우리나라는 최근 10년(‘06~’15년) 주요 자연재난 피해 중 호우(63%), 태풍(30%)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홍수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에는 홍수에 안전한 솔루

션에 집중하기보다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은, 즉 회복력을 높이는 솔루션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홍수의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자연 수문 순환을 복원하고 유출 근원지의 침투 용량을 최대화하는 그린인

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는 GI의 역할을 정

량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도시계획 등 다음 단계에 연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 내 세부공간의 능력을 정량화함으로써 GI 도입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강우사상 및 GI 적용을 시도하기 위해 수문학적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대

상지와 유사하게 묘사하기 위해 홍수 발생 위치 및 시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감도 

테스트 및 모델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하였다. 구성된 대상지를 바탕으로 유출의 원인이 되

는 공간과 침수의 잠재력이 높은 공간을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을 위주로 수문학적 건

강성 증진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GI 적용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시

생태계 수문학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건강성을 진단하고 평가하

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이는 도시재생계획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GI 도입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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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융합 기술을 통한 한라산 국립공원의 식물 계절성 변화 연구

김상혁1, 정승규2, 이동근1, 모용원3, 박경민2, 박상진1, 박  용1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국립생물자원관, 
3영남대학교 조경학과 

kimsanghyuck123@gmail.com0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서비스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식물의 개엽 및 낙엽 등 계절성 변화에 가장 주요

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계절성 변화는 식물 및 야생 동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고 자

연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통해 식생 지수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지의 식물 

계절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STARFM(The spatial 

and temporal adaptive reflectance fusion model)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의 시간, 공

간 해상도를 향상시켜 이용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을 진행한 결

과 개엽 및 낙엽 시기가 평균 10일정도 늦어졌으며, 개화 시기는 특히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평균 15일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물 계절성의 변화는 앞으

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다양한 식생 분포를 보이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종 

다양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 및 방안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 연구(R&D) 사업

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1800-1844-304-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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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수목 시나리오에 따른 증산량 변화 산정 모델

윤석환1, 이동근2, 김은섭3, 박채연4, 김상혁3, 김지연1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3서울대학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4일본 국립환경연구소

ysw330616@snu.ac.kr

키워드: 도시열섬, 수목, 증산, 도시 캐노피 모델, 다층 모델, LAD, 시나리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부 지역보다 도시의 온도가 높

아지는 열섬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도시 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수목

의 냉각효과이다. 수목의 냉각 효과는 크게 복사열 저감과 증산 작용으로, 복사열 저감은 

차단과 반사로 인한 지표면에 도달하는 단파 복사열을 줄이는 것이고, 증산 작용은 수목이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을 잎의 기공을 통해 내보냄으로써 기화열, 즉 잠열을 증가시킴으로

써 현열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두 작용은 도시 열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 증산 작용은 수목 관리나 물의 순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연구가 농경지나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도시 수목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도시 기후를 모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캐노피 모델의 경우, 

도시 수목을 하나의 잎으로 보거나 그림자가 유무에 따른 두 잎으로 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혹은 수목의 생리학적 작용을 단순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수목

의 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증산량을 계산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도시 요소 

사이의 열 교환을 시뮬레이션하는 MMRT model에서 확장 및 통합되었고 주변 건물의 높

이, 수목의 위치, 그리고 수목의 잎 분포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모의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 따른 증산량 및 냉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 번호 20AUDP- 

B1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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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울철 조류 종 풍부도의 시공간적 변화 연구

김민경1,2, 이상임3, Piotr G. Jablonski1

1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3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전공

enviecol@ewha.ac.kr

키워드: 한반도, 기후, 물새, 산새, 위도, 종수변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종의 계절적 반응이나 지리적 분포

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880∼2012년 지구 평균지표온도가 0.85℃ 상

승한 반면, 비슷한 시기(1912∼2017년)의 한국은 약 1.8℃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

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특히 조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적 반응의 변화나 지리적 

분포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음에도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는 전

면적으로 수행된 바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가 매년 수행하고 있는 겨울철 조

류동시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21년(2000-2020) 동안 한반도에서 조사된 겨울철 조

류의 종 풍부도에 대한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온난화에 따라 많은 종

의 서식범위가 북쪽으로 확장되어 북쪽의 종 풍부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 전체적으로는 최근 21년간 물새류와 산새류 모두 종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산새류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지역에서의 종수 증가 지역이 물새

류와 산새류 모두 중부, 남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물새류의 지역별 종수 증감폭은 산새

류에 비해 컸다. 향후에는 온난화에 따라 향후 개별 종별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 연구 

뿐만 아니라 서식 분포 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과제(2018R1A6A3A01012729, 2020R1I1A1A0105832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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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생태형 도시침수 저감기술

김태휘1, 이정준2, 강  룡2, 김재경3, 강준석4*

1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3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xognl031@snu.ac.kr

키워드: 그린인프라, 집중호우, 침수저감, 공간진단, 기후변화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다중기반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공간의 도시 유형별 표준화된 정량적 공간진단 기술이 없는 실

정이며 효율적인 생태구조 도입을 위한 입지선정 및 적용 우선순위 등의 기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생태계 기반 도시침수 취약성 정량적 공간진단 모델인 Eco-Hazard 

Capacity Factor Design(E-HCFD)모델의 개발과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그린인프라 공법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E-HCFD모델의 정밀화를 위해 대응기술 요소의 노후화 및 강수량에 대한 기후변화 시

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도시 유형별 기술 적용을 위해 공간특성, 지형특성, 범

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Abacus, ArcGIS, 

SWMM이 사용되었고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과 수원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도시침수 저감을 위해 그린인프라 도입 시 대응기술의 수요를 

추정하지 못하였던 것을 정량적인 공간진단 및 설치기준을 통해 대응기술의 수요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분석 대상인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과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증 한 후 실증자료를 

얻어 표준화된 공간진단모델과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7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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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9 저탄소사회전환을 위한 현안 분석 및 추진방향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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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미래 수소-전력 융합 슈퍼 그리드 기술

황인주, 김양균, 윤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극한환경연구센터

B-11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소화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기 적용 및 운영사례

임희광

태영건설(주)/전주시 종합에너지 리사이클링타운 소장

B-12 도시 하수처리장 기반 환경에너지 융합기술

이영행, 정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B-13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기반 석탄대체연료 생산기술 개발

정윤아, 이예은, 신동철, 정진홍, 안광호,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B-14 유기성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현황 및 전망

정현덕, 전은진, 신현우, 이구용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토론 토론

공성용 김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토론 토론

조상민 신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기술센터



B-09

저탄소사회전환을 위한 현안 분석 및 추진방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

umwelt@kei.re.kr

키워드: 저탄소사회전환, 온실가스 배출구조, 재생에너지 확산, 전력시장, 사회혁신 

  본 연구에서는 저탄사회전환을 위한 국내 현황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하였다.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의 국내외 비교분석 결과,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전력시장의 단계적 구조개편)과 기후·에너지 정의 실현(지역공동체 중심의 사

회혁신)은 상대적 취약분야로 평가된다. 향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혁

신과 확산,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국민 공감대 형성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과제 중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과제에 집중해 융

합적 이행방안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력시장·사회혁신의 통합 지역화

모델은 지역사회와 발전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 성격이다. 이행방안 연구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융합적·단계적으로 미래 사회상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접근한 전력시장·사회혁신의 통합 지

역화모델과 같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융합형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2020)”와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10

미래 수소-전력 융합 슈퍼 그리드 기술

황인주, 김양균, 윤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극한환경연구센터

ijhwang@kict.re.kr

  수소 경제사회로 전환에 있어서, 선진 주요국의 기술개발 투자추세는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저렴한 생산, 안정적인 공급체계 및 인프라 기술 개발, 이의 시범적용에 주력하고 있

다(유럽 수소전략, 유럽위원회, 2020.07). 또한 미래에는 현재의 소규모 고압기체 공급 방

식에서 대규모로 저렴한 수소를 생산하여 지역 이동과 광역망을 통한 순환공급이 가능한 

플랫폼, 수소와 전력의 융합 고도화 등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이용의 비약적 확대에 대비한 대량 공급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며, 이는 국가 및 지

역 간 대량 수요처/활용부문에 연결성(grid & node), 수용성(가용성, 안전성, 기준 등)과 

장기적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분야이다.

  대규모 수소 생산, 공급, 활용 생태계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큰 방향으로 초전도 

튜브를 이용하여 수소와 전력을 동시에 순환시키는 에너지 슈퍼 그리드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차세대 수소-전력 에너지 슈퍼 그리드를 초전도체(케이블, 중공 튜

브) 및 초단열 구조체로 패키징하여 튜브 내부에 액체수소를, 튜브를 통해 전력을 각각 동

시에 순환시키는 기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슈퍼 그리드의 수요-공급 근접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드(node) 개념의 

거점시설(수소 또는 전력 인입 및 분기 등)에 관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수소 수요

처에 근접한 시설로, 입지/지하시설, 운송경로, 수요-공급 매칭, 유휴공간을 이용한 수소생

산, 기저/피크 부하 대응 수소 저장, 유휴 에너지변환, 운송·공급(액체·기체 수소 선택적 

공급체계), 전력망 연계 등 수요처 시나리오에 따른 다기능 최적화 허브 스테이션(hub-station) 

모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수소-전력 슈퍼 그리드와 관련된 주요기술은 초전도체, 수소액화, 수소저장, 전

력전송, 초단열, 극저온 냉각, 인프라 구축 등으로, 그간 독립적인 문제해결 위주로 기술개

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수소-전력 융합 슈퍼 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간, 경제, 인문 등 융합적 교류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NST 다학제 융합 클러스터 사업, ‘미래 수소-전력 융합 슈퍼 그리드 클러

스터’」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11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소화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기 적용 및 운영사례

임희광

태영건설(주)/전주시 종합에너지 리사이클링타운 소장

mkkim@kongju.ac.kr

키워드: 바이오가스, 음식쓰레기, 분산형 발전, 온실가스 감축

  본 주제는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농도 유기성폐기물 혐기성소화 시설들의 사례와 이

의 설계, 시공,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바이

오가스 정제 및 에너지화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 축

산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농수산물 폐기물 등의 고농도 유기성 물질의 혐기성 소화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주요 성분은 에너지로 활용되는 메탄가스(CH4)가 약 

50 ~ 70 %, 이산화탄소(CO2)가 30 ~ 50 %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

량의 성분들로 질소 4 %, 산소 2 %, 황화수소 2 %, 수소 1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바이오가스를 발전에 활용하여 UNFCC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가능한 

부분이다. 국내에는 식당과 가정의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축사에서 나온 유기성 폐기물 등

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당사가 운영중

인 대표적인 3곳의 처리현황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

주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용기술을 설명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태영건설(주)의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공 및 운영 경험으로부터 얻어

진 결과입니다. 



B-12

도시 하수처리장 기반 환경에너지 융합기술

이영행, 정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younglee@kist.re.kr

  차세대 기술혁명은 신기술간 또는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에너지 융합기술은 단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

하고, 이종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새로운 환경에너지 제품 및 서비

스 시장이 창출되는 Blue Ocean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등의 기피기설에 청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친환경에너지를 지역주민에 공급

함으로써 주민혜택을 유도하는 융복합 모델이다. 기존에는 단일기술 중심 연구개발 사업이 

주로 추진되었으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다양한 기술의 최적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하수처리장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보급 단지화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하수처

리장 내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융복합기술 분야의 미래선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 하수처리시설에 환경에너지 핵심융

합기술을 접목하여, 도시 발생 음폐수의 공공 처리 비율을 높여서 도시민의 음식폐기물 처

리비용의 저감 및 고효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로의 전면 

혁신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B-13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기반 

석탄대체연료 생산기술 개발

정윤아, 이예은, 신동철, 정진홍, 안광호,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yoonahjeong@kict.re.kr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4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4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

지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에 주목하였다. 음식물쓰레기는 2018년 기준 매일 14,000톤 이

상 발생하였고 수거와 처리에는 연 1조 3천억원이 소모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음식물쓰

레기 자원화 방법인 퇴비화 및 사료화는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기반 석탄대체연료를 생산하여 음식

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더불어 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개발한 

연료는 기존 화석연료 수준의 발열량(5,000kcal/kg 이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탈염공

정을 통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염소함량(0.5% 이하)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공정은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회간접자본(SOC)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해 상대적으

로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역단위 음식물쓰

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에서 친환경 석탄대체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분산형 발전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KICT, ‘주거단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발전소 규모의 청정 연료 생산기술 개

발’」와 「NST, ‘분산형 전력 및 그린수소생산 시스템을 위한 다학제 융합클러스터’」 과

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14

유기성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현황 및 전망

정현덕, 전은진, 신현우, 이구용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kate5684@gtck.re.kr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심각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21세기 최대의 과제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

생에너지 개발 및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산자부)을 발표하고 에너지 기술·정책·산업 분야에서 탈탄소 수소에너지 전환을 다각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소생산 방법은 크게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개질반응과 바이오매스 및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 수소생산으로 나뉜다. 그러나 수소생산의 주를 이루는 화석연료 개질반응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생산되는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

과 비교하면 ‘Green Hydrogen’보다는 ‘Gray Hydroge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매스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유

기성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그린

수소생산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 최적화 및  전략수립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이 연구는 「NST, ‘분산형 전력 및 그린수소생산 시스템을 위한 다학제 융합클러스터’」

와 「GTC, ‘문제해결형 융 ‧복합 녹색 기후기술 도출 및 적용을 위한 전략연구’」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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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복합재해 민감성 평가 및 매핑

Multi-hazard susceptibility assessment and mapping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

박 용1, 이동근2, 박상진3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3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C-02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가뭄 영향의 산사태 민감성 평가

Drought-induced Landslides susceptibility assessment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박상진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C-0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방법론 제안

윤수향,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C-04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체감 인식변화 조사

고세연1, 이동근2, 원지은3, 최선경3, 김미화3, 배채영4, 김은섭1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3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C-0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취약성과 취약계층: 

아시아 물 관련 재해의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Vulnerabilities and Vulnerable Groups of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 Cases of Women in Water-related Disasters in Asia

이유나1, 김혜주1, 홍일표2, 박지현1

1(주) 제이에이치서스테인,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C-06 HEC-HMS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강우유출량 변화 

예측 연구 - 금강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

김윤지1, 유지은1, 이경일1, 성현찬2, 전성우3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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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C-08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과학의 적용가능성 연구

김은섭1, 이동근2, 배채영3, 박상진3, 원지은4, 최선경4, 김미화4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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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복합재해 민감성 평가 및 매핑

Multi-hazard susceptibility assessment and mapping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

박  용1, 이동근2, 박상진3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3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topdyd@snu.ac.kr

키워드: Multi-hazard, Random Forest,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forest fire, 

flooding, landslide, Boruta algorithm

  1992년 Agenda 21에서 복합재해(Multi-Hazard)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되고 이후, 2002

년 유엔(U.N)에서 복합재해의 평가와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되었다. 기후변화 영

향과 사회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앞으로 복합재해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복

합재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단일재해가 또 

다른 단일재해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두 번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이

다. 가령, 도로건설로 인해 산사태의 위험성이 커지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세 번째

는 여러 재해가 일정 공간안에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여름철 갑작스런 폭

우로 인해 일정공간내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이 

세가지 복합재해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 다발 주요지역인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산불-홍수-산사태의 복합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홍수, 산사태의 연관요인을 선정 후 

Boruta 알고리즘으로 요인 중요성 분석을 진행한 후 공간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머

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RF)을 활용하여 산불, 홍수, 산사태의 복합재해 취약성 평

가 및 매핑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AUC(Area Under Curve)를 이용하여 복

합재해 취약성 지도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본 결과는 재해 다발 지역인 강원도 전역에 

대해 산불-홍수-산사태 복합재해의 취약성 공간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의 재해 

완화 및 예측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No. 2014- 

001-310007].

mailto:topdyd@snu.ac.kr


C-02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가뭄 영향의 산사태 민감성 평가

Drought-induced Landslides susceptibility assessment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박상진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parkssang87@snu.ac.kr

키워드: Machine learning techniques, landslide, drought, susceptibility, risk assessment

  복합재해는 1) 산사태로 인한 홍수 또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유형과, 2) 도로

건설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인간 활동의 인과관계 유형, 3) 두 가지 이상의 위험이 일정 

공간에서 함께 발생하는 유형으로 나뉜다(Gill, JC & Malamud, BD 2016). 이러한 복합

재해의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을 수반하므로 단일 위험보다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

으며,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강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강우가 없는 

무강우일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 가뭄으로 인한 수분 부족은 녹지와 토양 스

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향은 극심한 가뭄이후 여름철 폭우로 인해 산사태의 위험성

을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식생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사태 감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Naive-bayes Classifier(NB) K-Nearest 

neighbor(KNN), Random Forest(RF), Supprot Vector Machine(SVM)등 기존의 연구

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후의 결

과를 비교하고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민감성 평가를 하

였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No. 2014-001-310007]. 



C-0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방법론 제안

윤수향,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perfume3443@cni.re.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천안시, 논산시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완화(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30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와 적응(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관련 계획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

다. 광역지자체에서도 제1차 적응대책(2015~2019)을 이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16년 제2차 적응대책(2017~2021)을 수립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

초지자체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

라 적응대책 마련이 의무화되어 5년 주기로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저감에 기여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며, 체계적인 이행평가 시행을 통

한 지자체 계획 시행의 적정성 확인에 대한 필요성과 이행평가에 대한 의무 또한 강화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 

개정안 검토를 통해 신규 이행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이행

평가 지침 개정안은 기존보다 평가기준과 방법이 세분화되어 명확해졌으나, 성과관리 중심

의 지표평가로 예산과 실적에 대한 집행정도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른 사업관리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고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예방적 적응사

업의 중점추진과 부문 또는 세부사업 간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효율적 성과

목표 달성과 성과관리,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 적용 사례, 추가 연구를 통

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2020년도 천안시(천안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04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체감 인식변화 조사

고세연1, 이동근2, 원지은3, 최선경3, 김미화3, 배채영4, 김은섭1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3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sy.kellyko@gmail.com

키워드: 시민과학, 수원시 온도지도, 시민체감, 인식변화 

  지속적인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에서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

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외 더위에 대한 체감 인식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활동기간의 사전(n=85) · 사후(n=62)의 2회 설문조사를 통해 여름기간 동안 시민들의 더

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활동 전후 참

가자들이 체감하는 시간, 공간, 민감도 측면에서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 후, 

참가자들이 밤 시간에 느끼는 불쾌도가 활동 전보다 높아졌고, 저층건물 밀집지역 내부에

서 느끼는 더위 인식은 낮아진 반면, 고층건물 밀집지역 내부에서 느끼는 더위 인식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더위에 대한 민감한 정도를 구분하여 

체감 인식변화를 분석한 결과, 더위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식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활동 후 더위에 대해 민감한 정도가 높아진 것을 볼 때, 시민

들이 기후 행동 참여를 위해 직접 관측을 수행한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실제로 해당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인식 제고를 일으킨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

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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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취약성과 취약계층: 

아시아 물 관련 재해의 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Vulnerabilities and Vulnerable Groups of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 Cases of Women in Water-related Disasters in Asia

이유나1, 김혜주1, 홍일표2, 박지현1

1(주) 제이에이치서스테인,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yuna.lee@jhsustain.com

키워드: 기후 취약성, 기후 취약계층, 포괄적 기후 대응

  최근 기후변화 담론은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을 넘어서 기후

정의의 추구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취약성 및 취약계층의 국가별 식별 

및 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취약성 및 리스크의 평가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취약성 매핑 과정을 통해 나타난 

양상이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부분 일치를 보이면서 기후불평등의 심각성은 더욱 두

드러졌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온 집단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직군 등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기후 불평등이 사회에 내재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Scoville-Simons 2020). 이때 기후 

취약성은 이러한 기후 불평등의 증거이자 동시에 성과 지표로 향후 정의로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취약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여러 학문에서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취약성의 개념이 간(間)학문적 기후 변

화 담론 내에 혼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그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이 

가지는 맥락적, 다층·다면적 취약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유독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상황 속 여성을 사례로 들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실질적 모습을 드러내어, 성공적인 포괄적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방안의 핵심은 취약성에 

대한 깊고 명확한 이해임을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대응 정책 및 운동에 있어서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의 논의가 주류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초석이자 지표인 취약성과 취

약계층을 짚어봄으로써 기후 변화 관련 논의에 깊이를 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Scoville-Simonds, M., Jamali, H., Hufty, M. (2020) The Hazards of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tics in three dimensions. World Development, 

125, 10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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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HMS 모델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 · 장기 미래 

강우유출량 변화 예측 연구

- 금강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

김윤지1, 유지은1, 이경일1, 성현찬2, 전성우3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yoonjik605@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영향, 수리수문 모델링, HEC-HMS

  본 연구는 효율적인 미래 수자원관리 및 수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강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HEC-HMS 모델을 활용하여 강우유출량를 모의하였다. 과거

기간(2007-2009)을 기준으로 모델 매개변수 값들을 보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의된 합류

점 J-22의 강우유출량은 관측값과 비교했을 때 0.732의 우수한 NSE 값을 나타내며 모델

의 높은 신뢰성을 증명했다. 보정된 매개변수 값을 적용하여 동일지점에 대해 2017년의 

강우유출량을 모의한 결과, NSE=0.535로 양호한 예측도를 나타냈다. 이로써 HEC-HMS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래 기후변화가 강우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HEC-HMS 모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래 기후 시나리

오는 하나의 기후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중모델앙상

블 기법으로 기상청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MME5s를 활용하여 중기(2041-2070)와 장기

(2071-2100) 미래의 하천유출량을 예측하였다. 모델 예측결과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침수피해 및 수자원 공급능력 저

하 등에 대비하는 정책 및 제도마련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o. 20200029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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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공간 유형화를 통한 열 저감 최적화 

모델 적용 방안

김지연1, 현정희1, 윤석환1, 김은섭2, 이동근3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3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jykimm@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열 스트레스, 모델 시뮬레이션, 최적화, 공간분석, 식재설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는 급격히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지구의 평균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기온 상승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

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

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인간 정주공간인 도시 설계 및 인프

라 구축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보행자 중심의 그린웨이 및 옥상

녹화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과 열 쾌적 공간 조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옥외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식재설계 최적화 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도시 공간 중 하나인 주택단지의 공간분석을 통해, 단지 

내 공간 단위를 파악하여 이를 식재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의 높은 온도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생태기술로 수목 식재를 들 수 있는데, 수목의 온도 저감효과에는 

복사열 저감과 증산작용으로 인한 잠열 증가가 있으며, 이러한 온도 저감효과는 식재 면적

과 냉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단지 내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외곽녹지와 단지 내부 공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 단위는 차후 최적화 시뮬레이션의 모듈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도시 공간으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RE2020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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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과학의 

적용가능성 연구

김은섭1, 이동근2, 배채영3, 박상진3, 원지은4, 최선경4, 김미화4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3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4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Mr.solver92@gmail.com

키워드: 시민과학, 유효성 검증, 수원시 온도지도, 도시온도모니터링

  국가데이터를 활용한 환경평가를 기반으로 도시 폭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효

율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높은 해상도, 넓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민

과학 프로젝트가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데이터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을 과학적 근거를 통한 해

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에서 취득된 시민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데이터와 3가지 방법(1)AWS와의 거리, 2)유사토지피복간 비교, 3)보

간법을 통한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데이터의 유효성검증분

석 결과, 평균적으로   : 0.843, RMSE : 0.683℃값을 보였으며, 국가데이터의 3km내에

서 높은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사량에 영향을 받은 낮 데이터는 밤데이

터보다 낮은 정확성과 높은 오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도시온도 측정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국가데이터와 융합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구두 발표 C 발표장

[기획세션] K-water (13:00~15:00)                          좌장 : 김영오 (서울대학교)

 기후위기 시대의 유역 홍수대응능력 향상 방안

C-09 전국 단위 홍수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김대호1, 김영오1, 지희원1, 강태호2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공주대학교

C-10 기후변동성과 홍수위험 증가에 따른 NBS기반의 대응전략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C-11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홍수 대응력 강화

송영일, 박송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C-12 우주에서 바라본 2020년 한반도 홍수피해

황의호, 강기묵, 최성화, 유완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연구센터



C-09

전국 단위 홍수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

김대호1, 김영오1, 지희원1, 강태호2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공주대학교

yokim05@snu.ac.kr

키워드: 홍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홍수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생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자연재해이며, 아시아에서 자

연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중 절반 이상이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미래 호우

와 관련된 극한지수는 모두 현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홍수로 인한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리스크 

체계로 평가하였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리스크 전망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에서 제시한 리스크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적인 측면

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비교하기 위하여 홍수리스크지수

를 산정하였다. 홍수리스크지수는 위해, 노출, 대응능력지표로 구분하여, 위해지표에는 홍

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강수 사상, 노출지표에는 홍수 피해를 받는 대상인 인명과 

재산, 마지막으로 대응능력지표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상유지능력으로 자연환경, 

기반시설, 사회·경제 수준이 고려되었다. 홍수리스크지수는 요소별로 할당된 가중치로 계

산되었고, 피해자료와의 스피어만 상관성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미래 전망을 위하여 

HadGEM3-RA 모형의 RCP 4.5와 8.5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으며, 홍수리스크는 21세기 

초반에는 약화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중반에 유지한 후, 21세기 후반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 연구는 “2014001310007(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C-10

기후변동성과 홍수위험 증가에 따른 

NBS기반의 대응전략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bskang@dankook.ac.kr

키워드: 기후변동성, 치수설계기준, 홍수예보고도화, 댐최적운영, 도시하천, 하천치수능력증

대, 스마트기술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집중호우의 

규모와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최근에는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북반구의 제트 약화와 편서풍파동 진폭의 증가가 

국내 홍수증가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금년도 섬진강유역에는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386mm/hr의 강우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 홍수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바, 

특히 지방하천의 대하천 합류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

한 대응방안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공시설물의 설계기준개선, 홍수예보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기술도입, 댐최적운영 고도화, 도시하천의 치수고도화, 하천시설의 치수능력증대의 5

가지 중점요소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도기반의 치수설계방안, 하천

등급별 취수위험도와 지역안전도를 고려한 호우특보 및 설계빈도의 차등화방안, HPG 

(Hydraulic Performance Graph)를 활용한 AI(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댐무피해

방류 의사결정시스템구축방안 등 세부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의 하천 및 유역관리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Nature-Based Solution(NBS)의 소개와 함께 이를 대

응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C-11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통한 홍수 대응력 강화

송영일, 박송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yiso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리스크, 홍수대응력, 취약성, 수문정보, 최대가능홍수량, 통합관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홍수발생 빈도 및 규모를 살펴보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홍수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의 첫 단계로 현재의 홍수관

리에 대한 이슈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홍수와 관련한 리스크요

인을 분석하였고 효율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홍수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홍수에 대비한 다양한 구조

적/비구조적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대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향후 5년간 실해예정인 홍수 대응력 

강화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2020 기후변화 적응 민간대행사업” 중 “제3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

책 수립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12

우주에서 바라본 2020년 한반도 홍수피해

황의호, 강기묵, 최성화, 유완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연구센터

ehhwang@kwater.or.kr

키워드: 위성, 영상레이더, 수자원위성, 홍수, 침수피해

  금년 한반도에 발생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홍수피해는 유역과 도심지 전역으

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물 관련 재해는 사후조치 보다는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재해피해

를 경감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홍수 재해시에 비구름을 투과하여 지표면 관측이 가능한 영상레이더위성(SAR, 

Synthetic Aperture Radar)을 활용하여 한반도 홍수피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레이더위성 자료는 Sentinel-1, KOMSAT-5이며, 침수피해 지역

을 추출하기 위해 수체탐지에 적합한 SAR영상의 랜덤노이즈 제거필터와 후방산란계수 산

정을 위한 Gamma-distributing fitt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의 히스토그

램에서 수체와 육상부의 감마분포를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적 임계값을 설정하여 수체 

정확도를 약 90% 이상 개선하였다. 또한, DEM의 경사 및 곡률을 고려하여 영상레이더 

자료에서 발생하는 지형 왜곡을 보정하여 침수구역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보정된 기법

을 적용하여 금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8.7~9.9) 시기의 침수구역을 추출하여 재해관리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홍수피해가 가장 심각한 시기의 위성 관측과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적기 위성정보 분석 및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현재 악천후시 활용 가능한 영상레이더위성은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최소 3일에서 최대 

28일 간격으로 홍수피해 상황의 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함에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다양한 상용위성 활용과 한국형 수자원위성 개발을 통해 관측주기 단축 및 정밀도 향상 

등을 통해 유역 전반의 홍수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사업(2019002650004)”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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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최유영, 유영재, 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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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희1, 이동근2, 김지연1, 허주영3

1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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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1, 이성주1, 나 문1, 이은선1, 이관규2, 전성우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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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9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인식 비교분석

추미진, 최연우, 윤동근

연세대학교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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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활동가, 유엔평화대학 개발학 석사



D-01

The Old and the Climate Adaptation: 

Climate Justice, Risks, and Urban Adaptation Plan

Hyuk Yang, Taedong Lee, Sirkku Juhola

Yonsei University

tdlee@yonsei.ac.kr

키워드: environmental justice, climate justice, elderly citizens, urban climate 

policy, local climate risk, adaptation plan, European cities

  With the transition to carbon-free economy, concerns have grown about the 

“green divide” – the separation of society into different social groups whose 

socioeconomic status determines one’s well-being from climate change 

impacts. Studies in environmental justice concur that the adverse effects of 

urban climate change are disproportionately greater for the demograph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elderly, the children, and the socially 

marginalized. Yet,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se social groups contribute to 

urban climate change policies. Accounting for local climate risks and the 

presence of national adaptation schem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plan in the 902 European cities is influenced by 

the proportion of these vulnerable groups. Our results show a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elderly citizens and 

adaptation policies among these European c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European cities’ efforts to remedy environmental injustice by 

accommodating the needs of the old and weak populations.

※ 이 연구는 NRF 2019S1A5A2A0104725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D-02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 제거 정책의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간 · 정량적 분석 연구: 최적화 개념을 중심으로

정혜인, 최유영, 유영재, 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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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의 침입 및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외래종은 자연 환경에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생물

로서, 생물다양성의 교란·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잠재적인 돌발 대발생(Sudden Outbreaks) 및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 제거 정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적 개념을 도입한 국내·외적 다양한 정책이 연구 및 실행되고 

있으나, 정책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투입 대비 효과의 시계열적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공간적 개념 기반의 외래종 제거 정

책을 기준으로,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prioritizr 모형을 활용하여 최적 제거 위치를 도출

하였으며, 종 분포 모형과 확산 모형을 통합한 MigClim 모형을 통해 최적 제거가 반영된 

각 정책의 투입 대비 효과를 공간·정략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외래종

으로는, 국가 지정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중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 영

향을 끼치며 그 분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돼지풀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HadGEM3RA 모델 RCP8.5 2011-2100 기후 변수를 10년 단위로 

가공·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시간적 단위는 1년 단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제거율 2%, 5%, 10%를 선정하여 이를 각 적응정책 투입의 지표로 정의하였다. 이로써, 

각 정책 별 제거율에 따른 최적 제거를 1년 단위로 투입함에 따라 도출되는 외래종의 총 분

포 면적 (유지 면적+확산 면적)을 표준 결과(아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와 비교·분석하

여 각 정책의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각 정책 및 제거율 별 외래

종이 모두 제거가 되는 시점을 규정하여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MigClim·prioritizr 모형은 모두 R 프로그램 (version 3.6.3) 

내에 탑재되어있으며, 진행된 모든 분석은 R과 ArcGis (version 10.3)을 통해 이루어졌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과제

번호: 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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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현상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직·간접적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기후리스크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위험요소

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공공 기상기후데이터의 국제적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기상기후요소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기상서비스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상기후데이터는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 더불어 융복합 데이터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도 국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 경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

력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기후데이터 부문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

술원)을 빅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기상청과 더불어 민관협력기반 기상기후데이터 유통 활

성화에 중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기술원은 기상기후부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별 융복합서비스 개발 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7건의 기상기후 융

복합 데이터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집중 지원한 바 있다. 환경컨설팅, 유통판매, 정보통신, 

레저관광, 헬스케어, 농림수산업 등 기상기후 상관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며, 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 성과를 달성하여 기상기후빅데이터의 신가치 

창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술원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를 우수사례별로 소개하고, 종합적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산업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차

원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

호: 2020-데이터-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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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이 활발해지며 10년(2006~2015년)동안 

전 지구 평균온도는 0.87℃ 상승하였다(IPCC, 2018).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도시, 농

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Chinvanno, 2011). 기후변화는 인간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생태계에 미치는 대표

적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생물의 종과 개체수를 변화와 더 나아가 감염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Risk)는 위험요인(hazard)이 발생할 확률과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였

을 경우 공간이나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그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위험

(Climate Risk)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공간·사회·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기후위험이 사회의 구조적, 물리적, 환경적 연결성으로 인해 단일 형태가 아닌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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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및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길숲이란 야

간에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찬공기)’를 도심 내까지 흐르게 하는 

바람길 형성을 위한 도시숲을 말한다. 바람길숲의 효과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찬공기 유동

분석과 도시숲 현황 분석 등 도시의 바람길숲 조성 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바람길숲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세종시를 대상으로 바람길숲 조성 여건을 분

석하고, 이에 근거한 바람길숲 조성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은 미세먼지 및 열환경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분석, 찬공기 특

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바람길 분석, 바람길숲의 구성요소인 바람 생성숲, 연결숲, 디딤·확

산숲의 도시 내 분포를 파악하는 바람길숲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는 구도심인 조치원 일대와 신도심인 행정복합도시의 구분이 명확하

고, 두 도심 간의 도시환경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기본계획을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신도심의 경우 도심 내 녹지배치를 고려하여 조성된 

계획도시이므로, 녹지의 분포가 고르고 충분한 녹지면적이 확보되어있다. 하지만, 도심내 

수목 생장 저하로 인해 녹지공간의 식생활력도가 낮아, 녹지공간의 식재보완 및 수종갱신

을 통한 바람길숲 조성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BRT 주변의 가로수 보완 및 공공기관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구도심의 경우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

재되어 있으며, 철도 등 교통시설까지 밀집되어 있어, 도심 내 녹지면적이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녹지공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바람

길숲 확보가 필요하므로, 건물이 밀집된 구도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담장 허물기 등 자투리 

공간 활용 및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녹지면적 확보를 제안하였다.

※ 이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맞춤 더위체감분석 및 평가기술 개발(NRF-2019R1A2C 1011042)”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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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는 수많은 과학적 모델로부터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지니어 만

들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과학의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정보를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후정보서비스

(climate service)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보 

제공자인 전문가 지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사용자 요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응대책 

수립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Clar and Steurer, 2018). 기후

정보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편리하고 맞춤형 정보를 공동 생산 및 공

급하고 과학 기반의 기후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Bessembinder et al., 

201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응계획 수립과정이 진행되고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후정보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적응대책 수립·발전 과정에서 계획 수립의 절차를 제시하

고 있는 환경부의 적응대책 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그 외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시 적응목표, 적응대책 목

록, 리스크 간의 상호관계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이행평가를 비롯한 실제 적응의 효과에 대

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실효성이 있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적응목표 설정이 어

떤 기후정보와 평가지표(영향, 취약성, 리스크)가 사용되어 이에 대응하는 적응대책·기술 

선정과 적응 효과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프레임

으로 적응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기후정보 서비스 선택과 활용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결과적

으로 적응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내외 최신 이론과 연구 현황 및 사례를 통해 고찰

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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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취약성 평가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가능성 분석연구

이경일1, 이성주1, 나  문1, 이은선1, 이관규2, 전성우1*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

leedake@korea.ac.kr

키워드: 취약성평가, 비오톱지도, 환경계획, 도시계획, 기후적응

  비오톱지도는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고해상도의 생태정보지도로서 지속 가능

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으로 제작 및 활용이 요

구되고 있는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수원시를 대상으로 열 환경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

다. 평가를 위해 폭염, 도시 열섬 등 열환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고찰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노출-민감도-적응능력에 관한 17개의 지표를 구축 및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가지 비오톱에 속한 지역들이 녹지 비오톱에 속한 지역들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취

약성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건폐율이 높은 공업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높은 

취약성이 나타났다. 행정구역 중 팔달구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취약성이 나타났으며, 그 외 

행정구역에서도 공업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도 비오톱 별 열취약성의 구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오톱 구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열 환

경 개선 정책 및 예산편성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열 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비오톱지도 활용방안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RE202001064).

* Corresponding author : Jeon, Seong Woo,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Tel : +82-2-3290-3043, E-mail : eepps_korea@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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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정기구의 역할 제언 

- 기술공여국의 관점으로

양리원, 남은빈, 이원아, 신종석, 엄다예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rymayang@gtck.re.kr

키워드: 기후기술협력, 국가지정기구, NDE, 기술공여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국가 간 기후기술협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10년 기술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을 설립하고, 국가별 소통창구로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를 지정하였다. 이후, NDE는 기후기술협력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CTCN)라는 기술메커니즘 운영기구와의 관계를 통해 수행 역할이 구체화되

고 있다. 개발도상국 NDE는 자국의 기술협력 수요를 취합, 우선순위화하여 CTCN에 제출

함으로써 개도국 수요가 반영된 기술협력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에 반해 기술을 공여하

는 입장인 선진국 NDE의 역할과 참여방법은 불분명하여, 기술메커니즘을 통한 선진국의 

기후기술협력 참여의지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은 UNFCCC 분류 상 선진국에 속하지 않으나, 기후기술공여국으로서 CTCN의 활

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최근 3년(2018년~2020년 상반기) 동안 한국 NDE(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총 17.2억 규모의 프로보노 사업을 통해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사례를 선도적

으로 확보했고, 후속사업 연계에도 힘쓰는 등 기술공여국으로서는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NDE 역할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NDE를 포함한 국내 이해관

계자 간 역할과 책임 규정, 절차 수립, 예산 확보 및 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는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프로보노 사업 참여의지를 반영하여 NDE가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기술협력에 있어 기술공여국 NDE의 역할을 구

체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헌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공여국 NDE의 역할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연락창구 또는 관리당국을 지정하고 있는 타 국제환경협약의 메

커니즘을 비교분석하여 국가지정창구의 일반적인 정의와 역할을 먼저 도출한다. 또한, 기

후기술협력의 맥락에서 기술공여국 NDE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CTCN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진국 NDE의 역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헌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한국 NDE의 프로보노 사업 추진체계, 절차, 성과,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국내 CTCN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NDE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로써, 기술공여국 NDE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있

어 한국의 프로보노 사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도적으로 기후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공

여국 NDE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UNFCCC 하에서의 국가 간 기후기술협력을 활성화하

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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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인식 비교분석

추미진, 최연우, 윤동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alwls2599@yonsei.ac.kr

키워드: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 거버넌스, 스마트 재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가 점차 심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집단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 

및 시급성, 정책 체감도 등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집단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의 4개 집단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집단별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는 건강, 농업, 산

림, 물관리, 해양/수산, 생태계의 6개 부문의 25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하여 중요성 및 

시급성,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감도 및 필요성, 집단 간 사회적 합의방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거버넌스 집단별로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리

스크는 상이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개인적 경험이나 체감, 관련 

지식이나 정보, 지역 등에 따라 리스크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을 기반으로 개별 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재난관리 서비스 및 정책 

도입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6)”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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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성주류화 규범의 발전과 

시사점 

Gender mainstreaming in global governance for climat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오경진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활동가, 유엔평화대학 개발학 석사

kj106302@gmail.com

키워드: 글로벌 거버넌스, 젠더, 성주류화, 교차성, 여성인권

  본 연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성주류화의 담론과 규범

의 발전 과정을 알아본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북경행동강령,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으로 대표되는 유엔 내 여성인권 시스템에서 기후위기 의제가 교차하는 과정을 간략히 소

개한 후, 리우환경회의와 유엔기후협약,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성주류화 담론과 규범, 정책이 변화해하는 과정을 심도 깊게 분석한다. 또한 글로벌 거버

넌스의 주요한 행위자로써 기후위기와 젠더의 교차성 담론을 바탕으로 성주류화 담론 발전

에 주요한 기여를 했던 국제여성NGO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

어서 글로벌 차원의 성주류화 전략이 가지는 시사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거버넌스에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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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육상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명수정1, Youngil Kim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Canadian Armed Forces

D-12 지역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정책 마련에 지역 생물종목록 

구축 자료의 중요성

박찬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D-13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리스크

홍승범, 장인영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D-14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지역 자연생태계의 영향과 적응 대책

이나연1, 김진원1, 정원옥1, 정승준2

1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D-11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육상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명수정1, Youngil Kim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Canadian Armed Forces

1sjmyeo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산림, 습지, 온실가스

  산림과 습지는 한반도 육상생태계의 주요 유형으로 대기와의 온실가스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산림과 습지는 음의 온실가스 교환을 보이는 온실가스 흡수 능력

이 있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한반도의 산림과 습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남북한 기상 및 토지피복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과 습지의 이산화탄소 순

교환률(Net Ecosystem Exchange, gC m-2)을 추정하고, 한반도 전체 산림과 습지에 대

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업스케일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평가와 기후 및 토지피복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한반

도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교환률 변화와, 육상생태계의 토지피복 변화를 바탕

으로 미래 한반도 전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 산림과 습지에 동시

에 적용이 가능한 일일 단위의 시간 규모를 가진 생태계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 54개 기

상대 지역의 이산화탄소 순교환률을 추정하였다. 모형 기간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7년으로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산림과 습지생태계의 이산화탄소 순교환률은 점차 감소하

는 반면, 이산화탄소 흡수의 증가 경향이 보였으며, 산림 식생 구조와 습지 면적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총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래 기후변화의 조건에서 기온 증가는 한반도 산림 및 습지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경향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과 습지와 같은 육상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농진청(PJ0152820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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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정책 마련에 

지역 생물종목록 구축 자료의 중요성

박찬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ddony@korea.kr

키워드: 지역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대책, 생물종목록, 종분포예측, 관측자료

  최근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급격한 토지이용 변화로 지역단위에서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기후변화적응대

책에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 생물

다양성의 유지 및 관리는 한반도 전체의 종다양성, 유전적다양성과도 연관성이 높아 그 가

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세한 기후정보 및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생물종의 분포 변화 예측도 지역기반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과학

적 자료이다. 특히 생태학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는 생육적합지 모델을 구축, 평가하고 예

측 분석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생물다양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변수의 활용이 중

요하며 이와 관계성이 많은 지역단위에서 구체화된 생물종목록 정보에 대한 활용이 필수적

이다. 지역 생물종목록은 그 지역의 생물종다양성을 판단하는 근간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종과 희귀 분포종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분포확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보다 객관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생물종들의 실제적 분포변화에 대한 정량적 

관측이 필요하며 관측의 기본 단위인 생물종 목록의 확실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추가

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현재에서의 지역단위 생물종 목록의 정확한 구축과 

이를 통한 자연 서식지 변화에 대한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지역기반의 생물종목록은 한반

도 전체의 생물종 다양성의 평가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에서의 보전 가치 확

립과 생물자원 가치 창출에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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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리스크

홍승범, 장인영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sbhong@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리스크, 생태계, 생태계 유형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각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한 국가 정책적인 노력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은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구 생태계

의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분야의 정책적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연구

를 수행하였다.

  IPCC Assessment Report(AR) 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는 기후변화 위해

요소(Hazard), 대상의 취약성(Vulnerability), 그리고 그 취약한 대상의 위해요소에 대한 

노출정도(Exposure) 등의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정의된다. 각 리스크 요소들에 대한 

정의는 분야마다, 리스크의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특별히 생태분야의 기후변화 리

스크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노출 및 취약성의 대상은 인간이 아닌 생태계로 초점이 맞추

어져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향 후 생태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인간에게 파생되는 최

종 피해 진단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따른 최종 피해 대상

을 생태계(종, 서식지 등)로 삼으면서 리스크 요소별로 정의하였다.

  우선, 전문가 설문 및 자문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생태계에 적용될 핵심 리스크 평가 항

목을 선정하였는데,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생물종의 수준에서 발생하게 될 리스크

와 서식지 수준의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로 구분된다. 생물종 

수준의 리스크는 기후변화 속도에 대해 개별 생물종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서식지 수

준의 리스크는 극한기상 현상의 증가, 토양수분 악화, 해수면 상승에 의한 서식지 축소 등

이 있으며,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는 먹이관계 불일치, 외래종의 확산 등으로 주로 종간 관

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각 리스크 항목의 평가는 국내 주요 생태계 유형(산

림, 내륙·연안 습지, 수생태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해당 유형

의 피해 예상 생물종, 서식지의 공간적 정보 등으로 표출되어, 생태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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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보호지역 자연생태계의 영향과 적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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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순응, 영향, 자연생태계, 적응 대책, 피난처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0.85℃ 상승(1880~2012년 동안)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1.8℃ 

(1912~2017년 동안) 상승하는 등 한반도 자연생태계가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

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 자연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과학적 근거로 객관화하기 

위한 장기 관측정보의 확대 및 정량적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 마

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지역 자연생태계의 영향과 중요

성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백두대간

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후변화 취약생태계인 아고산생태계의 구상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

는 최근 10년 매우 급격한 고사가 감지되었다. 또한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를 대상으로 

국경의 섬인 남해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시기가 2003년보다 30일 이상 앞당겨지고 아

열대성 식물과 어류가 다수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민과학자와 함께 생물계절을 관

찰한 결과, 산개구리류와 박새류의 봄철 산란과 식물의 개화, 개엽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이 명확하게 감지됨에 따라 보호지역

의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적응 대책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리뷰 하

였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는 불확실성과 실현가능성 등 한계가 있으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 및 특정 종을 보전

하기 위한 적응 대책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의 영향을 잘 감지

하며 기록과 감시(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예측, 적응 대책을 마련·실행하

고,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과정을 거치는 동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자연생태계의 적응 방침과 대책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의 

장과 함께 다양한 주체에 의한 합의형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높

은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생태계에 대해 현명한 적응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 이 연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기후변화 생태계 모니터링”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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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3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림자원학과, 
4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5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6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D-17 도시지역 국지범위 수목 감지기술과 환경 영향 요소 측정

박일건, 김흥래, 강문석, 이준형

(주)평화엔지니어링

D-18 위성을 이용한 지난 30년간의 한국 도시 면적변화 산정

신재원,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D-19 도시 공간의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를 위한 공간 데이터 구축과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의 특성 분석

오민석, 이성희, 김예슬, 이하경, 김진하, 이하늘, 김찬호, 김영철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도시설계연구실

D-20 녹지와 대기오염물질 농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근한1, 최희선1, 송영명2, 김동범3, 한지현4, 이길상1, 어성희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주)내가시스템, 3공주대학교 지리학과, 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D-21 정주지 내 온실가스 저감형 통합녹화모듈 개발 방향

김효민, 양병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스마트시티연구센터 

D-22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토지이용변화 특성

강명수, 이은엽, 김미나, 양승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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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지 온실가스 시범산정 및 범위 재정립

이슬기1, 함보영1, 차성은2, 하람1, 박수경1, 이우균2

1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cristallize@naver.com

키워드: 정주지 및 기타토지 온실가스 산정, LULUCF,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가 대두된 이래 전 세계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를 채택하고, 이후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고 적응

해 나가기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연구 수준은 국가별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도록 협의가 진행되었고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에 관련된 모든 사회 분야의 항목

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가 지정되었다. 산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 활동에 따라 배출량이 결정지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협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점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

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그 중요성과 역할이 대두되었다. 또한, 파리협정의 자발적 NDC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국가 

기준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감축분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졌다. LULUCF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계상의 복잡성이 높고 불확도가 높은데 반하여, 정주지 및 기타 토지 부문은 활동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온실가스 흡수량․배출량 산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대한 LULUCF 부문 통계 산정을 위하여 정주지 및 기타 토

지 분야에 대한 통계산정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정주지 관리 범

위 정립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Annex Ⅰ 국가들의 정주지 및 기타토지 산정 방법과 국내 토지이용에 대한 현행 관리 체계

를 분석하여 크게 네 가지의 정주지 및 기타토지 범위와 구체적인 공간자료를 도출하였다. 네 

가지의 대안은 지목형, 도시지역형, 도시 및 계획관리지역형, 통합주제도형으로 구분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 가능성, 관리 주체 일원화 가

능성, 현재 MRV 지침과의 연계성, LULUCF 통계 산정 차원의 정합성, 시․공간적 변화 대응 

가능성 항목을 기준으로 상대적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도시지역형이 IPCC 가이드라인

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온실가스 관리 측면과 국토계획 및 관리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며, 

국제적 우수 실행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부처간 일원화된 

정주지 온실가스 관리를 통해 LULUCF 분야의 정합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mailto:cristalliz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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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지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위한 국내외 연구현황 분석 

및 국가 고유 배출 · 흡수계수 개발방안 연구

이정민1, 김형섭1, 이상진2, 백경원3, 김태양4, 이송희5, 

윤태경6, 박관수2, 김춘식3, 이계한4, 손요환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3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림자원학과, 4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5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6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snowbunting@korea.ac.kr

키워드: 정주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IPCC 가이드라인,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2015년에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LULUCF 세부 부문 중 하나인 정주지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

와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자료 구축과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

수 개발이 미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IPCC 가이

드라인과 국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주지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 등으로 구분되어 산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활용되는 계수는 기후, 토양 

특성 등 국가 고유 환경과 정주지의 관리 강도가 탄소 배출 및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

영해야 한다. 미국은 기존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을 활용하여 연간 바이오매스 탄소 배출 

및 흡수 계수를 개발하였고, 일본은 다른 토지이용 유형으로부터 정주지로 전용된 이후 경

과된 시간과 토양 탄소저장량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연간 토양 탄소 배출 및 흡수 계수

를 개발하였다. 한편, 국내 정주지는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 분류 체계에 따라 계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바이오

매스 탄소 배출 및 흡수 계수 개발을 위해서는 정주지에 식재된 주요 수종들의 바이오매

스 상대생장식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연간 고사유기물 및 토양 탄소 배출 

및 흡수 계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계수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토지이용 유

형으로부터 정주지로 전용된 이후 경과된 시간과 고사유기물 및 토양 탄소저장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개발되는 국가 고유 배출·흡수계수는 국

제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D-17

도시지역 국지범위 수목 감지기술과 환경 영향 요소 측정

박일건, 김흥래, 강문석, 이준형

(주)평화엔지니어링

igpark@pec.kr

키워드: 국지수목, 도시환경, 환경요인조사, LaiDAR, 원격탐사

  수목의 생장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소는 대기오염물질, 풍향·풍속, 온·습도, 강우, 

일조, 토양조건 등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소 이외에도 수목이 위치한 공간에 

따라 영향 환경요소의 영향도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수목

은 도로변, 가로수, 공원, 도심지 등 식재지의 위치와 오염원과의 거리, 대기 기류변화, 일

조량 등이 특정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수목 생장저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역치값이 다르므로, 공간별로 환경측정을 통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 수

목 감지 기술 및 연구는 산림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도시지역은 도심지보다 영향요소 

및 변인 요소가 더 다양하여 도시 지역의 국지 수목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국지 범위의 수목 감지기술 현황 및 방법과 환경 

영향 요소 측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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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이용한 지난 30년간의 한국 도시 면적변화 산정

신재원,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hinfkaus0@snu.ac.kr

키워드: 도시면적, 도시화, 위성, Landsat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1986-2015)간 한반도 남한지역에서의 도시 면적변화량을 산

정했다. 분석은 Landsat 7 ETM+ 위성을 이용했으며, Landsat 위성은 30m의 공간 해상

도를 갖는 중해상도 영상으로 한반도 남한지역 전역에 대한 변화량을 상세히 표시했다. 분

석결과 기존 1985년의 도시면적은 약 2,050㎢이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도시면적이 꾸

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도시면적이 약 3,843㎢로 해당 기간에 약 1,793㎢가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도시면적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매년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최소 0.77%부터 최대 4.36%까지 차이가 존재한다. 시계열별로 주요한 변화가 있는 구간

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1988-1995) 1기 신도시 

계획(중동, 평촌, 일산, 분당 등)지역,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 계획(동탄1)지역, 2000

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2008-2012) 2기 신도시 계획(동탄2, 판교, 운정, 한강 

등)과 청라국제도시, 오산·세교지구 등에서 도시 면적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을 보였다. 이

에 따라, 향후 3기 신도시 계획이 세워진 2015년 이후의 도시 면적변화 분석과 도시 면적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변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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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의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를 위한 공간 데이터 구축과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의 특성 분석

오민석, 이성희, 김예슬, 이하경, 김진하, 이하늘, 김찬호, 김영철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도시설계연구실

youungchulkim@kaist.ac.kr

키워드: 도시 개발, 계획 요소, 토지 이용, 온실가스 흡수원, 정주지, 도시 녹지, 온실가스 

감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 공간에서 흡수원이 효율적으로 생장할 수 있는 공간 평가와 

신규 도시계획에 따라 필요한 흡수원의 면적과 위치를 최적화하는 최종 목표를 위해 도시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의 온실가스 흡수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의 변화와 도시 녹지 적용 방안을 연구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기

초 데이터의 설정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도시 공간에서 추가적인 흡수원 확보를 위한 도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보하였다. 도시 공간을 위한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고 활용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가공 및 정리하였다. 또한 도시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원 변화와 도시 녹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진행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도시 개발 시 

타 토지에서 전용되는 정주지의 온실가스 흡수원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

구결과를 신규 도시 개발 전, 후의 토지 분류 및 종류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원 변화

를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도시 녹지의 사례, 종류 및 그 효과를 기존 문헌에서 확인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흡수원 계획 및 관리 방안을 구축하

는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향후 본 연구단계에서 구축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공

간 평가와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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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와 대기오염물질 농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근한1, 최희선1, 송영명2, 김동범3, 한지현4, 이길상1, 어성희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주)내가시스템, 3공주대학교 지리학과, 
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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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지, 대기오염물질,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NDVI, 에어코리아, 피어

슨 상관분석

  2016년 WHO에서는 실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조기사

망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이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

졌다. 이에 도시 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녹지 공간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도시 식생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의 연관성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정량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도시 내 녹지공간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결과는 도시 계획 및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

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 내 녹지공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

로 시군구 단위에서 녹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자 했다. 이를 이해 매년 갱신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DBMS 기반의 분석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에어코리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정보,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NDVI 등의 공간정보를 분석체계에 적용하여 우

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정형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이렇게 구축한 정형데이터를 이용하여 피

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상관분석 결과 녹지의 면적과 녹지의 질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의 농도 상태가 양호해졌으며, 도시공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상태가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체계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이외에 다양한 녹지 공간의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되며 상관성 분석 결과는 도시 계획 등 의사결정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의 대기오염물질 개선과 관련하여 녹지공간의 면적당 대기오염물질의 개선효과 등 

원단위의 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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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지 내 온실가스 저감형 통합녹화모듈 개발 방향

김효민, 양병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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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실가스저감, 온실가스 흡수, 정주지, 건축물녹화, 도시녹화, 녹화모듈

  도시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대기 중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크게 증가하

고 있고, 특히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은 크게 1)공정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2)기 배

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정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기 위한 기술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실제 많은 건설공정이나 자재개발시 적용되고 있으

나, 흡수를 위한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이 대표적이며, 기타 연구들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인공적인 방법 외에 자연생태계에서의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꾸준

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으며, 도시녹화 시 어떤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산화탄소 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주지 내에 온실가스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온실가스 

저감형 통합녹화모듈 구축’을 제안하며, 차별성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과 

관련 기술(건축물녹화, 가로수녹화, 지면녹화, 수면녹화, 법면녹화, 기타 구조물 녹화 등)별 

트렌드분석, 특허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정주지내 건축물녹화, 가로녹화 등 조

경분야 연구사업의 경우 대부분 홍수저감, 열섬저감, 생태계 기능증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흡수와 관련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식생별 탄소흡수량 조사가 대

부분이며, 탄소흡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녹화모듈 기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후 개발진행 예정인 ‘온실가스 저감형 통합녹화모듈’ 기술은 

녹화자재(콘크리트, 블록 등)와 토양의 제조공정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그 자체

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 흡착할 수 있게 하며, 공간 유형별로 온실가스 흡수가 높은 식재

종류, 구조, 공법(하이브리드 기술 포함)을 이용하여 녹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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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토지이용변화 특성

강명수, 이은엽, 김미나, 양승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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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주지, IPCC, 온실가스, 개발사업, 토지이용, 토지용도 변화, 수목

  2024년부터는 신기후체제에 의해 각 국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현황을 매년 국제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으로 BAU 

대비 37% 저감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그중 4.5%를 국내 탄소흡수원에 의한 달성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향후 국토의 토지이용변화에 의한 탄소흡수원 관리가 불가피해지면

서 도시공간의 토지이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간에서 발

생하는 토지이용변화의 주요요인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전후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

이용변화 특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개발사업은 토지용도 전환 유무에 따라 온실가스 변화패턴이 상이하

였다. 토지용도가 유지된 도시공간의 개발사업은 개발전 대비 개발후에 온실가스 관리관점

에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토지용도가 전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자연지역 용도의 온실가스 흡배출 조건과 

매우 밀접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환전 온실가스 수준 진단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 관리의 주요한 조건임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되는 도시수목의 개발전후의 변화도 토지용도 변화유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특히 수목 수종변화의 주된 계기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 토지용도의 유지범위와 

전환범위의 개발사업 관리전략이 이원화되어 설정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 도

시공간의 탄소흡수원 관리패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 현

재 단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 시계열적 온실가스 변화여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개발사업 현장의 유지관리형태와 수목 성장 관점에서의 향후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UMRG- 

B158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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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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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 하고 있

다. 공공-목표관리제에 따른 공사 관리대상의 범위는 용도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물, 

차량이지만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설인 양배수장은 제외된다. 따라서 공사는 공

공-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외의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이 가능하다. 외부사업 추

진을 위해 공사 시행 사업 목록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1단계에서 분

류, 2단계에서는 각 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예측량 산정, 3단계에서는 감축 예측량 및 사

업의 규모 등이 높은 순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외부사업 방법론의 존재 여부 검

토, 4단계에서 방법론이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외부사업에 참여,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방법론의 신규등록을 진행하였다. 위 과정으로 외부사업이 가능한 공사사업을 

도출하였다.

  그 중 새만금 방풍림 조성계획 사업은 40,900ha에 이르는 새만금에 해풍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었다. 현재 ‘19년 준공된 5공구(1,647ha)에 17.23ha에 해당되는 방풍

림이 조성, 이를 통해 연간 약 125tCO2-eq의 온실가스가 흡수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관련 외부사업 방법론이 존재하여 승인 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업용수 관리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수장의 농

업용수 공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버터 방식의 부스터 펌프의 경우 새만금에 도입된 

기술이다. 기존의 양수장의 펌프는 급수일할 계획에 따라 가동, 실제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양과 무관하게 가동시간이 정해져 있어 전력과 농업용수 손실이 크다. 하지만 인버터 방식

의 부스터 펌프는 관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관내 압력을 감지하여 실제 사용하

는 농업용수 양에 따라 펌프의 가동하여 전력과 농업용수의 손실을 줄이고 더불어 온실가

스도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현재 이 기술에 적용할 외부사업 방법론이 부재하

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 방법론 등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자 준비하고 있다. 

※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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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LULUCF Accounting Rules and its Implications on 

Forest Management Accoun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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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reference level, forest management

  Accelerating levels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consequential to 

climate change is an alarming international concern. With the increased needs 

in carbon neutrality to achieve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Articles 2, 4 

and 5 of the Paris Agreement emphasize on the importance of carbon sinks 

to combat climate change. Nonetheless, Paris Rulebook does not specify the 

accounting rules for each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activity. This paper reviews the past Decisions, UNFCCC reports, and country 

experiences on LULUCF accounting under Article 3, paragraphs 3 and 4 of the 

Kyoto Protocol to derive the most applicable method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est management accounting rules for the 

Kyoto Protocol’s commitment periods, gross-net and forest management 

reference level (FMRL) accounting, are discussed with in-depth analysis on the 

data submitted by the Annex I Parties and the model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MRLs. We argue that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gross-net rule due to the uncertainty about the compliance assessment 

considering that only Japan, which did not ratify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selected this rule as its FMRL and Doha Amendment has not yet 

entered into force.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a conservative 

approach is needed in determining the forest management accounting rule of 

the Republic of Kore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through Public Technology Program based on Environmental 

Policy Program,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2019000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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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카본머니시스템 구축 연구

김민선,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본부

kms0719@rig.re.kr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카본머니시스템, 생활폐기물, 강원도

  최근 급격한 산업화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1℃ 상승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상승폭 1.5℃이하 제한을 합의하고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

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국가 7위로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

표로 동참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50년 NET ZERO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기후변

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구축은 필수적이며, 최근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2018년 생활쓰레기 수입중단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향상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2018년 강원도의 생

활폐기물 발생량 기준 1.53㎏/일/인으로 2위, 재활용률은 12위로 낮은 순위이다. 강원도 

동해안은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발전소 폐기물인 이산화탄

소와 석탄재가 다량 발생되고 있다. 석탄재는 매립되거나 시멘트 업계에서 일본의 석탄재

를 저렴한 비용에 수입·시멘트 원료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 생활쓰레기,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방안이 시급하며 정부·강원도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으로 폐기물재활용

을 촉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 현안인 CO2저감과 생활쓰레기 문제해결, 탄소광물화 기술을 기

반으로 지역주민 참여형의 폐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카본머니시스템 리빙랩 운영 및 

모니터링 모델을 개발, 도내 산·학·연 연계의 친환경제지생산, 전기자동차 부품소재개발을 

통한 강원도 전략산업·신산업 육성방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발생 폐기물을 

활용하고 탄소광물화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 소

재를 회수하여 청정에너지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요량 충족을 위해 비축 방안을 연구하였

다. 이 결과 강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카본머니시스템실증시범사업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 이 연구는 “강원도 지역도시 기반 카본머니시스템 실증시범사업(2차년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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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z method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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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PM-2.5의 배출은 배출원에서 직접적으로 PM-2.5가 배출되는 직접배출과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물질들이 대기 중에

서 화학반응을 통해 간접배출(2차 생성)되는 경우로 나뉜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

에서는 2차 생성에 의한 PM-2.5의 발생이 전체 배출량의 약 72%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

다.

  초미세먼지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2차 생성 물질 중 암모니아의 경우, 2016년 전

체 배출량의 78.7%가 농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 중 90% 이상이 분뇨관리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가축의 분뇨관리 부문에서 암모니아에 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축사의 암모니아 발생량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축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측정방법으로는 추적가스법(tracer gas method), PMU(Portable Monitoring 

Unit)s, SMDAE(Saraz Method for Determination of Ammonia Emissions) 방법 등

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암모니아 측정 방법의 정확도, 비용 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SMDAE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정확도와 비용 측면에서 많은 장

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araz method를 이용하여 축사의 암모니아를 측정하고. 적용 방안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사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기식 계사,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과제번호: PJ014993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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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NH3)는 대기 중의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등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 질산암모

늄 등의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 

중 NOx와 SOx는 TMS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NH3는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244,335 ton/year으로 전체 

NH3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중 축산 부문의 NH3 배출량은 

226,582 ton/year로 93%를 차지하고 있어 초미세먼지(PM-2.5)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는 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축산 부문의 NH3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유럽 CORINAIR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축사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원 중 개방형 계사를 대상으로 암모니아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배출량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기식 계사,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

출량 평가」(과제번호: PJ014993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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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코네트워크(주), 2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nohhun@econetwork.com

키워드: 농산물 LCA, 기온변화

  본 연구에서는 작물의 생육 요건 중 하나인 온도의 증감과 LCA 방법론을 활용한 시스

템경계(농자재 생산 및 작물 재배) 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

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 구분과 지형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온도 차를 토대로 

작물의 생육 가능한 온도와 증감 범위를 확인했으며, 국내 활용 중인 작물 및 제품의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시스템경계 설정 및 데이터 범주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정한 재배온도를 유지하게 시키는 시설재배 작물에

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이 온도의 증감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차 기후변화로 인

한 국내의 점진적인 기온 상승에 맞추어 향후 작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기온의 증

감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병행과 기타 생육 요건별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PJ0147972020(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기술요소 등록 및 전과

정평가목록 구축)”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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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에서 직접 관측한 

메탄(CH4) 플럭스와 이산화탄소(CO2)플럭스의 관계

홍제우1, 홍진규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jwhong@kei.re.kr

키워드: 메탄(CH4), 이산화탄소(CO2), 플럭스, 에디공분산, 도시, 관측

  IPCC는 1.5도 특별보고서(2018)를 통해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억제할 것을 강조하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non-CO2)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non-CO2 기체 중 메탄(CH4)은 CO2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며,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주거지(아파트 지역)에서 에디공분산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측정한 CO2 

플럭스와 CH4 플럭스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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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 (13:00~15:00)        좌장 :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기후변화 상세화 고도화 및 상세 기후변화정보 산출

 세션1: CORDEX CORE 프로그램 FPS

E-08 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해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상세기후변화 산출

안중배1, 차동현2, 장은철3, 민승기4, 권현한5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5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09 CORDEX-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다중 지역 기후 모형의 

모의성능 및 불확실성 평가

김진욱, 김태준, 김도현, 김진원,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E-10 격자 기반의 CORDEX-RCMs 통계적 시공간 상세화 모델 개발

김용탁, 김호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11 한반도 장마기간 정체전선의 역학적 구조와 동아시아 지역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의 변화

장은철1, 변의용1, 곽호준1, 여남구1, 차동현2, 김주완1, 이규원3, 손석우4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4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12 Comparison of tropical cyclone activitie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in CORDEX-East Asia phase I and II experiments

Minkyu Lee1, Dong-Hyun Cha1†, Myoung-Seok Suh2, Eun-Chul Chang2, 

Joong-Bae Ahn3, Seung-Ki Min4, Young-Hwa Byun5, Seok-Woo Shin1, 

Taehyung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Kongju National University, 
3Pusan National University, 4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

E-13 지역 기후모델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저기압 특성 분석

변의용1, 장은철1, 김주완1, 안중배2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구두 발표 E 발표장

E-14 한반도 대기정체의 특성 및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를 이용한 미래 전망

김도현, 김진욱, 김태준, 변재영, 김진원, 권상훈,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E-15 WRF를 이용한 적운 모수화 사용 및 모델 영역에 따른 

여름철 남한 집중호우 모의 민감도 분석

서가영1, 안중배1, 차동현2, 장은철3, 민승기4, 권현한5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5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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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해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상세기후변화 산출

안중배1, 차동현2, 장은철3, 민승기4, 권현한5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5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jbahn@pusan.ac.kr

키워드: CORDEX, 기후변화, 지역기후모델, 동아시아 기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적으로 기후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및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규모 단위의 미래기후

변화에 대한 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

에서는 CORDEX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라는 국

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후모델 (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이용하여 현

재 및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전망자료를 정해진 지역에 대해 산출하고 있다. 

CORDEX 자료는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자료에 비해 수평해상도가 높기 때

문에 상세한 기후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을 필두

로 5개의 지역기후모델 (WRF, HadGEM3-RA, SNURCM, GRIMs, RegCM)을 이용하여 

수평해상도가 25km인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해 CORDEX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CMIP5에 참여한 GCM들 (MPI-ESM-LR, GFDL-ESM2M, HadGEM2-AO)의 RCP 

시나리오 2종 (RCP2.6, RCP8.5)을 강제력으로 처방하여 2100년까지의 기후자료를 산출

하고 있다. 또한 GCM과 RCM들을 조합하여 다중 GCM – 다중 RCM Metrix를 구축하

여 미래기후 전망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 CORDEX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

된 자료들은 ESGF 노드에 업로드 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KMI2020- 

014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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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다중 지역 기후 모형의 

모의성능 및 불확실성 평가

김진욱, 김태준, 김도현, 김진원,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jukim86@korea.kr

키워드: CORDEX-EA, 지역기후모델, 모델 불확실성, 모델 성능평가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기후모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CORDEX-동아시아 2

단계 영역의 과거기후(1981-2000)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

한 극동아시아(Far East Asia, FEA)지역의 기온과 강수에 대한 지역 기후모형(RCM)의 모

의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전지구 기후모형(GCM)의 모의성능과 비교하여 RCM의 부가

정보(Added-Value)를 평가하였다. 또한, 앙상블 평균에 대하여 3종의 GCM과 3종의 

RCM에서 기인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RCM실험 결과는 GCM

실험 결과보다 기온과 강수의 모의성능이 우수하다. 기온의 경우 기후평균은 RCM실험 결

과는 GCM실험 결과와 성능이 유사하나, 공간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RCM실험 결과의 성

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RCM실험 결과는 여름 기온모의에서 added-value

가 뚜렷하다. 반면에 강수는 겨울철에 RCM실험 결과에서 added-value가 나타난다. 

2-Way ANOVA에 기반한 다중 기후모형의 불확실성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RCM에 의

한 불확실성이 GCM에 의한 불확실성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RCM 실험 결과가 입

력 자료인 GCM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기후모형 본연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뜻하며, 

GCM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특히 겨울철 해양의 

기온에서 RCM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향후에는 기후모형의 불확실성이 미래기후 전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 ․평가” (KMA2018-00321)

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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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기반의 CORDEX-RCMs 통계적 시공간 상세화 모델 개발

김용탁, 김호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kyongtak0225@sejong.ac.kr

키워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 지구적 기후모델, 지역기후모델, 통계학적 상세화, 시·공간

적 편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에 따른 극한사상에 대한 전망은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기상 변량의 미래 변동성은 기후모델을 기반

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후모형에 내재해 있는 시·공간적 편의(spatial-temporal bias)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통계학적 상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CORDEX-RCMs 모형에 내재된 편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서 기후변동성

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공간상관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학

적 상세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수행되는 단일지점에 국한된 연구와 달리 다지점 및 

격자기반에 대한 상세화는 지점 또는 격자간 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

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NN, Bayseain Kriging-Quantile Delta Mapping, Bayesian 

Multiple Non-stationary Hidden Markov 모델을 개발하여 공간적 상세화를 수행하였

으며, 모형의 신뢰성은 LOOCV를 통한 교차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기상변동성의 증가로 인해 과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기존의 보수적인 수자원 관

리 체계는 위험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미래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현업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정된 결과

는 기후정보 전달 체계를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o. 2019R1A2C208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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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장마기간 정체전선의 역학적 구조와 

동아시아 지역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의 변화

장은철1, 변의용1, 곽호준1, 여남구1, 차동현2, 김주완1, 이규원3, 손석우4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4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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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Changma, dynamical structure, future climate change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발생하는 강수 사례들의 개별 분석을 통해 

장마철 강수 형태를 분류하고 정체전선의 구조를 역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종관-중규모 관

점에서 장마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은 하나의 정체전선 구조가 아닌 다양한 역학적 구

조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러 구조를 가지는 장마는 공통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의 가장자리에서 정체전선을 형성하는데, 이 경계면을 역학적 구조에 근거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역학적 상세화 실험을 통해 생산된 지역적 기후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장마의 특성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환경에서 장마기간 정체전선은 뚜렷한 체제 변화를 보인다기 보다

는 연간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였으며, 강수 역시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였지만 현재에 비

하여 미래에 강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청 및 한

국기상산업기술원(KMI 2018-012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12

Comparison of tropical cyclone activitie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in CORDEX-East Asia phase I and II experiments

Minkyu Lee1, Dong-Hyun Cha1*, Myoung-Seok Suh2, Eun-Chul Chang2, 

Joong-Bae Ahn3, Seung-Ki Min4, Young-Hwa Byun5, Seok-Woo Shin1, 

Taehyung Kim1

1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Kongju National University, 
3Pusan National University, 4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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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ORDEX-East Asia, Tropical cyclone, Regional climate model, western 

North Pacific

  This study evaluated tropical cyclone (TC) activity simulated by two regional 

climate models (RCMs) incorporated in the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CORDEX) framework with two different horizontal 

resolutions. Evaluation experiments with two RCMs (RegCM4 and MM5) forced 

by reanalysis data were conducted over the CORDEX-East Asia domain for 

phase I and II. The Main difference of phase I and II is horizontal resolution 

(50 km and 25 km). The 20-year (1989–2008) mean performances of the 

experiment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C genesis, track, intensity, and 

TC-induced precipitation. In general, the simulated TC activitie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WNP) varied depending on the model type and 

horizontal resolution. For both models, higher horizontal resolution improved 

the simulation of TC tracks near the coastal regions of East Asia, whereas the 

coarser horizontal resolution led to underestimated TC genesis compared with 

the best track data because of greater convective precipitation and enhanced 

atmospheric stabilization. In addition, the increased horizontal resolution 

prominently improved the simulation of TCs landfalling in East Asia and 

associated precipitation around coastal regions. This finding implies that 

high-resolution RCMs can improve the simulation of TC activities over the 

WNP (i.e., added value by increasing model resolution); thus, they have an 

advantage in climate change assessment studies.



※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 (KMI2018-01211),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KMA Weather, and Earth system Services‐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6 Climate Change Scenarios” under 

Grant (KMA2018‐00321)



E-13

지역 기후모델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저기압 특성 분석

변의용1, 장은철1, 김주완1, 안중배2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echang@kongju.ac.kr

키워드: CORDEX, dynamic downscaling, band-pass filter, added value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후모델을 활용해 수행된 전구 기후모델에 대한 역학적 상세화 결

과를 대역 필터(band-pass filter)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후모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전구 기후모델은 현재 및 미래의 대기상태에 대하여 복사 강제력과 하층 경계조건의 변

화 등을 입력 자료로 수행된다. 자료동화 등이 제외된 기후모델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다

른 기후모델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대한 대기 상태 역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때문에 기

후모델에서 특정 사례에 대한 모의 성능 비교 등에 어려움이 있다. 전구 기후모델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된 지역 기후모델의 역학적 상세화 결과 역시 특정 기간에 대한 평균적인 

기후 값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역 필터 방법을 적용하면 저기압의 생

성, 이동, 소멸 등과 관련된 수일 주기 파장의 강도에 대한 공간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입력 자료로 활용된 서로 다른 전구 기후모델의 결과(MPI, UK-ESM) 및 고해상도 

재분석자료인 ERA5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기후모델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확인 할 수 있

다. 겨울철, 전구 기후모델에서 재분석자료에 비해 강하거나 혹은 약하게 표현된 내륙지역

의 해면기압의 대역 필터 결과는 지역 기후모델에서 재분석자료와 가깝게 개선되었다. 남

북방향 바람의 경우 육지와 해양의 급경사 지역에서 고해상도 재분석 자료와 유사한 작은 

규모의 구조가 잘 표현되었다. 극향열속(poleward heat flux)의 경우 북서태평양에서 최

댓값이 나타났으며 지역 기후모델에서는 전구 기후모델에서 나타나는 값과 유사한 강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청 및 한

국기상산업기술원(KMI 2018-012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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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기정체의 특성 및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를 

이용한 미래 전망

김도현, 김진욱, 김태준, 변재영, 김진원, 권상훈,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dall201@korea.kr

키워드: 대기정체, Modified Korea Particulate matter Index, 지역기후모델, HadGEM3-RA

  산업활동에 의해 생성된 미세먼지는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반도에서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배출량 뿐만 아니라 환기 효과 및 외부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 등의 대기순환에도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순환이 정체되어 환기 효과가 감소하는 대기정체 현상은 미세

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겨울철

의 대기정체와 관련된 대규모 대기순환의 특성 및 미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관측 자료, 재분석 자료 및 지역기후모델 HadGEM3-RA의 모의 자료를 이

용하였다. 또한 대기정체의 정량화를 위하여 Modified Korea Particulate matter 

Index(MKPI)를 고안하였으며, 미래 전망을 위하여 고농도 및 저농도 온실가스를 가정하

는 SSP5-8.5 시나리오와 SSP1-2.6 시나리오 모의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기정체

는 한반도 상층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하층의 북서풍이 약화되는 대기순환을 동반하

며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HadGEM3-RA을 이용한 역학적 상

세화는 대기정체 정량화에 밀접한 하층 풍속을 중심으로 Added-Value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후반기에 대하여, 저농도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비해 고농도 온실가스 시

나리오하에서 대기정체가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함께 대기정체의 지속

성도 온실가스의 농도에 비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 빈도

의 증가는 상층의 고기압성 순환과 하층의 남서풍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동아시아 겨울 몬순이 주로 북서풍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남서풍의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단일 모델로 인한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중모델앙상블 기반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 ․평가” (KMA2018-00321)

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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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를 이용한 적운 모수화 사용 및 모델 영역에 따른 

여름철 남한 집중호우 모의 민감도 분석

서가영1, 안중배1, 차동현2, 장은철3, 민승기4, 권현한5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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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WRF모형에서의 적운모수화 사용 유뮤에 따른 남한지역 여름철 강수 모

의능력에 주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총 3개의 실험을 셋팅하여 적운 모수화를 사용한 

ON실험, ON실험과 같지만 적운 모수화를 사용하지 않은 OFF실험, 그리고 OFF실험과 

같지만 영역을 더 넓게 한 WIDE실험으로 2014년 여름철 (6월~8월) 대해 적분을 수행하

였다. 모델의 수평해상도는 2.5km이고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ERA5자료를 사용하였

다. 전반적으로 3개의 실험 모두 2014년 여름철 남한지역의 평균 및 극한 강수의 공간분

포를 잘 모의한다. 강수의 확률밀도함수(PDF) 분석을 통해 적운 모수화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들 (OFF, WIDE)이 ON 실험에 비해 극한 강수 모의능력이 더 뛰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8월 25일에 발생한 경남지역 집중호우 사례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관측

에서 나타난 집중호우의 특징을 OFF 실험이 가장 잘 모의한다. 비록 WIDE 실험이 상당

온위를 관측과 가장 유사하게 모의하지만 경남지역의 총강수량은 관측보다 낮게 모의한다. 

이는 WIDE 실험이 경남지역에 나타난 남풍계열의 바람을 약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OFF실험에서 잘 모의된 상당온위의 연직 분포와 강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경남지

역 집중호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KMI2020-0141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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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서의 

WRF 강수 모의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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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후모형의 현재기후 모의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ERA-Interim 

자료를 경계조건으로 처방한 WRF를 이용하여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현

재기후(1979~2013) 재현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5

년이며, 분석영역은 동아시아 몬순의 영향을 받는 남한(33~38°N, 124~130°E)과 극동아

시아(29~46°N, 117~138°E) 지역이다. 실험 결과, WRF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공간분포

와 한반도 여름철 강수밴드의 이동패턴을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였다. 또한 여름철(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강수량 모의에서 ERA-Interim 보다 우수한 모의수준을 보였다. 그

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편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WRF는 전반적으로 극동아시아

(남한) 지역의 강수량을 계절에 상관없이 과대(과소) 모의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경년 변동

성 측면에서 WRF는 관측에 비해 극동아시아(남한) 지역에 대해 관측보다 작은(큰) 표준편

차를 나타냈다. 또한 WRF는 약한 강수는 빈도와 양을 과대평가하고 폭우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강수 지속기간에 대한 WRF의 모의수준을 검증하고자 연속 무

강수일수(CDD)와 연속 강수일수(CWD)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WRF는 

127.5°E를 기준으로 남한 서부지역의 CDD(CWD)를 과대(과소) 모의하는 특성을 보였으

며, 남한 동부지역의 CDD(CWD)를 과소(과대) 모의하는 특성을 보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0141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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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 실험에 나타난 우리나라 단기지속 극한강수 분석

이동현, 민승기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donhyunlee@postech.ac.kr

키워드: 단기지속 극한강수, CCLM, CPM, RCP85

  올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시간당 강우량이 20mm를 초과하는 단기지속극한강수(SDEP, 

short-draution extreme rainfall)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미래전망 

시나리오 기후모델 자료는 RCM 자료들로(수평 해상도: 12.5km~50km) 수평규모가 5km 

내외에서 발생하는 대류현상(deep donvection)과 SDEP를 모의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류모수화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미세물리과정으로 직접 강수를 모의하는 

2.5km 수평해상도의 CPM(Convection Permitting Model) 실험을 CCLM 모형을 이용

하여 현재 및 RCP8.5 21세기 후반 미래에 대하여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SDEP의 변화패

턴을 기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관측과 모델에서 SDEP의 강도는 기온에 따

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가진다. RCM에서는 22°C 이상의 기온 구간에서 

SDEP 강도가 되려 이전 기온보다 감소하는 반면, CPM에서는 관측과 유사하게 26°C까지 

기온을 따라 SDEP 강도가 증가하였다. 현재 기후에서의 기온 구간별 SDEP의 scaling 값

은 관측, CPM, RCM이 각각 9%/°C, 9.2%/°C, 7.7%/°C를 보였고, 미래 기후에서는 현

재 대비 전반적인 감소(CPM: -1.8%/°C, RCM: -1.9%/°C)가 나타났다. 현재 대비 미래의 

scaling 값은 감소했지만, SDEP의 최고값이 나타날 때의 기온 구간이 현재보다 증가하면

서(CPM: 5°C, RCM: 2°C) 현재 기후대비 SDEP 최고값은 증가(CPM: 10.5mm/hr, RCM: 

6.2mm/hr)하였다.

※ 이 연구는 “KMI2018-01214(기상·지진 See-At기술개발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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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EA Asia II 고해상도 다중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21세기 

후반 동아시아 태양광에너지 생산 잠재력의 미래 전망

박창용, 차동현, 문지홍, 이명우, 문태호, 박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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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양광에너지, CORDEX, 동아시아, 지역기후모델, 미래전망

  온실기체 배출량이 높은 동아시아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광에너지는 날씨와 기후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ERA5 재분석자료와 고해상도 다중 지역기후모

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태양광에너지 생산 잠재력 (PVpot, Photovoltaic power potential 

production)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PVpot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는 표면 

하향 단파 복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아시아 영역 평균 PVpot

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21세기 말에는 현재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

국 남부지역의 경우 PVpot은 최근에 증가했으며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

온과 풍속은 미래 PVpot 변화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시할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강수일수 변화와 미래 PVpot 변화와의 관련성은 모든 계절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12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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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쌀 생산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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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Climatic Yield Potential (CYP), 자포니카형 쌀, 쌀 생산량, 다중전지구모형 및 

다중지역기후모형 체인

  본 연구에서는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 (RCP4.5, RCP8.5)

를 이용하여 가까운 미래(2021-2050)에 한반도의 쌀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포니카형 쌀에 대한 Climatic yield potential 

(CYP)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현재기후 1981년~2005년과 미래기후 2021년~2050

년이다. 쌀 생산량 전망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2개의 전지구 모형 및 3개

의 지역기후모형 체인을 통해 생산된 미래 기후자료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평균한 앙상

블 일 평균기온 및 앙상블 일조시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래기후에서 출수일 이후 40일 

동안 평균기온의 증가로 인해 한반도영역 평균 쌀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최적 

출수일은 현재기후에 비해 약 12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나타나며, 이 때 CYP의 최댓값은 

현재기후에서 CYP의 최댓값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현재기후의 최적 출

수일에 맞추어 쌀을 생산할 경우 쌀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미래기후의 최적 출수일에 맞추

어 쌀을 생산할 경우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 가능기간동안 평균 쌀 

생산량은 한반도의 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현재기후 대비 약 95% (RCP4.5)와 약 93% 

(RCP8.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반도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현재기후 대비 약 

104% (RCP4.5)와 약 106% (RCP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래기후의 최적 

출수일에 맞추어 생산한 최대 쌀 생산량은 한반도의 서부, 남부 및 북동 해안지역에서 현

재기후 대비 약 105% (RCP4.5)와 104% (RCP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반도 남

동 해안지역에서는 현재기후 대비 약 98% (RCP4.5)와 약 96% (RCP8.5)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0141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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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heat stress over the CORDEX-East Asi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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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used the data downscaled by the Regional Climate Model from 

three Global Climate Models participating in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East Asia phase 2 to assess the impact of heat stress. 

The net effective temperature, an index that includes the effects of 

temperature, humidity, and wind, was used along with temperature itself to 

quantify the heat impacts, and the weather stress index WSI was used to 

define heat stress. The performance of the models was assessed first. 

Temperature bias was positive in the daytime and negative in the night-time, 

while humidity showed negative, and wind positive bias during whole day. As 

a result the bias in NET bias during daytime was negligible, but the bias 

during night-time was relatively large. As this study used the maximum NET 

and temperature values, which occur during daytime for analysis, the model 

performance is sufficient. The WSI95 (95th percentile) and WSI99 (99th 

percentile) distributions were also simulated well in the models. The RCP4.5 

simulation was available only for one model, while the RCP8.5 simulation was 

available for two models. Both scenarios showed a rise in both temperature 

and NET for both WSI95 and WSI99. The GFDL-ESM-2M simulated smaller and 

more uniform changes for RCP8.5 than MPI-ESM-LR did. The increases in 

RCP8.5 were much larger than in RCP4.5 for both WSI95 and WSI99.

※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202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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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Heat Stress, Multi-RCM ensemble, Global Warming

  본 연구에서는 RCP 4.5 및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산된 4개의 지역기후모형 자료

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한 지역의 여름철 열 스트레스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역학적 규모축소를 통해 생산된 자료(12.5km 공간해상도 및 3시간의 시간해상도)는 기온

의 극값 및 일 변동에 대한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취약 지역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인위적 기후 변화에 따른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습구온도, 체감

온도와 같이 습도가 고려된 열 스트레스 지수변화가 분석되었다. 다중기후모델의 앙상블 

결과에서 기온 상승과 함께 습도의 증가가 전망되는데, 기온 상승에 따른 수분 보유량

(moisture holding capacity) 변화는 대략 7%/K인 것으로 나타난다. 기온과 습도의 변

화는 열 스트레스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이

다. 열 스트레스는 야간 시간대에서의 변동성 및 낮은 고도에 위치한 지역에서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RCP 4.5와 8.5 시나리오 모두 열 스트레스 지수의 증가, 더 

강력하고 확장된 열파, 장기간 연속적인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0141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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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시나리오 기반 기후변화 응용정보 활용 분석 및 

기후지수 개발

최영은1, 민숙주2, 권영아2, 문자연3, 김민기1, 김유진1, 

박미나4, 강권민1, 이혜빈1, 문희수1

1건국대학교 지리학과, 2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3포디솔루션, 
4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yechoi3477@gmail.com

키워드: RCP 시나리오, 응용정보, 기후지수, 기후전망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미래 기후전망

자료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위험(Risk) 분석 및 취약성 평가에 활용되

는 기후지수의 분석과 부문별 응용정보의 활용성을 평가하여 향후 AR6 시나리오 생산과 

적용에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기상청

은 시·공간적으로 상세한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고, 웹을 통해서 제공하여 부문별 자

료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부문별 응용정보(농업/ 보건/ 수자원/ 방재/ 산림/ 에너지)의 활용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기상청에서 현재 제공하는 응용정보 중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중복으로 제공되는 지

수는 삭제를 권고하였다(농업: 온습도지수, 기후생산력지수, 보건: 열사병위험발생지수). 

국·내외 연구사례에서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지수들을 발굴하고,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지

수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적용할 수 있고, 활용

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수를 응용정보에 추가 제공을 제안하였다(농업: 식물성장가능기간, 

수자원: 유효가뭄지수, 방재: 표준강수증발산지수, 산림: 건조강도지수, 에너지: 인구가중 

냉난방도일).

  기후지수 활용연구에서 수집된 기후지수 중,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 초과열지수, 폭염

발생기간, 기온/강수복합지수, 통합극한 기후지수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고온/저온/습윤/건조의 종합적인 극한기후상태를 표현하는 통합극한기후

지수(CEI)의 개념을 개선한 한국형통합극한기후지수(KCEI)를 개발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3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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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범위를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기반 구축

차동현, 박창용, 박혜진, 김가영, 조우진, 황지원, 김은지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dhcha@unist.ac.kr

키워드: 불확실성, 지역기후모델, CORDEX, 미래전망

  현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전망자료가 필수적이다. 관측지점의 

증가, 향상된 지구시스템의 이해, 컴퓨터 계산능력의 향상 등으로 기후모델의 공간해상도

와 모의 능력은 개선되었지만 미래 기후전망의 신뢰도를 낮아지게 하는 다양한 ‘불확실성 

범위 (uncertainty range)’는 여전히 존재한다. 각 분야의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 상세하고 신뢰성 높은 미래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모델 결과의 불확실성 요인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전지구기후모델 (GCM)의 불확실성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지역기후모델의 경우 가용한 모델 갯수가 제한적이어서 불

확실성 평가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ORDEX-East Asia 프로젝트에

서 다양한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전망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변수들의 평균값에 

대한 전망정보의 불확실성 제시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극한 현상에 대한 불

확실성 범위도 함께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수별 평균과 극한 현상의 불확실성 요인들 

(내부변동성, 모델 불확실성,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기여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312) 및 (KMI2020- 

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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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시멘트 및 석회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손규일, 윤찬식

한국표준협회

A-25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법 국제 표준 제정 적용을 위한 

국내 배출량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예원, 박상혁

로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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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반도체산업협회, 2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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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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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위한 

방안 연구

이봉재1, 윤수영1, 임철수2, 설성희2, 최희영2

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국립환경과학원

jae8076@ktr.or.kr

키워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불소계 가스,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7년 

기준 709.1백만톤 CO2eq로, 2016년 대비 2.4%가 증가하였다. 이 중 산업공정 분야의 

배출량은 56백만톤 CO2eq로 2016년 대비 6%가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영업호황으로 인하여 불소계 가스의 사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불소계 가스 파괴를 위한 고효율 스크러버 설치,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낮은 대체가스 개발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로 이러한 감축 노력들이 정부

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배출권의 추가할당 등의 편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과제번호 : 200025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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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및 석회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개선방안 연구

손규일, 윤찬식

한국표준협회

kisohn@ksa.or.kr

키워드: 시멘트, 석회, 생석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

  광물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원료 속에 함유된 탄산염이 소성되는 과정에서 탈탄산

되어 CO2가 배출되고 있고, 2017년 국가 전체 순배출량 668백만tCO2eq의 4.58%인 

30.565백만tCO2eq이고, 사용된 연료에 의한 배출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

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출량 산정은 IPCC 지침에 근거 하에 수립된 국내 지침에 의거하여 배출량을 보

고 있으나, 최근 세계 표준화기구(ISO)에서 시멘트와 석회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배출량 산정지침과 진행 중인 ISO 표준 초안에서 규정한 배출량 산정방법

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내 관리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은 배출량 항목이 있어 현

재 제시된 기준으로 표준이 제정될 경우 국내 시멘트와 석회 산업 분야의 관리업체들은 

배출량 산정 보고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의 배출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국내 적용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재 국내 지침, IPCC 가이드라인 및 ISO 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ISO 표준에 국내 시멘트/석회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안과 국내 시멘트/석회산업의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과제번호 : 200025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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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법 국제 표준 제정 

적용을 위한 국내 배출량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김예원, 박상혁

로엔컨설팅

yw_kim@roenconsulting.com

키워드: ISO 19694-1,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지침, 고체연료, 바이오매스, 온실가스 배출량

  UNFCCC에서는 IPCC를 통하여 국가 배출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를 

강화하고, 국가 내의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측정, 보고 및 검증(MRV)을 국제표준을 통하

여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논의

를 환경경영 국제표준화회의(ISO/TC207)와 ISO/TC146(대기)에서 수행 중에 있다. 

ISO/TC207에서는 ISO 14064-1, 2, 3(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평가 방법과 검

증방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ISO/TC207/SC7에서는 에너지 다배출 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일반사항(고정배출)을 제정 중에 있다. ISO/TC146/SC1에서

는 시멘트, 철강, 합금철, 석회, 알루미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제정 중이

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한국의 제안으로 제정 예정 중이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업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산정 지침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국제 표준 제정 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국제표준(IOS 19694-1~6)을 국내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 국내 산정 지침과의 GAP 분석을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

합하는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방법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분석 대상은 일반 부문 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발전(에너지) 업

종의 고체연료(일반 화석연료, 바이오매스)이며 현재 제시된 국제표준 초안과 국내 산정지

침을 적용하였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수(활동자료, 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등), 

배출량 산정방법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국제표준과 현 산정 지침의 편차 원인을 분석

하고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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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방안 연구

임낙준1, 김효수1, 문현만2

1한국반도체산업협회, 2한국표준협회

imnakjun@ksia.or.kr

키워드: 반도체, IPCC 가이드라인, 불소계 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당사국총회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1,700백만톤 CO2eq.이며 이 중 불소계 가스 

사용에 의한 공정 배출량은 약 420백만톤 CO2eq.로써 반도체 업종의 전체 배출량 중 약 

24%의 배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 IPCC 가이

드라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2006 IPCC 가이드라

인은 2013년에 개최된 제19차 당사국총회(COP)의 결정문에 따라 2015년부터 UN에 국

가인벤토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내의 경

우 보다 상향된 방법이었던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IPCC에서는 

기존 방법론 대비 Tier,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계수 등이 개선된 2019 Refinement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방법론은 아직 적용하지 않으나, 향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 적용 가능한 방법론 수준 등 현재 가

이드라인의 방법론과 2019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의 반도체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과제번호 : 20002512)” 및 “디스플레이 공정가

스의 농도 및 유량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과제번호 : 20010895)”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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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표준화 프레임워크 방안 연구

정규희, 이수연

한국표준협회

khjung@ksa.or.kr

키워드: 기후변화표준, 에너지표준, 시스템접근방법, 표준프레임워크, 표준화

  국제표준은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적 경쟁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근래 기술은 단일 기술보

다는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 표준제정도 시스템접근방법을 고려한다. 시스템 접

근방법은 제품요소와 비 제품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표준활동에 있어서 표

준제정 목적, 표준의 기능을 시스템 접근방법으로 생각하고, 각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방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스템 접근방법 ISO 차원에서 UN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1))에서 에너

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스템 또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개별기술(제품)표준을 개발하는 하향식 방법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즉 주요 활동은 제

품이 아닌 시스템 레벨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 유스케이스(Use Case) 및 현장(charter)

범위 내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표준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 이 연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과제번호 : 200025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1)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
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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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용도에 따른 국내 ODS 대체물질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가능량 산정 방안 연구

정규홍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jung@ktr.or.kr

키워드: 불소화합물, 온실가스 배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ODS 대체물질, 2019 IPCC 

개정판 가이드라인

   불소화합물은 높은 오존파괴지수 (Ozone Depletion Potential, ODP)와 지구온난화

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HFCs)와 과불화화합물(perfluorocarbons, PFCs)의 배출량을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몬트리

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 등 세계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불소화합물에 대한 제재에 대응하

기 위해 불소화합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ODS 

대체물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가능량을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적용 용도에 따른 불소화합물의 유통량을 조사하여 2019 IPCC 개정판 가이

드라인 Tier 1a 방법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UN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Article 5, Non-Article 5 국가에서의 냉장 및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의 가스별 비중, 적용 용도에 따른 불소화합물의 사용 비중을 설문조사 데이터

와 비교하여 국내 불소화합물 유통의 현주소를 파악하였다.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2019 

IPCC 개정판 가이드라인 Tier 1a 방법론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국가 인벤토

리 보고서에 보고된 배출량 보다 약 14,565 GgCO2eq의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장 및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R-134a, R-410a를 천연냉매 혹은 

GWP가 낮은 냉매로 전수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4,422 GgCO2eq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사

업단(2017002400001)에서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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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

A-29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 기반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송영일, 유명수, 홍제우, 유혁균, 송다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A-30 역학 통계 상세화 기법을 이용한 한반도 미래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

허창회, 윤정민, 박창균, 장민희, 허진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A-31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이동근1, 정태용2, 정휘철3, 차동호4, 현정희5, 김지연5, 허주영6, 박채연7, 배채영5, 

김재완2, 문종우2, 김재욱3, 임영신3, 유인상3, 노동석4

1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네이버시스템(주), 5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6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7일본 국립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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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 

기반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송영일, 유명수, 홍제우, 유혁균, 송다영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yiso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통합평가, 영향, 취약성, 리스크, MOTIVE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사회 구축은 21세기 인류의 큰 도전과제이다. 비용 대비 효

과적이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부문의 

영향과 취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인 피해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기회 최대화를 목표로 하여 2014년부터 7년

간(2014-2020) 수행되고 있다.

  본 MOTIVE 개발 연구에서는 건강,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 수산의 7개 부문의 상

호관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통합평가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MOTIVE 평가 결과

물과 적응대책 간의 연계와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평가도 같이 수행되고 있

다. 공통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비기후 DB 구축을 바탕으로 시간적 범위는 단기(2030년, 

2040년), 중기(2050년), 장기(2080년)의 평가결과를 생산하고, 공간적 범위는 남한 1㎞

×1㎞ 격자를 기준으로 하되 부문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유역 단위 결과를 함께 제공하고

자 한다. MOTIVE 연구결과물을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에 있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 시

스템으로 제공하고 부문 모형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의 GUI 모형

(Stand-alone, Web)도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MOTIVE 연구 성과의 과학적·정책적 기여

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001310006(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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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통계 상세화 기법을 이용한 한반도 미래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

허창회, 윤정민, 박창균, 장민희, 허진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hoch@cpl.snu.ac.kr

키워드: 한반도,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 미래전망, 역학-통계 상세화, 표출시스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태풍, 집중호우, 가뭄, 열파,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

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 복구비용의 일부를 사전 예방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이상기후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응이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부 행정구역 단위로 앞서 언급한 이

상기후 현상 각각의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통합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먼저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상세화된 기후자료를 얻기 위해 역학-통계 접합

모형을 개발하였다. 산출된 행정구역별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발생한 각 이상기후 현상

에 따른 경제, 사회적 피해 상황을 분석하여 한국형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후, 취약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5차 보고서(IPCC 

AR5)에서 제안하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행정구역별 미래 이상기후 피해 및 위

험도를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행정구역별 이상기후 영향 및 평가결과를 역시 이 

과제에서 구축한 표출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편의 중심의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합형 미래 이상기후 취약성 평가시스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방재대책 수립 및 예산 계획에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

해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발표에서는 이상기후별 미래전망과 취

약성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개발된 미래 이상기후 평가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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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이동근1, 정태용2, 정휘철3, 차동호4, 현정희5, 김지연5, 허주영6, 박채연7, 

배채영5, 김재완2, 문종우2, 김재욱3, 임영신3, 유인상3, 노동석4

1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3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4네이버시스템(주), 5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6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7일본 국립환경연구소

dklee7@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적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통합적 의사결정지원기술, 지자체 유형화, 적

응대책기술 인벤토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

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 시기에 

따라 방향성과 전략을 설정한 후 기후변화 영향의 공간별·시기별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통

합적 의사결정지원기술을 제안한다. 기후변화 단기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술은 부문 

및 부문별 적응대책·기술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 그리고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술은 환경성, 안전성, 건강성 측면

에서 적응대책기술의 피해저감효과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최

적의 기술조합을 제시한다. 둘째,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기후취약성 및 회복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각 지역이 처한 제

반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의 노력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세부시행계

획의 인벤토리가 적응대책기술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유형, 기후 영향 및 

피해,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적응대책 인벤토리의 표준 분

류체계를 제시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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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제주연구원 (13:00~15:00)
좌장 : 강창민 (제주연구원)

개회사 : 김상협 (제주연구원)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B-15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TESOL국제학대학원기후환경융합학과

토론

강진영

제주연구원

토론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토론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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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TESOL국제학대학원기후환경융합학과

sjyoo@sookmyung.ac.kr

키워드: 기후변화, 녹생성장,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그리고 기후변화 협상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사회구조의 정착,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동

력으로 활용하려는 목표하에 각국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목표설정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을 살펴보

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이 중장기적인 기반 구축

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0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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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KEI MOTIVE (15:00~18:00)                  좌장 :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통합평가 모형(MOTIVE) 개발

B-16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변화 양상: 장기관측 자료 종합분석 결과

문준기1, 심창섭1, 정옥진2, 한지현3, 홍제우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B-17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산자원 잠재생산량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고성길1, 이경환1, 이현주1, 정석근1, 안순모2

1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B-18 유역·하천 통합 수질 모델 BANPOL 개발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예측

서동일, 구영민, 김재영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B-19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유출량 전망 분석

지희원1, 김영오1, 강태호2, 김현주1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공주대학교

B-20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벼멸구의 월동지 및 분포 변화

홍진솔1, 이민영1, 김용은2, 이윤식2, 위 준1, 조기종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B-21 한국형 산림통합모형을 활용한 리스크기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홍민아1, 송철호2, 김문일3, 김지원1, 차성은1, 노민우1, 김형섭1, 이우균†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 3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B-22 Northward range expansion of southern butterflies in accordance with 

climate change in the South Korea

Pradeep Adhikari, JaYoung Jeon, Hyuen Woo Kim, Changwan Seo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Republic of Korea

B-23 메타모델을 활용한 산림부문 통합영향평가

유명수1, 송영일1, 이우균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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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통계모형과 물리모형의 통합을 통한 미래 산사태 위험지역의 불확실성 분석 

- 강원도 인제군을 사례로 -

조민균1, 박 찬2, 김호걸3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3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토론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

김 호

서울대학교

토론

조기종

고려대학교

토론

서창완

국립생태원

토론

전종안

APEC 기후센터

토론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토론

최진용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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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변화 양상: 

장기관측 자료 종합분석 결과

문준기1, 심창섭1, 정옥진2, 한지현3, 홍제우1

1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jgmoon@kei.re.kr

키워드: Regional climate change, Extreme climate index, 연교차, Urbanizat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40년(1973-2012)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을 지역별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기상청 61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

온(최고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과 강수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연 평균기온의 시계열

분석 결과 지난 40년간 전국 평균기온이 1.4℃ 상승하였고, 지역별로는 1.0℃(전라남도)에

서 1.8℃(강원도)까지 편차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40년간 연 최저기온이 약 5.6℃ 상승

하는 등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평균기온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다. 40년간 강수량의 변

화는 일관된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는 비 몬순기에 강수량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역별로 다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

다. 기상청 기준의 extreme climate index의 변화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40년간 서울에서 여름이 약 32일 길어졌으며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약 19일 증가했고, 

강원도에서는 한파가 13일 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지역별로 연 최저기온과 연 최고기온의 

차이인 연교차 변화 경향도 지형별,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별로 거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지역별 기후변화의 양상

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각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0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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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산자원 

잠재생산량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고성길1, 이경환1, 이현주1, 정석근1, 안순모2

1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2부산대학교 해양학과

seonggil117@gmail.com

키워드: 혼합층 깊이, 일차생산력, 수산자원 잠재생산량, 취약성 평가

  최근, 한국의 수산자원 어획량이 100만 톤 이하로 내려가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량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Biomass Size-Spectrum, BSS) 모형을 이용하여 수산자원 잠재생

산량을 추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3차원 해수순환모형과 이를 이용하여 혼합층 

깊이를 추정하였다. 혼합층 깊이를 이용하여 일차생산력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 중 하나인 

Fasham, Ducklow and McKelvie (FDM) 모형을 이용하여 일차생산력을 추정하였고 일

차생산력 결과를 크기별 생체량으로 나누어 생체량 크기 스펙트럼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잠재생산량은 rcp 4.5 기반 2030년 약 534만 톤, 

2050년 약 536만 톤으로, rcp 8.5 기반 2030년 약 531만 톤, 2050년 약 532만 톤 추

정하였다. 또한 동해와 남·서해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취약

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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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 하천 통합 수질 모델 BANPOL 개발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예측

서동일, 구영민, 김재영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seodi@cnu.ac.kr

키워드: 유역, 오염부하량, 하천 수질, BANPOL 모델, SWMM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기후변화예측모델인 HadGEM2-AO를 이용하

여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며, HadGEM3-RA를 이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산출한다. 최종적으로 PRIDE(PRISM based Downscaling Estimation Model)

를 이용하여 국내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세기후변화 시나

리오는 총 강우량, 강우빈도, 선행건기일수 및 강우강도 등이 지역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역의 수문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변

화에 영향을 미치며 긍극적으로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

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화 예측 연구에 비하여 유역 및 하천의 수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강우시 유량 및 수질 자료의 확보와 관련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또한 큰 영향을 받는다. 

  유역 및 하천 수질예측에 선진적으로 접근하는 국외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물리적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에 필요한 수많은 입력 자료를 DB(Database)화 하여 체계적으로 변

화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영향 예측하고 수

문·수리 및 수질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BANPOL(Basin Nonpoint-Source Pollutant 

Load)모델을 개발하였다. BANPOL은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모델

의 입력자료 및 수문·수리 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수질을 해석한다. 유역부하량을 해석하기 

위해 토양에서의 질소, 인 순환을 고려하였으며, MUSLE(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적용하여 토양침식을 해석한다. 하천 수질 모듈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을 기반으로 유역과 하천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BANPOL은 오염원의 복잡한 순환 및 반응을 계산하고 유역과 하천을 연계한 통합형 모델

로 지속적으로 개선 및 관리하여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적합한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2014001310007)”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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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유출량 전망 분석

지희원1, 김영오1, 강태호2, 김현주1

1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공주대학교

heewon.jee@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HadGEM3-RA, 유출량 변화 추이

  유출량은 미래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및 가뭄 재해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수문자료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 연구에서 미래 유출전망은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분야이다. 본 연

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유량전망을 위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R5에서 제시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4.5와 8.5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모델 중 

HadGEM3-RA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강우-유출 모형 중 개념적 모형인 GR4J를 사용하여 

유출량을 모의하고 계통적 오차 보정을 실시하였다. 미래 유출량은 21세기 시대별(2030년

대, 2050년대, 2080년대) 중권역 단위로 전망하였다. 중권역별로 산출된 일자료 유출량 

값을 시대별로 평균하여 통계치를 분석하면, 일평균 유출량의 과거대비 변화율은 21세기 

초반 RCP 4.5와 8.5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2050년대에서는 RCP 4.5에서는 12.92% 

증가하였으며, RCP 8.5에서는 –16.56% 감소하였다. 2080년대에는 각각 0.29%, 7.88% 

증가하였다. 권역별 변화로는 한강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의 미래 유출량은 과거대비 

–33.00% ~ -1.4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의 경우 6.31% ~ 38.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 연구는 “2014001310007(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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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벼멸구의 월동지 및 

분포 변화

홍진솔1, 이민영1, 김용은2, 이윤식2, 위준1, 조기종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kjcho@korea.ac.kr

키워드: 벼멸구, 기후변화, CLIMEX, 월동, 해충, 식량안보

  벼멸구 (Nilaparvata lugens)는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작물 중 하나인 벼의 주요 해충

으로,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서식하는 열대 해

충이다. 벼멸구는 주로 담수 조건의 논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며 여름철 저층 제트기류를 

타고 월동지로부터 월동이 불가한 지역인 동아시아 등지로 이주하여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다. 이러한 생태 탓에 벼멸구는 국내에서 월동이 불가하지만 쌀 생산의 주요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월동지 북상이 예상되어 식량안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CLIMEX 모형을 활용하여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토대

로 잠재적인 월동지 변화와 분포 변화를 모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부문의 기후 

적응 및 선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쌀 생산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01400131000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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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산림통합모형을 활용한 리스크기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석

홍민아1, 송철호2, 김문일3, 김지원1, 차성은1, 노민우1, 김형섭1, 이우균*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 
3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

leewk@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NDC, IPCC AR5, 산림 관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5)내 기후변화 적응 및 

취약성을 담당하는 Working GroupⅡ에서 산림부문 리스크기반 취약성 및 적응의 중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산림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탄소흡수원이자 기후변화 대응에 중

추적인 역할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장, 수종 

분포, 산림 재해, 산림 탄소부문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문별 

정책과 예산 등을 고려한 적응 능력을 적용하여 취약성을 시공간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은 기작의 민감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석적 평가 및 정규화만 시행되어 실질적인 

민감성 부분의 모델링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 상황을 

평가하는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상호관계의 공유가 어려움에 따라 취약성 평가에서 

민감, 적응능력 지표 중 적응능력 지표를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지표로 사용하여 실제 적응

능력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작기반의 산림통합모형을 활

용하여 IPCC AR5 패러다임에 따라 위해를 기후모형으로 대입하고 노출을 기후요인에 영

향을 받는 대상인 산림, 취약성은 민감성과 적응 능력의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향을 산림통합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에 각각의 시나리오를 분류

하여 상호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의 관리 전략

을 예측한 적응대책 우선순위 및 영향 기작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8)’과 산림청(한국임

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8110C10-1920-BB01)’의 지원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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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ward range expansion of southern butterflies in 

accordance with climate change in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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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limate change, habitat expansion, MaxEnt, species richness, southern 

butterflies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range expansion of southern species in to the northern region have been 

studied widely on insects, fish, birds and plants in the Europe and North 

America. However, in South Korea, very limited studies are found on 

northward range expansion of insects particularly on butterflies. Therefore, we 

selected eight species of southern butterflies and calculated the potential 

species richness and their range expansions in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under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RCP 4.5 and RCP 8.5) using the 

maximum entropy (MaxEnt) modeling approach. Based on the model 

predictions, the area of suitable habitat and species richness of southern 

butterf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provinces existing in the northern 

regions (>36°N latitude) such as Chungcheongbuk, Gyeonggi, Gangwon, 

Incheon, and Seoul. The rate of habitat expansion was estimated to be 

51.07-209.26%, 74.23-264.15%, and 62.32-858.95% higher by the year 2030, 

2050, and 2080,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urrent distribution. Our study 

revealed that the species richness and habitat expansion of southern 

butterflies would be relatively high in northern regions indicating habitat 

expansion of host plants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policy makers for the habitat management of southern butterfly including their 

hos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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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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모델을 활용한 산림부문 통합영향평가

유명수1, 송영일1, 이우균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고려대학교

msyu@kei.re.kr

키워드: 메타모델, 데이터 모델링, 기후변화, 산림 재해, 산림 생장, 온실가스 저장량, 통합

영향평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

근 배출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흡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산림은 전 지구

적 탄소순환의 중요한 요소이며 육상의 생태계 발달과 유지 등의 기능과 중요성으로 기후

변화협약에서도 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탄소흡수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

동과 산림의 변화(재난, 생장 등) 예측을 통한 탄소흡수량이 추정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부

분별 모델을 결합하면 여러 부분에 대한 기후 변화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문 간 피드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매개변수 식

별과 같은 높은 계산 부담(시간, 비용, 지식 등)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

스템 내의 물리적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없이 입출력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신속하

게 추정하는 데이터 모델링(기계학습)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

한 자연 현상에 대한 MOTIVE FACE-K의 산림 분석을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자료

를 구축하였다. 즉, 데이터 모델링은 MOTIVE FACE-K의 산림 모델을 대리하는 메타모델

이다. 원 모델보다 정확도는 낮을 수 있으나 메타모델의 개발을 통한 웹 시스템을 개발하

여 비전문가의 구동 및 신속한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나아

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각 부분의 

메타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

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24

통계모형과 물리모형의 통합을 통한 미래 산사태 위험지역의 

불확실성 분석 

- 강원도 인제군을 사례로 -

조민균1, 박  찬2, 김호걸3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3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lg2173@uos.ac.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대책, MAXENT, 산사태, 불확실성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극한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강

수량이 집중되고 국토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산사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산사태 연구분야에서는 지표를 이용한 취약성 평가, 통계모형을 이용한 발생확

률 및 위험영역 예측 그리고 물리식 기반의 사면안정성 평가와 Runout 모형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모형은 장단점이 있으며, 서로 다른 모형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단순한 비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형 간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향후 예측에서 통계적 모형과 물리적 모형을 결합하는 데 어

떤 연구도 이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모형과 물리적으로 기반

한 Runout 모형을 비교하고 각 모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산사태 위험 지역을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통계적 모형과 물리적 모형의 예측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장단점이 확인되었고 상호 보완도 가능해졌다. 통계적 모형의 경우, 

미래를 예측할 때 주변 지역의 피해 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물리적 모형의 경우, 통계

적 모형은 물리적 모형에 의해 요구되는 미래 산사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001310007(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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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가뭄기술의 이해와 전망

C-13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농업가뭄관리시스템 개발

박지성, 강상진, 이승용, 이호남, 장주영, 정의엽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C-14 농업가뭄취약지도 소개 및 활용방안

이승용, 문영식, 남원호, 김한중, 하태현,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C-15 극한가뭄대비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순환형 용수공급 의사결정체계 개발

김한중1, 남원호1, 이남호1, 강 구2

1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2(주)이케이테크

C-16 정부 가뭄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물절약 교육자료 개발 연구 소개

장주영, 박지성, 강상진, 이승용, 이호남, 정의엽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토론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토론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토론

김태욱

한국농어촌공사

토론

김한중

한경대학교

토론

남원호

한경대학교



C-13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농업가뭄관리시스템 개발

박지성, 강상진, 이승용, 이호남, 장주영, 정의엽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jpark71@ekr.or.kr

키워드: 농업가뭄, 가뭄예· 경보,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 Agricultural Drought Management 

System), 농업가뭄센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집중호우 및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뭄 및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과거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뭄 발생빈도는 

1904~2000년 기간 중 35회(0.36회/년) 발생 하였으나, 2000~2019년 기간 중에는 13회

(0.68회/년) 발생하여 기후변화와 맞물려 급격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메가가뭄”이 우리나라에 닥칠 가능성이 크

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간 강수량이 948.2mm(평년대비 72%)를 기록하여 가뭄이 극심하였으며, 

농업측면에서는 강수량의 절대부족으로 논·밭 7,358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

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가 가뭄 예·경보 시행을 결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정식으

로 가뭄 예·경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상시 가뭄대응을 전담하는 농업가뭄센터를 설

치하고 농업가뭄상황도 제작, 농업가뭄예보, 가뭄대응능력 분석, 사전 및 항구적 농업가뭄

대책 수립, 농업가뭄 교육 및 홍보, 농업가뭄 R&D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제적·체계적 농업가뭄관리 및 범부처 국가 가뭄 예·경보 지원을 위하여 농업가뭄관리시

스템(ADMS, Agricultural Drough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C-14

농업가뭄취약지도 소개 및 활용방안

이승용, 문영식, 남원호, 김한중, 하태현,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lsy@ekr.or.kr

키워드: Agricultural drought; vulnerability; reservoir; agricultural water, AHP

  과거 일반적인 가뭄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황, 가뭄 피해 면적, 가뭄

지수 등 단일지표 등을 활용하여 가뭄 재해를 평가하였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적

이고 극심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는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 농업가뭄은 가뭄상

황의 관측과 예측이 용이하지 않고, 가뭄피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국내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수

부족으로 농업가뭄이 발생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채감 가뭄은 시⋅공간

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가뭄의 원

인을 분석하고, 농업수자원 및 농업수리시설물 현황, 지역별 급수체계, 가뭄대응능력 등을 

반영한 농업용수 중심의 가뭄재해 취약성 평가가 필요하다.

  취약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식량안보, 자연재해 및 재난위험관리, 공중 보건 등의 연구

분야에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물에 따른 시스템 내부의 상태의 잠재적 피해 발생가

능정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예상지역

을 식별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범위 및 규모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정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다. 국내의 경

우 농업용수 중심의 가뭄 취약성 평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 18,0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 부족 및 가뭄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기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평가방

법 및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기상자료 및 저수율 등 수문기상학적 자료를 토대로 167개 

시군별 농업용수의 가뭄 취약성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시군단위의 가뭄 취약성 항목을 

중분류와 세부인자를 구분하고,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등급산정을 통해 농업용

수 기반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C-15

극한가뭄대비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순환형 용수공급 

의사결정체계 개발

김한중1, 남원호1, 이남호1, 강구2

1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2(주)이케이테크

hanjoong@hknu.ac.kr

키워드: 극한가뭄, 농업용 저수지, 이수관리, 공급량, 순환형 용수공급

  농업분야에서의 한해대책에 따른 지원은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급수차량 등의 임시적 

대책에 치중하는 편이며, 별도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별 가뭄발생빈도에 대한 재평가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취약성을 

평가하고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농업용 저수지 용수

공급체계는 단일저수지로서, 자체유역에서 확보된 용수를 해당 수혜면적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체유역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

역은 양수시설 (양수장 및 양수펌프)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간접유역의 

하천이나 유출수 및 회귀수를 양수하여 인위적으로 저수지에 저류함으로써 관할 수혜면적

에 공급하게되며 이를 양수저류형 저수지라 정의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빈도의 

증가와 관개기의 농업용수 부족이 빈번해짐에 따라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에서 양

수저류 형태의 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개지구의 용수이용 특성, 수로체계 및 관

행 물관리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적정 공급량을 평가하고, 수원공에서 관개기 동안에 공급가

능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농업용 저수지 수원공과 평야부의 물관리 특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

는 순환형 용수공급시스템의 적용성 및 이를 위한 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량, 양수장 등의 

보조 수원공에서 공급가능한 수량과 공급일수 등을 분석하여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순환형 

용수공급 의사결정체계 개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첨단생산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과제번호 : 318060-3).



C-16

정부 가뭄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물절약 교육자료 개발 연구 소개

장주영, 박지성, 강상진, 이승용, 이호남, 정의엽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처 농업가뭄센터

jpark71@ekr.or.kr

키워드: 농업가뭄, 물절약, 물절약 교육자료, 선제적 가뭄대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마 조기 

종료, 무강우 지속, 폭염 지속 등으로 인한 농업가뭄 발생은 농업 생산량과 직결되어 있

다. 2012년 이후, 농업가뭄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농업용수의 무상공급에 따라 농업인들의 물절약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농업

용수 가치의 저하로 물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업가뭄 발생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

며, 농업인 물절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물절약 실천에 대해 정부 가뭄 대책 실천의 일환

으로 물절약 교육 및 홍보 실시가 추진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물절약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홍보자료, 포스터 

등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제적 가뭄대응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이용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

리를 위한 농업인 물절약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구두 발표 C 발표장

[기획세션] 한국농어촌공사 (16:00~18:00)                 좌장 :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주류화 방안 및 발전방향

C-17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성과 및 추진방향

유상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C-18 농업 ‧ 농촌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심우배, 박종렬, 이찬희

주식회사 어스

C-19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황세운

경상대학교 애그로시스템공학부

C-20 기후변화 대응 둑높임 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공급능력 평가

이재남

한국농어촌공사

C-21 P4G-GCF 연계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사례

박기정

한국농어촌공사

토론

황세운

경상대학교

토론

배승종

서울대학교

토론

전성우

고려대학교

토론

조재필

유역통합관리연구원



C-17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성과 및 추진방향

유상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sangha@ekr.or.kr

  「글로벌 리스크 2018」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글로벌 위험요인 

최상위 5가지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우

리나라의 경우 장마기간에도 남부와 중부지방의 큰 강수량 차이로 인해 중부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많았던 반면,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IPC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적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과 1℃ 정도의 온도 상

승에도 쌀, 옥수수 등의 주요작물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임

을 인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 행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판

단된다.

  公社는 향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식량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 능력 향

상을 위해 용수공급기반 다각화, 수리시설 안전대책 강화, ICT 기반의 과학적 물 관리 시

스템 운영,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공공기관 기

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활용 다각화를 통한 탄소배출 줄임 등 다

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017년 公社는 「기후변화가 가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과학적 기후패턴과 가뭄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

어민 이수안전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역별 가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여 가뭄 

대응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일례로 국지적인 가뭄 빈발에 대응하기 위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연

계 배분하는 수계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산호-금광·마둔 저수지 수계연

결,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뿐만 아니라 그 간 가뭄에 나타났던 물 부족 지역 중

심의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

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와 영향‧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농업

‧농촌 분야의 중장기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C-18

농업 ‧농촌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심우배, 박종렬, 이찬희

주식회사 어스

obsim@naver.com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후의존성이 높은 농업의 경우 가뭄, 호우, 태풍, 폭염 등 

극한기상 발생 증가에 따라 재해 취약성이 높아져 피해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시, 우리나라는 2050년에 기온 3.4℃ 상승(세계평균 2.3℃), 강수량 15.5% 

증가(세계평균 3%)하고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열대화되고 폭염, 집중호우 등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21세기말(2071~2100) 우리나라의 벼 생

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재배적지가 줄어드는 등 국내 재배작물에 미치는 영향

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환경부, 2020).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영향·취약성을 평가 및 공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 2)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기후변화 실

태조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분야1)별 기후변화 리스크 도출, 실태조사 추진체계, 세부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방법

론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 추진 예정인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이하 ‘통합평가’라 함) 및 대국민 공표에 대비하여 추진체계와 평가방향

을 설정하고, 3개 기관(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조사항목에 대한 통합평가를 

위해 방법론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통합평가 방법론 개발 시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크게 통합평가 방법론 정립, 전국 시·도 단위의 통합평가 결과 도출, 

통합평가 취약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실태조사의 발전방향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항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국단위 통계자료 취득의 한계와 자료의 최신화 등은 향후 연

구과제로 남았다.

1) 농업·농촌(농촌진흥청), 임업·산림(산림청),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한국농어촌공사)



C-19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

황세운

경상대학교 애그로시스템공학부

swhwang@gnu.ac.kr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고 우선순위

가 높은 취약지구를 찾아 기술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재해피해 경

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자체 단위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부문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잠재적 취약성을 추

정하는 상향식 방법과 과학적 모델링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의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취약

성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정립되어 왔다. 방법론과 적용된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취약성 평가결과는 물론 결과의 합당성과 신뢰성도 좌우되므로 대상 

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법론 정립과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취약성 분석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한 취약성 저감 노력은 매년 관측되

는 유래없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한 필수 과제이다.

  농업부문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과 체계는 201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서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

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 방법론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부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해 1) 

평가를 위한 대용변수 설정, 2) 대용변수를 설명하는 자료의 선정, 3) 자료수집 및 표준화, 

4) 자료 및 대용변수의 중요도 조사·평가, 5) 정량적 취약성 평가지수 도출의 단계적 방법

론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임받은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부문에 대해 

기후변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한 영향·취약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측면에서 용수구역 또는 시설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취약성 평가조사와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분/영역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기준과 평가목적 및 대상별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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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에어로졸, 미세먼지, 유동인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WHO, 2013).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현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기상 예보와 함

께 도시민의 생활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오존 농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에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Tainio et al., 2013). 그러나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은 극지방의 빙하 감소는 대륙의 풍속 감소와 대기 정체를 야기하고, 그

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 도심에서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 역전현상으로 안정화된 대기에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고농도 오염사례

를 유발하기도 한다(Wenju Cai et al., 2017; 양원호, 2019). 

  미세먼지의 발생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발생

하는 오염물질의 경우 인구 및 산업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함께 급격한 기온변화

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

질은 다시 기온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순환적인 형태를 가진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영향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연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

지가 도시민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유동인구의 지역적 특성 분석과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미세먼지 및 초미

세먼지의 농도증가는 실제 도시민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

로 평일과 주말의 인구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는 주말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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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폭염, 도시열섬현상, 개발제한구역, 도시 확산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 및 지역 내 온

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이 온전히 보전된 상태인 2000년과 최근 기록적인 폭

염을 기록한 2018년의 두 개 시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여름 지표면 평균기

온 변화의 차이를 LISA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러스터 맵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 

중 핫스팟인 HH(High-HIgh)로 변한 지역이 전체의 약 28.14%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

(25.51%)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지역에서 HH로 변한 지역이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진행되는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택

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녹지 감소 및 불투수 면적 증가 등의 토질 변화가 도시의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도시열섬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수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시열섬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환경 보전 및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도시열섬현상

을 완화하는데 있어 주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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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가 증가하면서 야외근로자의 생산성을 5.3% 감소시켰고 야외근

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야외근로자의 폭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에 따라 오후 2시~5시에 기온이 35℃ 이상 오를 때 

야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온도는 여름철 사망자수에 기반 

한 대기온도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근로자의 실제 노출온도와 다르고 체내에 누

적된 열에 의한 건강 악화를 대변하는 생리적 반응인 서열부담(heat strain)이 유발되는 

온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야외근로자의 폭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는 개인 수준의 노출온도 및 생리적 반응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 적응정

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기온도와 야외근로자

의 실제 노출온도를 비교⋅분석하고 야외근로자의 실제 노출온도와 서열부담을 대변하는 

심박수의 관계를 파악하여 야외근로자 맞춤형 폭염특보 발령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다.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10명의 야외근로자들에게 웨어러블 센

서인 목걸이형 온도기록계와 스마트워치를 착용시켜 실제 노출온도와 그에 반응하는 심박

수를 3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근무 중의 폭염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열에 노출이 없거

나 근무 외 열에 노출되는 상황(출퇴근, 점심, 휴식)의 데이터는 제외하였으며 서열부담 수

준의 심박수를 ‘180-나이’로 설정하여 계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야외근로자

의 실제 노출온도는 기상청에서 측정한 것보다 평균온도는 2.6℃, 최저온도는 3.4℃, 최고

온도는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 측정 기간 중 폭염특보가 1번 발령되었

지만 실제로 야외근로자가 폭염특보 기준 이상에 노출되었던 날은 10일이었다. 이 때 야

외근로자의 생리적 반응 중 37.9%가 서열부담으로 발생되었는데, 서열부담이 발생된 야외

근로자는 모두 5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열 노출에 대한 서열부담이 민감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야외근로자 중 80.8%가 50대 이상인 만큼 야외근

로자 맞춤형 폭염 적응정책을 통해 생산성과 건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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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urban heat 

island intensities and air pollution in Seoul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data collected from seven automatic weather stations that monitor 

ambient air temperature(T-AWS) and six air pollution-monitoring stations (AS) 

for the period of 2 years (2013 - 2014). Our results show that particulate 

matter (PM2.5, PM10)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HI intensity while 

ozone (O3) has a negative correlation. Moreover, the re was a strong seasonal 

effect on the interaction between UHI and air pollution (e.g. correlations with 

UHI were stronger in spring and autumn). The interaction between UHI and 

air pollutants is due to changes in the thermal component of the urban 

atmosphere, which affects the airflow rate and flow in urban areas. The 

obtained results are essential in developing potential integrated measures for 

both UHI and air pollution in urban areas.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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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크스가스, COG, 배출계수, 인벤토리, 에너지밸런스

  부생가스는 제품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로 공정과정에 따라 가스의 종류

와 에너지원의 용도가 달라진다. 제철소는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가스, 고로

가스 등 부생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한다. 

  2006 IPCC G/L에서는 부생가스의 탄소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탄소배출계수가 개발돼 있지 않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부생가스 중 코크스가스(COG)의 조성과 발열

량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코크스가스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계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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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유재호1, 김하나2,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oxds9554@naver.com

키워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그린뉴딜, 녹색성장, 토픽 모델링

  제70차 UN총회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

발전, 환경 보전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형 그린뉴딜 이전에는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한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2009년 최초 수립되었으며, 2019년에는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뉴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계획기간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을 통해 계획의 주요 주제(topic)별 구성을 파악하

여 그린뉴딜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란 대량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주요 토픽을 추출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주제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에는 KrKwic, UCINET, Net 

miner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Net miner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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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암모니아 인벤토리 개선 연구

우지윤1, 오세근2, 전의찬1*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woojune92@gmail.com

키워드: 농업분야, PM-2.5, 암모니아, 인벤토리

  초미세먼지(PM-2.5) 배출은 발생원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배출되는 직접배출과 

SOx, NOx 등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되는 간접배출로 구분할 수 있다. 암모니아는 SOx, NOx와 함께 간접배출을 

유발하는 주요 2차 생성물질이지만 SOx, NOx에 비해 인벤토리 신뢰도가 낮아서 이에 대

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8.7%는 농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비료사용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양은 8.2%, 분뇨관리에서 배출되는 양은 91.8%이다. 농축산

분야의 암모니아 인벤토리는 현재 배출원 파악 초기 단계로 배출계수 개발과 활동도 자료 

개선 등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의 농축산분야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방법을 검토하고, 보다 정확도 높은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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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M-Korea 개발과 시나리오분석

전승호, 노민영, 오재익,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sngho.jeon@gmail.com

키워드: 통합모형, GCAM-Korea, Provincial-level analysis, 온실가스 감축정책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IAMs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중 하나인 GCAM 

(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을 활용하여 한국 지역을 16개 광역시도 기반으로 

하는 GCAM-Korea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기 개발된 GCAM-Korea 모형을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GCAM-Korea 개발 시, 국내 각종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및 파라미터 가정은 Github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GCAM-Korea

의 기준안 시뮬레이션 결과는 과거 실적데이터와 추이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시나리오는 

다음의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설정한다. 석탄발전 1kWh당 50원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경우 (Coal scenario)와 태양광발전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PV 

scenario)이다.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전력부문의 석탄 비

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안 대비 감소

하였다. 그러나, Coal scenario (PV scenario)의 경우,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하락) 시켜, 

최종소비부문의 전력사용 감소(증가)와 나머지 에너지원의 소비증가(감소)로 이어졌다. 특

히, 여타 최종소비부문에 비해, 산업 부문은 전력가격 변화에 탄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산업부문, 특히 철강 산업부문에서는 전력가

격 변화에 충분히 반응할 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산업부문에서는 상대

적으로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이 전력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해보면, Coal 

scenario가 PV scenario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al scenario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만,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석탄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과 경남지역, 그리고 대규모 제철소

가 있는 경북과 전남 등의 지역별 문제로 직결된다. 또한, 제철 생산부문에 현재보다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현재는 발전용 유연탄에만 세금

을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용 유연탄에 과세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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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지역 기반의 도로이동 오염원 모델링: 

무공해차의 보조금 제도의 도로이동부문 미세먼지 개선효과 분석

노민영, 전승호,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rohmin9122@gmail.com

키워드: 통합분석모형, 미세먼지, 무공해차, 보조금제도 

  기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관련 정책 평가함에 있어, 지역 특성과 부문간의 상호작용분석

이 부족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현

재 광역시도 지역기반으로 미세먼지분석이 가능한 통합분석모형이 개발되어있지 않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시도 지역기반의 통합분석모형에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모델링

한다. 나아가,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현행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의 도로수송부문의 미세

먼지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도로부문 미세먼지는 0.6-4.1% 감소되었고, 감소된 미세먼지의 38-44%는 

서울수도권지역이 기여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4륜 경량급 차량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

써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첫째, 4륜 경량급 차량부문에 가격이 높은 무공해차종

이 집중적으로 진입함으로써, 4륜경량급 차량부문의 평균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다. 반면, 

버스부문의 평균 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버스부문의 서비스 수요는 

가격반응에 의해 증가했다. 이는 버스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시켰다. 둘째, 경유 화

물차는 미세먼지와 NOx 배출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금 제도로는 경유 

화물차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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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한국환경공단 포스터 발표 (13:00~18:00)

P-54 공유수면매립지의 개발 동향에 따른 리스크 분석 - 부산시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

서세교, 김시현, 성진,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P-55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도시 열환경 분석

이준호, 윤성환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P-56 2019년 비정상적인 태풍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문민철1,2, 하경자1,2

1부산대학교 기후시스템전공, 2IBS 기후물리연구단

P-57 K-LIDM 기반 옥상녹화시스템의 수문-식생-토양 설정을 통한 물순환 평가

김재문1, 김새봄1, 장영수1, 정민호2, 신현석1

1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주)대신종합기술

P-58 기후변화에 의한 물 공급 분야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

정기문, 강두선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P-59 딥러닝과 다매체 모델을 기반으로 한 PAHs 거동해석 및 

기후변화의 잠재적 위해성 평가

남기전, 허성구, Li Qian, 유창규

경희대학교 환경응용과학과

P-60 바이오중유 혼소에 따른 Non-CO2 배출계수 비교 연구

장덕우1, 강성민2, 노준영3,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센터, 
3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P-61 펠릿난로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의 배출특성

오세근1, 김민욱2, 우지윤1, 전의찬3†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2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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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 미세먼지의 태양광 발전출력 및 발전예측 정확도에 대한 영향 분석

공준혁, 정재성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P-63 에너지총조사에 기반한 상업 ․ 공공부문 건물의 지역별 용도별 원별 

에너지 이용량 분석

김문태,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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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개발 동향에 따른 리스크 분석 

- 부산시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

서세교, 김시현, 성진,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plan_ssg@pusan.ac.kr

키워드: 공유수면매립지, 풍수해, 고밀개발, 리스크분석, LISA, GIS, 사회적비용

  본 연구는 2016년 태풍 ‘차바’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시의 공유수면 매립지‘마린시

티’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LISA Analysis를 통해 공시지가, 인구밀도, 아동 수 등 주

거특성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고, ArcGIS를 이용해 침수흔적도와 중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마린시티는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됨에도 재산, 인구, 주택, 어린

이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내륙에 비해 재해에 

취약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재해 피해의 규모를 증폭시켰다는 점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주거용 고밀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움과 동시에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재해에 대응

력 있는 용도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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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도시 열환경 분석

이준호, 윤성환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ljh0519@nate.com

키워드: 공간정보, 빅데이터, 위성영상, 열환경,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녹지공간의 축소와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켜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도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와 폭염 등의 재

해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기온변화는 지상관측 온도를 통하여 이루지기도 하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등의 원격탐사를 통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열환경 분석을 위하여 건물 DATA, 지형 

DATA, 위성 DATA를 통합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표면 온도와의 상관관계

를 검토하여 도시변화 예측과 방재 연구 및 도시 환경정보의 기초적인 자료 활용을 목적

으로 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과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과제번호: NRF-2017R1E1A1A010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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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정상적인 태풍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문민철1,2, 하경자1,2

1부산대학교 기후시스템전공, 2IBS 기후물리연구단

mincheol@pusan.ac.kr

키워드: 열대 저기압, 태풍, 극한 기후, 기후변화

  본 연구에서는 최근 30년(1990-2019)동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과 한반

도에 영향을 준 열대 저기압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2019년 이례적으로 많은 열

대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

한 열대 저기압은 기후값에 비하여 3월-6월은 평균이하로 나타났고, 9월-11월은 평균이상

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영향을 준 열대 저기압의 경우 5월-10월로 분포하던 기후값과 

비교해 7월-9월로 집중되었다. 7-9월의 평균을 통해 대기의 하층부터 상층의 주요한 관련 

인자들을 분석했다. 해수면 온도의 경우 5,6월부터 한반도 주변의 온난한 해수면 온도 아

노말리가 나타나고 차가운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배치되며, 열대저기압이 한반도를 향하

기 좋은 조건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500hPa 지위고도의 아노말리패턴을 통해 알루샨 저

기압의 강화와 더불어 삼중구조의 기압배치를 통해 일본 부근의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열대 

저기압이 북상함에 있어 한반도를 향하게 만든 주요한 영향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위도에서 바람시어의 아노말리가 동서로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중위도에서 일본 동쪽에

서 강한 양의 아노말리가 발달하며 상대적으로 윈드 시어가 약한 한반도 부근에 열대저기

압이 향하기 좋은 공간적 특성이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공간패턴들을 기후값과 아노말리

를 분리하여 열대저기압의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가장 지배적인 영향 인자가 무엇인지 규

명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NRF-2020R1A2C200686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P-57

K-LIDM 기반 옥상녹화시스템의 수문-식생-토양 설정을 통한 

물순환 평가

김재문1, 김새봄1, 장영수1, 정민호2, 신현석1

1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주)대신종합기술

ekzmans7@naver.com

키워드: 저영향개발(Low Impact Ddevelopment), 물순환(Water Cycle), 옥상녹화(Green 

Roof),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LID 요소 중 하나인 

옥상녹화는 국내에 도입이 많이 되었고 적정 설계인자를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상녹화 설계인자의 설정과 수문·식생·토양을 고려

한 시나리오 구축을 통해 국내 물순환 모형인 K-LIDM을 이용하여 옥상녹화의 정량적 물

순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유역은 한국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센터 내 옥상녹화 

실험장으로 옥상녹화에서 계측하고 있는 측정값을 기반으로 K-LIDM 모형 검보정을 수행

하고 옥상녹화의 설계인자에 따른 시나리오를 통해 수문학적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단기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옥상녹화는 일반콘트리트 옥상에 비해 5.25 ~ 36.48%의 

유출저감률이 산정되었으며, 유출저감 한계효율은 지속시간 60분, 120분, 180분 일 때 각

각 8.93%, 6.17%, 5.25%로 산정되었다. 장기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는 연평균 

53.54%의 유출저감률이 산정되었다. 또한 토심의 증가에 따른 유출량 감소는 관목>교목>

지피 식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토심이 1cm 증가할 때의 저감유출랴은 지피 식물의 경우 

0.0002m3/s, 교목의 경우 0.0005m3/s, 관목의 경우 0.0008m3/s로 나타났다. 옥상녹화

는 건물 설계에 따른 적재하중과 환경조건, 식물선정, 생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술요소

이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수문학적 성능평가가 필요시 된다. 본 연구결과는 정량적 

옥상녹화시스템 효율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옥상녹화 설계가이드라인에서 고려사항을 제

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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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물 공급 분야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

정기문, 강두선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gimoon1118@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수자원 가치평가, 수자원-경제 통합분석, 최적 물 배분

  수자원의 관리란 인구 증가,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문 환

경 및 가용 수자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의 계획, 운영, 평가 등

의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용 수자원의 예측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서, 기존 용수

공급 안정성의 개념은 생활·공업·농업·환경 용수 등 용도별 사회적 중요도에 따른 공급 만

족도를 바탕으로 한 전체 수자원량의 확보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물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용도별 수자원 활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뢰도 기준의 용수

공급 방안을 개선하여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수자원-경제통합 최적 물 

배분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유역에 적용하였다. 국내 남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 물 배분 모의 및 경제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발 모

형을 이용하여 미래 발생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공급 안정성 및 경제적 피해규모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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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과 다매체 모델을 기반으로 한 PAHs 거동해석 및 

기후변화의 잠재적 위해성 평가

남기전, 허성구, Li Qian, 유창규

경희대학교 환경응용과학과

ckyoo@khu.ac.kr

키워드: Deep learning, Multimedia mode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Health risk, Climate change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화학물질 중 발암성 및 돌연변이 유발 물질인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의 배출량 예측, 다매체 간 거동 모델링, 농

도 분포 분석, 그리고 건강 유해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GDP와 화석연료 사용량

에 따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GDP 예측 값을 토대로 화석연료 사용량과 

대기로의 PAHs 배출량을 예측하였다. 배출된 PAHs는 다매체 모델을 사용하여 대기, 수

계, 토양, 그리고 침전물에서의 거동을 모사 및 예측하였다. 지역별 PAHs 배출량과 대류

에 의한 지역 간 PAHs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풍속 및 풍향이 고려되었으

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온도 및 강수량 

변화 값을 고려하였다. 기후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날수록, 토양 및 수계로의 PAHs 이동

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PAHs의 환경 중 거동 및 위해성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하여 PAHs 물질 관리의 필요

성 제시와 다양한 매체 및 지역 간의 독성화학물질 모니터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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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 혼소에 따른 Non-CO2 배출계수 비교 연구

장덕우1, 강성민2, 노준영3, 전의찬1*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센터, 
3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realdduk@naver.com

키워드: Non-CO2, 배출가스, 바이오중유, 배출계수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09.1백만톤CO2eq며, 그 중 에너지·발전 부문

이 총 배출량의 86.8% (615.8백만톤CO2eq)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실가

스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발전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연료를 혼소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중유발전시설은 중유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중유를 혼소하여 사용하거나 바

이오중유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중유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지와 지방산 에스테르 및 부산물 등을 혼합하여 만

들어진 신재생에너지원이다.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경우 산업폐기물이나 폐윤활유가 혼합되

지 않고, 황과 질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중유 대비 황산화물 70%, 질소산화물 16%, 미세

먼지가 33% 적게 배출되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용이하다.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혼소 비율에 따른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뤄져 있으나, 발

전소에 따른 바이오중유와 중유의 혼소 물질의 Non-CO2 배출계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에 따른 바이오중유와 중유의 혼소 물질의 Non-CO2 배출계수를 

비교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mailto:reald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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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난로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의 배출특성

오세근1, 김민욱2, 우지윤1, 전의찬3*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2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djjm3320@naver.com

키워드: 펠릿난로, 미세먼지, 생물성연소

  생물성연소는 장작 및 펠릿을 사용하는 목재 난방용 기기, 고기를 굽는 직화구이, 농업

잔재물 및 생활폐기물을 연소시키는 노천소각 등으로 분류되고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발

생한다. 이러한 생물성연소는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

  펠릿난로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난로나 기름난로를 대

신해 사용된다. 또한, 가정용 이외에 화훼농원이나 비닐하우스에서도 난방을 목적으로 사

용된다. 펠릿난로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특성 파악 및 배출계수는 기존에 개발은 되었

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펠릿을 연료로 하는 펠릿난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특

성을 파악하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펠릿난로의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mailto:djjm33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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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태양광 발전출력 및 발전예측 정확도에 대한 

영향 분석

공준혁, 정재성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jhgong8338@ajou.ac.kr

키워드: 미세먼지, 태양광발전, 발전예측, 영향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가 태양광 발전출력과 발전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농도와 전운량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

류하였으며 피어슨 상관계수 방법, 부분의존성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향분석을 하기 

전 분산팽창요인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는 태양광 발전출력과 발전예측 정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태양광 발전데이터, 미세먼지 데이터 및 전운량 데이터를 기반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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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총조사에 기반한 상업 ∙ 공공부문 건물의 

지역별 용도별 원별 에너지 이용량 분석

김문태, 김수덕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k123mt@ajou.ac.kr

키워드: 에너지총조사, 건물 에너지, 건물 에너지 통계, 에너지 용도

  건물 에너지는 통상적으로 가정, 상업,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건물은 지역

별 소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대형건물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

역별 소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형을 포함한 지역별 상업·공공 건물의 에너

지 소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전

반적인 상업·공공 부문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의 상업·공공 건물 부문은 업종별, 연료별, 용도별로 소

비 특성이 상세히 집계되었지만, 지역 별로 분할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에너지총조사의 

상업·공공 부문 마이크로데이터에는 표본의 업종, 종사자 규모, 에너지원별 사용량과 가중

치 등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있다. 에너지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에너지총조사 표본추출 

틀로 사용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면 업종별-종사자 규모별 업체의 평균 에너

지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체의 평균 에너지사용량 추정치

와 지역별 업체 수, 건물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인자를 이용하여 에너지총조

사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를 지역별로 배분했다.

  분석 결과, 전국에서 난방 용도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은 냉방 용도

보다 요리·기타 용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주된 에너지 소비 업종은 전국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이었다. 서울은 ‘통신/금융/부동산업’의 에너지 소비율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

다 높았다. 세종시는 ‘부동산업’, ‘공공행정업’, ‘연구개발업’이, 대전시는 ‘연구개발업’의 에

너지 소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과 전남은 ‘협회 및 단체’, 강원도와 제

주도는 ‘숙박업‘의 에너지 소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업·공공 건물 부문의 지역별 에너지소비 특성에 맞춘 지역 특

화 정책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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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4 기후변화와 곤충의 대발생

정길상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

E-25 외래종 등검은말벌의 먹이 경쟁에 따른 종간서열 및 고도별 분포 특성

최문보1,3†, 김창준2, 권오석3

1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3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E-26 과거자료와 비교한 한라산 고산지대 대형나방 군집의 연도별 변동양상과 

개체군 감소 여부 규명

최세웅1, 나상현2, 안정섭3, 김낭희3, 이재영1

1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2국립해양교육과학관, 3국립생태원

E-27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생태계교란생물 리스크 평가

장인영, 홍승범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E-24

기후변화와 곤충의 대발생

정길상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

gilsangj@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곤충, 대발생, 국가전략

  대발생의 생물학적 정의는 생물이 환경수용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일시적으로 증

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곤충의 대발생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후변화이다. 본 발표에서는 대발생의 대표적인 사례와 잠

재적 원인 그리고 대발생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25

외래종 등검은말벌의 먹이 경쟁에 따른 종간서열 및 

고도별 분포 특성

최문보1,3*, 김창준2, 권오석3

1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3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kosinchoi@hanmail.net

키워드: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 종간경쟁, 지리산, 고도별 분포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은 2003년 부산에서 첫 발견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20년 현재 제주도, 울릉도 및 일부 섬들을 제외하고 전국적으

로 확산된 상태이다. 등검은말벌은 아열대 기후인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유입되었으며 이

미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서식 밀도를 나

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검은말벌의 확산에 기여한 말벌간의 먹이 경쟁에 따른 종간

서열 그리고 고도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말벌간 먹이 경쟁에서 외래종 

등검은말벌은 토종말벌에 비해 공격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종간 서열에서 털보말벌 다음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벌집 내 개체수가 토종말벌에 비해 2-3배 정도 크기 때문에 

사냥 범위 및 먹이 다양성이 높아 실제로는 토종말벌에 비해 훨씬 높은 먹이 경쟁력을 나

타내었다. 또한 지리산 일대에서 고도별 분포를 보면 저도고 (0-500m), 중고도 (500-1000m), 

고고도(1000m 이상) 등의 모든 고도에서 가장 높은 개체 밀도를 나타내어 비록 한반도가 

산맥이 많은 지형이지만 등검은말벌의 확산에 이러한 지형은 크게 방해요소가 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KNA1-1-25, 19-1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 내 포식성 말벌류의 분류 및 

생태학적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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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자료와 비교한 한라산 고산지대 대형나방 군집의 

연도별 변동양상과 개체군 감소 여부 규명

최세웅1, 나상현2, 안정섭3, 김낭희3, 이재영1

1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2국립해양교육과학관, 3국립생태원

choisw@mokpo.ac.kr

키워드: 한라산, 변온동물, 고산, 고도, 나방, 군집, 개체군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2009-2019)동안 제주도 한라산에서 고도별로 조사지역을 달

리하여 각 고도에서 출현하는 나방 군집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나방은 대표적인 초식곤충

으로 주변 식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온동물로 주변 온도 변화에

도 영향을 받는다. 현재 세계적으로 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개체군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비류의 경우 초지 감소와 기온상승으로 개체군이 감소

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제주도 한라산 나방 군집 감소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약 50년전 박세욱 등이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 얻

어진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연구결과 하여 최근의 개체군 변동이 비선형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GAM: s (year, 5.49), 

Ref.df = 5.49, F = 6.14, P < 0.0001). 개체군 풍부도 역시 비선형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s(year, 5.39), Ref.df = 6.55, F = 5.64, P < 

0.0001). 최근 10년 동안 경향성은 2009년 이후로 급격한 감소양상을 나타낸 후 다시 

2018년 이후 증가양상을 나타내어 최근 나방 군집 감소나 증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

려웠다. 50년전 제주도 한라산 자료를 비교한 결과 예측종수는 255.9-312.7종으로 나타

났으며 2009년 이후 10년간 한라산 전체 종수는 매년 229-318종으로 나타나 이전과 크

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방은 나비와 달리 산림성으로 이들 산

림성 곤충은 다른 곤충보다 감소양상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라산에서도 나방 

개체군 변동은 크게 줄거나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발고도 800m를 

중심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 군집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군집은 변화양

상이 적었으나 최고 고지대에서는 나방 군집 유사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양상을 나타내었

다. 향후 고지대 및 저지대를 중심으로 나방 군집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기작 연구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나방 군집의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18R1D1A1B07046637)과 국립생태원”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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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생태계교란생물 리스크 평가

장인영, 홍승범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iyjang@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예측, 종분포모형, 생태계교란생물, 리스크평가

  생태계교란생물이란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로서 환경부 고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포유류 1종, 양서・파충류 4종 등 

30종이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생물의 경우 이의 분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력이 현재 분포 생물의 퇴치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기후변화

에 따른 리스크 평가 기반의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림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종을 대상 종(단풍잎돼지풀, 갈색나무

매미충,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소나무허리노린재, 서양등골나물)으로 하여, RCP 4.5

와 RCP 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40년, 2060년, 2080년, 2100년의 분포 가능 지역을 

예측하였다. 또한, 생태계위해종의 분포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식생의 보전

등급과 위해종의 분포확률을 토대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나무허리노린

재와, 서양등골나물이 이후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연구는 “NIE-기반연구-2020-11(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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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탄소예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하향식 배출허용량과 

총량이 제한된 배출 경로에 관한 연구

임정민,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jmlim@keei.re.kr

키워드: 파리협정, 탄소예산,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 경로

  상향식 체제인 파리협정 하,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국가결정기여(NDC) 및 장기저탄

소발전전략(LEDS)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식 감축목표에 따른 전 세계 총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탄소예산과 큰 격차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2℃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우

리나라의 하향식 배출허용량을 분석하고, 총량이 제한된 배출 경로를 도출해 우리나라의 

상향식 감축 노력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PCC 

보고서의 전지구·지역별 탄소예산과 공정한 감축부담 분담(Fair Sharing of Burden)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분 원칙 및 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배출허용

량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분담접근법에 기초하여, 주권-배출비중, 평등-동일 1인

당배출량, 배출효율성-동일 배출집약도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배출 규모, 인구, 향후 

경제성장 전망 등의 지표를 복합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잔여 배출허용량은 181~260억

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누적 배출량이 2℃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총량이 제한된 

배출경로’ 분석을 위해, 선형, 비선형, 지수함수 세 가지 경로 유형을 적용하였다. 배출 시

나리오에 따른 2030년 배출량은 우리나라 NDC의 ±10% 범위이며, 2050년 적정 순배출

량은 2.35~3.80억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50 포럼 검토안’(환경부, 2020)의 다섯 가지 

감축안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연도의 배출량이나 탄소중립 도달 시점보다는 누적배출량이 주어진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NDC와 LEDS 등 기후변화 대응 목표

와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의 하향식 분석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점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0년 수시과제(하향식 배출 허용량 관점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담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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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따른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김용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 본부

yrchae@kei.re.kr

키워드: PAGE 모형, 기후변화, 피해비용, 온실가스, 배출경로

  우리나라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검토안을 통해 2017년 배출실적 대비 2050년

까지 최대 75%(제1안), 최저 40%(제5안)를 감축하는 5개 감축 검토안과 함께 장기적 탄

소 중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도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정책분석을 위한 통합평가 모형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 모형을 이용해 No Action, NDC, LEDS (제1안 연

장), Zero Carbon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No Action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은 2100년 GDP의 약 

4.3%로 나타났으며, NDC 시나리오는 2.5%, LEDS 시나리오는 1.7%, Zero Carbon 시

나리오는 1.3%로 분석되었다. 4,000조 원 이상 대규모 기후변화 누적 피해 발생 확률은 

No Action 시나리오의 경우 20%, LEDS 시나리오는 1.8%, Zero Carbon 시나리오는 

0.0002%로 분석되었다.

  Zero Carbon 시나리오의 경우 LEDS 대비 피해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규모 피해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성을 띠는 온실가스의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 및 대규모 피해확률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

(과제번호: 2018001310001)의 지원을 받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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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비율을 이용한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시장효율성 평가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yh.ahn@sm.ac.kr

키워드: 배출권거래제도, 시장효율성, 분산비율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의 배출권시장에 

대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을 검정하였다. 적용한 방법

론은 분산비율(Variance Ratio: VR) 검정이다. 분석 과정에서 제1기 배출권시장은 거래

가 많지 않은 한산시장(thin market)이라는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였다. 개장일 기준 가

격뿐만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발생할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도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고, 수

익(return)에 대해 변형된 AR(1) 과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간 자료뿐만 아니라 주간 자

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제1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였던 2017년도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제2기에 배출권시장 효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KAU18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획기간의 첫 이행연도인 2018년도는 완전한 지지는 아니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규칙보행가설(Random Walk Hypothesis: RWH)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상대적

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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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tax vs. Cap-and-Trade: 

Old and New Debate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j.lee@pknu.ac.kr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불확실성

  환경정책은 크게 명령 및 통제(command-and-control)와 시장기반 정책(market-based 

instrument)으로 나뉜다. 경제가 성장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시장기

반 정책을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시장기반 정책은 크게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

과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의 맥락에서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은 탄

소세이며,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은 배출권거래제이다. 각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학

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해당 논의의 가장 중요한 연구인 Weitzman(1974)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Karp and Traeger(2018)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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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관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 및 환경적 영향: 

1차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dongkoo.kim@keei.re.kr

키워드: 글로벌 가치사슬(GVC), 투입산출표, 탄소누출,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국내 1차금속 업종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글로벌 

연결구조를 확인하고, 세계 투입산출표(WIOT)에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접

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산 1차금속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좋기 때문에, 국내산 1차금속 공급량이 감소하고 이를 경쟁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생산량 감소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측

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국내산 1차금속 제품을 경

쟁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탄소누출(Carbon Leakage)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좋은 국내 산업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지나치게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측면에서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경쟁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감축기술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기후변화협상과 한·중·일 간 협

상 등을 통해 경쟁국도 해당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 본 연구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9년 협동과제(녹색에너지협동과제: 저탄소 에너

지 전환의 이행 관리)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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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발생 변동성 및 변화: 

지구온난화, 경년변동, 여름철 계절안진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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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폭염, 지구온난화, 엘니뇨-남방진동, 몬순, 북반구 여름철 계절안진동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여름철 폭염 발생의 변동성 및 변화에 대해 기존에 밝혀진 메커

니즘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관측 분석 및 모델 실험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그 이해를 증

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경년변동, 여름철 계절안진동이 폭염 발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다. 주요 결과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기간 

관측, 재분석, 모델실험 자료를 분석해 얻었으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850년부터 2020년 기간 이용 가능한 관측, 재분석, 모델실험 자료도 사용되었다. 1850

년 이래로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은 약 1도 정도 상승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약 

2도 정도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여름철 폭염 발생일 수는 지역에 따라 수일

에서 수십 일까지 증가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폭염 발생 일수가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엘니뇨-남방진동 등 내부 변동성 영향에 따른 경년 변동과 계

절내 변동성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

된 2016년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른 상승 경향에 더불어 2015/2016년 엘니뇨 발생이 

전 지구적 온도 상승과 폭염 발생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엘니뇨/라니냐는 봄철에

서 여름철에 발달해 다음해 봄철에서 여름철에 소멸되는 경향이 있는데 발달하는 여름철과 

소멸하는 여름철에 다른 패턴으로 지역적 폭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 북진 혹은 북서진 하는 북반구 여름철 계절안진동의 주요 두 모드 (30-60일 주

기 및 10-30일 주기)는 계절안 시간 규모에서 그 위상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발생에 크

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폭염의 지속이 일반적으로 수 일에서 수 주 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계절안진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수적이다. 경년변동 시간규모

에서 같은 기후 조건하에 계절안진동의 영향에 의해 매우 다른 폭염 발생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한다. 

※ 이 연구는 연구재단 (NRF-2019R1I1A3A0105829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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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상기후 장기전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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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상기후, 장기예보, 기후서비스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동성에 의해 전 지구 평균기온 최고치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건강 및 생태계 지속성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기후 발생에 대한 사전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기상기후에 따르면 최근 5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기간이었으며, 특히 2018년에는 한반도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역대 1

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나는 폭염 및 한파 등의 피해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수준이며 의료

서비스망 등 사회인프라의 사전정비 없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장기전망

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높은 사회경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기후 장기전망 

정보의 예측성 한계와 더불어, 현재 장기예보는 주/월별 평균기온 전망만 전달하고 있으므

로, 1개월 이상의 이상기후 전망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현재의 평균기온 전망과 더불어, 최고 ․최저기온 등 이상기후에 대한 장기전망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아 ․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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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측된 선행 감시요소로부터 혹서기 이상기후지수의 확률전망 정보

를 생산하기 위한 가우스과정(Gaussian Process)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예측 수행 시점인 5월에 월 평균된 일 최고, 최저 및 평균온도의 6월(1개월 선행), 7월(2

개월 선행), 8월(3개월 선행) 예측을 수행하였다. 감시요소로는 기상청 장기예보 가이던스

에서 제시한 여름철 기온 및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지역, NOAA에서 제공하는 대

기 및 해양인자를 활용하였다. 1980~2019년의 4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 1년씩 검증에 

활용하는 교차검증을 수행하여 정확도 (8월 최저기온과 6월 최고기온을 제외하고 ≥ 0.5),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의 AUC (Area Under the Curve; 6

월 최고기온 제외하고 ≥ 0.72), 그리고 확률전망의 기댓값과 관측의 피어슨 상관계수(6월 

최저 및 최고기온 제외하고 ≥ 0.52) 등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장기예보 가이던

스의 감시지역을 활용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평균 이상기후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하여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측 성능이 개선되었다(정확도 ≥ 0.62, AUC ≥ 0.84, r ≥ 0.79). 과거 주요 폭염 사례

에 대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딥러닝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APEC기후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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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기후현상 중에서도 극한성이 가장 큰 역대 최고 더위, 추위, 강수량, 건조 상태를 

나타나는 기후 극값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간

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47년(1973~ 

2019년)과 RCP2.6과 8.5시나리오 기반 미래 60년(2041~2100년) 일최고기온, 일최저기

온, 일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후 극값의 변화와 미래전망을 파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The highest maximum temperature, TXx)은 2018년 

8월 1일에 홍천에서 기록된 41.0℃이다. 같은 날에 의성, 양평, 충주에서도 기온이 40.

4℃, 40.1℃, 40.0℃까지 치솟으면서,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기록된 40.0℃를 76년 

만에 갈아치웠다. 분석에 이용된 60개 관측지점 중 33개 지점에서 TXx가 2018년에 새값

으로 경신되었다. 또한, 20개 지점에서 연 TXx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승하였

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The lowest minimum temperature, 

TNn)은 1981년 1월 5일, 양평에서 기록된 –32.6℃이다. 대부분의 기록적인 일최저기온은 

1990년대 이전에 발생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관령에서 2013년 1월 4일에 –26.8℃, 

홍천에서 2001년 1월 16일 –26.7℃가 발생했다. 연 TNn도 60개 지점 중에 20개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승하였다. 최근 10년 한반도의 고온화로 최대 극한치인 TXx

와 TNn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최고 일최다강수량(The 

greatest maximum 1 day rainfall, RX1day)은 2002년 8월 31일에 강릉에서 관측된 

870.5mm이고, 같은 날 대관령에서 712.5mm가 내려 2위를 기록하였다. 연 RX1day는 

울릉도, 울진, 구미 등 3개 지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RCP2.6 시나리오에서 미래 중반기(2041~2070년)와 후반기(2071~2100년)의 TXx와 

RX1day는 현재의 관측값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RCP8.5에서는 대부분 지점에서 

40.0℃가 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RX1day도 1,000mm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

출되어 극한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3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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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s of global climate models participating 

in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6) in terms of 

climate extremes indices defined by the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The simulated values for the climate extreme indices 

compared with HadEX3 observation and four reanalyses for global and 

regional climatology patterns for the 1981-2000 period. We evaluate the mean 

biases for the 20-year return values of warmest day and coldest night 

temperatures (TXx and TNn) and annual maximum of daily precipitation 

(RX1day) using a generalized extreme values (GEV) analysis. 

  Results show that CMIP6 models are generally able to capture the observed 

global patterns of temperature extremes, but exhibit cold biases in cold 

extreme over high-latitude area. The CMIP6 model skills for the precipitation 

intensity and frequency indices are also largely comparable to those of CMIP5 

models, but precipitation intensity simulations are found to be improved with 

reduced dry biases, especially over East Asia region. The GEV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regional biases in 20RV of temperature extremes are 

dominated by GEV location parameter (related to mean intensity) with 

relatively small contribution from GEV scale/shape parameters (related to 

interannual variability). CMIP6-simulated 20RV of RX1day is characterized by 

dry biases over the tropics and subtropical rain band area (including East 

Asia) as in the CMIP5 models, for which biases in both GEV location and 

scale/shape parameter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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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ical cyclones (TCs) are the most fatal and costliest weather disasters on 

our planet. It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to understand how their 

tracks, intensity and associated rainfall patterns will change in response to 

greenhouse warming. Due to the adoption of lower ocean model resolutions, 

previous modeling studies on the TC response to greenhouse warming 

underestimated such oceanic feedbacks. To address the robustness of TC 

projections in the presence of mesoscale air-sea interactions and complex 

coastal topography, we conduct century-long present-day, CO2 doubling and 

quadrupling experiments using the Community-Earth-System-Model with 1/4o 

atmosphere and 1/10o ocean resolution. In response to CO2 doubling and 

quadrupling, the model simulates a decreased TC track density by 7 % and 32 

% over almost the entire tropical and subtropical region. Less 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C genesis, in particular a reduction of relative 

humidity and anomalous downward motion, can be linked to an overall 

weakening of the rising branches of the summer hemispheric Hadley cells. 

Moreover, we find an upsurge in precipitation and intensity of landfalling 

events. The forced response is similar to recent observational trends, 

indicating a possible emergence of the anthropogenic signal beyond natural 

variability levels. Our modeling results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ffort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IBS-R028-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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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

화하고자 5년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

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적응 시기에 따라 방향성과 전략

을 설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 단기대응을 위한 의사

결정지원서비스는 적응대책·기술의 효과성, 정책타당성, 경제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후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부문과 부문별 실천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둘

째,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는 환경성, 안전성, 건강성 측면에서 

적응대책·기술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기술조합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과 기후시나오에 따른 10년 주기별 미래 영향피해 저감 및 예산 제한에 부합한 

2020년~2100년까지의 적응경로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적용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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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적응역량에 따라 어떻게 효

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

후영향과 적응능력에 따라 기후변화적응 취약성 유형을 4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226개 기

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각 범주별

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하여 계산한 후, 노출과 

민감도 지수를 통해 산출한 “기후영향지수”를 사분면의 Y축,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기후변

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구한 “적응역량 지수”를 X축으로 놓아 지자체 기후취약성에 따른 

유형이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에 맞는 올바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화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주도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이 중심이 된 민간 주도의 바텀업 방식의 적응 대책이 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고재경·이우평, 2016). 이에 유형화 연구를 통한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실태를 진단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보다 현실

에 맞닿을 수 있는 대책을 제공하도록 돕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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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 말에 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수립되면 이

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5년 단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좋은 품질

의 DB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보 및 인벤토리 표준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적응정보 DB는 전지구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기상기후 수집 및 분석, 태풍에 

의한 강수 모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강우 모의, 생물물리를 고려한 Bioclim 자료 등이다. 

고해상도 기상기후 자료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극한기후 지수를 생산하였다. 현재에는 태풍에 의한 강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연안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강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강수량의 경우 

기온과 달리 격자형 자료 구축이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자

료를 이용하여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하였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집·가공된 

위성강우 자료를 활용하여 생물물리 변수인 Bioclim을 산출하였다.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도출된 적응대책에 대한 인벤토리가 무분별하

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표준화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반영하

여 각 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을 선정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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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수집·제공 기능을 개발하고 세부시행계획 정책수립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조사 자료의 

경우 공신력 있는 통계청, 기상청의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담당자에게 웹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기상정보, 인구, 통계 등의 지역 및 기후 자료 수집을 위한 단일화된 채널을 구성하고 

국가통계포털 Open API 연계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 정보 및 통계 

조사 자료 수집 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용자별 적합 수준(Tier)에 따른 정량적 과학적 적응대책기술 평가 알고리즘이 적용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자체별 비용편익이 우수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

능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분석한 우선순위 정보를 업무담당자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적응대책/기술 인벤토리 DB를 활용하여 타 

지자체들의 적응대책 사업수립 정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 정보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부시행계획과 사업관리 간의 장기적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시스

템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80013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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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SSP, K-ACE, UKESM1, 극한기후

  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사회 기여 및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 십

여년 동안 IPCC 보고서 발간 주기에 맞추어 새로이 업데이트되는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

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 왔다. 금번 2021년에 발간될 IPCC 6차평가보고 

기여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제표준 기후실험(CMIP6)의 규격에 맞추어 2019년 국립기상과학

원은 두 종류의 기후모델(K-ACE, UKESM1)을 기반으로 한 전지구 시나리오를 산출하였

으며, 이에 기반한 전지구 미래 전망 분석 결과1)를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산출한 총 6개의 앙상블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동아

시아 지역의 극한기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의 극한기후지수(ETCCDI)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극한기후의 변화 평가는 기온에 대한 8종 및 강수에 대한 6종의 

극한지수를 사용하였으며, SSP 4종(SSP1-2.6, SSP2-4.5, SSP3-7.0, SSP5-8.5)에 대

해 현재(1995~2014)년 대비 21세기 전반기(2021-2040), 중반기(2041-2060), 후반기

(2081~2100)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1세기 말경 최고/최저기온의 최소/최대값 

및 온난일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랭일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연

속강우일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호우일수 및 5일최대강수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 연구는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1) 국립기상과학원, “IPCC 6차평가보고서 대응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19)” 및 개정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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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파 기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4가지 진단 지수를 

기반으로 CMIP(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모델의 재현 기간(1979~ 

2014년)동안 모델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고, 열파 빈도 및 진단 지수의 미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4가지 metrics

로써 Relative Error (RE), Interannual Variability Skill-score (IVS), Correlation 

Coefficient (CC), Total Ranking (TR)를 사용하였다. 모델의 모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RE의 경우 CMIP5와 CMIP6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IVS의 경우에는 CMIP5에 비해 

CMIP6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관측 자료의 분석에서는 HWCI(Heatwave Circulation 

Index)가 IMRI(Indian Monsoon Rainfall Index)보다 일 최고기온의 경년 변동성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CMIP5 모델들보다 CMIP6 모델들에서 

더 잘 모의되었다. 우리나라 여름철(7~8월)동안 열파일수 (NHD: Number of Heatwave 

Days)의 미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열파 일수가 CMIP5 모델들 보다 CMIP6 모델들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70년 경에는 모두 NHD가 60일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대

부분의 진단 지수들은 미래에 열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HWCI와 

IMRI가 미래에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CMIP5 모델들보다 CMIP6 모델들에

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열파 빈도가 과거에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관련 기작도 이것을 잘 뒷받침해 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4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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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20개 CMIP6 기후 모델의 과거 모의자료 및 2종의 SSP 시나리오 

(SSP2-4.5, SSP5-8.5) 기반 미래 모의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 겨울철 혹한 발생의 미래 

전망을 산출하고 그 불확실성을 조사하였다. 미래 전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거 모의

자료를 관측 및 재분석자료에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겨울철 기온, 극한기후지수, 그리고 관

련 기후 변수들의 모의에 관한 CMIP6 모델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AO(Arctic Oscillation), ENSO(El-Niño Southern Oscillation), PMO(Pacific Multi-decadal 

Oscillation) 등 주요 대규모 인자들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한반도 겨울철 혹한 간의 관계

성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다. CMIP5 기후 모델

들의 과거 모의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CMIP6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후 모델

링 기술의 진전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CMIP6 SSP 시나리오 하에서 전망된 한반도 겨울

철 평균 기온 및 극한 기온의 미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1971-2000년 평년값에 대비

하여, 21세기 말 한반도 1월 기온은 SSP2-4.5 하에서는 약 3.7℃,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는 약 6.9℃ 상승하며, SSP5-8.5 전망의 불확실성의 크기가 SSP2-4.5 전망의 그것

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5개 모델

들의 미래 전망이 전체 모델 미래 전망과 비교 분석되었다. 겨울철 극한 기온의 미래 변화

는 극한 기후 지수들의 변화 추세 분석 및 극단치 분포의 변화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 

아울러, 온난한 기후 조건에서의 한반도 겨울철 혹한 메커니즘의 미래 변화의 가능성을 진

단하였다.

※ 이 연구는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412)”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으며, 신호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2018-072)

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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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ed changes in extreme climate are occasionally predicted through 

multi-model ensemble methods using a weighted averaging that combines 

predictions from individual simulation models. To predict future changes in 

precipitation extremes, observed data and 21 of the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6) models are examined for 46 grids 

over the Korean peninsula. We apply the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D) to the series of annual maximum daily precipitation 

(AMP1) data. Simulation data under three 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 

scenarios, namely, SSP2-4.5, SSP3-7.0, and SSP5-8.5, are used. A multivariate 

bias correction technique that considers the spatial dependency between 

nearby grids is applied to these simulation data. In addition, a model 

weighting approach that accounts for both performance and independence 

(PIweighting) is employed.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future changes in 

precipitation extremes in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multiple CMIP6 

models and PI-weighting method. 

※ 이 연구는 기상청 “KMI2018-03414(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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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1, 김형석2, 김다솔3, 이재덕1, 성현민4

1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3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4국립기상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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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열대저기압, tropical cyclone, CMIP6

  지구시스템 모형에서의 태풍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태풍을 탐지하는 기술

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태풍 탐지기술에 적용되는 탐지 기준값(하층 상대와

도, 해면기압, 하층 풍속 등)은 모형의 종류, 해상도, 대양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 사실상 분석대상이 되는 대양에 대해 과거 기후를 가장 잘 모사하는 방향으

로 기준값이 정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모형의 태풍 모사능력을 객관적으로 비

교·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태풍탐지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상

청의 지구시스템 모형을 포함한 CMIP6 모형 간에 나타나는 태풍 활동 모사 능력을 객관

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모사능력이 뛰어난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북서태평

양 태풍 활동 및 한반도 영향태풍 활동 변화를 전망하였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

다.

※ 이 연구는 “KMI2018-03413(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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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future air quality in East Asia under SSP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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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2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sbshim82@korea.kr

Key words: SSP Scenarios, PM2.5, Air Quality Index, East Asia, UKESM1

  This study addresses investigation of change in the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concentration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ir quality index 

(AQI) in East Asia (EA) under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Here, 

ensemble results of UKESM1, Met Office’s climate model, are utilized in this 

study and annual mean data is analyzed for historical period (1950-2014) and 

future scenarios (2015-2100). The results show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simulated PM2.5 concentrations in present-day (1995-2014) are comparable to 

observations. It is found that most regions in EA exceeded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 except for Japan, Mongolia regions, and the far seas. In 

future scenarios containing strong air quality (SSP1-2.6, SSP5-8.5) and medium 

air quality (SSP2-4.5) polices, PM2.5 concentrations are substantially reduced, 

resulting in significant improvement in AQI until the mid-21st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mild air pollution controls in SSP3-7.0 tend to lead poor AQI 

in China and Korea.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s impact of increased in 

PM2.5 concentration on downward shortwave energy at the surface. Strong air 

pollution control policies would improve air quality through reduced PM2.5 

concentrations, but lead to an additional warming in both the near and 

mid-term future climate over EA.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AR6 기후변화 시나리

오 개발·평가 (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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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그린뉴딜 관련 논의와 

주요 분야별 국제협력 방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ymoon@kiep.go.kr

키워드: 그린뉴딜, 유럽그린딜,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수송, 순환경제

  EU는 2019년 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으며, 각 국은 2015년

에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일정으로 2020년 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준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방식에 벗어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2020년 7월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며 그린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국내적인 정책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주요 분야별 국제협력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mailto:jymoon@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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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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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발협력, ODA, 기후변화 주류화, 리오마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에서 기후변화 고려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 주류화 또는 통합이라는 국제사회의 방향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리오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주요 공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

원 현황을 확인하고 타 공여국·기관의 정책 및 전략 문서 분석과 함께 기후변화 주류화 

및 통합 정책이 사업 단위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우리나

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필요성을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에 더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서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 기본

계획 및 국가협력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둘째, 모든 사업의 

기후 리스크 사전점검 제도화, 셋째, 성과프레임워크에 기후변화 요소 포함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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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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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ho@kei.re.kr

키워드: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아웃컴평가, 정책평가, 정보공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에서 운영중인 각종 평가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

과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대상으로는 국내의 사전평가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

경영향평가제도,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제도로서 OECD, 

EDCF, KOICA, JICA 등의 사업평가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다섯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가가 계획단계 및 성과관리와 연계되도록 PCM(Project Cycle Management)

에 의한 프로젝트의 각 단계가 순환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ODA 사업의 평가는 사전평가보다는 사후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전평가

중에서도 국가별, 주제별 통합 평가가 특히 부족하다.

  셋째,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평가부서의 독립 또는 제3자 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Output 중심의 평가에서 Outcome 평가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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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팔의 법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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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대응, 네팔, 저탄소·지속가능한 교통, 파리협정, 최빈개도국 

  오늘날 기후변화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하여 해결해야할 사안이 되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이행

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공조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이후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을 막론하고 개별국가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네팔도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되

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네팔의 기후와 환경 분야에 있

어서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관련 법적 및 정책적 내용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과 관련된 선진국이나 한국의 네팔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법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일면 환경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네팔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협력

을 위한 접근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네팔의 입장을 고려하여 

네팔이 수용 가능한 특정 분야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철도는 지리적 특성상 한계가 있고, 

해운은 네팔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거의 없어, 결국 저탄소 지속가능한 도로 분야

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네팔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고

려하여 적절한 지역 중심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한국과 네팔 간의 

기후기술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실제적인 측면에서 네팔의 

기후변화 대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한국

도 대외적 측면에서 그 위상이 향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유익할 것이며,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서 부수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제는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국제환경규범이 연성법이고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환경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기후변

화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서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협력전략차원에서도 네팔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 국제규범

에 맞는 네팔 기후변화 대응법제 지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할 것

이다.

mailto:doosu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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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인식 하에, 2010년 이후 구축된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평가지침을 분

석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점을 반영한 국가협력전략(CPS) 평가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이 악화되어 협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발협력사업 또한 기후변

화를 반영한 전문화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처 통합의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계획 내에서 기상청, 산업부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개발협력방향 등을 수립하고 있다.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도 기후변화 대응 중기전략(2016~20)을 통해 기후변화요인의 전략적 고려를 공

식화하였다. 그러나, 정책 프레임과 사업에 환류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평가에 

있어 전정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평가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2011년부

터 하향적·체계적·전략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정부업무평가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소위원회의 ‘소위평가’를 병행한다. 소위

평가는 전정부적 관점에서 국가별 사업의 평가, CPS 종료평가, 분야별 평가 등을 시행하

고, 주기별로 메타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체계를 정비하고 타당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평가’ 중 CPS 평가에 활용되는 구체적 지침과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평가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관점의 반영여부를 살펴 CPS를 토대로 한 중점지원협력국 대

상 양자원조 전략 이행에서 기후변화요인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한다. 그 외 업무평가지침

을 참고하여 소위평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관점의 평가 체계와 지표를 시범

적으로 제안한다.

※ 이 연구는 “[C20211] 녹색·기후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 정책·제도 분석 연구: 

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mailto:leeky@gtc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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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3 에너지 규제와 소비구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제도지표와 실증자료의 차이

진태영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E-34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결정요인 분석 -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

정수연1, 유승직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협동과정),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E-35 산림 태양광 발전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및 생태계 서비스 비교

김지원1, 박은빈1, 송철호2, 홍민아1, 이하림1, Yan Yan1, 이우균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E-36 강원도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한 기상지원 시스템 개발

이원학1, 조일성2

1강원연구원 연구본부, 2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37 인구 구조가 가정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박진한1, 전종준2, 박 찬3, 김호걸4, 성선용5

1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3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4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5국토연구원 국토환경ㆍ자원연구본부

E-38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연료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 분석

박년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E-39 유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속도와 

규모 추산 

Estimation on the speed and scale of offshore wind farm deployment 

to be effective against climate change 

김용욱1, 이상봉2

1한케이아이티밸리㈜, 2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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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규제와 소비구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제도지표와 실증자료의 차이

진태영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jnow123@gtck.re.kr

키워드: 에너지 규제, 에너지 전환, 전력화,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세계 은행(World Bank)에서는 ESMAP (Energy Sector Mangement Assistance Program)

의 일환으로 113개국을 대상으로 한 RISE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점수를 발표한다. 해당 점수는 각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및 효율, 에너지 접근성

에 대해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전환, 효율, 접근성에 대한 규

제적 프레임워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각 효과별로 정량화

하며, 동시에 에너지 전환 및 효율, 접근성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실증자료들과는 

어떤 격차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RISE score와 실증자료가 모두 가

용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의 109개국이다. 분석 결과, 실증자료와 RISE 

score 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패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E score와 실증자료 모두 에너지 효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였으며, 에

너지 접근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반면, 전력화의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실증자료와 RISE score

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증자료는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RISE 

score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로 다른 에너지 

지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이질적인 효과를 정량화하고 정책제언에 힘쓸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녹색기술센터 주요사업 C20223(글로벌 협력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선도 신시

장 메커니즘 대응방안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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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결정요인 분석 

-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

정수연1, 유승직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협동과정),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soo951221@sookmyung.ac.kr

키워드: 재생에너지, 보급, 균등화 발전단가, 패널분석, 전망

  산업화로 인한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세계 각국이 참여함에 따라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주요 감축 수단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총 에너지 대비 13.5%가 재생에너지에 의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

지 발전량이 증가하면 발전단가가 떨어지며 보급량이 증가하고, 일정시기에 그리드패리티

에 도달하여 에너지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 본격 이행,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2008년 9599MW에서 2019년 46,733MW로 약 387%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2010~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량 데이

터와 발전원가(LCOE)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통해 국가별 보급량과 발전단가 간의 

계량경제학적 관계를 살펴본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패널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국가별 보

급목표 등을 반영하는 경우 균등화 발전원가를 전망한다. 또한 균등화 발전원가 하락 추세

를 반영하여 발전원가에 대한 장기전망을 한 후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전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다.

※ 본 연구는 환경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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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태양광 발전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및 생태계 서비스 비교

김지원1, 박은빈1, 송철호2, 홍민아1, 이하림1, Yan Yan1, 이우균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jiwonandonly@korea.ac.kr

키워드: 태양광 에너지, 산림 생태계서비스 평가, 태양광 적지 분석,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자원인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7%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까지 늘릴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가 57%를 차지하도록 2018년부터 2030년까

지 총 30.8GW 규모로 추가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총 28.8GW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전유휴 부지, 석탄발전부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위한 방안

으로서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림에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면적만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할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당 면적을 산림으로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도, 경사, 사면, 도로와의 거리, 보호지역 등의 지형 및 환경인자와 일사량, 기온 등의 

기상인자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된 적지를 대상으로 5차임상도를 활용하여 수원함양, 대기정화, 기후조절, 수질정화, 침

식조절, 토사붕괴방지 등의 산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에 따

른 손익은 시설 설비 비용과 벌목비용 등의 비용과 원목판매 수익, 탄소세를 고려한 탄소

배출거래 수익 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발전소 부지 매입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목

표하는 전체 전력량을 산림으로부터 얻는다고 가정한 점을 한계로 남겼다. 향후 태양광 부

지 매입비, 시설설비비와 이에 따른 기타 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고, 보다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지표를 평가한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활용을 고려하여 산림에서의 

토지이용갈등을 다룸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성과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R1A2B60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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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한 기상지원 시스템 개발

이원학1, 조일성2

1강원연구원 연구본부, 2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whlee@rig.re.kr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기상예측, 태양광 발전량 예측

  태양광 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전 방법을 말한다. 

즉 지상에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이들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중심으로하는 대기 상태는 발전량에 큰 

영향으로 작용한다. 즉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상 상태

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정책에 핵심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있

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태양광을 신규로 30.8GW 조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최

근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은 더 강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의 개발과 정보의 전달은 태양광 발전

소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년간 강원도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과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2018년 

기준 태양광 설비용량은 8.1GW로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42.6%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용

량은 9,208GWh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강원도는 

설비용량 551MW, 발전량 596MWh을 차지하고 있다. 양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

만 최근 빠르게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예

보로부터 태양광 발전량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예측모델을 웹 기

반으로 구축하여 태양광 발전을 원하는 모든 강원도 전역에 대한 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향후 이들 웹기반 시스템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2017, 2018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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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가 가정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박진한1, 전종준2, 박찬3, 김호걸4, 성선용5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3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4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5국토연구원 국토환경 ∙ 자원연구본부

jinhan@kei.re.kr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 고령화, 1인 가구, 인구구성, AIM/CGE 모형

  가정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주택의 면적, 가구원 수, 가구의 수입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소가 있으며, 그 중에

서도 가장 주된 요소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고

령화, 고학력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

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전력 사용량의 관계, 세대주의 연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등 에너지 사용량의 패턴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3,990개의 집계구 단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하여 

인구 구조가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구조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그 외 사회경제적 요소 등도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집계구 단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있으며, 인구 구조에 따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있다. 이

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38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연료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 

분석

박년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park2050@kier.re.kr

키워드: 코로나19,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 연소, 에너지 소비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팬데믹)하면서 경제 활동에 충격을 주어 일시

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

해 2020년 상반기(1~6월) 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분별 배출량의 변화와 석유, 전기 등 최종에너지원별 배출량 변화를 분석

하였다. 또한 월별로 코로나19로 인한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

요국들은 경제는 회복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하기 위한 그린뉴딜 전략을 마련하거나 

준비 중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C0-2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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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속도와 규모 추산 

Estimation on the speed and scale of offshore wind farm 

deployment to be effective against climate change 

김용욱1, 이상봉2

Yong Yook Kim1, Sang Lee2

1한케이아이티밸리㈜, 2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1KIT Valley Inc., 2Dept. of Aerospace Engineering, KAIST

yongy.kim350@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상풍력단지,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최근 기후변화 지구시스템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1780년 산업혁명 당시와 비교한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2030년만 되어도 

1.5도에 달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이전의 기후온도 변화 예측 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

후변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몇 세대 또는 한두 세대 이내에 전 인류가 

기후변화 재앙과 여섯 번째 대멸종의 결과에 직면하여 인류의 생존을 떠받치는 생태계의 

붕괴와 인류의 부를 몇 번이나 소진해도 복구가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겪고 몇 십억명의 

인구가 기후난민이 되어 식량과 물부족에 직면하며 궁긍적으로 인류의 계속적인 존속 자체

가 불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존재적인 위험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한 유일

한 방안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

안은 국내에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규모 전개가 가능한 대형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하여 주어진 카본 버젯 안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 최초의 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하며 그 경제성과 국내의 대

형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방안을 분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속도와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 이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No. 20203040020100)

받아 수행된 연구임

mailto:yongy.kim3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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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0 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도시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특징

홍제우1, 홍진규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E-41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를 통한 

기후변화 감시연구

오영석†, 이해영, 정주용, 이세표, 변영화,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E-42 대서양 장주기 변동에 따른 엘니뇨-열대 북대서양 원격상관의 변화

박재흥, 국종성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E-43 Effect of Anthropogenic and Natural Forcing on the Summer 

Temperature Variations in East Asia during the 20th Century

Sungbo Shim, Jinwon Kim, Kyung-On Boo, and Young-Hwa Byu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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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도시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특징

홍제우1, 홍진규2

1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jwhong@kei.re.kr

키워드: 도시화, 재개발, 관측, 플럭스, 지면대기상호작용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전체 육지면적의 3% 미만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

며, 도시 인구 비율은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

적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2017년 기준 약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며, 세계 7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의 

건물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도시 건물의 약 40%는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도시 개발 및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고도의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

시 개발(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화 영향을 장기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정기간 실측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1) 도시 개발 

수준(도시, 근교, 농경지, 숲)에 따른 지면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플럭스 평가, 2) 도시 개

발/재개발에 따른 장기간의 온난화 및 도시열섬 경향, 3) 도시경계층 내에서 대기질의 변

동성과 4) 관측자료 활용 지면모델의 모의 성능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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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를 

통한 기후변화 감시연구

오영석*, 이해영, 정주용, 이세표, 변영화,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ysoh306@gmail.com, ysoh306@korea.kr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이후, 온실가스 관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관련 연구가 지상, 항공, 위성 등 

입체감시에 대한 연구부분으로 확대되어 2010년 이후부터 기후변화감시 및 온실가스 순환 

특성에 대한 연구로 수행 중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넓은 지역의 탄소 순환, 배출, 흡수 등 기후변화 

영향성 분석 과 기후변화 관측 요소를 위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FTS는 최대 분해능 0.0008 cm-1, 최대 스펙트럼 범위 5 ~ 50000 cm-1 로 관측이 가능

하며, 구름이 3할 (3/10) 이하인 청천 일에 운영된다. 이 관측 자료는 스펙트럼 자료로 고

도 72 km, 반경 약 100 km영역의 과학적 정보를 산출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넓은 지역

의 화학종에 대한 평균농도 및 유·무기 화합물에 대한 것이며, 가상의 배경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온실기체 농도의 정량적 분석과 기후변화 물질 감시가 가능 하다. 

  FTS를 통하여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민감도와 잠재적 탄소 배출원의 상대적 강

도를 정량화 하여 수직혼합 층, 수평추적 등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변동경향이 나타내는지, 

그리고 육지·해상, 도심·비 도심의 고도에 따른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방안을 제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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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반구 겨울철 엘니뇨 (라니냐)는 다음 해 봄철 열대 북대서양에서 해수면 온도를 상승 

(하강) 시키는 기작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재분석자료를 분석하여 엘

니뇨-열대 북대서양 원격상관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수 십년 주기를 가지는 대서양 

장주기 변동의 위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서양 장주기 변동이 음의 위상

을 지니는 시기, 엘니뇨는 봄철 열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를 뚜렷하게 상승시키는 동시

에 가을철까지 온도 상승을 유지 시킵니다. 반면, 대서양 장주기 변동이 양의 위상을 보이

는 시기, 엘니뇨가 봄철 열대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영향력이 억제됩니다. 

  대서양 장주기 변동이 양의 위상을 지닐 때,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더욱 강해지며, 봄

철까지 그 강도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겨울철 중위도를 통한 태평양-북아메리카 원경상

관이 강해지고, 이로부터 엘니뇨의 영향력이 대서양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동시에 봄철 

열대지역 워커 순환에 의한 태평양-대서양의 강한 원격상관이 엘니뇨의 영향력을 잘 유지 

시켜줍니다. 한편, 대서양 장주기 변동이 음의 위상을 지닐 때, 엘니뇨가 일으키는 겨울철 

중위도와 봄철 열대지역을 통한 원격상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엘니뇨가 대서양에 미치는 영

향력이 약해집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양의 위상을 보이는 대서양 장주기 변동

이 가까운 미래에 음의 위상으로 바뀔 경우, 태평양이 대서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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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him82@korea.kr

Key words: CMIP5, GHG, Aerosol, Natural forcing, Nonlinear, East Asia

  The effects of the emissions of anthropogenic greenhouse gases (GHGs), 

aerosols, and natural forcing on the summer-mean surface air temperature 

(TAS) in the East Asia (EA) land surface in the 20th centuray are analyzed 

using six-member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5 (CMIP5) 

multi-model ensembles from five single-forcing simulations. The historical 

simulation with the observed GHG concentration and aerosol emissions 

reproduces well the land-mean EA TAS trend characterized by warming 

periods in the early (1911-1940, P1) and late (1971-2000, P3) 20th century 

separated by a cooling period (1941-1970, P2). The warming in P1 is mainly 

due to the long-term recovery from volcanic activities in late-19th and 

early-20th century. The cooling in P2 occurs as the combined cooling by 

anthropogenic aerosols and increased volcanic eruption excceds the warming 

by the GHG increases and the nonlinear interaction. In P3, the combined 

warming by GHGs and the interaction term exceeds the cooling by 

anthropogenic aerosols to result in the warming. The nonlinear interaction 

among climate forcing affected TAS via largely modifying the atmospheric 

water cycle since the mid-20th century in P2 and P3. The decreased 

(increased) water vapor and cloud water contents by the interaction term 

resulted in the suppression (enhancement) of convective precipitation in P2 

(P3). We also found that anthropogenic aerosols partially mask the warming 

by GHGs in present-day. Therefore, the reduction in anthropogenic aerosols 

under future air quality control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ccelerate 

unwanted warming in near and mid-term future climate over EA.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AR6 기후변화 시나리

오 개발·평가(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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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한반도 영향태풍, 우태풍, 풍태풍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재해

연보에 따르면 19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피해 순위 중 2000년 이후 태풍이 10위권

에 6개나 포함되어 있다(국민안전처, 2018). 태풍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 피해 분석을 

위해 태풍 피해 유형 분석이나(김정환 외, 2017) 태풍사전방재모델 개발(나하나와 정우식, 

2019)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태풍 피해 분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인 태풍의 비와 바람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Yuan-Chien et al., 

2020)를 바탕으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Korean Typhoon Type Index, KTTI)를 개발하

기 위한 기초연구로 한반도 영향태풍에 동반된 비와 바람의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태풍유형지수는 관측지점을 지나는 모든 태풍의 누적강수량과 강풍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한 지수로, ‘양(+)’일 경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태풍’, ‘음(-)’일 경우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태풍’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유형지수를 2019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적용하여 한국형 태풍유형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태풍의 

영향기간동안 관측지점별로 태풍유형지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태풍으로 인한 지역별 비와 

바람의 영향정도를 수치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반도 영향태풍에 대한 한국형 태풍유

형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영향태풍에 동반된 비와 바람의 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태풍의 사전방재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o. 2020R1F1A1068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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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시기의 풍속 

자료를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추후 태풍의 발생동향이나 태풍으

로 발생하는 강풍의 풍속과 발생비율을 예측하려면 관측이 시작된 이후, 전 기간의 관측자

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전 기간 태풍 시기

의 풍속 자료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설치한 한반

도 전역의 종관기상관측시스템(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자료와 

해양부이, 등표에서 관측된 116년의 방대한 풍속 자료 중 태풍영향 기간에 속하는 구간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태풍 영향 기간에 기록된 풍속 가운데 기상청의 최저태풍등급 기준인 

17m/s 이상 풍속을 ‘강풍’으로 분류하여, 강풍의 풍속과 발생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지점별, 연도별, 지역별, 월별, 계절별 등으로 정리하였다. 한반도의 태풍 시기에 발생하는 

강풍의 비율과 풍속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태풍의 특성 변화에 대한 양상

을 살펴보았다. 또한, 엘니뇨·라니냐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과 태풍 영향 시기에 발생하는 

강풍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태풍 영향시기 지점별 자료를 시도별로 나누어 강풍의 

풍속과 발생비율을 각각 산정하였다. 한반도에서의 현대 기상관측 이후, 전 기간에 대해 

태풍 시기 바람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자료와 분석결과는 태풍 시기 발생

하는 강풍에 대한 연구 및 태풍 방재활동, 피해 예측 등 많은 분야에서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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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사전방재모델의 고해상도 개선과정을 적용한 

한반도 영향 태풍의 최대피해액 추정

윤희성,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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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대피해액, 고해상도, WRF, 태풍사전방재모델, 3-second gust, 주택수

  1904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태풍의 강도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추세이다. 이와 관

련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2)의 연구에서 추정한 태풍의 강도를 바탕으로, 해수면 온

도 증가에 따른 태풍의 강도 변화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Yun et al., 2012). 태풍의 강

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해상도 바람자료(12km)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고, 피해액 산출의 기반이 되는 주택수 자료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

해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바람자료

(3km)를 산정하여 입력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통계청 총조사주택(2018)의 단독주택 자료를 

태풍사전방재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피해를 

추정하는 것이 사전방재 측면에서 실용성이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별 발생 가능한 최대순

간풍속인 3초 gust를 활용하여 최대피해액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태풍의 빈도

가 가장 높았던 2019년 한반도 영향 태풍(7개)을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태풍사전방재모델

을 활용해 태풍의 최대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한반도 영향 태풍에 의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추정하는 데 활용한다면 사전방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

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보다 고해상도인 1km 바람 자료를 구축하여, 읍면동 단위의 

최대피해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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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시기 강풍 추정 한국형 고해상도 

태풍사전방재시스템 구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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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풍사전방재모델, WRF, 기상입력자료, 고해상도해수면온도, 자료동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풍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수역의 해

수온이 전 세계 평균 해수온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 시기 발생하는 강풍에 대한 

한국형 태풍사전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공간적 고해상도 자료 적용 및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민감도 분석을 통해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예측 정확도 향상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기존 12km 해상도의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에서 3km 해상도의 WRF 결과로 교

체하면서 시·공간적인 고해상도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 자료동

화, 기상 입력자료, 토양자료에 대한 WRF 수치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력자

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기존 RDAPS를 대상으로 시군구 피해액을 산정했던 격자체계를 

WRF 격자체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정리된 주택 수 자료(2018

년 기준)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고, 추후 태풍에 

의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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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태풍시기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 개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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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태풍 중심 근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태풍의 구조에서 상대적

으로 더욱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 영역을 태풍의 최대풍속반경(Radius of Maximum 

Windspeed, RMW)이라고 한다.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이라는 

방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RMW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한국을 

살펴보면, 일본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에서는 15m/s, 

25m/s에 대한 장반경, 단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JTWC(Joint Typhoon 

Warning Center)에서는 35,50,60,100kts에 대한 강풍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기상

청에서는, 강풍반경과 관련해서는, 15m/s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제공하였으나, 2020년 5

월 이후에는 25m/s에 해당하는 폭풍반경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태

풍에 동반된 최대순간풍속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경험공식 관련 연구들이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태풍을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15m/s 강풍반경, 국외 기관(JTWC, RSMC)에서 제공되는 15m/s, 35kts 강풍반

경과 수치모의 결과의 바람장에서 나타난 강풍반경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태풍에 

대한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을 국내 영향 태풍에 적용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

과, 국외 선행된 태풍의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별로 도출된 결과에 있어서의 차별적 양상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제시한 경험공식도 함께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향후 한반도 맞춤형 최대풍속반경 산정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추후 개발될 한반도 맞춤형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을 적

용한다면, 사전방재측면에서의 태풍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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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lation aging will worsen the impacts of extreme future heat on public 

health systems by increasing the fraction of people susceptible to heat-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Howev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pulation aging 

in exacerbating the exposure of older communities to unprecedented hot 

summers (UHSs) under future warming projections remains unclear. Here, we 

show that population aging substantially increases the exposure of people 

aged over 65 to UHSs (P65+UHS) in China, India, and sub-Saharan countries 

with low incomes (SSA-L) during the mid-21st century using climate 

projections under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RCP8.5 and 

population scenarios relevant to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SSP2, 

SSP3, and SSP5. The aging-driven increases in P65+UHS and associated risks 

with unprecedented summer heat actually exceed the individual contributions 

from future warming or total population change for the majority of 

population scenarios. For example, under SSP5, the ensemble median of the 

aging-induced P65+UHS increase reaches 198, 261, and 156 million, which are 

larger than the warming-driven increase in P65+UHS by 1.5, 2.6, and 2.1 times, 

in China, India, and SSA-L, respectively. Our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projections of population aging when developing public health 

strategies to reduce risks according to unprecedented summer heat over the 

coming decad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ellowship Program through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H1D3A1A01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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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이상기후, 극한가뭄, 공업가뭄 피해액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뭄의 경우는 과거 일정한 주기를 두고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계절상의 시기 및 주기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동반한 폭염, 산불 등의 재난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가뭄 피해와 관련하여 농업분야를 제외한 

생활, 공업 등의 분야의 피해액 및 복구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 및 공업분야의 지자체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국내의 

극한 가뭄 발생 시 공업분야에서 예상되는 가뭄피해 범위와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피

해액 추정식을 연구 및 제시하고자한다.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2019-MOIS31-010)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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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최근 60년(1960-2019)동안 지속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ASOS 지점

의 지중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중온도의 기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중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강릉 등 9

개 지점에서의 천부 4개(-5, -10, -20, 30cm)와 심부 5개(-0.5, -1.0, -1.5, -3.0, 

-5.0m) 깊이별 지중온도 자료이다. 지중온도는 모든 관측지점에서 기온과 같이 계절변동

을 하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절변동 폭이 급격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최고 및 최소 온

도가 나타나는 달도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깊이별 경년변동성도 지표에서 가장 크

고 심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관측지점에 따라 계절 및 깊이별 경년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깊이에서 지중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상승강도 는 깊이 및 관측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는 지중온도가 낮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지중온도의 경년변동 및 변동경향이 관측지

점 및 깊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공주대학교 “(020-0276-01)(대) 우리나라에서 지중온도의 최근 기후학적 변

화 특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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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년간의 북극 진동 선형 추세와 

열대 인도양 표층수온 강제력의 역할

정용철,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ycjeong940122@gmail.com

키워드: 북극 진동, 인도양 SST 강제력

  북극 진동 (Arctic Oscillation)은 북반구 겨울철 중, 고위도에서 우세한 대기 변동성이

며, 북극 진동의 위상에 따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북반구 중, 고위도의 표층 온도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북극 진동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60년 동안 (1958-2017) 재분석 자료를 이용해 북극 진동의 

선형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양 표층 온도 (SST)를 처방한 대기 대순환 모델에서도 비슷한 

기간 동안 북극 진동이 양의 선형 추세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SST가 북극 진동의 양의 

선형 추세에 중요한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

과들을 바탕으로 각 열대 대양이 북극 진동의 선형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기 대순환 모델인 GRIMs 모델을 이용해 모델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모델 실험은 관측 

표층수온을 인도양 지역에 처방한 IO 실험, 서태평양에 처방한 WP 실험, 동태평양에 처

방한 EP 실험, 대서양 지역에 처방한 AT 실험으로 이루어진다. 각 실험에서 관측 수온이 

처방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월별 평균 수온이 처방되었다. 실험 결과, IO 실험에서만 

북극 진동의 양의 선형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열대 인도양 지역 SST 변

화가 북극 진동의 양의 선형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ilto:ycjeong9401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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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2 영상을 활용한 남한 다설지(평창, 정선 지역)의 

눈덮임 분포 변화 특성 분석

이원영1, 박선기1,2,3

1이화여자대학교 국지재해기상예측기술센터, 2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3이화여자대학교 기후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spark@ewha.ac.kr

키워드: Sentinel-2, 눈덮임, 다설지, 눈덮임 비율, 눈녹음, 산지 지형, 토지피복

  Sentinel-2는 2015년 6월 23일부터 약 5일의 시간 간격으로 12개의 밴드별로 10~ 

60m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눈덮임의 정확한 면적 산출이 가능

하다. 기존의 눈덮임 관련 연구들은 Himawari-8 AHI,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MOD10A1, MYD10A1 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최

고 해상도가 약 500m 수준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지면 특성을 반영하는 지형이나 토지피

복 특성별 눈의 변화 거동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Sentinel-2 위성영상을 활용하

면 눈덮임 분포 면적을 공간적으로 20m 고해상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어 눈

덮임에 영향을 받는 동식물 연구나 수자원, 폭설 재해 등 연구의 기반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Sentinel-2 위성자료로부터 구름이 적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6개 영상을 활용하여, 눈덮임 지역의 지형별, 토지피

복별 눈녹음에 따른 눈덮임의 변화 특성을 빈도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Sentinel-2 위성영상 분석의 대상지역인 평창, 정선 지역은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

리나라의 내륙 지역 중에 연평균 누적 적설이 224.24cm, 적설 관측일수는 약 36.90일, 

연평균 적설 최대깊이는 약 43.39cm로 대표적인 다설지이다. 눈덮임 지역의 산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NDSI (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를 활용하였고, 이후 구름과 수

계와 관련한 보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첫째, 지형특성에 따른 눈덮임의 변

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STER Global DEM 자료를 활용하여 지형 고도, 사면 향, 사

면 경사에 따라 눈덮임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눈녹음이 빨리 진행되는 지형적 특

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토지피복 특성에 따른 눈덮임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부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토지피복별 눈덮임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눈덮임 지역 산정 알고리즘은 향후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남한 전

역에 대한 눈덮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파일럿 연구의 성격으로 

1개년에 대하여 수행하였지만 Sentinel-2는 7년 수명으로 2022년까지 자료 취득이 가능

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스케일을 확대하여 눈덮임의 분포 변화 모니터

링을 수행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2018R1A6A1A08025520(기초연구사업)”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수치모델링센터 주관의 “NTIS-1365003222(수치예보 및 자료응용 기술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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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고농도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1시간 & 8시간 대기환경기준 비교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오존, 대기오염, 건강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의 변화는 국지적인 기상현상을 변화시킴에 따라 생태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대기오염농도도 변화시키는데, 특히 2차 대기오염물질의 농

도는 기온 등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2차 대기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물질로 오존은 질

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물이 태양광 존재 하에서 광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기온이 

높을 때 반응이 더 활발해 진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농도 오존이 관측되

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자동차 운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높아 

오존 농도가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가 빈번히 관측되고 있다. 고농도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

면 안질환 및 폐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존농도의 저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존농

도의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농도는 0.1 ppm 이하이며 8시간 평균농도는 0.06 ppm 

이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시간 평균 기준농도와 8시간 평균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경

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고농도 오존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흡기 질환에 의한 일별 사망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

였다. 연구결과, 오존농도가 1시간 기준값을 초과하였을 때보다 8시간 기준값을 초과하였

을 때의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의 노출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8시간 기준값이 1시간 기준값에 비해 수치는 더 낮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측면

으로 볼 때 더 엄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고농도 오존의 노출시간에 대한 건강영향

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증진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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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 폭염과 열대야 발생 특성

박태원1, 이찬기2, 장민희3, 박두선4

1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조선대학교 물리교육과, 
3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4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lcki7465@naver.com

키워드: 폭염, 열대야, 해양도, 도시열섬지수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의 발생 빈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

회경제적인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 대비 온열질환 환자의 비율이 

높은 호남지방에 대해 폭염과 열대야 발생을 관측소의 기후적인 특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

다. 호남지방 15개 관측소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으로 나누고, 도

시 규모를 고려하여 대도시와 소도시로 구분하여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을 분석하

였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로 정의하였고, 열대야는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정의하였다. 폭염은 해안지방보다 내륙지역에서 약 7.51일 더 많이 발생했고, 

열대야는 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약 8.75일 더 많이 발생하였다. 폭염의 경년변동성은 해

안지방보다 내륙지방에서 2.61일 더 크고, 도시와 시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열대야의 경년변동성은 도시 규모에 대한 차이가 지리적 위치의 차이보다 크게 나

타났다. 장기 변동성에 대해서는 폭염과 열대야 모두 증가하는 경향 하에, 폭염은 내륙지

방과 해안지방에서만 각각 0.614(day/year), 0.437(day/year)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열대야의 장기 변동성은 지리적 위치와 도시 규모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지만, 지리적 위치

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폭염은 도시 규모의 차이보다 지리적 특성인 해양도와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열대야는 지리적 특성보다 도시 규모에 의한 효과인 도시열섬지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폭염은 지리적 차이와 관련된 적응이 

더 중요하며, 도시 규모와 관련된 열대야는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 정책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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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감에 따른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반응 연구

송세용1, 예상욱1, 신종수2, 안순일2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sysong619@gmail.com

키워드: 대칭적인 이산화탄소 강제력, 아시아 몬순, 강수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위적 온실 가스 배출이 기후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

는 상태로 변화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온난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에 따른 수문학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기후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연간 1%

씩 4배까지 증가시키고, 이어서 대칭적으로 연간 1% 감소시키는 이상화된 기후변화 실험

을 수행하였다. 모형 결과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에 따라서 남아시아와 북서태평양 

몬순 지역의 강수량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강수량은 느리게 감소

하였다. 이는 해양의 축적된 열에 기인한 대기 순환의 비대칭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이산화탄소 증가 기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강수 반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 연구는 “NRF- 2018R1A5A1024958”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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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후 평년 값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기상 변수들의 확률 분포 변화 분석

이상빈, 이은혜,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dldhfl21@hanyang.ac.kr

키워드: 표준 기후 평년값, 확률 분포 

  본 연구에서는 표준 기후 평년기간의 변화 (1981-2010에서 1991-2020) 에 따른 이상 

기상 및 기후 현상의 확률 분포 특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표준 기후 평년값의 변화에 

따른 기상 변수들의 확률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국내 기상청 지상 관측 일 강수

량, 일 최저, 평균, 최고 기온 자료, ERA5, CPC, CMAP 등의 관측 및 재분석 자료를 토

대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상 변수 확률 분포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

과 연간 평균 온도와 강수의 경우, 표준 기후 평년기간의 변화에 따라, 평균 온도는 상승, 

강수는 감소하였다. 표준 평년기간 중 온도 증가에 따른 강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열

역학적, 역학적 순환 및, 대기 복사 평형 상태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상 변수들의 계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간들의 확률 분포를 계절 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기온의 경우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여름이 겨울보다 기온의 확률 분포의 차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의 일조 시간, 일사 시간, 강수 등의 변화에서도, 서로 

다른 두 기간들의 평년값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제로 표준 평년 기간의 변화로 열파 및 

열대야 빈도 분포특성에 변화가 생겼으며, 최근 표준 평년값을 적용 시에 열파 및 열대야 

발생 빈도가 줄어든 추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표준 기후 평년 기간의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주요 변동 특성의 변화를 연구

함으로써 예보 정확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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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6 미래 시나리오의 일 강수량을 이용한 

LID 시설별 지하수 함양량 변화 : 장지천유역

채승택1, 김진혁2, 안성윤1, 정은성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공학과

cjstkeod@seoultech.ac.kr

키워드: CMIP6, SSP,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Low Impact Development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지하침투량은 감소하고, 강우유출량이 증가하

여 도시 침수, 지하수 고갈 등 물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 하천이 건

천화 되고 수문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CMIP6 GCM 중 

MIROC6의 SSP245 시나리오의 일강수량을 이용하여 장지천 유역의 LID 시설 적용에 따

른 지하수 함양량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2021년 ~ 2060년까지를 

근 미래, 2061년 ~ 2100년까지를 원 미래로 설정하여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출분석으로는 도심지 유출분석에 적합하고 LID시설이 적용가능한 Epa- 

SWMM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LID 시설로는 장지천 고수분지에 적용 가능한 식생체류지

(Bio-Retention)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LID 시설을 적용하였을 시, 장지천 유역내의 

유출저감 및 지하수 함양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 사업(건설융합기술 기반 방호안전분

야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으로 지원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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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CM4의 RCP4.5와 INM-CM5의 SSP2-4.5의 

월 강수량 비교

송영훈1, 채승택2, 박가인2, 정은성2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공학과,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thddudgns200@naver.com

키워드: CMIP6, Socioeconomic Shared Pathway,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본 연구는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CMIP) 5의 INM-CM4와 

CMIP6의 INM-CM5에서 대한민국 강수의 과거 기간과 전망 기간 월 강수 모의값을 비교

하였으며,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RCP)와 Socioeconomic Shared 

Pathway(SSP)의 유사 시나리오인 RCP4.5와 SSP2-45의 전망기간 강수량을 비교하였다. 

과거 기간(1970-2005)에 22 개 관측소의 월 강수량에 대한 General Circulation 

Model(GCM) 재현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6 개의 평가 지표(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Percent bias (Pbias),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Prcp300)가 사용하였다. 과거기간에 산정된 월 강수량을 토대로 전망기간의 강수량을 산

정하였으며, RCP4.5와  SSP 시나리오 중 RCP4.5와 유사 시나리오인 SSP2-4.5에 대해 

가까운 미래(2020-2059)와 먼 미래(2060-2099)의 강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전망 기

간의 불확실성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 편차와 Interquartile Range(IQR)를 사용하였다. 산

정된 결과는 먼 미래의 강수량 변화가 가까운 미래의 강수량 변화보다 높았지만 불확실성 

요소는 낮았다. INM-CM5의 불확실성 요소는 INM-CM4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 CMIP5 GCM과 새롭게 개발된 CMIP6 GCM의 성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

망 기간의 강수량 변화와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시간 및 공간적 변동성을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 사업(건설융합기술 기반 방호안전분

야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으로 지원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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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후값(1991~2020년)에 나타난 

우리나라 장마기간 강수의 특성

문자연1, 김기영1, 최영은2, 민숙주3

1(주)포디솔루션 기업부설연구소, 2건국대학교 지리학과, 
3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mjy1011@gmail.com

키워드: 장마, 강수일수, 강수강도, 신 기후값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 기간에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강도를 분석하여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신 기후값 기간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60개 관측지점의 시

간과 공간적 분포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지역별 장마 시종 기

간 정보를 이용하여 중부, 남부, 제주도에 속하는 24개, 33개, 3개 지점의 장마 기간에서

의 강수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역별 장마 기간은 2020년 중부에서 

53일로 가장 길게 그리고 2018년 남부에서 13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장마 기간은 중

부에서 가장 크게 변동하였다. 장마 기간의 강수량, 강수일수(1mm 이상), 강수강도(강수량

/강수일수)의 시계열 분석 결과, 강수량의 변동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발생하였고 

변동 경향은 남부-중부와 구분되었다. 강수일수의 변동폭도 장마 기간과 마찬가지로 중부

에서 가장 높았다. 과거의 기후값 대비 장마 기간 강수량은 중부와 남부-제주가 반대의 위

상으로 중부는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남부와 제주는 장마 기간에 감소하고 장마 후 기간에

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름철 전체기간에서 장마 기간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중부는 증가, 남부와 제주는 감소하였다. 강수일수는 중부의 일부 지점에서만 증가하고 나

머지는 대부분 감소하여 중부, 남부 해안지역 등 우리나라 50% 가까운 지점에서 장마 기

간 강수 강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18-033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2019년도 정부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

원사업, WISET 제 2019-535 WISET 제 2019-535호)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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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대야의 발생 특징

강태훈, 윤동혁, 박진영, 김경민, 조하은,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tmahs9638@unist.ac.kr

키워드: 열대야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하여 극한온도 현상의 발생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에서는 연평균 17.7일의 열대야가 발생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열대야에 관한 연구는 폭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의 발생 특징 및 메커니즘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한 열대야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열대야의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열대야와 폭염의 발생 빈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폭염은 동남쪽 

내륙지역에 빈번하지만, 열대야는 해안지역과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

야의 발생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열대야는 폭염과 달리 열섬효

과와 습도 등 국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자

화된 1970-2018년까지 49년 간 7,8월의 ASOS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격자별로 열대야 발

생 기간을 정의하였다. 또한, 열대야 발생 중 지속 시간과 세기에 대한 특징을 총 6개의 

지수로 나타내어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

도권 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열섬효과와 높은 습도가 밤 중

의 지상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49년

간 연평균 열대야 지수의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 지수 대부분이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히 수도권 지역과 남동해안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후에 한국 열대야 발생과 관련된 종관장 분석, SST 

민감도 실험을 통한 국지 SST 변화와 열대야의 상관관계, 그리고 sea-land breeze와 열

대야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 ‧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KMIPA 2017-7010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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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세션 II (기후변화 적응) 

포스터 세션 II - 기후변화 적응 (13:30~15:00 온라인) 좌장 : 김진욱 (국립기상과학원)

P-19 산림식물계절 변화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이보라1, 김은숙1, 윤석희1, 장근창1, 최광훈2, 천정화1, 임종환1

1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2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P-20 이상기후를 고려한 농지배수 계획기준 개선방향 고찰

진현희, 장정렬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

P-21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적응평가 도입방안 연구

박현주, 신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P-22 APCC 계절예측 정보를 활용한 산불예측 서비스

정임국, 최재원, 신선희

APEC 기후센터 예측운영과

P-23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취약계층 적응방안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P-24 어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있어 수리적 및 생리적 인자의 역할

심태용, 김종현, 정진호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과

P-25 드론파종방법별 혼파 목초의 생육현황 비교

양승학, 정종성, 이세영, 천동원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P-26 계절 기후 예측 기반 전지구 작물 생산량 변동성 및 

작물 예측 정보 서비스 예측 시스템 개발

최재원1, 신용희1, 김원식2, Toshichika Iizumi2

1APEC기후센터, 2National Institue for Agro-Environment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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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경영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생활용품 기업사례 중심 -

이승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P-28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취약지역 지표 개발 - 기후변화 중 강풍을 분석하여

변성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P-29 Ascorbic acid-Induced Freezing Tolerance in Spinach 

(Spinacia oleracea L.) leaves explored through metabolomics 

비타민C에 의해 유도되는 시금치 내한성에 대한 대사체 연구

Kyungwon Min1,2, Sang-Ryong Lee1 & Rajeev Arora2

1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S.Korea, 
2Department of Horticulture,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USA

P-30 UAE 사막 벼 재배 농업기반 고찰을 위한 유형별 실증포장 조성

진현희, 장정렬, 엄한용, 전상옥, 박영준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

P-31 주요 SNS 내 ‘기후변화 적응’ 키워드 최근 활용 트렌드 및 홍보에의 시사점 

Usage of the Keywor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Major SNS 

Channels and Its Implication for Public Relations

강주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P-32 ’15∼’19년 THI지수, 30도 이상 고온일수에 따른 

지역별 거세 한우 육질 1+이상 등급 출현율 분석

이은미, 장선식, 권응기, 황소미, 안준상, 장기숙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P-33 계절별 한우 번식우의 혈액생리적 특성 연구

황소미, 장선식, 권응기, 조상래, 장기숙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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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Evaluating seasonal ammonia emiss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livestock manure compost in crop field 

가축 분뇨 퇴비 살포시 발생하는 온도별 암모니아의 휘발량 산정

Hyuck Ju, Kyungwon Min, James Hooper, Jin Ho Song, EunJung 

Kim, Yoon-Seo Cho, Do Kyum Kim, Sang-Ryong Lee*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P-35 Comparative Analysis of Monitoring Ammonia Emissions in Livestock 

Manure Composting Facilities in Korea

김은정1, 제임스 후퍼1, 민경원1, 주 혁1, 송진호1, 조윤서1, 김도겸2, 이상룡1

1동국대학교,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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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계절 변화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이보라1, 김은숙1, 윤석희1, 장근창1, 최광훈2, 천정화1, 임종환1

1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2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boralee7208@korea.kr

키워드: 산림식물계절, MODIS 식생지수, 산악기상, 기후변화

  산림식물계절은 산림 식생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한 것으로 발아, 개엽, 개화, 결실, 단

풍, 낙엽 등을 포함한다. 산림식물계절은 식생의 생물리학적 변화를 대표함으로써 산림의 

탄소 순환이나 산림생산성 등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생물리학적 모형의 주요 계수로 사

용된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그 변동은 기후변화영향의 기준이 

된다. 산림식물계절은 현장 모니터링으로 조사되나 공간적 및 시간적 한계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위성 자료가 널리 활용하고 있다. 위성영상에서 산림식물계절을 추출하

여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상자료가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 지형으로 된 산악지역의 기상현상은 평지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강수량의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2배, 풍속은 3배가 강하게 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따라서 산림식물계절의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서는 산악기상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자료에서 산림식물계절의 장

기변화를 추출하고 산악기상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NASA의 MODIS 위성영상 2003년부터 2019년까지 8일 단위 EVI 

(Enhanced Veget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산악기상 자료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망을 기반으로 한 산악기상 과거복원 자료를(1981년 – 2017년) 활용하였다. EVI의 

시계열 자료로부터 추출한 산림식물계절 중 개엽일과 낙엽일을 4개의 산림식생대(온대 북

부, 온대 중부, 온대 남부, 난대)로 나누어 그 변화를 보았다. 개엽일은 기후대별로 0.29 – 

0.53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 10년간은 그 변화폭이 약간 더 커졌다(0.39 - 0.58

일). 산악기상은 평년 대비 연평균 기온이 2012년부터 그 증가폭이 커졌고 이 때 기온 경

향이 바뀌는 시점과 개엽일의 증감 경향이 바뀌는 시점이 유사하였다. 모든 산림식생대에

서 봄철 기온이 개엽일과 가장 상관성이 높았고 낙엽일은 연평균 기온과 가장 상관성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기온과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추후 다른 기상요인들(예: 강

수, 일사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해 산림의 생물리적 변화가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향후 산림 식생의 변화를 추정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효과적인 산림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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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를 고려한 농지배수 계획기준 개선방향 고찰

진현희, 장정렬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

haeneejoa@ekr.or.kr

키워드: 이상기후, 농지배수, 계획기준, 배수개선사업, 임계지속시간, 강우분포, IDF, Huff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최근 더욱 빈번해지면서 농지배수 계

획기준(2012.12, 2018.04)에 의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하여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배수 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수개선사업 사례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강우의 시간분포 및 지속시간을 모

의 적용 및 분석하였다. IDF 강우분포법에 의한 20년 빈도 48시간 홍수량이 Huff 모형에 

의한 500년 빈도 48시간 홍수량에 비해 약 2.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지구의 

임계지속시간은 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임계지속시간과 Huff 모형을 적용할 경우 100년 

빈도 홍수량(123.1㎥/s)이 IDF 강우분포법에 의한 20년 빈도 홍수량(123.7㎥/s)과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침수심은 임계지속시간과 Huff 모형을 적용한 전

자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IDF 강우분포법의 경우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추정

하여 초기 홍수배제 등의 목표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는 강우의 지속시간과 상관없이 초기

에만 강우량이 집중 분포한 모형으로 임계지속시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기습폭우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실제 침수피해 유발 강우량의 지속시간은 대부분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시간의 값을 지정하기 보다는 최대홍수량이 나오는 지속시간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환경부, 2019)에 따라 대부분의 수공구조물은 임계지

속시간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Huff 모형을 적용하여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

나 농지배수 계획기준에는 강우의 시간분포 방법 선정과 함께 임계지속시간 개념이 도입되

어 있지 않아서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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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적응평가 도입방안 연구

박현주, 신지영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parkhj@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적응 주류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적응평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이상기후 발생으로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자연재해·인명피해가 다양하게 관측되고 

있다. 2100년의 지표 온도 변화는 1.5℃를 넘어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

에서 정부정책 형성 과정에 적응을 연계 및 통합하는 적응 주류화(mainstreaming)를 강

조하고 있으며, 국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단위에서 기후변화 영향 고려 및 적응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써 환경영향평가(EIA) 내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 연

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평가 항목을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환경영향평가제

도에 반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사

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적응’의 고려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

변화 적응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EIASS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 고

려 키워드를 사용한 환경영향평가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개발사업 유형에서 적응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적응을 고려하는 

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적응평가 도구의 부재, 인식 제고와 이해당사자 참여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는 방안 및 단계

별 고려사항,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안, 가이드라인(안) 등을 마련

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적응 요소를 발굴·반영함으로써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적 및 효과적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수행된 “민간기업 기후적응 확산 지원 및 

적응 주류화 기반 구축(2020-002-0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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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 계절예측 정보를 활용한 산불예측 서비스

정임국, 최재원, 신선희

APEC 기후센터 예측운영과

igjung@apcc21.org

키워드: 계절예측, APCC, FHEWS, MME, SBC

  산불로 인한 연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화재·연무로 인

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APEC 기후센터 (APEC Climate Center, 이하 APCC)는 APN (Asia-Pacific Network 

for Global Change Research) 국제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통남아 해양 국가들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섬인 보르네오 섬에 대한 화재·연무 조기경보 시스템 

(FHEWS, Fire and Haze Early Warning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부터 보르네

오 섬 4개 지역 (Barat, Tengah, Selatan, Timur)의 산불 발생 조기경보 예측정보를 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APCC 다중모델앙상블 (Multi-Model 

Ensemble, MME) 계절예측의 강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건조기에 해당하는 8월

-10월 기간에 대한 가뭄상태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산불발생 조기경보 단계 (Extreme, 

High, Moderate, Low) 예측 정보를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제공한다. 최근들어 APCC 

MME 계절예측 시스템에 참여하는 개별모델들의 약 80%가 개선 또는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APCC FHEWS 또한 새롭게 단장되었다. 보다 양질의 APCC 화재·연무 조기경보 예

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측 콘텐츠 또한 개선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지속적

인 예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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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취약계층 적응방안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적응방안, 대기오염,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농업과 산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 정도는 훨씬 크다. 이러한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를 감속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은 이에 적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의 적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에 의해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강영

향은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별 온도와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에 제시된 오염물질 

중 서울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인 PM2.5, PM10, NOx, O3 농도를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 PM2.5농도와 NOx농도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농도 대기오염이 관측된 날 뿐만 아니라 고농도 대기오염

이 관측된 1일 또는 2일 후에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가장 크게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폭염 또는 한파와 같은 이상기상현상 이후에는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농도 대기오염 또는 이상기

상상태에 노출 된 이후 영향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약계층의 건강 적

응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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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있어 수리적 및 생리적 

인자의 역할

심태용, 김종현, 정진호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과

xizor@korea.ac.kr

키워드: EHSM, 수리 인자, 생리 인자, 기후변화, 담수어류

  담수어류의 서식처는 수심, 유속, 수온, 수질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서식처의 질에 따라 

담수어류의 성장, 개체수, 산란, 분포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로 인해 하천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어류의 서식처도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각 환경인자가 어류의 서식처 적합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식적합성 모델인 EHSM(Ecological 

Habitat Suitability Model)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담수어류의 영향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수리적 인자는 유속과 수심을 이용하였고 생리적 인자는 수온(평균, 최소, 최고)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어류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류인 피라미(Zacco platypus)와 

고유종인 참갈겨니(Nipponocypris koreanus)를 선정하였고, 현재(2008-2015)와 RCP 

4.5와 8.5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2026-2035), 2050년(2046-2055), 2080년

(2076-2085)의 EHS(생태적 서식합도)를 예측하였다. 현재의 EHS를 편상관 분석한 결과, 

두 어류 모두 수리적 서식적합도(HHS)가 생리적 서식적합도(PHS)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HHS를 구성하는 인자(수심, 유속) 중 수심이 어류 서식처 적합도를 결정하

는 주요 인자로 나타났다. 한편, ANOVA 결과에 의하면 미래의 EHS 변화는 RCP 4.5와 

8.5 시나리오 모두에서 PHS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온 인자가 EHS의 변화

와 수리 인자보다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리 환경도 중요하지

만, 어류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 따라서 피라미와 참갈겨니 같이 하천에 서식하는 담수어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수온에 대해서 우선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4001310007)”으로부터 지원받

은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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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파종방법별 혼파 목초의 생육현황 비교

양승학, 정종성, 이세영, 천동원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y64h@korea.kr

키워드: 드론, 목초, 파종, 생육분포

  이상기상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료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대응한 직관적인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작물의 정밀재배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비접촉식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여 적응기술의 투입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기후변화 대응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드론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구당 100m2면적의 불경운 신규초지에 대조구(인력파종, 

47kg/ha), 처리1구(파종높이3m, 파종량47kg/ha), 처리2구(3m, 62kg/ha), 처리3구(6m, 

47kg/ha) 및 처리4구(6m, 62kg/ha)로 구분하여 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

스, 화이트크로버를 혼파하였다. 생초수량은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12~31.3% 높았는데, 

처리2구가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고 처리4구와 비교 시 파종높이가 낮을수록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파종균일도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식생지수(NDVI)맵

을 볼 때 대조구는 중앙에 집중되었으며 드론파종 시 고른 파종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드론을 이용한 목초의 적정파종 및 관리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PJ01412302 (드론 이용 초지조성 관리기술의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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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기후 예측 기반 전지구 작물 생산량 변동성 및 

작물 예측 정보 서비스 예측 시스템 개발

최재원1, 신용희1, 김원식2, Toshichika Iizumi2

1APEC기후센터, 2National Institue for Agro-Environmental Sciences

jwchoi@apcc21.org

키워드: 다중모델 앙상블 예측, 작물 수확량 변동성, 식량 안보

  본 연구는 APEC기후센터(이하, APCC)에서 다중모델 앙상블(Multi-model Ensemble, 

MME) 기법을 통해 생산·서비스 되고 있는 전지구 계절별 온도 및 강수 예측자료를 활용

하여 NIAES(National Institue for Agro-Environmental Sciences)에서 개발된 전지구 

주요 작물 수확량 변동성 예측 통계 모델의 예측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한다.

  개발 중인 시스템은 웹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측인 백엔드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클

라이언트측인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백엔드는 APCC MME 자료와 NIAES 

통계 모델을 활용하여 월별 작물 수확량을 계산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프론트엔

드는 백엔드에서 예측된 정보를 표출하는 웹 부분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월별 전지구 작

물 수확량 예측 정보 생산을 처리하는 부분과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메일발송시스템은 파

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는 국가별 식량 안보와 관련된 기관에 계절별 기후 변동

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 되는 식량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선제적 대

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 생산성 분

야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서 이상기후 현상 발생에 따른 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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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탄소경영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생활용품 기업사례 중심 -

이승필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alwayssp@naver.com

키워드: CDP, TCFD, RE100, SDGs, 배출권거래제, SBTi, 탄소발자국, CSR, 지속가능경

영, Life Cycle thinking 

  기후변화 리스크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이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Global warming of 1.5℃ 

Special Report_IPCC; 2018.10). 제조생산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기후변화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기업평판의 중요척도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지수 평가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주요제도 및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주요 생활용품업종을 중심으로 탄소경영활동과 기업가치 간 상

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점 오염원인 제조생산사업장의 대응뿐 아니라 제품 환경성 개선과 

혁신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생활용품업종의 능동적 탄소경

영활동은 소비자 만족도와 기업평판 유지관리의 핵심 인자이며 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국내 주요 생활용품업종의 탄소경영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와 함께 조직, 제품, 프로세스, 

물류, 지역사회 측면의 개선과제와 기후변화 이노베이션 Lab. 운영을 통한 공동대응 등 공

생(coexistence)·공진화(coevolution)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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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취약지역 지표 개발 

- 기후변화 중 강풍을 분석하여

변성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ebisura@korea.ac.kr

키워드: 강풍, 기후변화, 도시쇠퇴, 도시재생, 쇠퇴지표, 지표개발

  본 연구는 도시 범위에서 도시쇠퇴 관련 기존 쇠퇴지표 및 선행연구와 기후변화 중 강

풍에 취약한 요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강풍,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와 폭염에 의한 사

망, 열대성 질병의 확산 등 건강상의 위험요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지되면서 국내의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

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나 다가구·다세대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이 밀집된 쇠퇴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며 재해에 따른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변

화에서 쇠퇴해가는 도시의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에서 도시의 쇠퇴를 평가하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표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며 강풍, 지진 등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쇠퇴 지표들에 대한 고려

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쇠퇴 지표에 관한 선행 연구 또한 지표 선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물리

적등 다양한 요소의 지표를 포함한 체계화된 쇠퇴지표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기후변화 중 강풍에 취약한 요소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물 외

장재 유형’, ‘옥외 시설물 여부’, ‘도로폭’, ‘막구조물 유형’, ‘방풍시설 설치 여부’, ‘최대풍

속’, ‘15m/s 이상 풍속 지속 일수’를 강풍에 취약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지표와 더불어 추가된 강풍 취약 지표들을 정비할 경우,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효과적

으로 선정함에 있어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향후 강풍 외에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재난재해요소 분석에 대한 연구와 새로 추가된 쇠퇴지표의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비지원

(20TSRD-B151228-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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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 acid-Induced Freezing Tolerance in Spinach 

(Spinacia oleracea L.) leaves explored through metabolomics 

비타민C에 의해 유도되는 시금치 내한성에 대한 대사체 연구

Kyungwon Min1,2, Sang-Ryong Lee1 & Rajeev Arora2

1Department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S.Korea, 
2Department of Horticulture,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USA

hellokwmin@gmail.com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ascorbic aicd (AsA)-feeding on 

freezing tolerance (FT) of spinach (Spinacia oleracea L.) at whole plant and 

excised-leaf level, and conducted metabolomics of leaves before and after AsA 

treatment to explore metabolic explnation for change in FT. Temperature-controlled 

freeze-thaw tests revealed AsA-fed plants were more freezing tolerant as 

indicated by: 1) less visual damage/mortality, 2) lower ion-leakage, and 3) less 

oxidative injury. comparative leaf metabolite profiling revealed clear 

separation of metabolic phenotypes for control versus AsA-fed leaves. 

Specifically, AsA-fed leaves had greater abundance of antioxidants (AsA, 

glutathione, alpha- & gamma-tocopherol) and compatible solutes (proline, 

galactinol, and myo-inositol). AsA-fed leaves also had higher activity of 

antioxidant enzymes (superoxide dismutase, ascorbate peroxidase, and 

catalase). These changes, together, may improve FT via alleviating 

freeze-induced oxidative stress as well as protecting membranes from freeze 

desiccation.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297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31801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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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막 벼 재배 농업기반 고찰을 위한 

유형별 실증포장 조성

진현희, 장정렬, 엄한용, 전상옥, 박영준

농어촌연구원 지역기반연구실

haeneejoa@ekr.or.kr

키워드: 기후변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책적 타당성, 재난안전, 예산

  한-UAE 정상회담(2018) 이후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강화 MOU 체결에 따라 2019년부

터 UAE 현지에서 벼 재배 실증시험(농진청)을 실시하였으며 UAE 벼 재배는 양국에서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UAE는 대부분 사막지역으로 경작 가능 토지가 국토면적의 약 

3% 수준이며 연중 강우량은 약 116㎜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불량한 작물재배여건 등으로 

인하여 UAE는 농식품의 80~90%를 근접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UAE 1인당 

쌀 소비량(84㎏)은 세계평균 64.4㎏보다 많다. UAE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사막

기후에서의 벼 재배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UAE 사막 

벼 재배를 위한 농업기반을 고찰하기 위하여 경반층 조성방법과 관개방법에 따른 유형별 

현지 실증포장을 조성하여 벼를 재배하고 작물생육을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UAE 사막기

후에 적합한 물 절약형 관개방법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사용 절약 및 지속가능한 농지형

성을 위한 경지 내 물리적인 개량방법을 통하여 UAE 사막 벼 재배 농업기반을 고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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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NS 내 ‘기후변화 적응’ 키워드 최근 활용 트렌드 및 

홍보에의 시사점 

Usage of the Keywor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Major SNS Channels and Its Implication for Public Relations

강주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jykang@kei.re.kr

키워드: SNS, 기후변화 적응, 홍보

  본 연구에서는 최근 3개월(2020.06.18-09.17) 동안 주요 SNS 내 ‘기후변화 적응’ 키워

드 최근 활용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키워드는 상시적으로 사용되기

보다, 관련 기사나 이벤트가 있는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주로 공유되는 양상을 보였다. 

관련 내용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데, 짧은 텍스트를 주로 공유하는 트위터의 경우, 

관련 기사를 공유가 95%의 비율에 달했다. 인스타 그램이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좀 더 다

양한 형태로 언급되었는데,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키워드를 온전히 다룬 게시물은 10%가 

채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국제개발협력과 같은 유사 주제와 함께 언급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키워드가 아직 주요 SNS 내 충분히 활용되

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3개월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적응 홍보 등에 반영하기 위해

서는 향후 더 긴 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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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년 THI지수, 30도 이상 고온일수에 따른 지역별 거세 한우 

육질 1+이상 등급 출현율 분석

이은미, 장선식, 권응기, 황소미, 안준상, 장기숙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board11@korea.kr

키워드: 거세 한우, THI지수, 30도 이상 고온일수, 지역별 1+이상 출현율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거세 한우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최근 5년(2015∼

2019)간 전국 81개 지역의 THI지수, 30도 이상 고온일수, 열대야일수에 따른 거세 한우 

1+이상 출현율을 분석하였다. 기상자료 중 THI지수는 2015∼2019 지역별 종관기상관측

자료(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를 이용하여 NRC 1971년 지수식((1.8×T+32)-[(0.55- 

0.0055×RH)×(1.8×T-26.8)], T:최고온도, RH:평균상대습도)으로 계산되었고, 지역별 30

도 이상 고온일수, 열대야 일수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육질판정 통계

자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15∼2019 출하지역별 거세 한우 1+이상 출현율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상자료는 열대야 지수를 제외한 THI(5~9월)지수와 30도 이상 일

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상자료(’15~’19년 THI 및 30도 이상 고온일수) 분석 결과 

5~9월이 고온·다습한 기간으로 나타났고, 기상자료와 육질등급 판정자료 상관관계 분석 

시 THI지수(5~9월)와 30도 이상 일수가 높아지면 1+이상 출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냈기 때문이다. 육질은 2~7월 1+이상 출현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1+이상 출현율이 

낮은 6개월(2~7월)은 비육중기(18~24개월령)동안 고온·다습구간 노출이 많았고, 1+이상 

출현율이 높은 6개월(1, 8~12월) 대비 1+이상 출현율이 평균 0.55%, 1+이상 등급 판정두

수(합계)는 평균 1,656두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지역별 THI지수 및 30도 

이상 일수에 따른 1+이상 출현율이 낮은 2~7월에 대한 분석 결과, 한반도에서 온도와 습

도가 높은(THI 78이상 89미만 및 30도 이상 일수 300이상 400미만 지역)구간의 1+이상 

출현율은 경주, 대구, 영천, 홍천, 합천 상주, 의성, 밀양, 양산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52.44%을 나타내었다. 또한 온도와 습도가 낮은(THI 72이상 78미만, 30도 이상 일수 

100이상 200미만)구간의 1+이상 출현율은 속초, 인천, 동해,(중간생략), 강릉, 인제, 철원 

순서로 높았고, 평균 54.82%을 나타내었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기후적응형농축산

재배사양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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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한우 번식우의 혈액생리적 특성 연구

황소미, 장선식, 권응기, 조상래, 장기숙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somi171018@korea.kr

키워드: 한우, 암소, 계절, 혈액

  본 연구는 계절별 한우 번식우의 혈액생리 변화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공시동물은 

한우 암소 16두(평균체중 481.7±39kg)를 이용하였으며, 사료는 농후사료와 볏짚을 각각 

3kg, 6kg을 하루 2회(오전9시, 오후4시) 나누어 급여하였다. 환경 조건 중 온도와 습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시간 측정하였고, 혈액은 2주간격으로 사료급여 전 공

시축의 경정맥으로부터 채취하여 HSP, Leptin, Cortisol, NEFA 등을 분석하였다. 여름 

평균 THI는 68.73, 가을은 54.75, 겨울은 34.64 이었으며, 최고 THI는 79.52, 최저 

THI는 17.38로 나타났다. 혈중 열 스트레스 지표인 HSP70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여

름에 높게 나타났다 일정하게 유지되었고(p>0.05), HSP90은 여름보다 가을 및 겨울이 높

게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 Cortisol은 여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낮아

졌다(p<0.05). Leptin은 여름에 낮게 나타났으며 가을 및 겨울로 갈수록 점차 높아졌으며, 

NEFA는 여름과 겨울에 높게 나타났고 가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Glucose와 

BUN은 여름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낮아졌다(p<0.05). 따라서 계절이 한우 암소의 

혈중 cortisol, leptin 및 NEFA 등에 영향을 주어 계절별 에너지요구량의 차이가 있으며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우 암소의 계절별 혈액

생리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를 대응하여 한우 암소의 고

온 및 저온에서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PJ0143260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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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ck Ju, Kyungwon Min, James Hooper, Jin Ho Song, EunJung Kim, 

Yoon-Seo Cho, Do Kyum Kim, Sang-Ry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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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t is an eco-friendly and alternate method to enhance soil fertilities 

as well as to reduce the need for synthetic fertilizers. Similarly, compost also 

emits ammonia as direct livestock manure application and then react with 

NOx and SOx to form particulate matter <2.5 μm (PM2.5) in the ambient air. 

The high concentration of NH3 and PM2.5 will not only damage our 

environment but also threaten individuals’ well-being.  Previous researches on 

ammonia emission on seasonal variance have not been well investigated,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world compost field application on timing is a 

critical aspect.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estimate ammonia emission 

and its relationship on PM2.5 in the atmosphere under various temperature- 

dependent compost application during the day time in the crop field.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 efficient guideline on the timing of compost field 

application, thus, minimize ammonia emission, reduce PM2.5 formation and 

manage nitrogen contents in soil.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297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31801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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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국대학교,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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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ultural Ammonia emissions are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reation of secondary particulate matter, resulting in negative cardiovascular 

health outcomes and lower life quality among affected populations. Existing 

research has found that temperature rises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re 

expected to cause an increase in ammonia emissions. Thus, it is critical to 

develop appropriate emissions reduction technology that will be effective 

under projected climate change scenarios in order to achieve air quality 

improvements. Consequently,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that result in the emission of Ammonia from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its role in the formation of secondary particulate matter is 

necessary. In this study, ammonia emissions from livestock manure composting 

facilities in three regions of South Korea we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goal of characteris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respective temporal and 

spatial NH3 emission patterns and intensities. Furthermore, the data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assessing ammonia emissions by 

each component of the composting processes and prevailing meteorological 

conditions.

※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297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31801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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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pollution related to traffic is mainly composed of particulate matters 

and NO2. And relatively immediate response time between PM10 and 

arrhythmia symptoms exacerbation is suggested. In this study, we aim to 

investigate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exacerbation of arrhythmia 

symptom and traffic-related pollutants (PM10, NO2) is modified by seasons or 

SSC type. 

  We used the daily number of arrhythmia-related emergency department 

admission (AEDA) between 2008 and 2015 in Seoul. We conducted the 

time-series study using Poisson generalized linear models with stratification by 

season and each of seven distinctive SSC ([DM],[DP],[DT],[MM],[MP],[MT],[T]). 

  We investigated the modification effects and considered the delayed effect 

up to 3 consecutive days with moving averaged lag structures. In addition, we 

re-arranged those seven SSC into temperature related subgroup; tropical, 

moderate, polar, and transition, and humidity related subgroup; dry, moist, 

and transition.

  Although, overall ADEA was increased to two prior days of AEDA according 

to concentration increase of PM10 and NO2, the increased associations were 

varied by the season and the type of SSC. Seasonal modification was observed 

with consistently increased association during fall and winter for both 

pollutants level. Increased association was observed with the NO2 per 1 SD 

increase in [DT]; lag0 (6.57 [95% CI 0.53, 12.98]), lag0-1 (8.29 [95% CI 1.48, 

15.56]), and lag0-2 (7.76 [95% CI 0.31, 15.77]). In re-arranged SSC groups, 

PM10 and NO2 were observed with increased association among temperature 

related groups; dry and transition, and humidity related groups; tropical, 



polar, and transition.

  According to the weather condition variability as a distinc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traffic-related air pollutant effect on arrhythmia symptom 

exacerbation was increased in specified types of SSC. The SSC types 

associated with arrhythmia symptom exacerbation are those related with 

extreme or transient temperature conditions as one of intermediate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The application of SSC can help to 

understand how extreme weather conditions accelerate the adverse health 

outcome of traffic-related air pollutants.

※ Funding source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2017R1C1B2002663).

※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under the support of Big 

Data Analysis Collaboration Project with Medical Information Convergence 

Office i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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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쌀 공급 과잉, 농지면적 감소, 급속한 고령화 및 식탁 메뉴 변화 등의 환경변화 속

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타당성 및 대응성

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성과 및 대내외 환경 분석

(SWOT분석)을 통하여 공사의 수리시설에 대한 전문성,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규모 예산확보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 재분류 후 필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재난 및 재정당국의 지침 및 

관련법령(2017)을 분석한 결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을 재난안전 예산사

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자체 수리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가시설로 추가로 편입시키거나 국가로의 편입시기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자체 수리시설관리 효율화와 재난안전 예산 분류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을 

모두 재난안전 예산으로 분류하면서 지자체 수리시설관리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 

둘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재난안전 예산으로 분류하되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안전 예산

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수리시설관리 효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2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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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be applied from 2021, the world is 

trying to shift to low-carbon economy to control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below 1.5℃ by presenting individual goals for carbon neutral 

society. Especially, global economy faced recession due to COVID-19 

pandemic in this year. Therefore, several governments announced ‘Green New 

Deal’ to recover economy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Korean New Deal again including Korean 

Green New Deal sinc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first Green New Deal 

in 2009. It is necessary for Korean policy makers to consider how to make 

the scheme implement effectively. This study is aim to determine priorit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Korea Green New Deal by conducting both a 

survey and interviews for expe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is 

study is planning to derive the priorit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Korean Green New Deal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suggest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Hana Kim (hanakim0729@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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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특히 섬

으로 구성된 국민들의 거주공간이 소멸되며, 국지적인 폭염 또는 한파는 생태계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

한 이상기상현상에 특히 취약하다. 이상기상 상태와 더불어 고농도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경우 각각의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보다 인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시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역학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영향평가 연구에 사용되는 대기오염 관측소의 위치에 

따른 건강영향평가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의 

서울시 25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농도와 폐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를 사용하였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온의 변화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관측소는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도로변과 비도로변, 그리고 비도로변의 경우 녹지와 주거

지, 그리고 상업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로변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

지의 농도가 비도로변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사망자의 수와 고농도 대기오염농도가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역은 비도로변 주거지역이었다. 이는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므로 주거지역의 대기에 가장 많은 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영향평가연구에는 고농도 대기오염이 관측

되는 관측소 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주거지역과 같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거주하

여 대기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대기오염 관측소의 위치 선정

뿐만 아니라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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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 

역할을 하는 농경지내 둠벙에 대한 전북도내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 대

책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인공위성 지도

를 이용하여 14개 시·군의 1,000㎡ 이하 둠벙을 조사하였다. 

  전북도내 농경지내 둠벙은 1,277개가 확인되었으며, 100개 이상의 둠벙을 보유한 시군

은 고창군(284개소), 부안군(196개소), 남원시(187개소), 김제시(177개소), 순창군(100개

소) 등 5개 시·군이었다. 고도별 분포를 보면 해발 100m 이하에 61.8%, 300m 이하에 

92.9%가 분포하였다. 둠벙 주변 농지 이용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논 36.5%, 밭 55.6%, 

하우스 5%로 나타나 밭과 하우스를 이용하여 작물재배시에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금후 소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원 관련 농경지 전반에 대

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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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개념과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고찰

김이진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ljkim@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피해 가속화로 전 세계 적응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적응활동을 산업화함으로써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가치 또한 창

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

고 산업범주 또한 불명확함에 따라 산업여건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적응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

식을 토대로 한 여건 진단과 산업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국내외 협력 추진”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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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폭염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더위체감 APP 개발 연구

손정민1, 엄정희2, 백준범1, 성욱제1, 김주은2, 민진규2, 박주현3

1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2경북대학교 산림과학 · 조경학부 조경학전공, 3더올림 

sonbyeol0404@gmail.com

키워드: 열환경, 시민참여형 지도, 어플리케이션, 리빙랩, 열쾌적성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도시에서는 폭염, 열대야 등 도시의 열

환경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폭염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적응센터 등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폭염 정책을 시행하고자 관련 기초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를 제공하여 각 지자체에서 폭

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VESTAP 및 현재 구

축되고 있는 열환경 관련 기초자료는 대부분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하며, 격자를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의 열환경, 열쾌적성은 지역별로 다르고 도시 공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 및 지구단위와 같이 보다 상세한 단

위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열환경 관련 기초자료로는 지역적인 계

획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가하고 시민참여를 통

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폭염 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공간의 열쾌적성을 기입하고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더위체감 APP’을 개발하여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도시폭염 저감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더위체감 APP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자 열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조사, 열관련 APP 특징 고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빙랩 활용방안 등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더위체감 APP’

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APP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개발될 ‘더

위체감 APP’은 높은 공간적 해상도를 가지는 지역맞춤 열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폭염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NRF-2019R1A2C1011042(시민참여형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맞춤 더위체감 

분석 및 평가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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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기술 및 정책 수요 분석

조한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hncho@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회복력, 기술수요평가(TNA), 자발적 기여방안(NDC), 국

가별 협력전략(CPS)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핵심 전략으로 여러 세부과제를 설정하

고 있다. 그 가운데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과제는 신남방

국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신남방국과의 협력은 더욱 넓어질 것이

며 기후변화 적응 또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남방국가의 기후변

화 적응기술 및 적응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상대국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 이슈를 제공함으

로써 해당 국가와의 협력 시 적응과제 발굴 및 국내 적응기술의 해외 이전 사업발굴에 기

여하고자 한다.

  Germanwatch의 글로벌 기후리스크 지수(CRI 2019)를 살펴보면 상위 10위권 이내에 

신남방국인 미얀마(3위), 필리핀(5위), 베트남(9위)이 속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신남방국

가들은 리스크지수가 높아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러한 현황은 신남방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발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신남방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기술 및 적응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

국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이상 7개국으로 선

정하고, UNFCCC의 기술수요평가(TNA), 각 국가가 제출한 국가 자발적 기여방안(NDC), 

ODA 사업을 위한 아국의 국가별 협력전략(CPS)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시

아 7개국 적응 수요분석 결과 국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자원, 농업, 연안 분

야는 필수 분야로 파악되어지며, 아국의 협력 중점대상 분야는 수자원이 가장 우세이며 농

업, 건강, 지역개발이 뒤를 잇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정책의 수요 분석 결과는 

향후 대상국과의 과제 발굴과 선정,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유효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이 연구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수행된 “다각적 협력 및 인식확산 (2019-005-04)”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P-44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평가 결과를 활용한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관한 연구

박송미, 송영일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smpark@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평가, 정책 모니터링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행 평가 결과를 해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의 대상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

부시행계획 전과제(중점관리과제 포함)로 한정하였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행

된 세부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시행 마지막 연차인 현재 시점에 전체 

341개 세부시행계획 이행 실적 분석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전반적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하였고, 전체 세부시행계획 중 100개의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실적을 검토하였다. 제2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행 3년차에 진행된 중간종합평가 결

과와 5년차에 진행된 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차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모니터링 방법은 첫째,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341개 세부시행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 정량적 이행

평가, 둘째, 341개 세부시행계획 중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한 100개 계획에 대한 정량/정성

적 이행평가, 셋째, 시행 3, 5년차에 진행된 정량/정성적 종합평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각각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책의 세부 부문별 성과를 검토할 수 있고, 현재 수

립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책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연속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과성 및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언 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은 국가 단위의 정책의 질적

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수립·이행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및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모

니터링 개선안 관련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 본 연구는 환경부 역무대행 “2020년 기후변화적응 민간대행사업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점검·종합평가 및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연계성 강화”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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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폭염재해 취약성 산정 지표 연구

원주성1, 민병학2

1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2어반인사이트코리아 대표이사

emoticon-_-@korea.ac.kr

키워드: 주민참여 리빙랩, 미기후, 재난재해, 폭염, 쇠퇴지역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쇠퇴도시 산정 지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에서의 자연 재난재해가 

다양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매년 실생활 속 피해가 늘고 있어 본 연구는 쇠퇴도시에서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산정하는 지표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

한 재난재해 피해 중 폭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에 따라 113개

의 지표를 정리하였다. 도출된 지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나누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위해성’, ‘기

후변화 노출성’,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저감능력’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113개

의 지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성’, ‘방향성’, ‘단순성’, ‘이론적 근거’, ‘자료취

득 용이성’ 등의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지표는 기후변화 위해

성 항목에서 ‘최고기온 33℃ 이상 일 수’, ‘최저기온 25℃ 이상 일 수’, ‘열지수’, 기후변화 

노출성 항목에서 ‘7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 기후변화 취약성 항목에서 ‘도로면

적’, ‘시가화 면적’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저감능력에서 ‘응급의료기관 접근

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상지인 대구 서구 인동촌(백년마을)의 지역

성과 주민참여 리빙랩을 활용한 미시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표로

서 대상지 블록 경계를 따라 ‘가로변 주차면’, ‘지번별 에어컨 보유현황’을 추가 지표로 산

정하여 총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리빙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

시공간 단위의 지표를 도출한 것으로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운영 후, 거주민들이 제공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미시공간에서의 취약지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비지원

(20TSRD-B151228-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P-46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성공요인과 발전방향 분석 

- 서대문구 사례를 중심으로 -

강은주

고려대학교

zzdreamzz@naver.com

키워드: 에너지자립마을,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센터,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에너지 거버넌스, 서대문구, 행정조직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기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그린뉴딜정책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고자 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중 에너지자립마을이 가장 많이 위치하였고 2019년에는 에너지자립 혁신지

구로도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구 

사례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과정에서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서대문구의 에너지자립마을은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주도형으로 발전되었으며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현황과 여건이 반영되었다. 이

에 대해 문헌 조사와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주체의 인터뷰 및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

해 서대문구 행정지원 현황, 에너지자립마을의 진행과정 및 활동내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서대문구 에너지자립마을은 행정조직의 지원으로 민·관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

업 참여자들의 참여인식과 적극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향

후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치구 행정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

축과 마을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및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이 이루

어져야 한다.



포스터 발표 III C발표장 / 온라인

포스터 세션 III - 기후변화와 에너지 (13:30~15:00 온라인) 좌장 : 성현민 (국립기상과학원)

P-47 에너지 절약설비 보조금 도입효과분석

- 일본 에너지합리화 보조금 성과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민1, 김정인2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석사과정, 2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48 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 분석

김정인1, 유경태1, 이윤혁1, 최종석2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석사과정, 
2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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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설비 보조금 도입효과분석

- 일본 에너지합리화 보조금 성과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이상민1, 김정인2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석사과정, 2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lsm@k-sdmi.co.kr, jeongin@cau.ac.kr

키워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보조금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은 일상이 되었다. 그 중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녀부터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규

제 성격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로 일으키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설비에 대한 지원

책은 미미하다. 특히 반기업 정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에 다수를 차지하

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라는 규제는 없으나 교토의정서 이후 에너지절약

법의 원단위 개선 규제를 재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 뒤에 지원 있다”라는 이념 

아래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매년 평균으로 약2천억원 보조금을 에너지절약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국내에 적용시킬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본의 산업 에너지다소비 구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

다. 에너지다소비 업종 순위도 석유화학, 금속(철강), 시멘트, 제지 등 에너지사용량과 그 

공정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결심하는 투자 대비 회수기간

인 ROI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조사결과 5년 이내가 98%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일본의 초

기 에너지합리화자금의 지원 대상이 ROI 5년 이상인 설비나 기기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정책 적용 취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일본의 에너지합리화 자금의 결과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하였는데, 

2019년 9년째 사업으로 총 채택건수는 13,500건으로 지출된 보조금 금액은 약1540억엔

이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공장에 지급한 금액비율은 54.6%인데 전체 에너지절감 성과 

비율은 72.6%를 차지해 다른 부문보다 공장설비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에너지절약 성과(모든 사업을 1년만 측정) 216만kl를 TOE로 환산하면 

1,840,320TOE가 나오고 이 중 1,336,072TOE가 산업계 절감량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

조업 사용량이 100:91이므로 단순계산하여 국내에 보조금을 도입했을 경우 효과는 

1,215,826 TOE의 에너지절감량이 된다. 원유 0.82의 탄소배출계수를 곱하면 약 100만

tco2가 감축된다. 이는 배출권거래가객이 3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300억원이다. 유사

mailto:lsm@k-sdmi.co.kr


한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투자액의 3분의1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

여 약2조3,200억원이 투자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TOE 약 50만원의 에너지비용으로 

계산할 시 연간 약6,000억원의 에너지절감액이 발생한다. 배출권과 합쳐 6,300억으로 기

업은 투자금 약 1조 5천억의 3년 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도 연간 약 2,000억을 투입하여 300억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7년에 누적 온실가스감축량이 2,100억이 되며, 기타 미세먼지 감축비용, 에너

지수입비용 감축,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반기업 정서 속에 에너지다소비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마련되거나 해당 기업에게서 나온 재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경매 수입금 등이 그것일 것이고, 전기세를 

납부시 부담하게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그렇다. 에너지특소세의 경우에도 관세 등 대상 

사용처 등에 따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나 글로

벌 경쟁에서의 타국가의 지원사례 등을 보았을 경우 에너지다소비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

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에너지가격 비교 및 적용, 다소비 업종별 설비현황, 온실가스 기

술 DB에 대한 연구 등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설정을 위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없다는 부

분이 한계다. 단, 향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발전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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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 분석

김정인1, 유경태1, 이윤혁1, 최종석2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석사과정, 2환경정책평가연구원

jeongin@cau.ac.kr, ktryou@cau.ac.kr

키워드: 물, 물가치, Value chain

〇 자연자원의 비시장 재화 가치의 사례 연구 등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논의 가치 등 

비시장 가치에 대한 연구가 OECD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최근부터는 생태적 가치의 인

식이 높아짐

〇 그러나 다양한 환경 재화 중에서도 물자원은 한국에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Value chain에 근거한 물가치의 연구가 드물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물은 

흘러가면서 다양한 용도(가치 창조)로 변하고 있음으로 물과 관련된 Value chain에 

근거한 기초적인 사례 연구의 정리는 물가치의 정립을 위한 추후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〇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물 가치에 대한 기존 문헌 연구상의 물가치에 대한 사례 정리를 

통하여 자연자원인 물 가치의 기초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물의 비시장 가치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〇 물의 가치에 대한 Value Chain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존 문헌 조사를 한 

후에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을 하고자 함

- 물의 형태 또는 사용 용도에 따라 물은 빗물의 가치, 하천의 가치, 지하수의 가치, 

농업용 저수지의 가치, 댐의 가치, 폐수의 가치 등 물 관련 가치 추정 연구 사례의 

분석을 통해 Value chain에 근거한 부문별 물 가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 아직 충분한 연구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

한 수준에서의 내용을 정리함

〇 추후 물자원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문을 고려하여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물

자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물 자원 가치를 깨닫게 하

는 동시에 절약하도록 하는 중요한 인식 전환 방안과 홍보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환경부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mailto:jeongin@cau.ac.kr
mailto:ktryou@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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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실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은 최근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력

발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의 하나이다. 전력생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

키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연료 비율과 각 연료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5.9%), 석탄 

(40.4%), LPG (25.6%), 신재생에너지 (5.2%), 그리고 그 외 기타 (양수발전 등) (2.9%) 

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거지역의 전력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경우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지역의 전력원이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경

우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은 3천 5백만 ~ 4천만 tCO2-eq/year로 예상되었다. 이 수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생산, 운송 및 폐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된 값이다. 그러나, 전과정평가 관점에서 볼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과 운송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

려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은 본 연구에서 계산된 값 보다 감소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온실가스 저감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전과정평가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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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경지의 경운 수준별 토양 탄소 축적 변화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및 활동도 자료 수집 체계 구축

현준기1, 양승구2, 박성진3, 유가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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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토양 유기탄소, 농경지, 무경운, 온실가스 인벤토리, 토양탄소축적변화계수

  무경운이란 수확 후 토양을 갈아엎지 않고 작물잔사의 대부분을 토양 표면으로 환원시

키는 농업 활동으로,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침식으로 인한 토양 및 수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무경운은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증대시킨다는 결

과가 보고됨에 따라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IPCC 가이드

라인에는 무경운의 도입이 토양의 유기 탄소 저장량(0-30cm)을 기후대에 따라 약 3 – 

10%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난온대 건조 기후의 사질토양에서는 무경운과 경운

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량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는 등 기후대 뿐만 아니라 토성에 따라

서도 무경운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IPCC 방법론은 기후대

에 따른 무경운 효과의 차이는 반영하고 있지만 토성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경운 도입에 따른 토양 탄소 저장량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논과 밭은 모두 경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무경운에 대

한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농업 보전 활

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경운의 탄소 저장량 증대 효과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

이다. Ogle et al.,(2019)에 따르면 같은 우라나라의 기후에 속하는 온대 습윤 지역에서, 

무경운에 따른 토양탄소 저장량이 사질토의 경우 평균 26%, 그 외 토성의 경우 6.6% 증

가하는 등 토성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경운 도입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를 토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대표 토양형인 LAC (low activity clay)에 속하는 3 지점(전라남도 나주, 강

진 지역에 밭 1지점, 논 2지점)에 무경운에 따른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 차이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포장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3년간 조사하여 국내 조건에 맞는 무경운 토양탄소

축적변화계수를 개발할 것이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PJ015000032020)”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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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논벼, 질소, 아산화질소, 메탄, 온실가스

  벼 재배 논은 메탄 배출의 주요 발생원으로 논이 담수상태일 때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

이 혐기적으로 분해되면서 메탄이 배출된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에 질소

비료 시용 시 아산화질소 또한 배출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메탄 발생에 초점이 

맞춰져 수행되었다. 국외 연구 결과들도 토양 및 대기 환경과 물관리, 양분관리 등에 따라 

논 유래 아산화질소 배출량 결과가 매우 다양하므로 국내 농업환경을 반영한 신뢰도 높은 

배출량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기태질소 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질소 비료로 요소(Urea)를 

사용하였고, 「작물별 비료사용처방(2019)」에 따라 무비(N-P-K, 0-45-57 kg/ha), 표준 

시비(N-P-K, 90-45-57 kg/ha), 2배 시비((N-P-K, 180-45-57 kg/ha)를 처리하였다. 

물관리는 모두 중간낙수를 2주간 수행하였고, 벼 품종은 삼광벼로 6월 1일에 이앙하였다. 

재배기간 중 주 1~2회 아산화질소와 메탄 시료를 채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 분

석하였다. 

  아산화질소는 물을 담수하기 전 약간 배출되다, 담수된 후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거나 흡

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6,7,8월 누적 강수량이 전년 대비 2~5배 가량 높을 정도

로 중간낙수 기간에 강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중간낙수로 인한 아산화질소 배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중 변화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메탄은 물이 담수된 후 서서히 증가하다 중간 낙수 이후로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는데, 이는 토양 중 암모늄태 농도와 관련 있을 거라 판단된다. Zucong Cai et 

al.(1997)에 따르면 요소비료가 물에 의해 가수 분해되면서 암모늄태(NH4
+) 농도가 증가하

게 되고 이는 메탄의 산화를 감소시켜 메탄 배출량을 증가하게 만든다고 하였는데, 토양 

중 암모늄태 농도가 높을 때 메탄 배출량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4853012020)”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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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0837@jnu.ac.kr

키워드: 초지, 온실가스 산정방법, 수확물

  본 연구는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s and Other Land-Use; 

AFOLU) 중 초지부문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과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자 수행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

수량을 6개 분야별로 산정하고 있다. 그 중 초지분야는 바이오매스와 토양에 대하여 IPCC 

2006 가이드라인 기준 Tier 1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Tier 1 수준에서 초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은 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을 0으로 간주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0으로 

계산하고 있다. EU의 경우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산정방법

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바이오매스를 탄소 흡수량 산

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 초지의 대부분은 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초지에서 생산

된 바이오매스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거나 토양 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간 축적량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IPCC 2006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수확된 목제

품(Harvested Wood Product; HWP)에 대한 산정 및 보고이다. 따라서 초지에서 생산되

는 사료 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내 영년생 혼파초지 형태별 바이오매스 탄소 흡수량 정량화 

방법 개발 및 산정ㆍ평가(과제번호-PJ01492302202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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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 fertilizer circulation (LFC) system which circulates liquid fertilizer with 

slurry has shown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ammonia (NH3) emission as 

well as the disposal of livestock manure waste from swine animal feeding 

operations (AFOs). Gaseous emissions from the surface of livestock waste 

liquid are based on pH, temperature, turbulent, and Henry's Law constant in 

slurry solutions. However, the results of NH3 emission from different sample 

solutions (ammonium sulfate reagent, liquid fertilizer, pit slurry, liquid 

fertilizer and slurry mix) are varied under same conditions: total ammoniacal 

nitrogen (TAN), pH, Temp., and turbulent.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possible contribution factors such as the complex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bial communities of the excreta to understand the enhanced or 

suppressed NH3 emission including the microbial community analysis of liquid 

fertilizer and slurry.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2970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318014],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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