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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 및 참가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째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한 회복은 어

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속에서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학술대회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들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계기로 불가

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셨

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의 P4G 정상

회의 개최와 함께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이에 맞추어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탄소중립의 실천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님과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한 지혜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학회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소통하고 의

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는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까지 다학제적인 연구결과가 공유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곳에서 논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산업현장

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현장의 방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세션에는 서울대학교와 숙명여대, 중앙대학교 뿐만 아니라 국립기상

과학원, 국립공원공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교육계와 산업계 등 다

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션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서 코로나 상황

에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회원 여러분들과 모든 기관 및 참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노 동 운



║ 환 영 사 ║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여러분,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뜻깊은 총회와 학술대회가 ‘그린마이스 (Green MICE)’를 선도하

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돼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행 원년, ‘탄소중립’은 이미 국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 ‘탄소중립’이 지금처럼 전 세계의 공통화두

로 떠올랐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

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미 10년 

전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또한, 전

국 지방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했고,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기후 ‧ 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

터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했고, 그 이행

을 위해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회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한마음으

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끄

는 최일선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지구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고 시민 피

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린뉴딜’을 비롯해 앞으로 본격화될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역량과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힘이 돼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수원시장  염  태  영



║ 환 영 사 ║

먼저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렇게 전 세계의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

적 성과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기후변화학회 

노동운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

정하고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에는 국무총리님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의 실천과제 및 학회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오늘

과 내일에 걸쳐 각 세션별로 다양한 학문적 연구결과와 실천방안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문제는 물론이고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도시생태계, 

생물다양성, 국토환경계획, 초중고 교육, 관련 국제표준 동향 등 관련된 많은 주제를 망라한 

발제와 토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에 발맞추어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체계 전환과 밀

접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전문가와 각계 대표로 구성된 ‘경기도 기후대응ㆍ산업전환 

특별위원회’를 지난 6월 7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

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 수소시범도시를 착공하였고, 친환경 저탄

소 운송체계로 전환하는 시책과 산업단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 안전망 구축,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

립복합지구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한국기후변화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회원과 전문가분들의 논의가 정부의 기후변

화 대응시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경기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

며, 한국기후변화학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  용  철



║ 축  사 ║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의 21년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노동운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전·현직 학회 임원진, 회원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회 창립구성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 주류화에 매진하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자

격으로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0여 년간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여러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이미 국제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한 이번 G7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가능한 한 일찍,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난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점검 기능과 정책 심의·의결권 등의 권한을 갖

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노력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내 외적 노력은 탄소중립 달성이 더 이상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이행해야만 하는 목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탄소중립 이행의 실천과제 및 학회의 역할”은 참

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이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 여러 분야의 목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의 협의체와 국민정책참

여단을 구성하는 등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소통의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소통 측면에서 기후변화학회는 출범 때부터 자연과학부터 사회과학, 산업계까지 다양한 전

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통섭적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정부만의 소통 노력은 한계가 있기에, 학회에서 현재 하고 계신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소통은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

의되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다시 한번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2050탄소중립委 위원장  윤  순  진



총  회   식  순

∙ 사회 : 이지웅 총무이사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 환 영 사 : 염태영 수원시장

◈ 환 영 사 :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 축    사 : 윤순진 2050탄소중립委 위원장

◈ 시상

Ⅰ. 공로상 

Ⅱ. 감사패

Ⅲ. 신진연구자상

Ⅳ. 우수논문상, 발표논문상

◈ 기념사진

【 장내 정리 】

◈ 주요 업무 보고

◈ 토의 안건 및 심의

◈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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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학술대회 개요

1.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1년 6월 17일(목) ~ 6월 18일(금)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2. 총회

▪ 총회와 평의원회 온라인 진행

3. 논문 발표

(1) 구두 발표 : 

구두 발표시간은 15분이 원칙이며, 당일 발표 자료는 개별 준비하셔서 

온라인 발표장에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2) 포스터 발표 : 

포스터세션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미리 포스터 발표 파일을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발표시간은 1분이며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해당 시간에 온라인 접속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및 참가비 납부

   학술대회의 참가자께서는 당일 접수처에서 회비 및 참가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온라인 참가 : 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참가 (6/11(금) 오후 5시까지)

구분 온라인 등록비

회원
정회원(일    반) 50,000원

정회원(대학원생) 20,000원

비회원 70,000원

※ 등록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마감일 이후에는 결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마감일 이내에 등록과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 오프라인 참가(선등록) : 일반세션 발표자 오프라인 참가 불가 (6/4(금) 오후 5시까지)

구분 선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
정회원(일    반) 80,000원 120,000원

정회원(대학원생) 30,000원 70,000원

비회원 100,000원 140,000원

5. 공로상, 감사패, 신진연구자상, 우수논문상, 발표논문상 시상식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제간 가교역할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상과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많이 게재한 회원들 중 심사를 통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합니다. 

기후변화 분야에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신진연구자상 시상 및 상패를 수여합니다. 

상반기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발표논문상 및 최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여합니다. 

심사는 학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이 맡습니다.

6. 점심식사 장소

▪ 점  심 : 3층 행궁정찬

▪ 만  찬 : 없음

7. 행사장 안내

주소 :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 (031) 303-6000



- 발표장 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하차, 도보 이동

광교중앙역 하차(강남역-광교중앙역 35분)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 버스

- 광역버스 「광교중앙·아주대환승센터」 하차

서울역 M5115, M5121 / 강남역 M5422 → 광교중앙·아주대환승센터 하차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 시내버스 「수원컨벤션센터·롯데아울렛」 하차

5-4, 19, 20, 32, 32-3, 32-4, 670, 720-3, 999 → 수원컨벤션센터·롯데아울렛 하차 

→ (도보 3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 공항리무진

- 인천공항 「한국민속촌」행 탑승, 도보 이동

8877 리무진버스(60~80분) → 수원컨벤션센터·광교갤러리아 백화점 하차 → (도보 3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 김포공항 「동수원」행 탑승, 차량 이동

A4300 시외버스(버스 80분) → 동수원 하차 → (택시 10분 또는 버스 3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 주차안내

주차권을 등록대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권, 종일권)



2021년 상반기학술대회 
온라인 접속 가이드

1. PC 또는 휴대폰에 zoom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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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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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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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kscc)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에서 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세션의 방으로 입장됩니다.

② 해당 방에 입장한 후 비밀번호 창이 뜨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6/17 모든 세션 0617, 6/18 모든 세션 0618



3.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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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됩니다. 따라서, 발표자 외의 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영상 하단 메뉴의 음소거 및 

비디오 중지 옵션을 클릭해 주십시오.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를 하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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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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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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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의 채팅창을 클릭하신 후 질문을 입력하시면 모든 참가자에게 질문이 공유됩니다. 이 경우, 

채팅창의 내용을 확인하여 발표 후 발표자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각 세션의 좌장이 진행합니다.

 

4.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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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스터 발표는 1분 정도로 진행합니다. 질의응답은 기본적으로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고 

해당 발표자가 확인 후 음성 또는 채팅창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좌장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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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7일(목)� ~� 6월� 18일(금)� 수원컨벤션센터

<온/오프라인�세션>

6월 17일 (목) 

장소
A발표장 B발표장 C발표장 D발표장 E발표장 F발표장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08:30 등록

09:00

<기획세션>

서울대학교

09:00~13:30

<기획세션>

숙명여대

09:00~11:00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 태풍

09:00~11:30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 온실가스

09:00~12:00

<기획세션>

KEI-국제표준 

09:00~10:3010:00

10:30

<기획세션>

국립농업과학원

10:30~12:30

11:00

11:30

점심 (행궁정찬) 점심
12:00

점심
(행궁정찬)

12:30

<기획세션>

KEI 
환경계획연구실

12:30~14:30 <기획세션>

국립생태원 

12:30~16:30 

<기획세션>

국립공원공단

12:30~14:30

점심

13:00

<기획세션>

중앙대학교

13:00~14:30

13:30

점심

<기획세션>

온실가스 
인벤토리위원회

13:30~16:30

14:00

14:30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
- 공주대

14:30~16:30 

<기획세션>

산학연
특별위원회

14:30~16:30

<기획세션>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14:30~16:30

15:00

16:30 초청강연 (컨벤션홀3)

I. 윤순진 (2050탄소중립委 위원장/서울대학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II. 안병옥 (前 환경부차관) :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

17:10 총 회 (컨벤션홀3)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정표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방역조치에 의해 사전 기획된 참가자 외는 오프라인 참여가 불가하며, 학회 측의 요청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세션>

6월 17일 (목) 

장소 온라인A 발표장 온라인B 발표장 온라인C 발표장 온라인D 발표장

09:00 온라인 등록

13:00

<기획세션>

기후변화교육위원회

13:00~16:00

온실가스 감축

13:00~14:00
기후변화 적응 (I-1)

13:00~15:00

기후변화 과학 (I-1)

13:00~14:30

13:30

14:00

14:30

기후변화 과학 (I-2)

14:30~16:00

15:00

온실가스인벤토리

15:00~16:30

기후변화 적응 (I-2)

15:00~16:30

15:30

16:00

16:30 초청강연

I. 윤순진 (2050탄소중립委 위원장/서울대학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II. 안병옥 (前 환경부차관) :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

17:10 총 회

6월 18일 (금) 

장소 온라인A 발표장 온라인B 발표장 온라인C 발표장 온라인D 발표장

08:30 온라인 등록

09:00
기후변화와 에너지 

09:00~10:30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

09:00~12:00

기후변화 적응(II)

09:00~12:00

기후변화 과학(II)

09:00~12:00

10:30

11:00

<기획세션>

환경부

10:30~12:3012:00

점심 (행궁정찬)
12:30

13:00 포스터 (I)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포스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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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1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윤순진

2050탄소중립委 위원장/서울대학교

  지난 5월 29일, 드디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만이다.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P4G(Partnern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

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바로 전날 출범하였

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다자간 환경회의인 P4G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탄소중립위

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

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지난 4월 22일의 세계기후정상회의까지 총 131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필요하기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 사회적 공감

대와 합의를 다지면서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거버넌스기

구로, 1기 탄중위는 당연직인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하면 현재 9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머 각 분과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안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분과위원

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국민·지

역·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하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파급효과

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학습과 숙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2030년 국

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으로, 부문별 감축량과 이행수단, 지원대책 등이 담길 것

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하였듯이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2030 감축 목표를 

COP26 때까지 확정하는 것 또한 중차대한 당면과제다. 두 과제 모두 모든 사회 구성원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기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해야 하기에 

탄중위는 위원회 내부 토론과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두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초청강연-2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호서대 교수

  탄소중립은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에 비교될 수 있다. 청동이 돌을 대체하면

서 지역 간 분업의 가속화로 정치, 경제, 가족, 재산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현대문명의 탈

탄소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

사시대와 지금은 전환의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에 수천 년이 걸

렸다면, 탄소중립에 허용된 시간은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실현은 로맹 롤랑의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

의 낙관주의’로 접근해야 한다. 지성을 동원해 비관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희망과 

의지를 꺾지 않고 주어진 도전에 낙관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처럼 실현이 

어려운 목표일수록 초기에는 방향 및 과제 설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1) 부담-비용 담론을 기회-편익 담론으로, 2)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체를 시

민, 기업, 지방정부 등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3) 성장주의에서 연대와 협동

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 과제로는 ① 재정‧금융제도의 녹

색화, ② 에너지 전환과 기술혁신 가속화, ③ 탄소중립 도시/산업 클러스터 구축, ④ 저투

입‧탄소순환 농업으로 전환, ⑤ 탄소흡수원 복원‧확충, ⑥ 순환경제 활성화, ⑦ 공정전환 등 

7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학은 정책과 

국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영향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대규모 탄소중립 

사업 및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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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pace expansion by human activities explains the 

greening of Seoul

Yorum Hwang1, Youngryel Ryu1,2†, Sai Qu3

1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3Wuhan University, School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s, Wuhan, China

(yorum.hw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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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greenspace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urban landscape. Previous 

studies, therefore, have focused on the quantitative change of urban 

greenspace. As cities continue to expand and change the land cover types, 

cities take on a complex form in space and time. To better understand urban 

greenspace and identify the causes of changes, detailed monitoring of urban 

is required. Here, we examined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in Seoul, Korea, using a 

32-year time series (1987 – 2018) of Landsat satellite imageries in Google 

Earth Engine. Continuous Chang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CCDC) and a 

random forest algorithm were integrated to classify Seoul land cover types. We 

found overall greening trend at the city scale. NDVI increased in about 88% 

(193 km2) of impervious surfaces that had not changed over 32 years. Our 

results suggest that greening trend of the impervious surface was mainly 

attributed to expanding greenspace in streets, housing complex, and parks. 

These findings will be helpful in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lanning and management strategies.

※ 본 결과물들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A-02

Tree Counting, Tree Mapping and Tree Monitoring 

in Suwon City

Ryoungseob Kwon, Youngryel Ryu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winsben94@snu.ac.kr)

  As the structure of the city is getting complicated, i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opic to fully understand the green ecosystem that makes up the 

city. In particular, efficient management of trees planted in street, urban 

parks, and linear ecosystems such as strea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building a sustainable urban ecosystem.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quickly and accurately predict the number of trees present in the city. In this 

study, I will introduce a method of automatically collecting airborne imagery 

and automatically counting trees planted in cities with a deep learning 

method. In addition, Pix2Pix deep learning model was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airborne imagery in the city where many shadows were cast due 

to tall building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about 1.3 million trees exist 

in Suwon city. All the GPS locations of the finally derived trees will be used 

for further urban ecosystem health evaluation analysis.

  도시의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를 구성하는 녹지 생태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로수, 공원녹지, 하천 생태계 등에 식재되어있는 수

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

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존재하는 나무의 숫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사 보정된 항공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딥러닝 모델로 도시에 식

재된 수목을 자동으로 세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또한, 높은 빌딩으로 인해 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심 항공사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ix2Pix 딥러닝 모델을 활용

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 내에 존재하는 나무는 약 130만여 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최종 도출된 나무들의 GPS 위치는 추후 도시 생태계 건강성 평가 연구에 활용할 예

정이다.

※ 본 결과물들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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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 urbanization has created large areas of impervious surface areas globally. 

As there is little carbon input by plants into soils under impervious surfaces, soil 

organic carbon (SOC) stocks under impervious surfaces generally have been 

overlooked in the urban carbon budgets. Here we investigate SOC stocks under 

impervious concrete surfaces and vegetative surfaces across soil profiles to a 

depth of 5 m in urban housing complexes in Seoul, Republic of Korea. In the top 

1 m of the profile, SOC stocks under vegetative surfaces were three times greater 

than those under impervious surfaces. However, we discovered that unexpectedly 

high SOC stocks appeared in deeper soil layers under both surface types, which 

led to comparable SOC stocks at a depth of 5 m beneath the impervious surface 

(16.9 ± 1.9 kgC m−2) and at the vegetative surface (22.3 ± 2.2 kgC m−2). 

Consequently, the ratio of SOC stocks at depths of 1 m to 5 m were 16% in 

impervious surfaces and 34% in vegetative surfaces, suggesting conventional soil 

sampling at 1 m depth could miss large SOC. Stable isotope data (13C and 15N) 

combined with historical aerial photographs revealed that cropland that existed 

until the 1970s formed the high SOC cultural layer in deeper soils. Our results 

highlight that deep soils under impervious surfaces could be overlooked carbon 

hotspots in urban ecosystems. We believe this finding could help city planners and 

policy makers to assess regional carbon budgets and to reduce carbon footprint 

by recycling the deep SOC excavated from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oward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본 결과물들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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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기반 도시 공간 열 쾌적성 평가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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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외 열쾌적성, 시민체감, 미기후, UTCI, 도시공간요소

  도시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열 쾌적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열 쾌적성은 기후대, 열 적응능력, 심리적 요인 등 사람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체감

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데이터를 융합하여 열 쾌적성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Wang et al., 2017). 하지만 국외연구에서는 실측데이터와 설문조사를 동

시에 진행하는 공간별 열 쾌적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Wang et al., 2018; Xue et 

al., 2020; An et al., 2021),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지 공간별 

미기후 측정과 설문조사(열 감각, 열 쾌적함)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선호하

는 온도와 편안함을 느끼는 중성온도를 도출하였으며, 사람이 체감하는 열 쾌적성 차이를 

공간별로 분석하였다. 미기후 측정자료(기온, 상대습도, 풍속, 평균복사온도)를 통해 열쾌적

성 지수 UTCI를 산출하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천공률(SVF)를 측정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열환경지수 평가 설문지(ASHRAE 55, ISO 7730)를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조사는 일반 개인 정보 및 다양한 실외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

수(열환경 지수, 열 쾌적성, 열환경 선호도 등)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미기후 

조건, 사람들의 열 감각, 열 쾌적성, 중성 온도와 선호 온도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미

기후 조건 중 풍속이 열쾌적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는 캠퍼스 녹지 공간에서의 조경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미를 가지며, 향후 

수원시를 대상으로 도시차원에서의 시민체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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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저감능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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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시생태계, 취약성 평가, 회복력(생물 서식처), 완충능력(홍수), 탄소 저장능력, 

열 스트레스 저감능력

  IPCC(2014)에 의하면 탄소의 대기 농도는 매년 약 0.34%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자연공간(산림, 공원·녹지 등)이 감소하고 건조·불투수 공간이 증가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Binita et al., 2015),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안정성 

저하와 같은 생물 서식처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박창석 외, 2005). 이에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적응대

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분석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구 단위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치구를 파악

하는 것은 가능하나 광범위한 지역이 동일한 값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의한 영향인지 규명하기 어렵다. 또한, 도시공간의 취약성 평가 연구는 대부분 재

해 취약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탄소 저장능력 저하, 생물 서식처 훼손과 같은 

개발압력에 의한 취약성을 평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력(생물 서식처), 완충능력(홍수), 탄소 저장능력, 열 스트레스 저감

능력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세부적 특성(물리환경·사회·경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어떠한 요소에 의한 영향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각 

항목별 예비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 결과의 과추정 방지를 위해 지표의 의미가 중

복되지 않도록 최종지표를 선정하였다. 셋째, 지표를 종합하여 항목 별 취약성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개발압력에 의한 영향 및 적응능력을 분석하고 생태적 취약지역

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함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도시생태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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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관점의 도시생태계 취약지역 도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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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며(IPCC, 2002; 김원명, 2008), 그 영향은 

이동하지 못하는 종, 기후변화에 민감한 종, 특이 생태계에 서식하는 종, 동면하는 종 등

에게 위협이 된다. 한편, 도시의 개발은 서식지가 파편화되며 서식지 규모와 질이 저하되

고, 생물종 이동에 물리적 장벽이 발생되며 이동이 필요한 종, 도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

는 종 등은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도시에서 야생동물 이동의 취약성은 개발에 

따른 적응, 회피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로드킬, 충돌 등으로 연결된다. 야생동물의 로드킬, 

충돌은 사람의 안전과도 연결되며,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있는 도시에서 야생동물의 이

동성 확보는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비해 조사 데이터가 부족하여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

구된 선행연구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만 도시를 관리하는 한계가 있

었다. 도시 데이터의 부족은 시민데이터가 확보되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동물종 관점에서 기후변화, 도시개발에 따른 취약지역

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종 이동 취약성에 대한 시범적용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취약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틀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IPCC  

(2007)의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구조를 활용하였다. 도시생태계라는 공간적 특징을 고

려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종 관점의 기후변화, 도시개발에 따른 취약공간의 도출 방안

을 제안하였다. 시민 참여를 통해 수집된 수원시의 로드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개발

에 따른 야생동물 이동의 취약공간 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체가 확인된 지점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분석을 통해 충돌이 발생되는 지점의 환경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동에 필요

한 저항값을 적용하여 도시 생물종 이동 취약지역 도출과 도시생태계 공간 관리에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야생동물 관리, 시민 데이터 활용 연구 등에서 활용 가능

하며, 향후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공간 활용 측면의 의사결정 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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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정수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eDNA 

기술을 활용하여 어류 종 구성과 군집분포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시료는 물순환시스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신대호수, 원천리천, 원천호수)에서 작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채집하였다. 도시 내 정수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종 

구성 현황에서의 종 검출, 도시 내 특정종 검출 가능성 및 분포파악 등의 목적을 가지고 

21개의 샘플을 채취한 후 Ushio et al(2017)에 제시된 프라이머를 활용하여 차세대 시퀀

싱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종 목록을 확인한 결과 총 9과 22종(가물치과, 검정우럭과, 

미꾸리과, 잉어과 등)이 검출되었으며, 생태계 교란종은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떡붕어(Carassius cuvieri) 등 5종이 검출되었다. 원

천리천에서 총 106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으며 원천호수(총 85종 검출), 신대호수

(총 45종 검출)순으로 출현종이 감소하였다. 생태계 교란종의 경우 신대호수(총 6종 검출), 

원천리천(총 26종 검출), 원천호수(총 35종 검출)로 갈수록 출현종이 증가하였다. 공간별 

어류종 내성특성에 따른 군집분석과 서식환경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내성종, 중간종의 군

집분석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천리천에서는 온도, pH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생태계 교란종의 경우 원천호수로 갈수록 군집분석 요소가 증가하였으며 산소와의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공간별 종의 내성특성에 따라 서식환경요인이 군집분석

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eDNA를 통해 도시 내 정수 생태계의 서식 환경을 고려하여 출현종과 군집 

분석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토착종 및 외래종의 관리 방안까

지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계건강성증진기술개발사

업(2019002760001)”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A-08

회로이론을 적용한 도시생태계 연결성 평가 연구

이현정1, 김휘문1, 송원경1, 박찬2

1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전공, 2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dlguswjd127@naver.com

키워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Circuitscape, 전류밀도, 코리더, eDNA

  도시생태계는 도시열섬, 도시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녹지 파편

화, 생물다양성 감소, 생물종의 서식지 단편화가 발생하여 개체수 감소 및 멸종 위험이 증

가하였다. 기후 취약 지역인 도시의 생물종은 이동 경로에 대한 접근 제한 및 경로 내 장

벽 조성으로 인해 이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관 연결성 평가는 파편화된 산림, 녹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 외 모든 경관에 대해 

생물종이 이동할 수 있는 정도나 녹지 간 연결 정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전

기 회로 이론을 이용한 연결성 분석모델은 전류 밀도를 활용하여 대상지 내 생물종의 이

동성을 평가하고, 다중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 경로를 식별하는 최소비용 경

로 모델보다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실제 생태계에 대해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로 이론은 도시생태계 경관 연결성 평가에 적합하다. 회로 이론은 주

로 Circuitscape 4.0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이동에 대한 저항값이 적용된 비용 표면

(resistance map)과 목표 분석영역인 초점 영역(focal node location map) 데이터를 

GIS 상에서 취득한 후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원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 회로이

론을 활용하여 도시생태계 연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항 표면은 수원시 세분류 토지

피복지도를 사용하였고, 초점 영역은 정사각형 대상지 폭의 20% 버퍼를 주고 버퍼의 가장

자리를 따라 무작위로 배치한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airwise 모델링 모드를 적용

하고 모든 래스터 파일 데이터를 ASCII 파일로 변환하였으며, 저항값은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의 eDNA 물 시료 수집지점과 전류 지

도(Current map)를 비교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류 지도 결과에서 도시 산

림 및 녹지를 중심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파편화된 녹지 속에서도 야생동물이 이용 가능한 

이동통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DNA 수집지점 중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

난 곳과 전류 지도 결과에서 높은 연결성을 보인 곳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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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숙명여자대학교 (09:00~11:00) 좌장 : 기준학 (숙명여자대학교)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성과 공유회: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관리

B-01 에너지 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도로수송부문의 연료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수소차 중심으로

여영준1, 안영환2, 유태종3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3상명대학교 경영학과

B-02 일사량 및 SMP·REC의 미래 예측치를 반영한 태양광 발전 경제성 평가

최보영1, 기준학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B-03 전력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석탄시기 및 좌초자산 추정 연구

이창우1, 이현진2, 안영환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졸업,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B-04 IoT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건물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연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오소희1, 기준학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토론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이철용

부산대학교



B-01

에너지 시스템 모형을 이용한 도로수송부문의

연료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수소차 중심으로

여영준1, 안영환2, 유태종3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3상명대학교 경영학과

yeoyj1207@sookmyung.ac.kr

키워드: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연료주기, 전기차, 수소차

  현재 정부는 친환경 차종인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수소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도로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

였다. 하지만 BEV, FCEV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적절한 것인지는 보다 넓은 범위의 관점에

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BEV와 FCEV의 에너지원인 전력과 수소는 방식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인데 이에 본 연구는 연료의 생산과정(Well-to-Tank, WTT), 소비

과정(Tank-to-Wheel, TTW)을 모두 포함하는 연료주기(Well-to-Wheel, WTW) 분석을 활

용하여 도로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도로수송부문의 총비용 최소

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에너지시스템 모형을 활용하며 총비용에는 기술투자비용, 연료비용, 운

영비용 등이 포함되며 2018~2050년 동안의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다. 시나리

오는 친환경차 보급목표, 탄소세, 2050년 탄소중립으로 구성되며 탄소세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한 구조의 전환부문 에너지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동일한 

정책효과를 반영한 발전원 구성에 따른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WTT, TTW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 시 온실가스는 TTW에서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감축되나, 

WTT에서는 BEV 보급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온실가스가 증가한다. 

반면 탄소세,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에서 전환부문 모형을 활용하여 발전원 구성에 변화를 

준 결과 WTT, TTW 모두에서 기준 시나리오 대비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 이 연구는 “EC-20-001(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B-02

일사량 및 SMP · REC의 미래 예측치를 반영한 

태양광 발전 경제성 평가

최보영1, 기준학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bychoi@sookmyung.ac.kr 

키워드: 태양광 발전, SMP(계통한계가격),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다중회귀분석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EU,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

고 나서게 됨에 따라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태양광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던 우리나

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4년 태양광발전 공급 

목표를 45.6GW까지 상항 조정하였다. 

  태양광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태양광발전 경제성 

평가에서 일사량과 같은 기상요인과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결정되는 전력판매단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상 조건 및 가격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일사량의 변화 또

는 SMP, REC의 등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의 일사량, SMP, REC 변동성을 다중회귀분석법으로 예

측하고 적용하여 태양광발전 경제성 평가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전망 결과, 일사량은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태양광발전 정책을 지속한다는 전제로, SMP는 2020년 가격 대비 2040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하며, REC는 2020년 가격 대비 연평균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건물 옥상에 30kW(kW당 설치비 151.3만 원) 규모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미래 

변동성을 반영하여, 발전량을 판매하는 경우와 자체 소비하는 경우로 나누어 경제성을 분

석하였다. 발전사업의 경우, 내부수익률은 5.6%, 순현재가치는 4,478,434원, 회수기간은 

17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고 자가소비할 경우, 내부수익률

은 15.7%, 순현재가치는 24,622,163원, 회수 기간은 7년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양광발전 정책 방향 설정하는 정책입안자나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다양한 시

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EC-20-001(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B-03

전력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석탄시기 및 

좌초자산 추정 연구

이창우1, 이현진2, 안영환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졸업, 2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zdlckddn@gmail.com

키워드: 상향식 선형계획법 모형, 시스템 분석,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좌초자산, 

탈석탄 시기

  IPCC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Zero를 위해 전 세계 석

탄발전 금지를 강조한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탈석탄 시점을 선언하기 시

작헸고, 이에 우리나라도 탈석탄 시점 선언을 고민하며 이때 발생 가능한 좌초자산을 예

측, 사후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에너지모형인 METER(Model for Energy 

Transition and Emission Reduction) 모형 중 전력부문 LP(Linear Programming) 모형을 

개선하여 사용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시간대별 발전량 추이와 기저발전원 및 첨두발전원의 역

할을 정확히 반영해주고자 전력수요를 LDC(Load Duration Curve)를 통한 구간 분할이 아

닌 계절별, 주중/주말별, 시간대별 구간으로 분할하도록 모형 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모형에 

반영한 국내 발전소도 발전원 단위에서 발전기 단위로 세분화시켜 모형을 현실과 가깝게 개선

한다. 이후 2030년 NDC 목표(192.7백만tCO2 eq)를 달성하는 NDC 시나리오와 NDC를 달

성하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양한 비용 시나리오와 기술시

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별 모델링기간(2017년~2050년)동안 발전원별 발전

량, 온실가스 배출량, 탈석탄 시기 및 좌초자산을 추정하고, 좌초자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이 연구는 “EC-20-001(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B-04

IoT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건물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연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오소희1, 기준학2

1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2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sohee4060@sookmyung.ac.kr

키워드: IoT 간이측정기, 건물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물질수지

  최근 들어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간편하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IoT 간이측정기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

다. IoT 간이측정기의 발전에 따라 현재 수 분 단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온도와 습도 등 주요한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oT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서울에 위치한 숙박용 건물과 교통복합용 건

물에서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1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분

석, 저장된 IoT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건물에 인접한 에어코

리아의 도시 대기 측정망 혹은 도로변 대기 측정망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IoT 간이측정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측면의 문제점은 IoT 빅

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용도가 다른 2개 건물 실내에서 

시계열 변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건물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시간대별 패턴을 

기초로 계절별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한, 교통복합건물 내 마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

구하였다. 이를 위해 물질수지를 적용한 박스모델을 활용하여 대안별 효과도 정량화하였다.

※ 이 연구는 “EC-20-001(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기획세션 B 발표장(302호)

[기획세션] KEI 환경계획연구실 (12:30~14:30) 좌장 :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환경계획과 스마트 그린도시

B-05 도시지역의 토지피복과 지표면온도와의 관계 분석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김근한1, 최희선1, 김동범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내가시스템

B-06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마련 연구

-쇠퇴지역에서의 재난재해를 중심으로-

이길상1, 정예림2, 어성희1, 최희선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07 도시지역 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생태적 가치 평가 접근법

이상혁, 손승우, 윤정호,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B-08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정책평가

이영경,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B-0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확대 방안

이은정, 윤정호, 이상혁, 김유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B-05

도시지역의 토지피복과 지표면온도와의 관계 분석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김근한1, 최희선1, 김동범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내가시스템

ghkim@kei.re.kr

키워드: 지표면온도, 토지피복지도, 정규식생지수, 녹지공간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같은 인공지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물들은 열에너지를 누적시키는 효과

가 있고, 이러한 열에너지의 증가는 도시열섬 효과를 유발한다. 그리고 열환경의 악화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환경계획과 

같은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내 다양한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과 지표면온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Landsat 8

을 활용해 구축한 LST를 구축했으며,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각각의 객체들을 포인트로 

변환하고 해당 포인트마다의 LST,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코드,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

률, NDVI, 표고(DEM)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거시설, 상

업 및 업무시설, 문화·체육·휴양시설, 도로, 교육·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이 높게 나타났

으며, 기타나지와 기타초지 또한 인공지물들과 마찬가지로 LST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엽수

림, 침엽수림, 혼효림의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이 LST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지역과 

하천지역 인근의 기타초지가 타지역의 기타초지보다 LST가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체육시

설 인근의 기타초지는 LST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공간 내 토지피

복 및 토지이용과 LST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 도시계획에 활용한다면 도시 지

역내 도시열섬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21UMRG-B158194-02).



B-06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마련 연구

-쇠퇴지역에서의 재난재해를 중심으로-

이길상1, 정예림2, 어성희1, 최희선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slee@kei.re.kr

키워드: Urban Declining Area, Disaster, Urban Resilience, Evaluation System

  쇠퇴지역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한 

도시기능 상실과 범죄 및 안전문제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재해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쇠퇴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은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사회에

서의 재난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영향을 지연하거나 최소화하며, 원활한 복구를 포함하는 

회복력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재해 발생에 따라 공간적으로 소규모 

지역에서의 대응능력, 즉 도시회복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도시회복력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평가가 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적용 

및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도시회복력 

평가항목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퍼지 다기준의사결정법과 네트

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여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도출하고 평가체

계를 마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쇠퇴지역에서의 도시

회복력을 사전에 진단·평가하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도

시회복력 향상을 고려하는 계획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

(21TSRD-B15122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B-07

도시지역 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생태적 가치 평가 접근법

이상혁, 손승우, 윤정호,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shlee@kei.re.kr

키워드: 그린뉴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생태계복원

  생태계 복원은 스마트 그린도시의 주요 사업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통한 생태

적 전환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의 그린뉴딜 정책은 경

제·사회·환경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자연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

계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 대상지를 고려함에있어 일부 도시공간과 보호

지역에 한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에 산재한 국토 대부분의 생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

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의 생태적 가치는 일정 지역 내 생물이 살아가는 요건

을 갖춘 생물 종 서식처로서의 종 부양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식처 및 생태계 파괴 등

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는 기후위기·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도시의 회복력 저

하로 이어져 이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생태숲, 하천 및 도시 

주변과 연계된 생물서식처 등 생태거점을 보전 또는 복원하여 도시 생태축을 고려한 야생

동물 행동권역, 출현자료 기반의 종 분포 모델링, 생물기후권역,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예측 등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B-08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정책평가

이영경,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yklee@kei.re.kr

키워드: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 평가, IPA 기법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요도-성

취도 분석(IPA)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평가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사업의 개선방향 및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분야 전문가들을 표본집단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정책시행과정에서 정책목표 강화, 협력 거버넌스 강화, 사업기간의 확대 등의 개선 필요사

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공모 및 선정과정, 사업시행체계, 사업평가 기준, 예산지침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검토 및 실증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스마트 그린도

시 사업 정책의 지속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 이 연구는 2021년 정부(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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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확대 방안

이은정, 윤정호, 이상혁, 김유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

ejlee@kei.re.kr

키워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간환경계획

  효율적인 국토-환경관리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국토의 환경

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 및 구축하고 있다.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화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성 확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2021년까지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전국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도의 위상 정립과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 및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제도권 내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객관적 평가 위주의 등급체계로의 개선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발 및 보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시스템 내 공간환경정

보의 활용 체계 확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환경보전계획 등 다양한 부처별 법정계획 

내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제도권 내 활용 가능성은 공간환경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

가 제도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공간환경정보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내 부문별 공간환경 현황을 제공하고, 환경입지 컨설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판별 시 등급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역할 정립 및 제도권 내 활용 증진과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를 통

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2021년 국토환

경성평가지도 구축·운영 사업(2021-00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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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연직 순환 강제력 분석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 변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장은철1, 곽호준1, 김주완1, 안중배2, 차동현3, 민승기4, 김맹기1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3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B-12 WRF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SSP 시나리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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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EA PhaseⅡ 모의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기후 미래 전망

김도현, 김진욱, 변영화, 김태준,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dall201@korea.kr

키워드: CORDEX-EA PhaseⅡ, 지역기후모델, 한반도 기후, 미래 전망

  본 연구에서는 CORDEX-EA Phase2의 지역기후모델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미래 기후를 전망하였다. 지역기후모델 5종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모델의 모의자료

는 관측자료에 비해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기온에 대해서는 Variance 

Scaling, 강수에 대해서는 Power Transform 기법을 사용하여 편차 보정을 실시하였다. 

편차 보정에는 1995~2014년 동안의 남한 및 북한 72개 ASOS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동

일한 보정 계수를 가정하여 미래 시나리오 자료에 대해서도 편차 보정을 실시하였다. 고농

도 온실가스를 가정하는 SSP5 시나리오 하에서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한반도 기

온은 6.4℃, 강수량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온의 연 변동성은 20%, 강수

의 연 변동성은 3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기온 및 강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변동성도 심

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극한기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ETCCDI 극한기후지수

를 이용하였다. 한반도의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연중 최고값과 최저값(TNn, TNx, 

TXx, TXn) 모두 SSP5 시나리오 하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준 기간 

10퍼센타일 이하 일수(TN10p, TX10p)는 0일에 가깝게 감소하고 기준 기간 90퍼센타일 

이상 일수(TN90p, TX90p)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극한 강수에 대해서는 1

일 및 5일 최대강수량(RX1day, RX5day) 모두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준 기간 95 퍼센타일 및 99 퍼센타일 초과 일수(R95p, R99p) 모두 30% 이상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극한 강수 요소들은 대체로 한반도 북부 지역 및 동해안과 남해

안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속 습윤 일수(CWD)가 

한반도 전역에서 15% 증가함과 동시에, 연속 건조 일수(CDD)도 한반도 중부 및 남부 지

역을 중심으로 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극한기후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SSP1) 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SSP5)에 비해 

평균 기후 및 극한 기후의 변화가 비교적 억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평가」(KMA2018-00321)

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B-11

연직 순환 강제력 분석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 변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장은철1, 곽호준1, 김주완1, 안중배2, 차동현3, 민승기4, 김맹기1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3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echang@kongju.ac.kr

키워드: GRIMs, CORDEX, 연직 순환 강제력

  동아시아 지역의 상세 미래기후 변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CORDEX-동아시아 2단

계 영역에 대하여 Global/Regional Integrated Model system (GRIMs) 모델을 

UKESM SSP 시나리오를 강제력으로 수행하였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미래기후 변화 정보 중 강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시나리오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수 증가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 원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지면 온

도에 따른 대류 활동성 증가를 제시하였으며, 남쪽으로부터의 수분 유입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기후에서의 강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 지역의 상

승 운동을 유도하는 강제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여도를 파악하였는데, 기존에 강수 

사례의 주요 강제력으로 알려진 상층 제트로 인한 2차 순환의 역할보다는 대류권 하층에

서의 비단열 가열에 의한 기여와 대류권 중층에서의 경압 불안정으로 인한 상승 유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기후 변화에서 연직 순환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단열 가열의 증가와 대류권 중층의 경압성 증가가 연직 상승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강수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되어 강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  

014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기상청(국가기상슈

퍼컴퓨터센터)이 제공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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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SSP 시나리오 기반 

동아시아 상세 기후변화 정보 산출

안중배1, 서가영2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부산대학교, BK21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ystems, 대기환경 전공

jbahn@pusan.ac.kr

키워드: WRF, CORDEX, 미래기후변화, 역학적 상세화

  본 연구에서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이용하여 

CORDEX-동아시아 2단계 영역에 대한 미래 기후자료를 산출하였다. WRF의 강제력으로 

사용된 자료는 CMIP6에 참여한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중 하나인 UKESM

의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 2종 (SSP245, SSP370)이다. 모

델의 공간해상도를 25km로 하여 역학적 상세화를 수행하였고, 기온․강수․지위고도 등 50

여종의 기상변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인 2026~2050년에 대해 미래

기후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WRF가 산출한 기온 및 강수는 UKESM의 연 변동성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기후 (1990~2014) 대비 가까운 미래기후에 대해 기온과 강수

의 변화 패턴을 계절별로 나타내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에서 수행된 SSP126, 

SSP585시나리오 역학적 상세화 결과와 비교를 통해 중간단계의 배출 시나리오에서는 미

래 기후변화량이 어떻게 전망될지 정량적인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더해 한반도 및 동아

시아 지역의 기온, 강수와 관련된 극한지수와 강수 PDF 분석을 통해 미래기후에 극한 기

후현상이 얼마나 빈번히 나타나는지 전망하였다. 추후 WRF모델 실험을 계속적으로 수행

하여 2100년까지 상세 기후변화정보자료를 산출할 계획이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  

014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기상청(국가기상슈

퍼컴퓨터센터)이 제공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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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CM4 지역기후모델을 SSP 시나리오 기반 

동아시아 상세 기후변화 정보 산출

차동현, 신석우, 문태호, 김가영, 박창용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과학과

dhcha@unist.ac.kr

키워드: CORDEX, 역학적 상세화, 동아시아 태풍 연구, 대기-해양 결합 지역기후 모델,

 기후변화정책 수립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5차와 6차 보고서에서부

터 사용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와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전지구 규모 및 

지역 규모에 대한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기관은 CORDEX(COordinated Regional Downscaling EXperiment)-East 

Asia 연구진의 하나로서, 국제 표준체계 하에서의 신뢰성 있는 동아시아 지역 상세기후변

화 정보 산출 및 동아시아 지역 결합 지역기후모델 개발을 목표로 CMIP(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6 참여 GCM(Global Climate Model) 강제력과 SSP 시나리

오를 이용한 동아시아 기후 상세화, 다중지역기후모델의 태풍 모의 성능 검증 및 미래변화 

분석, 결합지역기후모델의 개발 및 최적화를 위한 모델 성능 평가 및 대기-해양 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UKESM(Sellar et al., 2019) 전구 시나리오의 역학적 

상세화를 통한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 자료 생산, 결합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UKESM 

상세화 환경 구축/모의실험 수행/검증 테스트베드 구성, 다중지역기후모델과 결합지역기후

모델의 태풍 활동성 모의 성능 비교 및 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의 일부

를 발표하는 것이며, 향후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기업의 정책 입안자

들, 더 나아가, 타분야(재난재해, 보건, 수자원, 식품, 에너지, 농업 등)에 동아시아 상세 

미래 전망 자료가 제공 및 지원되어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20-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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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몬순 우기의 시공간적 모의성능 평가 및 미래변화 전망: 

a CORDEX multi-RCM study

이동현1, 민승기1, 차동현2, 안중배3, 장은철4, 서명석4, 변영화5 
1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3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4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5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donhyunlee@postech.ac.kr

키워드: 지역기후모델(RCM), CORDEX-동아시아, Rainy season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CORDEX 동아시아 자료(25km 해상도)를 사용하여 현재 25년

(1981-2005)의 동아시아 몬순 우기에 관한 RCM들의 모의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서로 다

른 미래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행된 미래 25년(2071-2095)결과를 분석하여 동아시

아 몬순 우기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RDEX 동아시아 

RCM은 총 6종류이며, 배경강제력 종류(CMIP5 3종, CMIP6 1종)를 RCM마다 다르게 처

방하여 총 15종의 시뮬레이션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APHRODITE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의 우기는 6월 중~8월 중순으로, 약 4,226,000 

km2의 영역에서 몬순 강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RCM의 배경강제력으로 사용한 

GCM은 평균적으로 시작일을 빠르게 모의하여(-12일, 5월 말) 기간을 과대모의하였으며, 

우기가 발생하는 지역도 과대모의하는(4,687,000 km2)한계성이 있었으나, RCM 15개의 

시뮬레이션의 결과 평균은 시작일, 면적을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여(6월 초, 4,221,000 

km2)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되는 시나리오

(CMIP5:RCP85, CMIP6: SSP585), 온난화 저감정책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시나리오

(CMIP5:RCP26, CMIP6: SSP126) 두 종류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온난화가 강하게 진행되는 시나리오에서 우기 기간 및 면적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기체 배출량 저감정책을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동아시아 몬순 우

기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RCM × GCM의 구성마다 미래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계획으로 수분수지분석(moisture budget analysis)을 적용하여 우기 

변화의 미래전망 불확실성 메커니즘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KMI2020-01413(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기상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이 제

공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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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상관성을 고려한 통계적 상세화 기법 개발

김맹기, 윤지현, 상정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mkkim@kongju.ac.kr

키워드: 통계적 상세화, 고해상도, PRISM, PRIDE, QDM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집중호우, 혹한 등과 같은 극한 기후의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

라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극한 기후 현상에 의한 

피해는 규모가 다양하며, 그 특징도 지역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 상세화된 고해상

도 기후 전망자료가 필요하다. 전지구 기후모델을 기반으로 역학적 상세화 기법이 적용된 

지역기후 전망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모델의 계통 오차와 장기간의 적분 수행 등으로 인

해 5km 미만의 고해상도 기후 전망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학적 

상세화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기후모델의 계통 오차를 제거하고, 고해상도 기후 전망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상세화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고해상도 기후 전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상세화와 함께 적합한 통계적 상세화 

기법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상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남한 

고해상도 기후 전망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PRIDE v5.0의 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축하였으며, 기초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역기후모델 자료와 

1km 해상도 관측 격자 자료(MK-PRISM)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모드를 각각 추출한 

후, 고유벡터에 기반하여 공간 상관성이 높은 유사 모드 쌍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유사 모

드 쌍의 시간계수들을 이용하여 준주기 변동을 추출한 후 시간계수의 복원에 활용한다. 다

음으로 추정한 시간계수와 관측 고유벡터를 결합하여 관측의 주요 모드를 재현한다. 마지

막으로 QDM(Quantile Delta Mapping)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보정하

는 과정을 거친다. PRIDE v5.0은 기후 변수의 시·공간 상관성을 고유모드를 기반으로 고

려함으로써 더욱 신뢰성이 높은 미래 전망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KMI2020-01414(기후변화 대응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기획세션 C 발표장(303호)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태풍 (09:00~11:30) 좌장 :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와 태풍

C-01 Centennial changes in tropical cyclone-induced precipitation and 

wind in Korea

Chang-Hoi Ho1, Minhee Chang1, Junho Ho2, and Eun-Jeong Cha3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School of Meteorology, University of Oklahoma, Norman, United States,
3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Jeju, Korea

C-02 한반도 접근 태풍의 특성 변화

문일주, Joseph Basconcillo, 김혜지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C-03 Interpretation of the statistical/dynamical prediction for seasonal 

tropical storm frequenc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Namyoung Kang1, James B. Elsner2

1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Geography, Florida State University

C-04 한반도 주변의 가을철 태풍 활동 변화

차동현, 이민규, 문태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과학과

C-05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개수의 감소와 그 계절적 차이에 관한 원인

박두선1, 장민희2, 허창회2

1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C-06 전지구적으로 강해지는 상륙 태풍 강도

김문현, 문일주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C-07 재분석자료와 시나리오를 활용한 태풍 강도 특성과 전망

하종철, 심성보, 성현민, 김진욱, 선민아, 변영화, 김연희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C-01

Centennial changes in tropical cyclone-induced precipitation 

and wind in Korea

Chang-Hoi Ho1, Minhee Chang1, Junho Ho2, and Eun-Jeong Ch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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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pical cyclone (TC)-induced precipitation and wind have undergone 

meaningful changes during the last 116 years (1904–2019)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ter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affected TCs, and observed 

precipitation and wind at six stations (Seoul, Busan, Jeonju, Daegu, Mokpo, 

and Gangneu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esent study, the records 

of TC inform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C records from 1904–1950 and 1951–2019 

were cross validated by examining event reports in newspapers and the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s best track data, respectively. For 

the entire analysis period, both the annual average total precipitation induced 

by an individual TC and the annual maximum daily precipitation induced by 

TC increased in a regime-shift type trend during the 1970s. Wind energy—a 

squared value of wind speed—continuously decreased both with respect to the 

annual average and maximum during the same analysis period without a 

regime-shift type trend. According to additional analysis of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twentieth century reanalysis 

(ERA-20C) for 1900-2010, both changes were likely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pper-tropospheric wind as well as vertical wind 

shear over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1970s. The present study supports 

the understanding of the tendency for heavier precipitation and weaker wind 

induced by TCs in Korea, and further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such 

changes are driven by separate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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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풍 활동,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한반도

  2019년에는 60년 만에 한 해에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020년

에는 열흘 동안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연달

아 두 해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태풍 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그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지, 그

리고 미래에 한반도에 얼마나 더 강한 태풍이 올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년간의 태풍 최적경로 자료 및 해양-대기 

재분석장 그리고 WRF를 이용한 수치시험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특히, 

지난 41년간 한반도(또는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태풍의 개수와 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것이 기후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의 개수와 강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과학수산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니다 (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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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statistical/dynamical prediction for seasonal 

tropical storm frequenc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Namyoung Kang1, James B. Elsner2

1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Geography, Florida State University

nkang4@knu.ac.kr

Keywords: tropical storm, western North Pacific, seasonal prediction, hybrid 

model, predi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Despite the improving techniques for seasonal prediction of tropical storm 

frequency, attention seems focused on accuracy rather than on forecast 

interpretation. This study aims to show how seasonal predictions from a 

hybrid model, i.e. statistical/dynamical model, can be interpreted with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tropical storm frequenc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is modeled with environmental predictors through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a demonstration of the probabilistic structure of the prediction 

result, the forty-two member ensemble predictions from the Glosea5 model for 

June–July–August in 2020 are used as the dynamical input.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expected frequency, this study introduces the predictive probability 

for a single value of the frequency. From as many probability distributions, a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 is obtained as the final predi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is then compared to the 

climatological reference by terciles. Additionally, predictive probability 

distributions made with the individual predictors provide helpful information 

on how each contributes to the final prediction. This probabilistic 

interpretation procedure is expected to be effectively used for improving any 

hybrid approach.

※ Partial support for this work came from the Shaw Foundation in support of 

graduate education in geoꠓgraphy at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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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가을철 태풍 활동 변화

차동현, 이민규, 문태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과학과

dhcha@unist.ac.kr

키워드: 태풍, 한반도, 가을철

  최근 북서태평양에서는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 주변 향하는 태풍이 가을철에 늘어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태풍 루사, 매미, 차바, 하이선과 같은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진로자료, 재분석자료, 모델결과들을 이용하여 

최근 가을철 태풍 활동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최근 한반도와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이 가을철에 증가한 

이유는 태풍 활동에 유리한 종관배경장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즉, 최근 동아시

아 중위도 지역에서는 연직바람쉬어가 약해지고, 한반도와 일본을 향하는 고기압성 지향류

가 강해졌으며, 해수면온도가 아열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관배경장 변화로 인한 가을철 태풍 활동의 변화는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와 상관성이 높았는데 음의 PDO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으로 향하는 태

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PDO의 가을철 태풍활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DO 시 해수면온도의 아노말리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WRF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의 PDO 때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를 제거했을 경우 연직바람쉬

어, 지향류, 해수면온도 특성이 중위도로 향하는 태풍 활동에 불리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최근 북서태평양의 음의 PDO 변동성으로 인해 가을철 한반도 주변으로 향

하는 태풍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을철 태풍 활동의 증가는 미래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지구온난화가 음의 PDO 형태와 유사하게 발생하

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20-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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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개수의 감소와 그 계절적 차이에 관한 원인

박두선1, 장민희2, 허창회2

1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dsrpark@knu.ac.kr

키워드: 태풍, tropical cyclone, 장기변화, long-term change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개수는 1990년대 후반이후 큰 폭으로 감

소하지만 주로 peak season(7-9월)이 아닌 post peak season(10-12월)에만 유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st peak season과 그 이외 season의 태풍 장기변화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북서태평양 태풍발생 감소의 약 79%(2.8개)가 post peak 

season의 태풍발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season에는 태풍 발생의 증감

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태풍발생 감소는 열대 태평양의 

LaNina-like 해수면온도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해수면온도 

온난화 형태는 post peak season뿐만 아니라 모든 season에 걸쳐 거의 유사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season별로 태풍발생 개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season별로 대

류가 강한 곳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LaNina-like 해수면온도 온난화에 따

르면 북서태평양은 전반적으로 해수면온도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므로 기후적으로 대류가 

강했던 지역에서 더 강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Post peak season에는 기후적으로 대

류가 Maritime continents에서 강했고, 해당지역에서 최근 대류가 더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강화된 대류에 의한 Gill-type response로 북서태평양 적도 전반에 걸쳐 아노말

리 동풍이 형성되고, 이러한 동풍 아노말리는 북서태평양에 음의 시어와도를 유도하여 이 

season에 태풍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season에는 

기후적으로 대류가 필리핀해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최근 대류의 강화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북서태평양 적도에 아노말리 동풍이 북서태평양의 동쪽 지역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음의 시어와도도 북서태평양 일부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태풍발생의 증

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 연구는 “NRF-2019R1I1A3A01058100(지역대학우수과학자)”과 “NRF-2020R1A4A3079510  

(기초연구실)”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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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으로 강해지는 상륙 태풍 강도

김문현, 문일주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corps798@gmail.com

키워드: 태풍 상륙 강도, SST warming, 태풍 강화율, LMI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육지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므로, 상륙시 태풍의 강도는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태풍 상륙 강도가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지난 38년간(1981-2018년) 전지구 상륙 강도의 70th 분위수 이상 강한 태풍의 강도가 

약 3.6 knot decade-1 (p-value<0.01)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북반구

와 남반구는 각각 3.4 knot decade-1 (p-value=0.042), 4.8 knot decade-1 

(p-value=0.095)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반구 모두 전지구 추세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태풍의 상륙 강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해수면 온난화(SST warming)가 Carnot 순환 메커

니즘과 연계되어 태풍 강화율을 증가시켰고, 이것이 결국 태풍 LMI (lifetime maximum 

intensity) 강화를 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지역의 인구와 인프라 가치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할 때, 태풍 상륙 강도의 증가는 온난한 기후에서 미래 태풍 위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과학수산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니다 (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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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석자료와 시나리오를 활용한 태풍 강도 특성과 전망

하종철, 심성보, 성현민, 김진욱, 선민아, 변영화, 김연희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bellfe@korea.kr

키워드: CMIP6, 태풍, 잠재강도, potential intensity

  지난 50년간 태풍에 의해 약 10,000명이 사망하였고, 전지구적으로 연간 $150억의 피

해가 나고 있으며, 해안지역으로 인구 이주로 인한 태풍 위험 노출 인구 3배 증가로 태풍 

관련 폭풍 해일, 강수에 의한 위험또한 증가하고 있다(Emanuel, 2020).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전망 지속적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재분석자료와 IPCC 6차평가보

고서(AR6)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에 따라 산출된 신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태풍의 미래 전망을 분석하였다. 태풍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 PI)는 열적엔

진의개념으로 스톰을 모델링할  때에 열대저기압의 최대속도한계로 실제 스톰의 풍속과 유

의한 상관성으로 열대저기압 강도의 기후변동성의 평가와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진단 

도구이다. ERA5 재분석자료를 활용한 태풍 잠재강도는 저위도에서 높은 잠재강도값, 위도

가 높아질수록 잠재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해수면온도(SST)의 평균와 유

사하여 잠재강도는 해수면온도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태풍 주요 발

달 지역에서 높은 태풍 잠재강도가 나타났었다. 태풍 주요 발달 해역별 계절 변동에서 계

절 영향을 받아, 겨울반구에서 낮고, 여름반구에서 높게 나타났었다. 단, 북인도양은 쌍봉

(bimodal) 형태를 보여 PI가 이지역 태풍의 특성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

수면온도와 마찬가지로 대기-해양의 열적 관성으로 인해 태양고도의 연변동에 비해 수개월

의 지연이 있었다. 태풍 주요 발달 해역 중 북서태평양은 잠재강도의 연평균 가장 높고, 

계절변동은 가장 작았다. 북인도양과 남반구해역은 계절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북대서양

해역은 가장 낮은 연평균 값을 보였다. 우리나라 남해 부근의 태풍 PI는 전지구에 비해 낮

은 값을 보였지만, 월별동을 살펴보면 연중 8, 9, 10월에 높았으며,  1979년이후 연변동

은 증가 추세에 있었다. CMIP6 시나리오를 이용한 PI지수에서 과거기후는 재분석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으며, 계절 변동 및 주요 발달 지역의 월별화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미래 

저탄소 시나리오(SSP1)와 고탄소 시나리오(SSP5)에서 미래 중반기까지는 유사하였으나 미

래 후반기에는 SSP5에서 PI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평가(KMA2018-0032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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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산대 기후변화 취약식물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과 보전방안

소순구1, 조원범2, 한은경3, 이정현3, 황승현4, 안진갑4, 명현호1

1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3전남대학교 생물교육과, 4생물다양성연구소

ssk822@knps.or.kr

키워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아고산대, 적색목록, 유전적 다양성, 보전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한반도 아고산 생태계의 보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백두

대간을 따라 아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전나무속(Abies) 식물인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mtDNA 및 핵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분자마커를 활용하여 

서식지 집단 간 및 집단 내 유전자형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서식지별 유전적 다양도 및 구

조를 파악하였으며, 서식지 단절 및 연결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아고산대 서식지의 과

학적 보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상나무의 한반도 최대 서식지인 지리산국립공

원의 서식지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체 서식지를 소집단으로 구분하여 소집단별 유전적 다

양성 파악을 통하여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mtDNA nad1 

intron2, nad5 intron4 등 2개 구간 분석결과 설악산 등 총 9개 집단 총 166개체를 분

석하여 7개 지점에서 치환과 2개 지점에서 indel이 확인되었으며 총 4개의 단상형(A~D)

으로 구분하였다. 핵 마이크로새틀라이트 분석은 총 9개 국립공원 집단 172개체에 적용한 

결과 11개의 loci에서 137개의 대립유전자가 나타났다. 유전적 다양성 비교한 결과, 구상

나무의 유전자 다양성(HE)은 평균 0.675로 나타났으며, 지리산 집단의 다양성(HE=0.722)

이 가장 높았으며, 한라산 집단(HE=0.545)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비나무 집

단의 평균 유전적 다양성은 0.74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구상나무 자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 국립공원 서식지 전반에 걸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전

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상나무 서식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고

유한 유전자형이 확인된 지리산 집단과 소백산 집단에 보전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

며, 효과적인 보전전략을 위해서 지리산 내 천왕봉 일대를 우선 보호지역으로 선정하여 보

전하고 더불어 각각의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선별하여 현지 외 보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연구」(NPRI 2018-3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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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림 임분구조와 환경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박병주, 김지동, 이준우, 조승완, 허태임, 이혜정, 변준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대간보전부

bzpark@kiam.or.kr

키워드: 구상나무, 개체군 생태, 종조성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표적인 구상나무 자생지인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을 대상으

로, 종조성과 토양이화학적성질과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구상나무 분포와 환경요인간의 종

합적인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구상나무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상나무림이 분포하는 대표산지 3지역(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을 중심으로 121개

소의 표준지조사구(400㎡) 내 식생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토양이화학적 성질의 경

우 대부분 한라산에서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으며, 지형지수는 덕유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습윤지수는 한라산, 광량은 지리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ordination 결과 덕유산

과 한라산 구상나무림 종조성이 매우 이질적인 종조성으로 나타났다(Total R2 for 

understory layer=58.0%, upper layer=83.1%). 구상나무 흉고단면적의 경우 한라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활엽수 흉고단면적은 적어 한라산의 구상나무림이 지리산, 덕유산 

구상나무림 보다 순림형태에 가까운 임분구조로 나타났다. 치수발생량은 덕유산에서 매우 

저조하여 후계목의 수가 적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수생장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인자와 구상나무 식생요인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라산 지역은 지형습윤지수와 큰 영향이 없었으며,지리산 및 덕

유산은 지형습윤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수발생과 관련하여 지리산

과 여러 환경인자간 상관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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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구상나무의 적응 및 보전 방안 연구

박형철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 취약생태연구팀

hcpark@nie.re.kr

키워드: 기후변화, 고산 취약생태계 보전, 구상나무, 분자생태, 내생균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 취약생태계의 분자생태 및 균학적 연구를 통하여 보전 

및 적응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종이

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분자생태학적인 고산 취약생태계

의 쇠퇴원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고온 및 CO2의 영향에 따른 발현 유전체 분석을 수

행하여 취약성 진단마커를 분리하였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한라산, 지리산 구상나무림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상나무의 적응 조건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

리고, 구상나무의 영구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배아줄기세포주도 확보하였다. 현재, 건조 조

건에 따른 구상나무의 발현 유전체를 분석하여 고온, CO2 및 건조에 동시에 작용하는 진

단마커 유전자를 선별하고 있다. 또한, 고산 취약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내생균 동정을 

수행하여 6개의 후보 균주를 확보하였으며, 고산 침엽수의 복원을 위한 구조체 개발을 통

하여 분자생태 및 균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국립생태원 (NIE-C-2021-15; 기후변화 대응 구상나무의 분자생태학적 연

구) 및 (NIE-C-2021-19; 침엽수 병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내생균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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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계절 관측자료를 활용한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손성원1, 김상용1, 정수종2, 김종호2

1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sw80@korea.kr

키워드: 식물계절, 기후변화, 형태단계, 생육기간, 산림생태계

  식물계절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물의 생활사로 육상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과 국·공립수목

원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K-NPN, Korea-  

National Phenology Network)를 소개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산림에서 관측된 식물계

절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생태계의 시계열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44개 관측 

지역에서 산림 식물 256종을 대상으로 매년 12개 항목의 형태단계(phenophase)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약 82,000여 건의 식물계절 현상 자료가 확보되었다. 확보

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산림에 자생하는 낙엽활엽수 20종은 지난 10년 동안 개엽 

및 개화가 각각 연평균 1.34일, 0.94일로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가을철 계절 현상인 

단풍은 연평균 0.42일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산림에 자생하는 대표적인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화분 비산 시기는 연평균 1.60일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식물계절의 변화는 온도와 높은 상관관계(p<0.01)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생육기간(growing period)의 

뚜렷한 증가가 확인된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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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복원과 소규모집단 보전 전략

임효인, 홍경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iistorm@korea.kr

키워드: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복원, 복원재료, 선발 기준, 소규모집단, 생육가능 지역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한반도 특산수종 구상나무 집단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유전다양성 복원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소멸 위협이 높은 소규모집단에 대한 보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전다양성 복원은 미래 환경 조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

로 적절한 재료를 활용하여 집단의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복원 방법이다. 구상나무 대

규모 집단인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집단별 유전다양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한라산 집단은 내륙의 지리산, 덕유산 집단과 비교해 독특한 유전특성이 나타나 한

라산 집단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유전다양성을 확보

하는 복원재료 선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간적 유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리산 집단

은 개체 간 약 30m, 한라산 집단은 약 15m 간격을 두고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소규모집단은 금원산, 월봉산, 영축산 등 총 6개 집단으로 

분포면적이 1ha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면적이 작고 개체수가 적어 소멸 위협

이 높은 소규모집단은 집단의 유전다양성이 낮고 집단 내 종자 결실이 저조하여 현재 집

단 내 성목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는 무성증식을 통한 현지외보존원 조성과 더불어 집단의 

회복을 위한 유전다양성 복원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집단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전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집단의 유전특성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

당 집단의 유전적 유사성을 고려한 복원재료 도입을 통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복원

재료의 안정적인 활착을 위해서 생육가능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 소

규모집단 중 금원산 구상나무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다양성 복원을 시행한 결과 2년 뒤 생

존율이 99%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구상나무 등 우리나라의 멸종위

기 침엽수종의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유전다양성 복원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FG0802-2018-01-2021(고산지대 구상나무 숲 보전·복원 및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13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식생복원 연구

김권수, 양송남, 고정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flike@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한라산, 구상나무, 식생복원, 시험식재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한라산 구상나무가 대량고사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쇠퇴함에 따라 구상나무의 서식지내 보전을 위한 실증된 복원 매뉴얼을 개발

하여 향후 구상나무 절멸방지를 위한 복원사업 및 아고산대 식물 종 보전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행하였다. 최근 한라산 구상나무림이 사라진 지역 또는 지속적으로 구상나

무림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구의 적합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개 지역에 4천주를 시험식재 하였다. 시험식재 후 구상나무의 고사는 시

간이 경과되면서 증가하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총 408주가 고사하여 전체 생존율은 

89.8%를 보였다. 고사원인은 총 3가지 유형을 보였는데, 첫째는 제주조릿대 군락과 같은 

주변식생의 피해이고, 둘째는 노루에 의한 동물피해였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고사 등

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으로 제주조릿대 피압 및 노루 섭식에 의한 피해가 컸으며, 특히 

제주조릿대에 의해 피압된 개체는 약 95%의 고사율을 보였다. 따라서 한라산 구상나무의 

성공적인 식생복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주변식생, 야생동물 등 위협요인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조릿대가 밀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

린 구상나무가 피압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주조릿대 지상부를 제거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루 섭식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망 설치 등의 야생동물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험식재된 구상나무의 지속적인 생육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주조릿대 제어, 보호망 설치 등 식재지 관리 효과를 분석하고, 새롭

게 나타나는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복

원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획세션 D 발표장(304호)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온실가스 (09:00~12:00) 좌장 :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온실가스 감시 및 IG3IS 추진 계획

D-01 온실가스 변동과 배출량 추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공간 규모에 따른 위성자료 활용 사례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02 항공관측 온실가스(CO2, CH4)의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이선란, 이해영, 유희정, 정주용, 주상원,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D-03 탄소 동위원소(14CO2)로 추정한 한반도 화석연료 기원의 

이산화탄소 산정 및 활용연구

이해영1, 주상원1, Edward J. Dlugokecky2, Jocelyn C. Turnbull3, 

정주용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2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3National Isotope Center, GNS Science

D-04 2020년도 서울지역 온실가스 측정망에서의 이산화탄소 분포특성

이호찬, 김은숙, 이민주, 차영섭, 조석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팀

D-05 WMO IG3IS 프로젝트: 

INverse modeling for Validating and Evaluating of the Reduction of 

Sector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INVERSE-KOREA) 소개

주상원1, 이해영1, 홍진규2, 이호찬3, 임정식4, 김은숙3, Eri Saikawa5, 

심창섭6, 정주용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표준과학연구원, 5Emory University, 6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06 서울 수도권 지역의 도시 내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홍선옥1, 김진원1,†, 변영화1, 홍진규2, 홍제우3, 박영산1, 이상삼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획세션 D 발표장(304호)

D-07 WMO IG3IS 이행을 위한 고분해능 하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 시스템 소개

홍진규1, Eri Saikawa2, Alexander Avramov2, 심창섭3, 조원석1, 김정원1, 

김경민1, 권도윤1, 이근민1, 홍제우3, 이해영4, 주상원4

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2Emory University,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국립기상과학원

D-08 신물질(그래핀) 기반 온실가스 분포탐지 시각화 기술개발

오영석1†, 신수련2†, 정현영3†, 이해영1, 주상원1, 정주용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지구대기감시팀, 대한민국,
2Harvard Medical School, Brigham and Women’s Hospital, USA,
3국립 경상대학교 에너지공학부, 대한민국



D-01

온실가스 변동과 배출량 추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공간 규모에 따른 위성자료 활용 사례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shim@kei.re.kr

키워드: IG3IS,  이산화탄소, 원격탐사, 온실가스, 동아시아, 지역규모

  본 연구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전 지구 수준부터 국내 지역수준의 온실가스의 배출 등 

탄소순환을 분석하는 정량적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GEOS-Chem 대기화학수송 

모형을 통한 이산화탄소 순환모형의 구축과 활용, 인버스모형을 활용한  Top-down 방식

에 의한 동아시아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대한 검증차원의 연구사례를 보여준다. 

2009년부터 활용되어온 GOSAT 이산화탄소 컬럼 농도를 활용하여 전 지구, 동아시아 및 

지역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위

성탐지기법은 적외선 영역의 탐사 특성상 대기 중 수분의 영향이 많아 여름철 및 일부 계

절의 정확한 온실가스 농도 산출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이

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신뢰 있는 탄소 배출과 흡수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추정할 수 

있다. 점(point)배출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온실가스 배출 시설에 대한 다년간의 분

석사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천포 ~ 광양 지역의 GOSAT CO2 컬럼정보를 얻

을 수 있었는데 이들 지역이 배경농도보다 높은 농도증가(enhancement) 정도에 따라 배

출원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사례를 보여준다.

 이런 연구방법론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보를 통해 얻은 상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기상기구(WMO)의 통합 전지

구 온실가스 정보시스템(IG3IS)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정보의 검증을 위한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D-02

항공관측 온실가스(CO2, CH4)의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이선란, 이해영, 유희정, 정주용, 주상원,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sunranlee@korea.kr

키워드: IG3IS, 온실가스, CO2, CH4, 항공관측, 시공간분포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항공기 ‘나라호’로 수행하고 있는 온실가

스 감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2019부터 2020년까지 항공기로 관측한 온실

가스 CO2와 CH4(분석기:Picarro사의 CRDS G2401모델)의 저고도(~1 km) 오염원 조사 

캠페인을 소개하고 관측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캠페인은 서해상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는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장거리 전송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캠페인은 한국 내륙지역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는 국내 오염

물질의 공간 및 계절별 특성 분석을 위해 수행하였다. 서해상에서 관측한 CO2/CO 비율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서 기원한 오염물질들의 특징을 구분하고 이 비율을 이용하여 한국 내

륙지역에서 관측한 온실가스의 오염원을 구분하였다. 중국 산둥반도 등 산업단지에서 기원

하는 기단에서 관측한 CO2/CO 비율은 내륙에서 관측한 CO2/CO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

다. 이를 기준으로 내륙에서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의 약 80% 이상은 국내 자체 오염원임

을 밝혀냈다. CH4/CO 비율을 통해 겨울철 국내 CH4의 주 발생원은 화석연료이지만 여름

철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지배적이며 주로 매립지, 축산, 농업활동인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서해상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수행한 온실가스 

관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조밀한 오염/흡수원 지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집중적

인 목표관측이 필요하며 이는 원격자료 검증뿐 아니라 한국의 탄소농도를 상세 지도화함으

로써 WMO에서 추진하고 있는 IG3IS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이다. 

※ 이 연구는 “KMA2018-00222(기상항공기 활용기술개발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D-03

탄소 동위원소(14CO2)로 추정한 한반도 화석연료 기원의 

이산화탄소 산정 및 활용연구

이해영1, 주상원1, Edward J. Dlugokecky2, Jocelyn C. Turnbull3, 

정주용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2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3National Isotope Center, GNS Science

leehy80@korea.kr

키워드: IG3IS,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동위원소, 화석연료 기원. 배출량 산정

  탄소동위원소(Δ14C)는 반감기가 5,7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수백만년 전에 저장된 화석에

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Δ14C는 화석연료 기원의 CO2를 가장 확실히 구분할 수 있

는 지표자이다. CO2의 화석연료 배출량은 대부분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어, 대기 중 화석

연료 기원의 CO2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른 가스 종들의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G3IS의 검증 툴 인 배출비(ER, emission ratio)으로 향

후 역모델링 외에도 대기 중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검증할 수 있는 쉬운 접근법

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과 흡수를 이해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70개의 플라스크를 샘플링 하였으며, Δ14C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Δ14C의 값이 배경대기 관측소(e.g. Niwot Ridge)보다 늘 낮은 값을 나타

내 화석연료의 영향을 쉽게 받는 관측소로 판단되었다. 또한 2014/16년 화석연료에서 기

인한 CO2(Cff)는 2004/10에 측정한 농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영향보다 중국 등 

아시아대륙의 영향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고된 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그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Cff와 함께 배출되는(혹은 같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CO와 SF6의 배출량을 ER법

으로 검증한 결과 SF6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배출량이 2~3배 과소평가되어 보고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CO의 경우 중국은 1.6~2배, 한국은 1.2배 정도 과소평가 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관측이 배출량이 검증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ER법을 이용하여 IG3IS의 간접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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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지역 온실가스 측정망에서의 이산화탄소 분포특성

이호찬, 김은숙, 이민주, 차영섭, 조석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팀

lhc2542@seoul.go.kr

키워드: IG3IS, 온실가스 측정망, 이산화탄소, CRDS, 대기경계층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지역 특히 서울지역 대기중 온실가스 측정망에서의 이산화탄소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기간은 2020년 4~12월으로 한정하였고 측정지점은 3개 

지점으로 하였다. 관악산 측청소의 경우 해발 615m로서 서쪽 주풍을 고려한 서울시 경계

의 배경농도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남산과 올림픽공원은 도심지역으로 각각 해발 255.4m

와 16.34m에 위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측정방식은 CRDS(Cavity Ring-Down Spectroscopy:공동감쇠분광광도법, 

장비명: PICARRO)으로 비분산적외선법에 비해 매우 짧은 측정시간으로 ppb레벨 뿐 아니

라 ppt레벨 까지도 측정감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항목(12CO2(수분포함), 

Dry-12CO2(수분미포함), 13CO2(수분포함), Dry-13CO2(수분미포함))은 수분제거 알고리즘

(Dry mol-fraction)을 이용하여 탄소동위원소 12C, 13C 각각에 대해 측정을 하였고 표준

가스는 CO2 298.0ppm, 400ppm, 698.9ppm을 이용하여 월 2회 교정을 실시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일간 변동특성은 주로 생물권(Biosphere)에서의 CO2 

순환, 대기경계층(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영향

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인위적 주요발생원이 자동차,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CO2 시간평균 자료를 이용한 일변화에서 

CO2와 NOx의 상관이 매우 밀접하여 자동차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발고도가 낮은 올림픽공원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이

산화탄소의 농도와 반비례함을 알수 있다.

향후 통합 전 지구 온실가스 정보시스템(IG3IS)과 관련 서울지역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측정망의 구축등 서울지역에 적합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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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IG3IS 프로젝트: INverse modeling for Validating and 

Evaluating of the Reduction of Sector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INVERSE-KOREA) 소개

주상원1, 이해영1, 홍진규2, 이호찬3, 임정식4, 김은숙3, Eri Saikawa5, 

심창섭6, 정주용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표준과학연구원, 5Emory University, 6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wjoo@korea.kr / https://nims.kma.go.kr

키워드: 하향식 온실가스 감시, 통합온실가스정보시스템(IG3IS),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대기감시(GAW), 탄소중립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의 독립적

인 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향식 인벤토리 산정의 문제

점과 관련된다. 첫 번째로 상향식 인벤토리는 산정에 약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상황변화

를 반영한 즉각적인 배출량 감축정책 수립이나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주로 

각 국가의 생산자 혹은 사업자가 자체 보고하는 정보에 근거하므로, 정보의 투명성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프록시 정보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접근법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배출원이나 

흡수원을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7차 세계기상기구 총회에서는 전지구온실가스정보

시스템 (IG3IS: Integrated Global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개발에 대

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8년 IG3IS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IG3IS 조정위원회는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향식 

온실배출산정 기술이 사용자나 정책결정자가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실질적인 온실감

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IG3IS 프로젝트에 대한 승

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그 동안 축적된 지구대기감시와 기상모델링 기술을 바탕으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범정부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에서  국가 IG3IS 구축을 

책임지고 있으며, 올해 아시아 최초로 WMO 승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향후 선진 기술과의 

적극적 융합과 WMO IG3IS 전문그룹과의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기여 성과를 얻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발표를 통해 국립기상과학원이 추진하는 WMO IG3IS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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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지역의 도시 내 이산화탄소 플럭스 변화

홍선옥1, 김진원†,1, 변영화1, 홍진규2, 홍제우3, 박영산1, 이상삼1, 김연희1 
1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seonok0421@korea.kr

키워드: IG3IS, 도시기상관측, 이산화탄소 플럭스, 토지이용도. 교통량, 난방량, 에디공분산

도시는 CO2의 주요 배출원으로 전세계 CO2 배출량의 약 70%는 도시 인프라 유지를 위

한 에너지 소비에 의해 발생한다. 향후 전세계 CO2 농도에 대한 도시지역의 기여도가 증

가함에 따라 도시지역의 CO2 플럭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

립기상과학원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도시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음파 풍향

풍속계와 가스분석기를 사용한 에디공분산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관측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8개 지점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측한 CO2 플럭스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내의 토지이용도와 도시기능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교외지역

으로 분류한후 CO2 플럭스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CO2 플럭스는 CO2의 배출원과 흡수원의 영향을 받는데 도시지역은 주요 CO2 배출원인 

난방과 교통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도시 내의 연평균 CO2 플럭스는 도시의 기능에 따

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평균 CO2 플럭스는 교외지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거

지역보다 상업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관측 지점에서 여름보다 겨

울의 CO2 플럭스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겨울철에는 CO2 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량

이 많고 식생의 광합성에 의한 CO2의 흡수가 적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또 다른 주요 

CO2 배출원인 교통량은 월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CO2 플럭스의 월변화는 LNG 사용량

의 월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평일과 주말의 CO2 플럭스의 일변화는 교통량의 일변화 패턴

과 일치하였다. 주거지역인 가좌지점은 주중과 주말의 교통량 일변화와 CO2 플럭스 일변

화가 크지 않았다. 출퇴근 직장인가 많은 광화문지역은 주중과 주말의 교통량 차이가 가장 

컸으며, 그에 따른 CO2 플럭스의 주중과 주말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향후 IG3IS 도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20)항공·도시기상 기술 개발」(KMA2018-0062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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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IG3IS 이행을 위한 

고분해능 하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 시스템 소개

홍진규1, Eri Saikawa2, Alexander Avramov2, 심창섭3, 조원석1, 김정원1, 

김경민1, 권도윤1, 이근민1, 홍제우3, 이해영4, 주상원4

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2Emory University,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국립기상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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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실가스 배출, 탄소순환, 하향식 온실가스 감시, 동아시아, 이산화탄소, 메탄, 

육불화황, IG3IS, 세계기상기구, 과학적 검증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과 주요 국가들의 최근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에 대한 

관련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과 

비례하는 성장 중심의 경제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한다. 각국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과학 연구에 기반한 투명한 모니터링, 리포팅, 검증(MRV)을 통한 

검증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방법을 위한 전 지구 온실가

스 통합 정보시스템 (Integrated Global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IG3I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IG3IS에서는 하향식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 시스템을 통하

여 1)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자료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제공; 2) 민간 

부문과 산업계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배출량 감축 기회를 찾기 위한 정보 제공; 3) 

지방 정부 및 메가시티에서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달성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

출의 시공간 및 섹터별 정보 제공; 4) 파리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IG3IS 사업 이행을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Emory University, 연세대학교 등이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고분해

능 하향식 이산화탄소, 메탄 및 육불화황 배출량 감시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 온실

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협력 방안 

및 그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NRF-2018R1A5A1024958)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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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파리협정 발효(’21.1)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조 확산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성 강화가 그 어느 해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밀한 관

측망이 요구되고 있으며, WMO에서는 도심 및 비도심의 대기 조성 관측으로 Low-Cost(LC) 

관측기기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측기기의 낮은 정확

도와 그 값의 검증이 한계점으로 제시되어왔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기술로 기상·기후 및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 상호 접목을 통한 

온실가스 분포탐지 및 시각화 기술개발이다. 이 기술은 현재 LC 관측기기의 한계점을 보

완하고, 통합 전 지구 온실가스 정보시스템(IG3IS) 고도화에 요구되는 조밀한 도심, 비도심

의 관측망 구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분포탐지 및 시각화 기술은 그래핀(탄소 동소체) 기반의 대기 중 광전자 생산 및 

감지하는 기술로 기존의 개발된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크기와 무게가 작고, 사용전

력과 설치장소의 제약을 극복한 기술이다. 본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핀 기반 태양광 감

지 센서는 전류밀도가 전압에 선형적으로 반응하며, 반응 신호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Kim et al., 2014). 즉 지속적 광 반응의 광전자 신호가 일정하며, 물질의 에너지 변환 효

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LC 관측기기의 낮은 정확도와 검증문제가 해결된 IG3IS의 도심 

및 비도심의 관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관측의 혁신적인 성능개선 및 차

세대 미래원천기술 개발은 온실가스 감시기술 분야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WMO LC 기기 

한계점 극복을 통하여 기후변화 및 IG3IS의 검증 분야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Reference

Kim Young Lae, Hyun Young Jung, et all, Voltage-switchable photocurrents 

in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ilicon junctions for analog and digital 

optoelectronics. Nature Photonics 8, 239-24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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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획세션] 온실가스 인벤토리위원회 (13:30~16:30)

좌장 :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신기후체제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D-09 신기후체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응방안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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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이선일, 윤지혜, 권효숙, 강성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D-11 신기후체제 대비 산림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임종수†, 이선정, 이승현, 문가현,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토론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토론

이상용

동국대학교

토론

이경학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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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hchoi@korea.kr

키워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신기후체제 투명성체계

  2018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제24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구축을 위한 양식‧절차‧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MPG)를 확정하였다. MPG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2006 IPCC(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

하고, 격년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National Inventory Report, NIR)를 2024년까지 UN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벤토

리 보고양식은 기존 교토의정서에서 활용한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ormat, 

CRF)과 유사한 형태의 전자적 방식의 공통보고표(Common Reporting Table, CRT)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총괄관리 계획(이하, 통계관리계획)’을 관

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수립하고 신기후체제 투명성체계를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

토리 산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제2차 통계관리계획은 배출량 통계 산정

범위의 확대, 통계 산정방법 및 체계 개선, 정보서비스 기반 개선 및 국내외 협력강화 등 

3대 전략 하에 총 8개의 이행계획, 49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산정범위의 확대는 

간접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지역 및 잠정 온실가스 통계 정보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신

기후체제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 산정방법 및 체계 개선 

전략은 2006 IPCC 지침 적용을 위한 분야별 개선계획 21개 과제와 국가고유 배출계수 

확대 계획 14개 및 불확도 개선 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개선 

전략 및 국내외 협력강화 전략은 2006 IPCC 지침에 따른 통계의 산정‧보고‧검증 전산시스

템의 구축과 국제워크숍 참석 등 전문가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23년까지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고 2024년 

UN에 인벤토리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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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실가스, 농업분야, 활동자료, 인벤토리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발

적으로 제시한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국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감

축 목표 달성 이행노력의 수준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이 매

우 중요하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배출원을 대상으로 산정되는데, 농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축산(가축 사육)과 재배(작물 재배)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부문 

배출원은 두 가지로 반추 가축에 의해 발생되는 장내발효와 퇴비화 시설 등에 의한 가축

분뇨처리이고, 재배부문 배출원은 벼재배, 농경지토양, 작물잔사소각이다. 우리나라 농업분

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계수를 적용하는 Tier1 방법과 국가고유계수를 적용하는 Tier2 

방법을 병행하여 산정하고 있다. 특히 재배부문은 현재까지 국가고유계수 24종을 개발·등

록하여, 일부 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 중에 있다. 또한, Tier2 수준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후 및 토양 인자, 영농 방법 등을 고려하기 위해 모델링 또는 실시간 모

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Tier3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계수 개발뿐만 아니라 활동자료 구축 및 측정 

방법에 대한 불확도 평가도 필요하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 사용되는 통계는 주로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및 농림어업(총)조사 등과 같은 국가 통계이다. 그러나 배출계수가 

다양한 환경을 반영할수록 적용되는 통계자료 역시 세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 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592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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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흡수원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다(파리협정 제5조).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

니라 적응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하여 온실가

스 감축과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인벤

토리의 투명성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온실가스의 통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따

른 이행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

토리의 원칙(투명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비교가능성)에 따른 산정 및 보고체계를 시급

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가산림

자원조사의 조사체계를 5년주기 연년조사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산림내 모든 탄소저장고에 관

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가 완료됨에 따라 입목바이

오매스외 탄소저장고(고사유기물 및 토양)에 관한 탄소저장량 및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량을 

도출하고 각 탄소저장고별 불확도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에 명시된 인위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토체제에서 

적용된 산림경영기준선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산림특성에 적합한 산림경영기준선

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산림경영기준선 “0” 방식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활동에 관한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시업실적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므

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및 산지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

까지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수확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및 산불에 의한 Non-CO2 배출

량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국토의 약 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벌채 등의 산림사업, 산지전용, 산림재해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의 

인위적 및 자연적인 변화를 투명하게 산정 및 검증하기 위해서는 산림부문 보고항목과 관련

된 활동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LULUCF분야는 토지이용구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가 중요한 활동자료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IPCC 지침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구분체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가 부재하므로 관계부처에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시

급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기획세션 E 발표장(305호)

[기획세션] KEI-국제표준 (09:00~10:30) 좌장 :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관련 국제표준 동향 

E-01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ISO의 관련 동향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02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의 적용: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리스크 관리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E-03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ISO의 관련 동향

최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실

E-04 교통망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보고 원칙 국제표준화

이철규1, 최요한2

1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환경연구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실



E-01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ISO의 관련 동향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jmyeo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평가, 국제표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및 리스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ISO 14090: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원칙, 요구 

사항 및 지침’이 개발되어 2019년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적

응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는 ‘ISO/TS 1409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지

방 정부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적응 계획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지침’이 발표되었다. 다음으

로, 2021년에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

는 ‘ISO 14091: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지침’이 발

표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러한 국제표준은 규모, 유형 및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의 동향과 활용성에 대해 소개한다. 

※ 본 연구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02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의 적용: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리스크 관리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bangjaeman@korea.kr

키워드: 기후정책, 탄소중립, 열대성 저기압, 시스템 전환, 지속가능 발전

  21세기 말까지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경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천명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EU의 ‘그린딜 전략’, 중국

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세계 기후정책 및 재난관리정책의 

큰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

언하면서 탄소감축목표 상향, 시스템 전환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국제공조 강화,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정책 전환과 함께 관련 기

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를 고려하여 자연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적이고 체계적

인 재난리스크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공감하고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재난리스크경감, 지속가능 발전, 양극화 해소와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이들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응·경감 옵션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이들 옵션의 적시 실행을 위한 

정책개발과 빠른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국제표준 개발 동향과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재난안전리스크 관리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난안전리스

크관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된 환경관리 측면의 

전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대두되어 이해가 쉽지 않았던 재난안

전리스크관리 측면의 기후변화 적응·경감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이 

중앙·지방정부 정책과 결합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활동이 상황에 대한 동기, 역량, 자원

에 부합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전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03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ISO의 관련 동향

최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실

yhchoi10@kncpc.re.kr

키워드: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온실가스 정량화, 중립 선언, 선언 및 주장

  영국표준협회(BSI)는 중국표준협회(SAC) 및 캐나다표준협회(SCC)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고, ‘20년 2월 19일에 찬성 37개국, 반대 5개국으로 국제

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되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화 및 관리, 배출 회피, 

저감, 대체, 보상 및 격리를 통한 온실가스, 탄소 또는 기후 중립과 관련한 요구사항 및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에 부여된 표준화 번호는 

ISO/WD 14068이며, 다뤄질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의 정형화, 온실가스 정량화, 중립 선

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달성, 잔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상 및 오프셋, 탄소중립성 

관련 명백한 주장 및 선언 등에 내용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

의 주요 의견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국제표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국제표준화 단

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2000252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04

교통망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보고 원칙 국제표준화

이철규1, 최요한2

1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환경연구팀,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실

cheul@krri.re.kr

키워드: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독일표준협회(DIN)는 중국표준협회(SAC) 및 캐나다표준협회(SCC)와 공동으로 교통망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보고 원칙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고, ‘20년 2월 

19일에 찬성 38개국, 반대 2개국으로 국제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되었다. 애초 채택당시

의 표준화 주제는 운송수단의 탄소발자국 정량화 요구사항 및 원칙이었으나, ’20년 10월 

28일 투표를 통해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이 표준은 모든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

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 하기 위한 공통 방법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

법을 다루며, 특히 탄소발자국(ISO 14067) 개념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접근법을 

따른다. 현재까지 이 표준화에 관하여 논의된 내용과 현황을 고찰하고, 각 국가들의 주요 

의견을 확인하며, 탄소중립 국제표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국제표준화 단계에서 우

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2000252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기획세션 E 발표장(305호)

[기획세션] 국립공원공단 (12:30~14:30) 좌장 :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E-05 자연기반해법(NbS)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의 시사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06 2050 국립공원 탄소중립 정책, 블루카본과 그린카본 정량 평가의 중요성

이나연1, 김익태1, 최은혜1, 나경태2, 박은희2, 김광균2, 김도헌1

1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 2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E-07 나이테로 알아보는 아고산생태계 상록침엽수 생육쇠퇴 및 고사 현황

- 지리산국립공원 구상나무를 중심으로 -

서정욱1,2, 최은비2,3, 박준희4, 김요정1,2

1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2충북대학교 나이테연구센터, 
3충북대학교 임산공학, 4국립공원연구원 

E-08 계방산 일대 온대림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 모사

조원희1, 임원택1, 김은숙2, 임종환2, 고동욱3

1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토론

고동욱

국민대학교

토론

김익태

국립공원공단



E-05

자연기반해법(NbS)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의 시사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jmyeong@kei.re.kr

키워드: 자연기반해법,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위기

  환경위기에 대한 기술적 대안으로 자연과 생태계에 바탕을 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 대두되고 있다. IUCN과 IPBES 등은 각종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서 생태계서비스의 제고를 통한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대응 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IPCC는 토지 

및 해양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였는데,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생태계서비스

를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은 각종 환경문제 해결과 완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유럽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을 고려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산림생태계의 보존과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제고 등 다

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농경지와 토양, 그리고 습지와 초지 및 해양과 같은 자연생태계의 

탄소 흡수와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기반해법은 단기간 내 많은 양의 탄

소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환경문제 해결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

도 자연기반해법은 탄소중립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온실가

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과 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등 여러 

환경이슈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보다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06

2050 국립공원 탄소중립 정책, 블루카본과 

그린카본 정량 평가의 중요성

이나연1, 김익태1, 최은혜1, 나경태2, 박은희2, 김광균2, 김도헌1

1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 2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nayeon3@knps.or.kr

키워드: 기후변화 영향,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 탄소 저장량, 흡수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핵심 자연생태계인 국립공원(전국 22개, 면적 6,726㎢ )의 2050 탄

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계의 회복력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전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지대 중심으로 숲을 만들고 훼손된 곳을 복원

하며, 국립공원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조림지(주로 일본잎갈나무림, 리기다소나

무림 등)를 자연림으로 되돌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에선 섬지역

에 붉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을 복원하고 갯벌·사구에 갯잔디, 갈대, 갯메꽃 등 염생식

물을, 바다에는 거머리말 등 해초류를 심어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받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적응 정책 마련을 위하여 ①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관리자 매뉴얼 만들기, ② 보호지역 생태계 네트워크

를 통한 생태계 회복력 높이기, ③ 국립공원 디지털 트윈을 통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공

원 관리하기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육상형 국립공원의 산림과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의 갯벌과 바다에는 약 55억 t CO₂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흡수원으로서 

자연생태계의 산림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광의의 산림경영으로 간주하여 대상이 

되며, 연안의 갯벌은 흡수원 인정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국립공원의 산림

을 약 50년생 정도의 낙엽활엽수림으로 간주하면, 매년 320만 t CO₂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탄소 흡수원 시나리오 예측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블루카본과 그

린카본의 저장량을 바탕으로 연간 흡수 능력에 대한 정량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태

계의 과정과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정밀한, 검증 가능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공원관리 정책 기본 여건 진단 및 공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

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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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로 알아보는 아고산생태계 상록침엽수 생육쇠퇴 및 고사 현황

- 지리산국립공원 구상나무를 중심으로 -

서정욱1,2, 최은비2,3, 박준희4, 김요정1,2

1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2충북대학교 나이테연구센터, 
3충북대학교 임산공학, 4국립공원연구원 

jwseo@chungbuk.ac.kr

키워드: 아고산생태계, 기후변화, 생육쇠퇴, 고사

  산림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이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산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

양한 목본식물이 광합성 활동을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흡수된 이

산화탄소는 목재세포 합성에 활용되며, 수목이 부후되기 전까지 목재세포에 저장된다. 이

러한 이유로 산림 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과 수목의 생육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한, 수목은 산림생태계의 공간적 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림생태계 유지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목은 탄소흡수와 산림생태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 스트레스 증가

로 생육쇠퇴 및 고사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육환경에 민감한 아고산대 침엽수들의 

생육쇠퇴 및 고사율 증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발표는 지난 6년 간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구상나무 나이테 분석을 통해 획득

된 생육쇠퇴 및 고사 정보를 기초로 아고산대 산림생태계 변화 가능성을 공유하고, 토론하

기 위해 준비하였다.

※ 이 연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공원자원 모니터링: 기후변화 생태계 모니터링”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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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산 일대 온대림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 모사

조원희1, 임원택1, 김은숙2, 임종환2, 고동욱3

1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2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acehero7@kookmin.ac.kr

키워드: 산림식생천이, LANDIS-II, 기후변화, 산림경관변화, 산림경관모형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산림경관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생물적 

요소(생장, 고사, 경쟁 등)와 비생물적 요소(환경조건, 기후 등)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보이는 산림경관의 식생천이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생리적 특성과 환경, 기후의 영향을 반영하여 수목 생장과 

경쟁관계를 모사할 수 있는 LANDIS-II (LANdscape DISturbance) 모형을 활용하여 수

종별 지상부생물량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계방산 일대 온대림의 산림경관 변화를 

모사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기후 시나리오는 3가지(현재 기후, RCP 4.5, RCP 8.5)였으며, 

최근 30년간 기상관측자료와 RCP 4.5, RCP 8.5를 기반으로 MT-CLIM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지 전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추정하였고, 이를 190년간(2010년 ∼ 2200년)의 계

방산 일대 산림경관 변화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구동결과 초기 100년간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급격히 감소하고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신갈나무 또한 내음성이 강한 피나무(Tilia amurensis), 고로쇠나무(Acer 

pictum) 등으로 대체되어 2200년경에는 고로쇠나무가 최대 우점수종으로 평가됐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경관 변화 분석 결과 아고산대 수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RCP 8.5 시나리오에서 주목과 분비나무는 2200년의 지상부생물량이 

2010년의 3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현재 기후 시나리오의 2200년 지상부생물량과 

비교하여도 50%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CP 4.5시나리오에 비해 RCP 8.5

시나리오에서 지상부생물량 감소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방산 일대 산림경관의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의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019150B10-2123-03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NRF-2017R1A2B4010460)’의 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획세션 E 발표장(305호)

[기획세션] 산학연특별위원회 (14:30~16:30) 좌장 : 전종안 (APEC 기후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산학연 분야별 활동 및 연구동향

E-09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동향

오지현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E-10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 역할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신재생기획실

E-11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동진, 김인경

한국남동발전(주) 환경품질처

E-12 텍사스의 전기가격 급등 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우리나라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장희선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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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동향

오지현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jhoh@gtck.re.kr

  지난 2019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이 선언되었으나 선진국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경우 도전적인 미래 목표

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를 할 10대 핵심기술이 선정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본 10대 기술

의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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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 역할

김재식

한국중부발전 신재생기획실

wotlr@komipo.co.kr

  최근 파리협정이 본 궤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에너지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에 최전방에 있기에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 및 해결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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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동진, 김인경

한국남동발전(주) 환경품질처

djing21@koenergy.kr, inkim@koenergy.kr

키워드: 탄소중립(Net-zero), 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 탈석탄 등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지구 평균온

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을 위한 국제 사회 노

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

너지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를 차지(’17년 총배출량 709백만톤 기준)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2050 

탄소중립(Net-zero)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요소이다.

  KOEN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출범한 우리나라 대표 에

너지 공기업으로, 영흥, 삼천포, 영동에코, 분당 및 여수 등 총 5개 발전본부 및 신재생설

비를 포함하여 국내 총 설비용량의 8.1%인 약 10GW 규모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

으며,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생산 방식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기반으로 국내기업 최초 탄소중립 선언

(’20.7월) 이후 탄소중립 세부이행계획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화력발전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 운영중 화력발전의 저탄소화를 비롯하여 석탄발전 중

심의 전원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LNG 발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로 과감히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기술 등을 연계·활용하여 최소한의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 산림·블루 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로 

잔여배출량을 상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할 예정이다. 



E-12

텍사스의 전기가격 급등 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우리나라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장희선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heesunjang@jbnu.ac.kr

  본 연구는 지난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 전기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

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확대, 제

조업의 전기화 등 경제 전반에서 앞으로 전기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화력발전 등 전통적 발전원 위주의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텍

사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기획세션 F 발표장(306호)

[기획세션] 국립농업과학원 (10:30~12:30) 좌장 : 김창길 (서울대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문의 감축 방안

F-0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최은정, 이선일, 윤지혜, 권효숙, 강성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F-02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노력

이유경1, 성필남1, 이슬1, 김혜란1, 김정은1, 송재용2

1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2농협경제지주 (주)축산연구원 사료영양팀

F-03 농축산부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길재, 류승현, 김찬호, 이혜정, 이충영, 조혜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F-0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문 정책사업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환경자원연구부



F-0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최은정, 이선일, 윤지혜, 권효숙, 강성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choiej1@korea.kr

키워드: 온실가스, 탄소중립, 농업부문,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와 문제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 국 및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한다는 넷제로(Net-zero)를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

름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공표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별 감축 시나리오 수립(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 설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부문의 주 배출원은 벼 재배 과정 중 발생하는 메탄과 질소원투입

에 따른 농경지토양의 아산화질소 배출이다.「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벼 재배 메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관리 방법(간단

관개 확대, 논물 얕게대기 시행)만 감축 수단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서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중에서 감축 효율성, 

이행 가능성 여부, 식량 안보, 환경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수단을 발굴하고자 하였

다. 정리된 감축수단으로는 현재의 영농 관리 방법을 반영한 개선된 물관리 방법, 질소질 

비료 저감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감축뿐만 아니라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탄소 저장량 확

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신규 추가하였다.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 정도이고, 감축 수단 적용 시 

식량 생산성 유지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감축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책 수행과 함께 많은 농민들의 참여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농업 환경을 반영하여 적합한 감축 수단이 개발되도록 향후에도 꾸

준히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592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F-02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노력

이유경1, 성필남1, 이슬1, 김혜란1, 김정은1, 송재용2

1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2농협경제지주 (주)축산연구원 사료영양팀 

yoo3930@korea.kr

키워드: 축상, 장내발효, 분뇨처리, 온실가스, 감축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173 백만톤 CO2eq.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2018년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은 9.4백만톤 CO2eq로 국가 총 배출량의 1.3%를 차지하였으며, 농업부문 배출량 

21.2백만톤 CO2eq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반추가축의 소화과정과 분뇨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4,471천톤CO2eq이고, 분뇨 내의 질소 성분이 분뇨처리과정 중 산소 공급

량에 따라 질산화와 탈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는 4,936천톤CO2eq을 배

출하였다. 축산부문의 국내 배출량은 적지만, 축산물 소비 증가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량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메탄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21배, 

아산화질소의 경우 310배의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지고 있어 감축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인

위적인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화 하려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농축산부문의 감축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농축산부문에서도 스마트 농업 

확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과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유

도하기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부문의 감축기술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 메탄 저감 사료 개발보급, 사료 내 단백질 수준 조절을 통한 분뇨 질소 배

출량 감축,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정밀영양기술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 통계 고도화를 위한 축종과 가축분뇨처리시설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농축산부문을 포함한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494001)”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F-03

농축산부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길재, 류승현, 김찬호, 이혜정, 이충영, 조혜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gilzae@efact.or.kr

키워드: 바이오매스, 농업부산물, 축산분뇨,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열병합발전

  왕겨, 볏짚 등 농업부산물과 축분, 돈분, 계분 등 축산분뇨는 농축산부문의 대표적인 폐

기물이자, 바이오에너지 자원이다. 이들의 발생량에 따른 잠재적에너지 총량은 2015년 기

준으로 농업부산물이 4,045,000 TOE, 축산분뇨가 1,403,000 TOE로 열량기준으로 환산

하면 등유 62억L에 상당하는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업 농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부산물과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열 및 전기로 전환하는 경제성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생산

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 하여 농업부문에서 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근거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자원의 에너지전환은 ①바이오매스 자원의 수집 및 운송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성저하, ②펠릿 연료급이(불균질, 관리)와 보일러 운영의 불편함, ③수

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분뇨의 경우 고형화/연료화를 위한 효율적 건조기술의 부재, ④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필요성에는 다수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지금은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기후변화

에 대응해야하는 시대다. 또한, 면세유, 면세전기 등 에너지보조금 정책에도 부정적인 시각

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농업은 난방, 건조 등 열에너지

의 활용처가 비교적 풍부한 분야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1차 에너지의 수요처가 많아 에

너지이용의 편의성도 타 산업분야보다 높다. 

  유용하게 재활용되지 못했던 왕겨, 경축순환 농업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

을 배출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온

실가스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사업을 통한 농촌의 신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F-0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문 정책사업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환경자원연구부

limy@krei.re.kr

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탄소 농업, 비용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축산부문의 감축 기술을 살

펴보고, 감축기술 보급 및 확대를 막는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논의된 감축기술을 제시하고, 감축기술별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 산정식 내 반영 가능 여부,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자료 존재 여부, 추

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정량화를 지지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제시

한다. 그리고 현행 농식품부 지원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현행 저탄소 영농법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에너

지 및 비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식품 소비 확산을 위한 정

책 수단을 논의하여 농식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기획세션 F 발표장(306호)

[기획세션] 중앙대학교 (13:00~14:30) 좌장 : 김정인 (중앙대학교)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F-05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Stock Markets: 

Empirical Application of Asian Stock Markets

Young C. Joo1, Stanley I.M. Ko1, Sung Y. Park2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F-06 CARBON PRICING AND INCOME INEQUA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NGUYEN THI HUYEN TRAM, WONHO SONG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F-07 기후변화를 고려한 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분석

최용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F-05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Stock Markets:

Empirical Application of Asian Stock Markets

Young C. Joo1, Stanley I.M. Ko1, Sung Y. Park2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sungpark@cau.ac.kr

Keywords: Natural disasters; Asian stock markets; ARMA-EGARCH-M; Counterfactual 

analysis

  JEL classification: G14; G15; Q5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on four Asian stock 

markets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996 to July 2019. We employ linear 

least squares, ARMA-EGARCH-M model and counterfactual analysis for effects 

analysis of rare and unexpected events. We consider five different types of 

natural disasters and three-week time lags from the event day to see how 

effects on stock returns and its volatility change after disasters occurred. Our 

results reveal that four Asian stock market indices commonly respond 

negatively to hydrological natural disasters. Especially, climatological disaster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stock returns of China and Korea. 

  However, meteorological disaster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stock returns of Hong Kong and Japan. In particular, the Korean stock market 

has relatively higher effects than the other three countr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mor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stock markets are associated 

with more serious damages and deaths of disasters.



F-06

CARBON PRICING AND INCOME INEQUA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NGUYEN THI HUYEN TRAM, WONHO SONG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shsong@cau.ac.kr 

Keywords: Carbon Pricing, Carbon Tax,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Income Inequality

  JEL Classification: E62, H23, Q48, Q52, Q58

  Carbon pricing, a carbon tax or emission trading system,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cy optio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since a carbon pricing causes the costs of energy and 

other goods to increase,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carbon pricing would 

be regressive, negatively affecting low-income households and income 

inequality. While most earlier studies use microsimulations and Input-Output 

tables to evaluate the distributional effect of different carbon pricing 

scenarios, debate continues over the impacts of carbon pricing policies on 

inequality in practice.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carbon 

pricing policies on inequality with a panel of 53 countries from 1990 to 2019 

using a panel fixed-effect model and panel 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carbon pricing has progressive 

effects on inequality and revenue-recycling mechanism has regressive effects. 

The same results are found for OECD (or high-income) countries whereas 

carbon pricing tends to be regressive for non-OECD (middle and low-income) 

countries.



F-07

기후변화를 고려한 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분석

최용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choiyongok@ca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열병합 발전용 수요,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 함수적 주성분 분석, 

붓스트랩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1991-2020)동안 서울지역의 시간별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월

별 기온분포 함수 시계열을 구축하고, 함수적 주성분 분석 방법론 이용해서 기온분포에 기

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극

단값의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온분포는 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온분포를 붓스트랩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으로 기온분포의 변동성을 고려한 열병합 발전용 천연가

스 수요 변동성의 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2021년 현재 약 45만톤(전체 수요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기획세션 F 발표장(306호)

[기획세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30~16:30) 좌장 : 이국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F-08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및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이국진, 이진, 김성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론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

이준우

주식회사 케이이씨엠

토론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

이동근

서울대학교



F-08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및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이국진, 이진, 김성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gjlee@keiti.re.kr

키워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난 8년간(’12년~’20년) 추진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

술개발사업’은 ’10년 1월 국가연구개발 선진화 추진계획, 국가온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해 기획되어, ’12년 8월에 총사업비 855억원, 

B/C 0.822, AHP 0.66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 9개 과제, 온실가스 감축분야 16개 과제 등 2개 내역사업 25개 과제가 추진되었으

며, 사업 성과목표 달성 평가를 위해 과학적 성과(학술지 양적·질적 우수성), 기술적 성과

(통합모형 활용도, 기술수준), 사회적 성과(정책활용도, 기후변화 대중화 지수) 등 3개 성과 

6개 항목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21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와 함께 후속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

술개발사업’이 ‘21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2년부터 7년간 약 1,008억

원 규모로 4개 중점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본 발표는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소관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후체

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이며,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상세기획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목) 

구두 발표 온라인A 발표장

[기획세션] 기후변화교육위원회 (13:00~16:00) 좌장 : 이수종 (신연중학교)

 초중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 현황과 과제

OA-01 기후변화 교육의 방법론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

윤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OA-02 학교-단체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창길

(사)자연의벗연구소

OA-03 환경 교육과정의 주요 기능과 의미

서은정

초월고등학교

OA-04 2015교육과정 교과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분석

OA-04-1 1.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신방실

KBS

OA-04-2 2. 초등학교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장소영

옥서초등학교

OA-04-3 3.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윤신원

성남고등학교

OA-04-4 4.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신경준

숭문중학교 



구두 발표 온라인A 발표장

OA-04-5 5.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고성원

푸른꿈고등학교

OA-04-6 6. 고등학교 통합과학, 지구과학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김추령

신도고등학교

토론

박세희

교육부

토론

정대수

경남교육청

토론

윤정 

전국시도교육감회



OA-01

기후변화 교육의 방법론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

윤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ysh2084@sen.go.kr

키워드: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기후변화,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생태주의 운동의 오래된 

구호를 전면으로 소환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시사점을 던져 줄 뿐 아니라 기후변화 교육의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

공한다. 팬-데모크라시 없이 팬데믹을 통제할 수 없다. 세계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는 지역을 일구는 각성된 시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주의는 세계시민주

의에 적대적이며 한편으로는 지역성을 말살시킨다. 민주주의는 원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다. 기후변화교육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즉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대척점에 있

는 개념으로서 지역교육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강조는 “학생들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통

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단순히 실행의 영역이었지 사유와 성찰의 영역이 아니었다.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학교는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국가교육과정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얼마나 정확하게 재

현해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 ‘국가’에서 ‘학생’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삶의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표준화된 교과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교/교사교

육과정의 자율성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구호가 아닌 진심으로 학생들의 ‘환경 학습권’

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OA-02

학교-단체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창길

(사)자연의벗연구소

doyosae88@hanmail.net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

  서울시교육청은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환경을 구축한다. 기존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전환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생태전환

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생태전환교육 중장기발전계획(‘20~‘24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 협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주체 생태

전환교육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사회환경교육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2020년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

여 (사)자연의벗연구소의 환경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실을 2020

년에는 중학교 132교 1학년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1년에는 초등100개교, 중

등 150개교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생태전환교실을 위하여 학교급별 수준에 맞춘 동영상과 

교구를 개발･보급한다.

  생태전환교실의 목표는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육성이

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함양하고 환경진로 탐색기

회를 고취시키며, 민·관·학이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으로 생태전환에 참여하

는 생태시민(학생)을 양성한다.



OA-03

환경 교육과정의 주요 기능과 의미

서은정

초월고등학교

yellow99@snu.ac.kr

키워드: 환경 교육과정, 학교 환경교육, 초중등교육과정

  세계에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환경’ 과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정규교과로서 존재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중ㆍ고등학교에 ‘환경’ 과목을 개설

하였다. 그동안 세계에서 환경 과목에 대한 사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주 수

준에서 편재되었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과목으로서 존립하는 것에 대

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더불어 한국의 ‘환경’ 과목은 어떤 의미에서 신설되었고, 어

떤 과정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가’ 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 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 과목의 기능과 관련된다. 

환경교육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교육목표의 성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량 함양, 학교 안 

대안 교실, 참여와 공존의 기회로서의 기능, 시간과 공간의 통합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다. 



OA-04-02

초등학교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장소영

옥서초등학교

lionsoyoung@gmail.com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선택교과라도 환경교과가 있는 중등교육과정과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는 기후위기를 비롯

한 환경교육을 관련 교과에 분산적으로 포함하여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

후변화 교육내용이 각 교과에 자주 등장할수록 기후변화교육에 접근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후변화 내용을 분석한 

논문을 바탕으로, 교과서 상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OA-04-03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윤신원

성남고등학교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중학교 사회1,2 교과서에서 환경 교육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기

후변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주로 기후와 자연

재해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을 통

해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였다.



OA-04-04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신경준

숭문중학교

white4jun@daum.net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중학교 필수교과들의 환경의 요소들을 살펴 보면, 자원순환(가정‧가정1), 정크아트(미술

1), 빛공해(국어1), 생명 윤리와 지구온난화(도덕2), 기후변화와 난민(사회), 자원과 에너지

(기술‧가정2), 기후변화(과학3)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환경교

육의 위계가 제시되지 않아 학년별, 교과별 학습의 내용과 교육의 시기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학교 선택교과인 환경의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자원과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사회의 내용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 관점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개인, 사회, 정부, 세계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에서는 1~10학년 단계에서 환경교과 9학점을 필수 선수

교과로 이수하고 생물과 지리, 물리와 화학의 학습으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미국 캘리포

니아, 호주는 환경과 과학군으로 환경교과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문제가 대두

되자 영국 노스오브타인, 이탈리아에서는 초중고 주당 1시간씩의 기후와 환경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저지주 유-고등학생 140만 명에게 2021년부터 기후환경교육 필수

를 K-12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직업, 보건, 교육, 과학, 기술, 시각공연예술, 외국어 7개 

과목에 필수로 반영하고 언어, 수학에는 반영을 권장하고 있다. 학습 내용에는 생물종 보

호, 재활용, 기후변화,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그린에너지 경제, 기후위기 리더쉽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학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80% 감축할 방침이다.



OA-04-05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고성원

푸른꿈고등학교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교육은 여러 교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의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가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5~6년전 자료를 보고 현

재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A-04-06

고등학교 통합과학, 지구과학 교과서 기후변화 내용 분석

김추령

신도고등학교

키워드: 교과서, 기후위기, 기후변화, 2015개정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 지구과학Ⅰ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기후위기의 급격한 진행속도를 교과서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

분을 정리하였다.있도록 해야 한다.



구두 발표 온라인B 발표장

온실가스 감축 (13:00~14:00) 좌장 : 이해영 (국립기상과학원)

OB-01 도시, 근교, 논, 숲에서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관측 연구

홍제우1, 홍진규2, 천정화3, 이기욱4, 변영화5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3국립산림과학원, 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국립기상과학원

OB-02 도시 내 인공 숲 조성이 기온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근민1, 홍제우2, 김정원1, 홍진규1

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B-03 영농형 태양광 인센티브를 통한 농가소득 영향분석

순병민1, 신동원2

1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

OB-04 토지 이용별 토양탄소 저장과 미생물 효소활성도

박예림, 현준기, 정민섭,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응용과학과



OB-01

도시, 근교, 논, 숲에서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관측 연구

홍제우1, 홍진규2, 천정화3, 이기욱4, 변영화5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3국립산림과학원, 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국립기상과학원

jwhong@kei.re.kr

키워드: 이산화탄소, 에디공분산, 관측, 도시, 숲, 논

  전지구 온난화 1.5℃ 억제를 목표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2050 비전’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사회 각계에서의 탄

소중립 이행 동참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지면에서의 온실가스 교

환량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통해 지면 피복의 변화와 함께 

이산화탄소 교환량의 복잡성이 증가해왔다. 본 연구에서 에디공분산(eddy-covariance) 방

법을 통해 직접 측정한, 도시, 근교, 논, 숲에서의 1년이상의 지면-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1년도 기본과제 「도시 신진대사를 고려한 도

시기후대 분류방법 연구(RE2021-14)」,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NRF-2018R1A5A1024958)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OB-02

도시 내 인공 숲 조성이 기온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근민1, 홍제우2, 김정원1, 홍진규1

1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미기상연구실,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m.lee@yonsei.ac.kr / https://eapl.yonsei.ac.kr

키워드: 도시 숲, 도시 열섬, 온실가스 완화, 온도 감소, 이산화탄소 플럭스 분리, 에디공분산

  오늘날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

며, 기온 및 CO2 저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이 해결책으로 떠오

르고 있다. 허나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공적

으로 건설된 서울숲 공원에서 에디공분산 방법을 통해 2년간 측정한 에너지 및 CO2의 플

럭스를 분석하여, 도시 숲이 기온과 순 CO2 교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시 숲은 인접한 고층 도시 지역에 비해 온난화 추세와 도시 열섬 강도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도시 숲은 자연생태계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들을 보

였다. 첫째로, 도시 숲의 식생에 의한 총 1차 생산량과 증발산은 가뭄기간 동안 감소했지

만, 인공 관개 등의 산림 관리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자연 산림 생태계보다는 적은 감소 

비율을 보였다. 둘째로, 도시 열섬 효과로 인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유기 탄소를 많

이 함유한 토양을 이식한 영향으로, 도시 숲의 생태계 호흡량은 유사한 기후대에 있는 일

반적인 자연 생태계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도시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도시 숲 조성 시에 이식하는 토양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 이 연구는 “NRF-2018R1A5A1024958(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OB-03

영농형 태양광 인센티브를 통한 농가소득 영향분석

순병민1, 신동원2

1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

soonbm@cnu.ac.kr

키워드: 영농형 태양광, 인센티브 정책, 농가소득

  본 연구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비용적인 측면과 전력생산을 통한 농외소득과 농업소

득이라는 이윤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고, 적정 인센티브 안을 제시한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을 함

께 고려하여 농가가 지불해야하는 비용 범위를 산정한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인

한 생산량 감소로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외소득인 전력판매와 관련된 제

도 도입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방법론은 농업소득 영향분석이 가능한 단순 구조모형을 구

축하여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출 이자 및 거치기간 조정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둘째, 전력 판매와 관련

된 제도에 따른 수익변화, 셋째, 태양광 설치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업소득 변화이

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과제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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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별 토양탄소 저장과 미생물 효소활성도

박예림, 현준기, 정민섭, 유가영

경희대학교 환경응용과학과

yelimpark@khu.ac.kr

키워드: 토지 이용, 토양탄소 저장량, 토양탄소 저장 잠재력, 미생물 효소활성도

  토양은 육상 생태계 탄소 함량의 60%를 저장하고 대기와 활발히 탄소 교환을 하는 등 전 지구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토양 이용에 따라 토양탄소(Soil Oragnic Carbon; 

SOC) 저장량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주어진 토지 이용 내에서도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달라

진다. SOC 저장량은 토양에 유입되는 탄소와 이를 분해하여 안정화하는 과정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지 이용별 SOC 저장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미생물 활성

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지는 토지 이용에 따라 초지, 농경지, 도시로 나누어 각 토지 

이용 내에서 2-3 지점을 선정하였다. 초지 세 지점은 강원도에 위치했으며 농경지는 두 지점으로 

전라도의 논과 밭이었는데 이들 모두 20년 이상 동일한 토지 이용을 유지한 곳이었다. 도시 두 지

점은 서울시 중구 가로수와 서초구 공원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점 별로 0-15cm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여 토성, SOC 함량(content), 6개의 미생물 효소 활성도, 용적 밀도 및 질소 함량을 분석

하였다. 이론적인 SOC 저장 최대치는 silt+clay 함량에 따른 Six et al. (2002)의 회귀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초지, 농경지, 도시는 각각 28.1, 42.2, 32.2 g kg-1로 나타난 반면, 실제 SOC 함

량은 61.5, 20.0, 8.8 g kg-1으로 최대치의 217.1%, 47.8% 27.0%를 차지했다. 초지의 SOC 함

량이 이론적인 SOC 저장 최대치보다 훨씬 높았던 이유는 SOC 저장 최대치가 총 탄소가 아닌 

silt+clay와 연계된 탄소 함량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상부 유기물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초지와 같은 생태계에서는 SOC 저장이 입자상 유기물 형태로도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초지에서의 효소 활성도는 가장 높았는데 이는 풍부한 유기물 함량으로 인해 토양

의 탄질비가 10-14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농경지의 SOC 함량은 이론

적 SOC 저장 최대치의 절반 이하로 낮았는데, 이는 경작으로 인해 유기물 유입이 제한되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미생물 효소 활성도도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도시의 가로수 및 공원 토양에서

는 탄소 함량이 가장 낮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생물 효소 활성도는 오히려 농경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 토양은 초지나 농경지와는 달리 대기 오염, 인간 활동 등 교란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있다. 특히, 질소 강하, 하수 및 폐기물 유입 등으로 인한 외부 질소 유입으로 인해 토양의 

탄질비가 매우 낮았다. 이처럼 낮은 탄질비로 인해 미생물 효소 활성도 중 특히 질소와 관련된 것

이 높았으며, 이는 기 저장된 SOC 분해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농경지 및 도시 토양에 탄소저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기물 유입이 가능한 관

리(피복 작물 및 띠녹지 조성)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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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15:00~16:30) 좌장 : 이해영 (국립기상과학원)

OB-05 농경지에서의 질소질 비료 사용에 따른 N2O 발생 특성

송새눈, 우지윤,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OB-06 서울의 그린인프라 타입별 식생탄소저장량 평가

조민균1, 박찬2, 길승호3, 모용원4, 김호걸5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3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4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5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OB-07 국내 유연탄의 발열량 및 탄소배출계수 추이 분석(2010∼2019년)

조승현1, 장덕우2, 전의찬2†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2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OB-08 수분함유량에 따른 산란계 계분의 암모니아 플럭스 연구

강성민1, 노준영2, 전의찬2†

1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2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OB-09 비료사용에 따른 농경지의 NH3 배출량 평가

우지윤, 송새눈,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OB-05

농경지에서의 질소질 비료 사용에 따른 N2O 발생 특성

송새눈, 우지윤,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ioiyz@naver.com

키워드: 아산화질소 배출, 기후변화, 온실가스, 질소질 비료, 비료사용 농경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아산화질소(N2O)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

(CH4)에 이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NO2 배출량 중 24%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N2O중 

81%가 질소질 비료 사용에 의해 발생한다. 질소질 비료의 경우 토양에 시비하게 되면 미

생물에 의한 탈질 과정에서 N2O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양에서의 N2O 배출은 온도, PH, 

강우, 비료 사용량, 경작 방법, 등 여러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질 비료 사용 시 온도 변화에 따른 N2O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채소재배 농경지에서 LSE N2O Monitor(LSE-4405)를 사용하여 N2O 농도

를 측정하고 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이 연구는 “PJ0149092021(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고도화를 위한 농축산분야 활동자료 

개선 및 GIS기반 활동도 DB 구축)”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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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그린인프라 타입별 식생탄소저장량 평가

조민균1, 박찬2, 길승호3, 모용원4, 김호걸5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3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4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5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조경도시계획전공

lg2173@uos.ac.kr

키워드: 그린인프라, 탄소저장량, 그린인프라 유형, 항공사진, GIS, RS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제로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한국도 탄소저감을 

넘은 제로탄소의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탄소인벤토

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계획,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그린인프라의 탄소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계획,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으로 그린인프라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연구방법은 현장답사를 통한 수목 조사를 바탕으로 항공사진을 통한 수목 피도를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도시생태

현황도를 활용하여 도시 그린인프라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탄소저장량을 평가하였다. 

탄소저쟝량은 항공사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수목피도를 산출하고 현장 수관

면적과 GIS 수관면적을 비교하여 추정 회귀식을 도출하여 계산하였다. 그린인프라 유형은 

도시생태현황도의 불투수포장비율, 교목, 관목비율, 물 비율, 녹지의 형태지수를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유형별 탄소저장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탄소저장량의 정량화는 도시의 탄소저감 계획에 활용되어 어떠한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 기

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재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탄소뿐 아니라 그린인프라의 다기능(열저감, 홍수저감 등)을 본 연구에서 구분한 

유형으로 평가된다면, 유형별 다기능 효과의 정량화는 복합적인 도시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21R1C1C100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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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연탄의 발열량 및 탄소배출계수 추이 분석(2010∼2019년)

조승현1, 장덕우2, 전의찬2†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변화협동과정, 2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seunghyun_89@nate.com

키워드: 유연탄, 발열량, 탄소배출계수, 불확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232,740천 TOE로, 2010년 대비 16.2% 증가하였다. 국내 유연탄의 소비량은 2018년 

27,915천 TOE로 2010년 23,560천 TOE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9). 

  석탄화력은 2019년 발전량 기준, 4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발전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발열량 및 탄소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탄발전소 및 철강업체의 10개년도(2010∼2019년) 연료 분석자료

(입하량 및 발열량, 원소, 공업분석)를 이용하여 연료용 유연탄과 원료용 유연탄의 발열량 

기준을 제시하고, 에너지원별 탄소함량 분석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정

된 탄소배출계수의 불확도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OB-08

수분함유량에 따른 산란계 계분의 암모니아 플럭스 연구

강성민1, 노준영2, 전의찬2†

1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2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smkang9804@gmail.com

키워드: 암모니아 배출, 미세먼지 2차 생성, 개방형 계사

  암모니아(NH3)는 NOx, SOx과 함께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단기체류성기후변화물질(SLCF: Short-lived Climate 

Forcers)로 알려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NOx 및 SOx는 총량관리제, TMS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지만, NH3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2017년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244,335 ton/year으로 전체 NH3 배

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분야 중 축산 부문의 NH3 배출량은 226,582 

ton/year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축산 부문에 적용되는 NH3 배출계수는 대부분 

EU에서 사용하는 EMEP/EEA 값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PM-2.5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축산 부문의 NH3 배출원은 가축 분뇨이다. 배출량 산정 시 국내의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에 의해 발생되는 NH3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 부문의 NH3 배출원 중 산란계 계분에 의한 NH3 배출 플럭스를 확인하고자 하며, 수

분 함유율 변화에 따른 특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기식 계사,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과제번호: PJ014993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환경 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OB-09

비료사용에 따른 농경지의 NH3 배출량 평가

우지윤, 송새눈,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woojune92@gmail.com

키워드: 농업분야, 비료사용농경지, PM-2.5, 암모니아, 인벤토리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형태는 ‘직접배출’과 ‘2차생성’으로 구분된다. 직접

배출은 발생원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는 것이고, 2차생성은 SOx, NOx 

등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에서 암모니아(NH3)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

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PM-2.5 2차생성물질 중 NH3 인벤토리는 SOx, NOx 인벤토리

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NH3 배출량의 79.3%는 농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비료

사용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양은 7.3%이다.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비료사용농경

지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연간 비료사용량과 비료별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

다. 비료사용농경지의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료 시비 후, 토양에서

의 NH3 배출특성과 휘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배추 재배 밭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시비 후, NH3 배출특성을 살펴보고 

배출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고도화를 위한 농축산분

야 활동자료 개선 및 GIS기반 활동도 DB 구축(과제번호: PJ0149092021)」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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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I-1 (13:00~15:00) 좌장 : 심교문 (국립농업과학원)

OC-01 최근 동아시아 배출량 감소 추세에 따른 

에어로졸의 지역적 기후 효과에 대한 모델링 연구

이승언1, 박록진1, 예상욱2, 정용철2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OC-02 ENVI-met을 이용한 주택단지의 기후변화 적응형 식재 설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연구

남예경1, 이동근2, 김지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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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03 가로수 배치 시나리오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보행로를 대상으로-

김신우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대학원, 2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OC-04 홍수방어 설계기준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홍수 위험도 평가

유인상, 박진택,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C-05 MOTIVE 유량을 이용한 하천 가뭄 예측

유명수1, 송영일1, 서동일2, 유혁균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충남대학교

OC-06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금강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김윤지, 유지은, 이경일, 최유영, 성현찬,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OC-07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문 변화 분석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김수경1, 최요한1, 최재연1, 서자유2,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구두 발표 온라인C 발표장

OC-08 기후변화 대응형 주택단지 식재설계 방안 연구

김지연1, 현정희1, 김상혁2, 남예경2, 이동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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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01

최근 동아시아 배출량 감소 추세에 따른 에어로졸의 

지역적 기후 효과에 대한 모델링 연구

이승언1, 박록진1, 예상욱2, 정용철2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hb3099@hotmail.com

키워드: 동아시아 배출량, 에어로졸, Aerosol optical depth, 기후 모델링, GRIMs, 

CESM, Aerosol-climate interaction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동아시아 배출량에 따른 에어로졸 변화가 동아시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Global/Regional Integrated Model system 

(GRIMs)와 Community Earth System Model (CESM) 대기대순환 모델을 활용하여 에

어로졸에 대한 기후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측된 월별 해수면 온도와 관측된 월별 

해빙 농도를 통제 변인으로써 실험군과 대조군에 동일하게 처방하였으며, 조작 변인인 에

어로졸의 경우 실험군에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에서 관측된 월별 에어로졸 농도를 처방하고 대조군에는 월별 기후값을 처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20개 앙상블 멤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기후모델은 

에어로졸 감소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기온 상승을 모의하였

다. 이는 서로 다른 기후모델인 GRIMs와 CESM을 활용한 두 실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

다. 추가적으로 CESM 해양-대기 접합 모델을 활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양-

대기 접합 모델의 경우 대기-해양의 상호작용이 관여함에 따라 기존 실험에 비해 에어로

졸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의 지역적 범위가 넓고 그 강도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에어로졸과 기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에어로졸-해양-대기의 피드백 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0160002)



OC-02

ENVI-met을 이용한 주택단지의 기후변화 적응형 식재 설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연구

남예경1, 이동근2, 김지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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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anam90@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미세먼지, 주택단지, 식재 설계, PM2.5, ENVI-met

  기후변화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열섬현상을 악

화시킨다. 또한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에서 열섬을 완화하고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형 식재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

목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을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 수

목은 단일 식재로도 냉각 효과와 미세먼지 흡착 및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목의 종류와 설계 방식이 중요하다. 수목의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바람의 순환을 도와서 오염물질이 퍼지게 하는 분산 효과, 잎에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농도

를 저감시키는 흡착·흡수 효과, 오염물질이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차단 효과, 오염물질을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침강 효과가 있다. 주택단지에서의 식재는 각 공간 유형의 목적에 

맞게 다르게 설계가 된다. 식재 설계 단계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에 효과가 있는 

설계를 진행한다면, 기후변화 적응형 주택단지가 될 수 있다. 수목이나 거리협곡에서 식재 

설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택단지 내에서 열

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모두 효과가 있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도 완화할 수 있는 수목의 종류와 크기를 계

산하여 최적의 식재 설계를 도출하고 주택단지의 주요한 공간 요소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

가 어느 정도인지 ENVI-met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OC-03

가로수 배치 시나리오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 보행로를 대상으로 -

김신우1, 이동근2

1서울대학교 대학원, 2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sw99826@snu.ac.kr

키워드: 미세먼지, 입자상 물질, 공기역학 시뮬레이션, 측정 

  도시에서 공기 중 미세먼지 오염은 동아시아 전반은 물론 세계의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

한 문제이다. 직경이 10 μm미만인 먼지 입자의 단기간 노출은 기도와 폐 상부 영역으로 

들어가 심혈관 및 호흡기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chwarze et al., 2006 , Maher 

et al., 2013) 유엔 환경 계획기구(UNEP)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에 의해 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일어난다고 밝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는 수목을 통해 미세먼지와 NO2, SO2등 도시 대기질 정화 수단으로 제

시하고 있다.( Irga et al., 2015 ; Tallis et al., 2011 ).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서 수

목이 공기질에 좋다는 견해로 무조건적인 식재를 가이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는 가로수 식재에 의해 미세먼지가 감소 되기도 하나, 오히려 가로수가 도시 

협곡 내 풍속을 감소시켜 대기의 흐름을 악화시킨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Gromke 

and Blocken, 2015 ; Raupach et al., 1996).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의 이유는 수목

이 환기를 촉진하는 수단보다 대기의 흐름 변화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 내 3차원 미기후 모형인 Envi-me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

해 도시 협곡 내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예측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3D 입체

화된 식생을 구현할 수 있어 다른 프로그램보다 상세한 수목 구조를 구연할 수 있어 식생

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적합하다. (Yang et al., 2019).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현재 대상지

의 식생 구성과 수원시의 저감가이드의 식생 배치와의 비교, 변경하여 보행자들에게 최상

의 개선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식생 배치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모델을 활용성에 대

한 정확도 검증을 위해 실제 대상지에서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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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방어 설계기준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홍수 위험도 평가

유인상, 박진택,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syu@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홍수, 영향, 위험도, 적응, 설계기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립한 위험도의 개념을 적

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별 현재(’01~’20년) 대비 미래(’21~’40년)의 홍수 위험 양상을 

분석하였다. 위해성 지표로 국가·지방하천의 외수침수 발생 가능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미래의 연평균 확률강우량(100년빈도) 초과 강우 일 수 및 강우량 최댓값을 선정하였고, 

도시, 소하천의 침수 발생 가능 빈도와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미래의 연평균 방재성능목

표 강우량 초과 강우 일 수 및 강우량 최댓값을 선정하여 현재의 하천 및 도시의 홍수 방

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량이 미래에 얼마나 자주,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노출

성 지표는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농경지, 도로 면적과 인구 수로서 영향평가 

결과인 환경부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위험대상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취약성 지표로 민

감도를 나타내는 과거 침수면적 비율,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개수율,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비율, 우기 대비 

배수펌프장 점검 및 관리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적응능력 지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

전도 평가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지표

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지표 간의 연산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통해 현재 홍수 방어 설계기준이 미래에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으며 홍수 위

험지역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도구 지원(2021-001-04)」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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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 유량을 이용한 하천 가뭄 예측

유명수1, 송영일1, 서동일2, 유혁균1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충남대학교

msyu@kei.re.kr

키워드: 가뭄예측, 하천유량, 기후변화, MOTIVE, BANPOL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 평가 모형(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MOTIVE)은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7개 부문(건강,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 수산) 내·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MOTIVE 영향 평가 자료는 “제3차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

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으나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추가 연구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부문에서 개발한 유역-하천 통합 모델(Basin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 BANPOL)의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하천

의 가뭄을 예측하였다. 미래 하천 가뭄 예측은 관측 하천 유량 중 연 355번째의 유량을 평균한 

기준유량의 도달 여부를 이용하여 가뭄의 심도와 기간을 평가하였다. 가뭄 예측 정보는 

MOTIVE의 하천 유량 정보와 함께 지자체에 제공된다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가뭄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

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단”과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수행된 “2021 기후변화 

적응 민간대행사업(2021-001-0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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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 금강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

김윤지, 유지은, 이경일, 최유영, 성현찬,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yoonjik605@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영향, 수리수문 모델링, HEC-HMS, HEC-RAS

  본 연구는 효율적인 미래 수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강 대청댐 유

역을 대상으로 2041-2100년 중·장기 미래 강우유출량를 모의한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홍

수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HEC-HMS 모델을 활용하여 2007-2008년 하천유량 관측값을 

기준으로 모델 매개변수 값들을 보정하고, 2017년을 대상으로 모의하여 관측값과 다시 비

교함으로써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보정된 모델로 2041-2100년의 강우유출량

을 모의하였으며, 미래 기후 시나리오는 하나의 기후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

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중모델앙상블 기법으로 기상청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MME5s의 

RCP 4.5와 8.5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서 도출된 중·장기 미래 강우유출량을 인풋

으로 활용하는 HEC-RAS 모델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홍수위를 산정하고, 미래 홍수 취약

지역을 공간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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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029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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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문 변화 분석

-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

김수경1, 최요한1, 최재연1, 서자유2,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soky0711@uos.ac.kr

키워드: 기후변화, 유출량, 물수지,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 SWAT

  수자원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하수는 극한 가뭄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수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

후 현상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수문 순

환과 용수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

른 수문 순환 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수문 변화 예측 연구는 전반적인 유역 차원의 

수자원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지표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수지 변화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SWAT-MODFLOW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변

화에 따른 미래 수자원 공급량을 분석하고,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에 의한 물수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강유역의 고도, 토지피복, 토양 등의 지형 및 환경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RCP 8.5)를 토대로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모델의 검정 및 

보정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30년

(2021-2040년), 2050년(2041-2060년), 2070년(2061-2080년)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자원 공급량 변

화를 파악하여 관리대책이 필요한 공간을 설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계획 및 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

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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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형 주택단지 식재설계 방안 연구

김지연1, 현정희1, 김상혁2, 남예경2, 이동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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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kimm@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식재설계, 최적화, 공간분석, 열 스트레스,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해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극한 기후가 나타나는 빈

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저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열 스트레스를 저

감하기 위해서 건물 형태나 포장, 재료 등의 변경을 통한 그레이 인프라 기술과 함께 생태 

기술과 녹지 공간 등 그린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거주 

공간인 주택단지에서의 식재설계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재설계를 통해 녹지 공간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단지 경계부위의 식재설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나 차단되는지를 계산하여 단지 수목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각 수목이 식재되는 공간의 특성, 그리고 수고·수관폭·밀도 등 수목유형에 따라

서 달라지는 열 저감값이 미리 계산되고, 이 값을 기반으로 단지 평가가 수행된다. 계산 

결과 콘크리트 비율이 높은 곳에 식재하게 되면 수목의 열 저감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 내 더운 시점에서의 그림자 위치와 햇볕을 받는 벽면과의 거리에 따

라서 같은 수목 유형이라 하더라도 저감시키는 열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다. 단지 내 

공간 단위를 구획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고, 이후 단지 전체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해서 단지 전체에 대한 식재설계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연구 결

과를 통해서 식재 기반 기후변화 대응형 설계의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으며, 제시된 평

가 프레임을 통해 도시 공간이 가지는 기후 스트레스 저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20200027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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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09 도시 외부 공간 열 저감을 위한 벽면녹화의 성능 평가

강혜원1, 이동근2, 김은섭3, 윤석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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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10 표준화된 계획 모듈을 이용한 도시 열 쾌적성 시뮬레이션 평가

김종희1, 이승현2, 김도희2, 윤지원2, 신우림3, 권예빈3, 김지환1, 

송영근2, 박은희4, 김도희4 
1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스마트시티글로벌융합전공,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스마트시티글로벌융합전공, 3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4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OC-11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심교문, 조세라, 김지원, 박수, 김용석, 허지나, 강민구, 최원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OC-12 기후변화에 따른 북방계 식물의 분포 변화 예측

유영재1, 김윤지1, 박근엽1,2, 최유영3, 전성우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주식회사 성창, 3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OC-13 기계학습과 생물기후지수를 활용한 아고산림 및 온난대림의 최근 서식처 변화 규명

임철희1, 김은지2, 김현준3

1국민대학교 교양대학, 2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 2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OC-14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원시 도시녹지 탄소저장량 변화 예측 

백지원1, 염인성2, 박소민1, 최재연1, 서자유2, 김수련3,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화

OC-15 기온조건에 따른 노지 채소작물의 정량적 재배적지 분석

최원준, 김용석, 심교문, 조세라, 허지나,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OC-09

도시 외부 공간 열 저감을 위한 벽면녹화의 성능 평가

강혜원1, 이동근2, 김은섭3, 윤석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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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hyewon@snu.ac.kr

키워드: Green walls;Living wall maintenance;Vegetation species;Urban heat 

island;Field measurement;Sustainability

  도시 열섬(UHI)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녹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

된 도시화 상황에서 녹화는 그림자 효과, 증발산 효과, 단열 효과, 그리고 실내·외 열 쾌적

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가로수와 옥상 녹화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그린 인프라 전략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벽면녹화의 성능을 연구하는 논문은 적으며 

식생 종 및 유지관리를 평가하는 논문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벽면녹화의 일반적 효과와 더

불어 실용적인 활용성을 제시하기 위해 유지관리 능력과 함께 실외 열 쾌적성 개선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벽면녹화의 열 쾌적성 개선 효과는 평균복사온도로 평가하였으며 유지관

리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은 식생의 수분 요구도, 생장률, 증발산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한 현장 측정은 경기도 용인시를 대상으로 하며 자생종 및 개량종을 포함한 총 

2가지 식생을 선택하였다. 현장 측정은 총 3일로 측정 장비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종 

성능이 적용된 도시 외부 공간 열 쾌적성을 평가하였다. 벽면녹화는 열 쾌적성 개선에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순복사열 저감을 통한 열섬 완화 효과를 서술하였고 냉각 효과 

및 상대습도에 대한 변동성을 비교하여 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냈다. 또

한, 흐린 기후 조건에서도 냉각 및 가습 효과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고층건물이 밀집된 지

역 조건에서 적용 시 적합한 식물 군집으로 설계된 벽면녹화는 도시지역의 생태를 복원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벽면녹화의 기능, 다양성 가치를 개선할 수 있으

며 식물이 생존하고 최적으로 식생 하는지 이해하는데 식물 종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 가

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201800131002).



OC-10

표준화된 계획 모듈을 이용한 도시 열 쾌적성 시뮬레이션 평가

김종희1, 이승현2, 김도희2, 윤지원2, 신우림3, 권예빈3, 김지환1, 

송영근2, 박은희4, 김도희4 
1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스마트시티글로벌융합전공,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스마트시티글로벌융합전공, 
3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4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kjh1201@snu.ac..kr

키워드: 도시 미기후,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 UHI), CFD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평가, 

식재계획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 열 쾌적성 향상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열 쾌적성 시뮬레이션 평가는 micro-scale에서 이루어지며, 

micro-scale의 평가 규모는 수백미터 공간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 열 쾌적성 시뮬

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수백미터로 한정된 영역에 한해 평가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구조와 식재, 피복 계획안을 고려한 99개의 표준화된 계획 모듈을 제

작하여 여러 대상지 및 계획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저층 및 고층, 저밀 및 고밀 시가화지역을 포괄하는 200 m * 200 m 크기의 8

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지 현황과 계획안 개선에 따라 계획 모듈을 이용하여 열 

쾌적성을 평가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한 해 중 열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혹서기로 설정하

였다. 미기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ENVI-met을 활용하였으며 rBiometeo 패키지

를 통해 UTCI를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계획안은 2열 교목식재와 초본식

생을 피복으로 적용한 경우로 아스팔트 피복 계획안에 비해 UTCI가 1.9 ℃만큼 낮게 나

타났다. 계획안 변경으로 열 쾌적성이 가장 크게 저감된 대상지는 평균 UTCI 1.3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준화된 계획 모듈을 이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도시 

구조 및 계획안별 열 쾌적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계획 전략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70001)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OC-11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서비스

심교문, 조세라, 김지원, 박수, 김용석, 허지나, 강민구, 최원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kmshim@korea.kr

키워드: 농장, 작물, 기상, 재해, 생물계절, 조기경보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농장단위 기상예측과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한 재해예측 정보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조치와 함께 개별 농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핵심기술은 첫째로 시군구 혹은 읍·면내 모든 농장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각종 

기상정보(기상실황, 동네예보, 중기예보)를 농촌의 국지 공간특성(지형, 고도 등)을 반영하

여 농장단위로 다르게 추정하는 ‘소기후 예측’ 기술이고, 둘째로 재해위험 정도를 농장단위

의 기상정보와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농장별로 다르게 판정하는 ‘기상위험 판정’ 기

술이며, 셋째로 농장단위의 기상과 재해예측 정보를 대응지침과 함께 개별 농가에게 인터

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서비스’ 기술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농장기상은 기상요소 10종(기온, 강수량 등)을 농장단위(30∼270m 격자)로 상세히 제공하

고, 농장재해는 기상재해 15종(가뭄, 서리해 등)을 작물생육 상황에 맞게 제공하며, 대응조

치는 작물 30종(사과, 배 등)에 대한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책(사전, 즉시, 사후)을 제공한

다. 농가 서비스는 인터넷(https://agmet.kr)과 모바일(문자, 앱, 웹)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2021년 4월 현재, 29개 시·군(전북 14, 전남 12, 경남 2, 경북 1)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

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11,309 농가(19,520 필지)의 영농정보를 시스템에 등

록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 3,878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18시에 휴대폰 문

자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만약에 본 서비스를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개별농가

에서 예상되는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 규모를 10%만 줄일 수 있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액을 연간 898억 원씩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19년 기준 2,429억 원)을 연간 242.9억 원씩 줄일 수 있어, 연간 총 1,141억 원

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장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의 농업·농촌 현장서비스

를 통해서 개별 농가의 농작업 계획 수립은 물론, 예측과 대비를 통한 농업기상재해 예방

으로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이 앞당겨 질 것이다.

※ 이 연구는 “PJ014880(전국 농업기상재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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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북방계 식물의 분포 변화 예측

유영재1, 김윤지1, 박근엽1,2, 최유영3, 전성우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주식회사 성창, 
3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lemonesty@korea.ac.kr

키워드: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자원, 기후변화 적응, 북방계 식물, MaxEnt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분포역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방계 식물의 분포 변

화 예측에 관한 연구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는 각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다. 나고야 의

정서로 인하여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종의 서식범위가 바뀌고, 멸종되는 등 생물자

원의 보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여 서식범

위가 바뀌거나 멸종이 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북방계 식물의 서식지 변화 예

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자원의 적정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종은 국립수목원이 선정한 북방계 식물을 참고하였으며 선정시 초본, 목본, 양

치류를 선정하여 북방계 식물의 분포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종은 총 5종으로 금강제비꽃, 등칡, 속새, 야광나무, 전나무이다. 종 선정 이후 MaxEnt를 

활용하여 기온, 강수 고도 등 환경변수를 입력변수로 현재와 미래(2050년)의 분포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각 종별 예측 결과물의 AUC 값은 0.738~0.929로 비교적 높은 모형적합도를 나타내었

다. 북방계 식물의 분포는 더 높은 위도 및 고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확률분포지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등칡, 속새, 야광나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확률분포지도의 값을 기준으로 0.5~0.75를 서식가능지, 0.75~1.0을 서식적합지로 정하였

으며, 서식지 면적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종의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사용하여 미래 예

측 결과 정확도가 비교적 낮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북방계 

식물 분포의 전체적인 변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생물종 측면

에서 서식지 감소율이 가장 높은 종을 기준으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하나, 생물

자원의 측면에서는 각 생물종에 대한 가치평가 후 서식지 감소율과 연계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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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기후변화는 매년 다른 형태로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고산 및 아

고산지역이나 연안 및 도서지역 등 취약생태계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모형과 최근의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이 두드러지는 

난대림, 아고산림 지표수종들의 시계열 서식적합지역을 예측하여 단기적인 기후변화 현상

과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후지수별 차이가 존재했으나, 최근의 생물기후지수들은 

과거 시기에 비해 온난화되고 강수의 계절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학습 기반의 

Random Forest모형과 생물기후지수를 통해 추정된 과거 난대림 및 아고산림의 서식적합

지역은 실제 자연림 분포와 매우 유사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18년간의 예측결과, 난대림의 경우 연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뚜렷한 확장세를 보였고, 특

히 동·서해안으로의 북상이 두드러졌다. 평균적으로 서식적합지역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고산림의 경우 서식적합지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남부 아고산지역에는 

서식적합지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적합지역을 거의 찾아보

기 어려웠다. 평균면적에서도 과거 시기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대에 자주 관찰된 아고산림 집단고사와 매우 큰 관련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누적된 기후적 비적합성이 이미 아고산림의 고사를 야기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기계학습에 의한 예측치이므로, 실제 

서식하고 있는 면적이 아닌 최근의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잠재 서식적합지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표수종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수종에 따라 위기이자 기회이며, 현명

한 적응과 대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2019R1C1C100497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OC-14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원시 도시녹지 탄소저장량 변화 예측 

백지원1, 염인성2, 박소민1, 최재연1, 서자유2, 김수련3,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화

jwbaek97@uos.ac.kr

키워드: 탄소중립, RCP 시나리오, Landis II, 생태계서비스, 조절서비스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

이 인식되었고,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

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림청 및 각 지

방자치단체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30억 그루 나무심기등 산림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3400만 톤을 줄이겠다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50

년까지 미래 도시녹지 조성에 따른 수원시의 탄소저장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한다.

  수목 및 토양탄소저장 추정값의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된 입력자료들 중에서 

특히 기온자료가 탄소량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0~2020년은 과거의 기

후 및 토양자료를 사용해 탄소배출 및 흡수량을 산출하고, 2021~2050년까지 RCP 시나리

오를 사용해 기후와 토양자료를 구축해 탄소중립 정책 전후의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을 비

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에 따른 2000~2050년

까지 10년 단위로 수원시에서 변화되는 수목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을 Landis II를 통해 

예측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심 내 기후변화 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응책을 수

립하고,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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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생활의 변화뿐 아니라 농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온대성 작물의 재배면적 감소, 주산지의 변화와 생산량의 감소, 공급의 불안정 등의 농가 피해

와 더불어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재배적지 분석 연구의 경우 농작물 

선정시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재배적지 분석은 적성등급 구분 방식과 최대 저해 인자 법과 같은 

등급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정성적 방법은 분석결과의 해석이 쉽고 단계별로 명확하

게 의사결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값이 척도로서 분석되기 때문에 중간자료

의 누락으로 분석자료가 다소 극단적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결과 도출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량적 분석의 경우 데이터값을 기반으로 수치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며, 모델링과 분석방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의 어려움이 

있으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적지의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

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IKAI와 HUNT(1999)에 

의해 개발된 온도 반응모델 TRM(Temperature Response Model) <수식 1>을 활용하여, 생

육 기간의 생장률을 통해 정량적인 재배적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상작물은 채소

작물로 저온작물인 배추와 고온작물인 고추를 선정하였다. 대상작물의 생육 최고·최저기온과 

생육적온은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의 영농활용정보에서 취득하

였다. 기온자료는 2km 격자의 기상자료데이터(TIFF)를 활용하였으며, 10년간 대상작물의 생

장률을 구한 후 재배적지를 지도화하였다.

max  maxmax minmin maxmin
<수식 1>   

r   : Daily rate of growth(일간 성장률) Topt : optimum temperature(생육적온)

Rmax : Maximum rate of growth(최대 성장률) Tmax : maximum temperature(생육최고기온)

T : Temperature(현재기온) Tmin : minimum temperature(생육최고기온)

※ 이 연구는 “PJ0135482021(기후·토양 통합정보 기반 재배적지 상세 평가 연구)”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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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Pacific-Japan Pattern in Extreme Heatwaves 

over Korea and Japan

El Noh1, Joowan Kim1, Sang-Yoon Jun2, Dong-Hyun Cha3, 

Myung-Sook Park4, Joo-Hong Kim2, Hyeong-Gyu 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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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3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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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Heatwave, Pacific-Japan Pattern, Horizontal advection

  In the Northwestern Pacific, the meridionally propagating Rossby waves 

known as the Pacific-Japan (PJ) pattern is the dominant teleconnection 

pattern, and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heatwaves in East Asian. In this 

study, the circulation and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se patterns 

were investigated based on  daily timescale to evaluate their relationship with 

occurrence of heatwaves in Korea and Japan. The investigations reveal that 

stations in Korea and Japan record approximately 90% increase in hot days 

(Tmax > 35°C) during positive PJ pattern events. According to thermodynamic 

budget calculations, horizontal heat advection is a key factor for the observed 

near-surface warming. The circulation pattern associated with a positive PJ 

pattern largely explains the enhaced warm advection. Physical heating due to 

the increased insolation and adiabatic heating are secondary factors for the 

near-surface warming.

※ This work was fun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KMI202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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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X-East Asia Phase II 고해상도 다중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동아시아 미래 기후변화 불확실성 추정

박창용, 신석우, 김가영,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parkcy@unist.ac.kr

키워드: 불확실성, 미래전망, 기후변화, 지역기후모델, CORDEX

  최근 관측지점의 증가, 다양한 장비들을 통한 기상관측의 수행, 컴퓨터 성능의 향상, 대

기-해양 간 상호과정 메커니즘의 이해 증가 등으로 기후모델의 시·공간 해상도와 모의 성

능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후전망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모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CORDEX-East Asia Phase II 고해상도 다중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

아 기온과 강수의 미래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불확실성은 내부 변동성, 모델 

불확실성,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기온의 경우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은 2050년대 까지는 내부 변동성이, 21세기 후반에는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강수는 봄, 여름, 가을에서 21세기 후반까지 시나리오 불확실성이 차지

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 모델 불확실성이 21세기 후반에는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겨울철 강수는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21세기 후반에 시나리오 불확실성의 기여도가 클 것

으로 전망되었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20-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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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저기압 특성 및 대기-해양 상호작용

변의용1, 장은철1, 김주완1, 안중배2

1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2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bgman83@gmail.com

키워드: CORDEX, dynamic downscaling, band-pass filter, air-sea interaction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저기압은 강풍, 혹한, 어는비, 폭설 등 다양한 기상 현상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기후모형에서 저기압 생성과 이동, 소멸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앞선 연

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행한 지역기후모델의 역학적 상세화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겨울철 저기압의 생성 및 이동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 하였다. 특히, 대역필

터 (band-pass filter) 기법을 적용하여 2~7일 주기의 신호들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육상

에서는 고해상도 지면 자료의 영향으로 인해 재분석자료(ERA5)와 유사한 특징이, 해양에

서는 입력 자료로 사용된 전구 모형(MPI, UK-ESM)과 유사한 수준의 저기압 특성이 표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후모형 중 해양에서 나타나는 저기압 발달 강도의 강한 전구모델 

의존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해수면 온도를 하층 경계조건으로 처방한 실험 

및 지역 대기-해양 결합모델을 활용한 역학적 상세화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

를 통해 지역 기후모형에서의 대기-해양 상호작용과 그 특징을 이해하고, 해당 규모에서 

대기-해양 결합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 (KMI2020-01410)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기상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

터)이 제공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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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역기후모델에서 모의된 

동아시아 겨울 몬순과 한반도 한파 및 폭설에 대한 연구

신석우, 박창용, 문태호, 김가영, 이민규, 김태형, 차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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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다중지역기후모델, 모의 검증, 동아시아 겨울 몬순, 한파, 폭설 

  동아시아 겨울몬순(EAWM: East Asian Winter Monsoon)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

아 지역에서 중요한 시스템이며, 특징은 한기를 가진 시베리아 고기압과 난기를 가진 알류

샨 저기압, 대류권 하층에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중층에선 동아시아 기압골이, 상층에선 

동아시아 제트 기류에 의해 나타나진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AWM의 변동성은 한반도 한파의 발생과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한반도 겨울철 강수 기작의 하나임을 보였다. 이러한 EAWM과 연관된 한반도 한파 및 폭

설과 같은 겨울철 극한현상은 생명과 사회·경제적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지역

적인 극한 기후 현상 모의에 있어서 added value를 가지고 있는 지역기후모델은 모델 내

부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 기후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여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WM과 관련된 극한현상들을 면밀히 이해하고, 미래기후 전

망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중지역기후모델(SNURCM, HadGEM3-RA, WRF, 

RegCM4, CCLM)의 모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EAWM과 관련된 강수, 기온, 

대기 종관장을 관측(APHRODITE, GPCP 등) 및 재분석장(ERA-Interim)과 모델 자료간 

비교·분석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EAWM 지수(300hpa 동서바람 이용함)를 이용하

여 모델들의 EAWM 모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다중지역기후모델은 EAWM을 관측보다 강

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EAWM과 연관하여 한반도 지역의 한파와 폭설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20-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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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상대습도, 격자형 자료, 기후학적 특성, 변화 원인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등이 기온과 강수의 기후학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에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산불

과 우리 일상생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대습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2000~2019)동안 기상청의 ASOS, AWS 지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일평균 

상대습도 자료에 MK[Modified Korean]-PRISM[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s Model]과 IDW[Inverse Distance Weighted]를 적용하여 1km의 고

해상도의 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계절 평균, 경년 

변동성 및 변동경향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방법으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은 

Jackknife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상대습도의 기후학적 특성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20년 연평균 상대습도의 경우 65~75%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서고동저의 양상을 보이

는 반면 경년변동성(표준편차)은 반대로 동고서저를 보이고 있다. 계절 평균의 경우 여름, 가을, 

겨울, 봄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경년변동은 봄, 겨울, 가을, 여름으로 역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경년변동성의 경우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서는 연평균과 같은 공간분포를 보였다(평균: 

서고동저, 경년변동: 동고서저). 특히 봄철의 경우 양간지풍 등 풍속이 강한 동해안 지역에서 

상대습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경년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대습도는 지리적 위치 

및 계절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상승경향을 보이나 서울, 대구, 천안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도시

화의 영향으로 하강경향을 보인다. 향후에는 상대습도의 계절 및 공간분포 차 그리고 변화경향

의 원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KMI2020-01414(기후변화 대응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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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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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NSO, NTA, 북 대서양 기압, 기후 예측 시스템, 앙상블 섭동, 대기-해양 상호작용

  엘니뇨-남방진동(ENSO) 현상은 태평양 주변 지역 외에도 전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

는 현상이다. 따라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ENSO의 요인을 해석하는 것

이 다양한 기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ENSO와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냈다. ENSO의 강도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북 열대 대서양(NTA) 

해수면 온도는 엘니뇨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예측 모형인 NCEP 

Climate Forecast System(CFS) 모형에서 NTA 해수면 온도의 ENSO 발달에 대한 모의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NTA 해수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NTA 해수면 온도에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CFS 모형의 앙상블 섭동 그룹을 

조사하였다. 엘니뇨와 라니냐를 강하게 그리고 약하게 모의하는 그룹에 관하여 확인해보니 

봄철 NTA의 지속성이 따라오는 가을철 ENSO의 패턴을 결정하였다. 이는 3월과 4월의 

북 대서양 기압에 의한 바람장의 WES (Wind – Evaporation - Sea surface 

temperature) 피드백의 결과이다. 즉, 3월 NTA 해수면 온도가 양 또는 음의 아노말리 

값을 가질 때 3월과 4월의 북 대서양 기압장에 따라서 11월 ENSO 발달이 결정된다. 북 

대서양 기압장이 NTA의 해수면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ENSO가 발달하는 호조건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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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2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OD-10 강우 시나리오 기반 가뭄상황 예측기술 개발

김미정,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D-11 효율적 가뭄상황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저수지 저수량 분석

원창희, 윤현철, 황주하,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D-07

지역 맞춤형 통합 가뭄정보 평가기술 개발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원범, 김미정, 양우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hcyoon82@korea.kr

키워드: 가뭄, 가뭄 예‧경보, 엔트로피, 체감가뭄, 의사결정지원

  행정안전부의 가뭄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개발의 총 5차년 중 4차년에 해당하며, R&D파트와 가뭄정보 기술조사 파트

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가뭄정보 기술조사 파트에서는 지자체 가뭄 관련 정보 조사를 

통한 DB구축‧제공을 목표로 한다. 매년 전국 지자체 수원이용현황조사를 통한 지자체 DB 

구축‧관리,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관리를 강화‧지원하기 위해 저수지 모니터링 시설 설치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무인수심측량기·드론를 활용한 지자체 저수지 관측 지원, 저가형 

강수량‧수위 관측기술을 개발하여 지자체 저수지 설치를 수행한다. R&D파트에서는 기술조

사 파트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담당공무원이 지역의 실제 체감가뭄현황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맞춤형 체감가뭄판단 의사결정지원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은 시나리오(무강우, 평년강우, 가뭄년 강우 등) 기반으로 설정한 날부터 최대 6개월까

지 공급량 중심의 가뭄상황 변화를 제공하여 정부‧지자체의 사전 대비‧대응계획 수립 시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부처 소관 업무별 3개 분야(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기상현황)로 발표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는 일반 국민이나 정책결정자로 하

여금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 않고 동일 지역에 기상, 농업,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상이하게 

발생하므로 지역 가뭄 상황 인지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AHP 

및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지역의 가뭄현황을 반영한 통합 가뭄 예‧경보 지도(OneMap)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개발중인 Web 기반 국가가뭄정보서비스(National 

Drought Information Service, NDIS)에서 가뭄담당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가뭄정보

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NDMI-2020-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OD-08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가뭄평가기술 개발

황주하, 윤현철, 원창희, 김미정,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후재난연구팀

hjh0226@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강우 변동성, 가뭄관리, 가뭄 예·경보, AHP분석, Entropy방법

  기후변화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강우 변동성 증가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나, 전국 연평균 강우량은 매년 비슷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폭우는 잦아졌지만 강수량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반복적인 가뭄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측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가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반복적인 가뭄피해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부, 기상청)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가 시행되었으며,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

수의 현재, 1·2·3개월 가뭄 전망에 대한 가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별 

분산된 가뭄 예·경보 지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전문적·과학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부처별 가뭄지도를 AHP 분석을 통해 수치화되지 않은 가뭄지도 정보에 점수 부여 및 가

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AHP분석의 단점(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평

가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Entropy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가

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AHP분석과 Entropy 방법을 통한 가중치를 통해 새로운 결

합가뭄점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도로 표출하여 167개 지자체에 부처 가뭄정보의 

위험수준을 보여주면서 지역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향후 수정결합가뭄점수의 수

정·보완을 통해 실제 현황을 반영하면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가뭄 예·경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요-2020-01-01)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OD-09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기술 개발

김원범1, 윤현철1, 원창희1, 황주하1, 맹승진2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2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wonbeom92@korea.kr

키워드: 가뭄, 미계측 저수지, 물수지, 저수량 예측, K-means clustering

  2014년~2015년 극심한 가뭄피해를 격은 정부는 2016년 3월 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를 시행하였다. 가뭄 예·경보는 167개 시·군 단위로 발표되며, 기상, 생활 및 공업

용수, 농업용수 가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뭄은 주요 수자

원인 댐과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가뭄 단계를 결정한다. 특히 농

업용수 가뭄은 국내 약 17,000개 저수지 중 약 3,400개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평년대비 저수율 만을 예·경보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 가뭄 현황 반영과 예·경보 정확

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정보의 반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관리 

저수지 대부분은 관측시스템이 부재하고 관리인력, 관측시스템 설치 비용등의 한계로 저수

지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량, 유입량 등 관측자료가 없는 미계측 저수지를 대상으로 유

역 특성별 그룹화·물수지 분석결과를 통해 유역특성 만으로도 저수지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관측자료가 있는 공사관리 저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수지별 CN값, 유효저수량, 유역배율(유효면적과 수혜면적의 비)을 주요인자로 K-means 

clustering 방법을 통해 6개 그룹으로 그룹화하였다. 또한 저수지별 물수지 분석을 통해 

그룹별 대표 매개변수를 선정하였으며, 검증을 통해 모의값이 관측값의 경향을 비교적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적용하여 미계측 저수

지지의 저수량 예측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가뭄 예·경보 시 활용가능성을 평가할 예정

이다.

※ 이 연구는 “NDMI-2021-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평가기술 개발)”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OD-10

강우 시나리오 기반 가뭄상황 예측기술 개발

김미정,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hu2614@korea.kr

키워드: 강우 시나리오, 예측기술, 가뭄

  본 연구는 지자체 가뭄 담당자의 정책수립과 효율적 예산활용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강우 시나리오 기반 댐·저수지 가뭄상황 예측기술을 개발하였다. 강우 시나리오는 평년·갈

수년·최저강우·무강우의 4가지 조건이며, 상습가뭄지역인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하

였다. 영농기인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령댐과 예산군 농업용 저수지의 갈수년 강우 

시나리오 적용 결과 보령댐은 6월 26일 ‘관심’, 7월 21일 ‘주의’, 8월 25일 ‘경계’에 도달

하였으며, ‘경계’ 도달 시점부터 도수로 가동을 통한 용수 대체 공급으로 9월 30일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하였다. 예산군 저수지는 7월 6일 ‘관심’, 7월 12일 ‘주의’, 7월 24일 

‘경계’에 도달하였고 7월 27일 ‘주의’로 상향되었으나, 8월 9일부터 ‘경계’, 8월 15일 ‘심

각’ 단계에 진입하여 9월 23일부터 저수율 0%로 농업용수가 고갈되었다. 이러한 모의 결

과를 활용하여 지자체 담당자는 가뭄상황 전망을 예측하고 가뭄대책 수립, 효율적 예산 집

행 등 가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웹 

기반 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에 탑재되어 지자체 가뭄 담당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으

며, 향후 증발산량 시나리오 추가 등 수정·보완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NDMI-주요-2021-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OD-11

효율적 가뭄상황 관리를 위한 지자체 저수지 저수량 분석

원창희, 윤현철, 황주하,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wonch1027@korea.kr

키워드: 저수지, 저수량, 무인수심측량기(USV), 드론(UAV)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마른장마 등 홍수와 가뭄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 강수량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대

비·대응체계는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나, 가뭄 대비·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저수지의 정확한 저수량 파악이 필수적

이나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지자체별 관리해야 하는 저수지 개소수 과다, 예산부족,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대부분 준공당시의 제원정보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가뭄상황 대비·대응을 위해 무인수심측량기(APACHE3)와 드

론(JS-600)을 활용하여 지자체 관리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생, 

학동 저수지는 제원정보 대비 각각 47.2%, 19.4%의 저수량이 감소하였으며, 수명, 입곡

본, 소옥1 저수지는 각각 141.5%, 57.9%, 45.3%의 저수량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저수

지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준설과 측

량을 통한 제원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

지 준설이나 둑 높임 사업 등 저수량 변화사업 추진 후 저수량 분석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NDMI-주요-2021-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8일(금) 

구두 발표 온라인A 발표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09:00~10:30) 좌장 : 오영석 (국립기상과학원)

OA-05 윈드라이다 연직바람 장기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풍력발전 관련 바람특성 및

변동성 이해

이동원, 김진원,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OA-06 상세 지형효과에 따른 남한의 태양광기상자원 특성 비교 분석

윤진아, 최희욱,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OA-07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전망

최요한1,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OA-08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 및 경제적 효과분석

김서현1, 박기학1, 김극태2

1(주)에코피엔지, 2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OA-09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과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김재혁1, 임형우1, 신동현2

1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에너지경제연구원



OA-05

윈드라이다 연직바람 장기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풍력발전 관련 바람특성 및 변동성 이해

이동원, 김진원,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dwyi@korea.kr

키워드: 연직 바람, 윈드라이다, 풍력발전단지

  제주도 북동지역에 위치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Wind Farm, 이후 WF)는 그 발전량

이 제주도에서 가장 큰 단지로 약 2만여 가구의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며 연간 약 46,000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 시설이다. 이와 같이 풍력자원은 최근 지구온

난화 이슈와 관련하여 탄소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경우, 바람 관측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고도가 

풍력터빈 높이에 국한되어 있고 일평균 자료만 수집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바람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발전단지에서 약 10km 떨어진 봉개 

지역에 윈드라이다를 설치하고 하층 40미터에서 최대 200미터 높이까지 총 10개 층에 대

해 바람 관측을 장기간(2016-2020년) 수행하고 있으며, 시간해상도 또한 10분 평균으로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관측된 바람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풍력발전단지에 관련한 

바람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WF 풍속은 윈드라이다 10개 층과 평균 0.82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풍향에 대해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중 WF과 

가장 관련있는 바람은 약 100 m 고도였으며, 평균 바람은 50-60 m 고도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관련성은 계절 및 고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발표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KMA2018-00622(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산출 기술 개발 연구)”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OA-06

상세 지형효과에 따른 남한의 태양광기상자원 특성 비교 분석

윤진아, 최희욱, 박영산,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jinahyoun@korea.kr

키워드: Korea-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ost Processing (KMAPP), 태양광기

상자원지도, Solar resources map, characteristics of solar resources, high 

resolution numerical prediction system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는 풍력이나 기타 에너지원 대비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러한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표면 일사량 자료가 요구되며, 최근 국내ㆍ외에서는 다양한 수치모델 

기반의 일사량 자료를 이용한 태양광기상자원지도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기

상과학원에서 개발한 KMAPP (Korea-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ost Processing, 

이하 KM) 일사량 자료의 경우, 기상청의 현업국지예보모델인 LDAPS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의 1.5 km 해상도 지형효과가 반영되어 산악과 같은 

복잡지형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M에 100m 해상

도의 상세지형자료를 반영한 KMAPP_Solar(이하 KS)를 이용하여, 최근 4년(2016.7-2020.6) 

동안 남한에서의 고해상도의 태양광 기상자원지도를 생산하고 상세지형효과에 따른 일사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상청 42개소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의 일사량 관측 자료와의 비교ㆍ

검증 결과, KS의 RMSE는 약 129.5 W/m2로 기존 대비 약 8.73% 감소하였으며, 상세 지형효

과가 반영됨에 따라 산악이나 주변 차폐영향이 존재하는 관측지점에서 차폐에 의한 복사량 모

의성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KS의 경우, 30˚ 이상까지 KM(0~10˚) 대비 다양한 경사

각을 반영함에 따라 각 방위별 일사량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던 KM과는 달리 남향에서는 

타 방위 대비 복사량이 증가하고 북향에서는 복사량이 감소하는 등 각 방위별 일사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세 지형자료에 의한 효과가 고해상도의 일사량 산출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 연구는 “KMA2018-00622(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산출 기술 개발 연구)”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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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전망

최요한1, 박찬2

1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yohan0711@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AIM/ENDUSE, 에너지 모델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이 발

표되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2℃로 유지하는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되

었다. 정부는 2019년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내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의 21%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이 이슈화

되고 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수소로 나뉘며, 이 중 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

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할 때 

그린수소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IM/ENDUSE 모델을 사용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송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 변화 전망에 대해 모델링하였다. 수송 부문에서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

환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소차의 시장 점유에 따른 수소 수요량을 나타내었

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수전해 기술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그린수소의 시장 침투 시기를 

산출하여 수소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계산하였다. 해당 연구는 수송 부문

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수소에너지 활용의 여러 가지 경로 제시를 통해 효과

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2021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임(과제번호:  2019K1A3A1A781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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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 및 경제적 효과분석

김서현1, 박기학1, 김극태2

1(주)에코피엔지, 2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sonaten27@hanmail.net

키워드: 온실가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률, 탄소중립, 비용편익

  하수처리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최근 10년(2008~2017년)간 국내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유량은 약 10% 증가하

였고, 방류수 수질 강화로 처리부하량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소비율 증가와 유사한 약 

35.7%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0년 기준 하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율 3.5% 수준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바이오가스를 

통한 전력생산의 효율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

다.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사용실태로 미국 EPA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Energy 

Conservation Measures 및 국내 ESCO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에너지 생산 및 자립률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경제성분석(B/C)결과 소화가스발전 2.5, 소수력발전 

0.86, 태양광 0.49, 풍력 0.15 순으로 분석되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개선 및 

처리와 연계하여 소화조 효율개선에 의한 에너지절감효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 고효율 운전기기의 교체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태양광, 소수력 등 에너지 생산 

시설 도입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를 위해 유입 하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공법을 선

정하되,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및 에너지 생산을 연계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화를 달

성해야 할 것이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190029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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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과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김재혁1, 임형우1, 신동현2

1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에너지경제연구원

safin84@yonsei.ac.kr

키워드: 집단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열병합발전, 경제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6~2019년의 32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간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집

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 중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외한 시장여건과 제도적 여건을 고찰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의 원활함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여 효율성이 높으며, 동시에 특정한 수요구역에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임에 따라 분산전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

은 장기적 경영난에 처해있으며 이와 같은 경영난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제도의 한계점과 

시장여건의 악화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사

업의 경영악화의 결정요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난방수요의 감소, 급격한 난방수요의 전기

화, 열공급요금의 규제, 전력요금의 규제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수익성

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이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구두 발표 온라인A 발표장

[기획세션] 환경부 (10:30~12:30) 좌장 : 이동근 (서울대학교)

 자연·생태기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OA-10 자연 · 생태기반 국가 탄소흡수원 확보전략 및 방향성

-관계부처별 역할을 중심으로-

송원경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전공

OA-11 자연 · 생태기반 탄소중립 접근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및 

기술개발(R&D) 방향

박찬1, 이동근2

1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OA-1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가 보호·보전지역 확대 및 관리방안

모용원1, 박찬2

1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OA-13 탄소중립과 자연생태기반 기후변화 적응‧회복력 강화의 공동 및 상쇄효과

김호걸1, 박찬2

1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2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OA-14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상관관계 및 시사

최혜영1, 박찬2

1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2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토론 토론

유호                      최형욱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토론 토론

명수정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 토론

이우균 서창완

고려대학교 국립생태원



OA-10

자연 · 생태기반 국가 탄소흡수원 확보전략 및 방향성

- 관계부처별 역할을 중심으로 -

송원경

단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전공

wksong@dankook.ac.kr

키워드: 탄소중립, 국토공간,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경제·사회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담은 탄소중립 정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LEDS에서는 2050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

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

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를 설정하였다. “탄소 흡수 수단 강화”는 

산림, 습지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생태공간을 확대하거나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포괄한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은 흡수원이 될 수 있는 대상지를 확대하거

나 한정된 공간의 기능적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산림을 제외한 타 

국토에 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지 못했고 예상되는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

는 상황에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지만 도전적으로 시도해야 할 과제이다. 

  부처별로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분된다. 산림청은 육상생태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산

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노령화로 인한 순 생장량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경영과 목재제품 이용률 제고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 농법 개발 및 보급 등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blue carbon)의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안-해

양생태계 복원과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숲 조성, 갯벌 

복원, 해양생태축 설정 및 관리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호지역이 확대되면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잠재

적인 토지이용 전환 및 개발 활동이 제한되고 자연·생태공간 관리를 통해 탄소흡수원이 확

대되는 장점이 있다. 도심, 수변공간, 댐 유역 주변 훼손지 등에 대한 탄소흡수원 조성·관

리 역시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정책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와 협력되는 형태

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축 복원사업,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

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아직까지 부처별 계획이나 대책 등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 저탄소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

에서 국토의 토지이용 역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산업 구조, 에너지 정

책, 농축수산업, 주거지역(정주지) 및 도시 인프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유휴부지 

발생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부처가 적극적으로 연계

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OA-11

자연 · 생태기반 탄소중립 접근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및 

기술개발(R&D) 방향

박찬1, 이동근2

1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2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chaneparkmomo7@uos.ac.kr

키워드: NBS(Nature-based solution), 제도, 기술, 탄소중립

  전지구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미국, EU 등 많은 국가에서 자연기반 해법이 제

안되고 있다. 육상 및 해양에 식생, 토양, 물을 통해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거나, 흡수

된 탄소를 유지하고, 격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IPCC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연기반 탄소흡수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고 저장된 것을 자연

흡수원에 의한 탄소흡수량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지 

확보,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흡수원의 경우 환경부뿐만아니라 산림청, 국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을 개발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일관성있고, 신뢰성 높은 자연기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OA-1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가 보호·보전지역 확대 및 관리방안

모용원1, 박찬2

1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조경학과, 
2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csmo12@yu.ac.kr

키워드: 보호지역, 자연·생태기반 해법,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여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가 탄소중립사회를 표방함에 따

라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탄소흡수 및 저장원으로서 보호지역의 역할도 함께 고

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보호지역의 의미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기존에 생물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주장되었던 보호

지역 확대와 관리방안에 대해 탄소흡수 및 저장원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

호지역 확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호지역이 탄소중립에 있어서 기존 보호지역 내 식생, 토양 등에 저장하고 

있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흡수

율이 높은 생태계를 보호지역 확대 우선순위 지역으로 한다면 탄소중립에 보다 기여도 높

은 보호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지역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기후 레퓨지아, 연결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보호지역 확대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OA-13

탄소중립과 자연생태기반 기후변화 적응‧회복력 강화의

공동 및 상쇄효과

김호걸1, 박찬2

1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2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khgghk@cju.ac.kr

키워드: NBS(Nature-based solution),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회복탄력성

  2020년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강구되

고 있다.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폐기물 부문에서 현재의 모습과 미

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구조를 저탄소화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는 

발이 빠르게 탄소중립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P4G(녹생성장과 글로

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

하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라는 주

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

과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연 생태기반의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및 회복력 효과를 고민하는 연구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생태기반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어떠한 공동효과와 상쇄 효과를 보는지를 살펴보고, 탄소중립과 함께 기후변

화 회복력을 갖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전략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탄소중립과 자연 생태기반 기후변화 회복력의 공동효과를 최대화하고 상쇄 효과를 최소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A-14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상관관계 및 시사

최혜영1, 박찬2

1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2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hy.choe@snu.ac.kr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 생물지리적 및 사회생태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탄소흡수 목적을 위한 단일 수종 위주의 식재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적 요인에 탄

력적이지 못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목적과 상충한다. 본 연구는 생태보전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토지이용 변화의 다양한 시나리오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한다. 산림생태계에 대해 공간적으

로 산림이 유지되거나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생물다양성이 증가

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네 가지 조합 유형에 대해 

각각 적절한 생태보전정책을 제안한다. 산림으로 유지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잠정적인 기후 레퓨지아로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보호지

역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림으로 유지되더라도 종다양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탄소흡수 목적의 단일 수종을 식재할 수 있을 것이

며, 모니터링과 주변 산림지역으로 서식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토지이

용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태보전정책에 생물지리적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과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구두 발표 온라인B 발표장

기후변화 정책 / 거버넌스 (09:00~12:00) 좌장 :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OB-10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후기술 적응 분류체계 수립 연구

우아미, 안세진, 한수현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OB-11 주변 토지이용을 통한 대기오염 예측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분석

임노을, 황진후,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OB-12 통합모델링 기반, 개발에 따른 식생 서식 분포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정혜인, 최유영, 이경일,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OB-13 토지이용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한 환경자원총량제의 효과 예측

이승연, 신유진,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OB-14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현황과 전망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OB-15 도시단위 기후변화대응계획 작성 사례 연구 

송보현1, 정혜진2

1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OB-16 공공부문 에너지 R&D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박년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OB-17 Sector Coupling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연구 

심현보1, 전의찬2

전력거래소 / 경인지사

OB-18 토픽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통해 본 기후위기 담론 지형 

-2020년 여름 이상기후 상황 속 네이버 뉴스와 댓글을 중심으로-

박정현,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구두 발표 온라인B 발표장

OB-1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글로벌 그린뉴딜 연구동향

유재호, 조연희,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OB-20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김수란,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B-21 폭염 취약유형 및 폭염환자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김규환1, 류주현2, 홍민지3, 임나리4

1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졸업, 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4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OB-10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후기술 적응 분류체계 수립 연구

우아미, 안세진, 한수현

녹색기술센터 기술총괄부

ami.woo@gtck.re.kr

키워드: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기후기술 분류체계, 기술수요평가, 기후변화 적응 기술 

  지난 ‘17년 개도국 기술수요와 국내 기술 정보매칭, 정부/민간 기후기술 R&D 산업 실

태파악을 위한 공통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3대 분야, 14개 중분

류 및 45개 소분류)가 수립되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기술수

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TNA)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전문 국제기구인 

UNEP-DTU Partnership (UDP)에서 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UDP는 2009년도

부터 60여개 국가 이상의 개도국 TN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NA 사업을 통해서 달성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에서 도출된 기술수요들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이전

사업으로의 연계이지만, 분류체계의 부재로 기술수요와 공급 정보 연계에 어려움 등이 있

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UNFCCC TNA 보고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

해 기술 관련 정보를 도출하여 유사 기술 범주화 및 기술범주간 범위를 분석하고, 국가 기

후기술 분류체계를 기술범위 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특성에 맞춰 최적화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구체적인 수요 발굴을 위해 개도국의 

기술수요 형태, 산업환경, 사회경제적 이슈 등에 부합되도록 적응 분류 구체화 추진을 통

해 기후변화대응 적응 분야 분류체계(6대 중분류, 42개 소분류, 79개 하위기술)를 수립하

였다. 

※ 이 연구는 녹색기술센터 2020년 연구과제 「기후기술 통계생산 및 정보확산 연구 

(R2021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OB-11

주변 토지이용을 통한 대기오염 예측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분석

임노을, 황진후,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limnori96@gmail.com

키워드: Land use regression model, 대기오염, 기후변화 시나리오, 토지이용, 회귀분석, 

계절, NO₂, 측정소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함께 대기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 이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대기오염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Land use regression (LUR) 모델을 

활용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LUR 모델은 측정소에서 측정한 농도와 측정소 

주변 토지이용, 기후데이터, 인구 데이터 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측정소가 없는 지역의 오염 농도를 예측함으로써 비교적 정밀한 대기오염농도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이산화질소 (NO₂)는 자동차 연

료나 산업단지 배출이 주된 오염원으로 알려져 주변 토지이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NO₂를 대상으로 LUR 모델을 계절별로 

적용하여 수도권의 125개 NO₂ 측정소 데이터와 주변 토지이용, 기후, 인구, 기타 데이터

로 상관성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NO₂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도로 데이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강수량이나 풍속 

등과 같은 기후데이터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오염의 농도나 확산 양상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 토지이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한 대기오염농도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향후 대기오염의 변화를 분석

하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990009)



OB-12

통합모델링 기반, 개발에 따른 식생 서식 분포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정혜인, 최유영, 이경일,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bproud0514@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개발, 통합모델링, 평가방법론

  도로 개설, 택지 조성 등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산림파편화·생태계의 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하며, 더불어 최근 심화된 기후변화로 종 단위의 

식생 서식지 또한 극심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개발과 기후변화가 산림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다 실용적인 보전·저감 정책 수립을 위해선 정량·공간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방법론 구

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델링 평가방법론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기반 개발 

영향에 따른 산림식생 서식지 분포의 시계열 변화를 정량·공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이후 

최적의 식생 보전·저감 정책 수립 제안 연구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통합모델링으로는 총 

3가지의 공간모형; 1) LCM(토지피복변화예측 모형), 2) BIOMOD2(다중 종분포 모형), 

3)MigClim(확산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대상 종으로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수행하는 소나

무류를 선정하고자 한다. 

  통합모델링 간 연동기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 영향 대체변수로 TerrSet의 LCM(Land 

Change Modeler)을 활용한 2020-2070 10년 단위의 시계열 토지피복지도 내 시가화지역(개

발)의 공간적 분포를 도출한다. 이때, 보다 현실적인 토지피복시나리오 적용을 위해 지자체 수

준의 세부 대상지(유사 특성) 기준, 선행연구·기존 토지피복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토지피복 별 변화 계수를 설정하였다. 대상 종의 기후변화에 대한 서식지 분포 변화 모의로

는 BIOMOD2-MigClim 연동을 통해 생태 특성을 추가 반영하고, 10년 단위의 시계열 잠재 

서식지 분포 변화를 도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기반 잠재서식지 내에 개발 영향변수 

반영을 위해 MigClim-LCM을 연동한다. 즉, 개발 영향변수인 시계열 시가화지역 분포를 

MigClim에 적용함으로써, 개발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No Action) 때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때(Scenario)의 대상 종의 잠재 서식지 분포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에 따른 영향을 정량·공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10033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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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한 환경자원총량제의 효과 예측

이승연, 신유진,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syl9005@korea.ac.kr

키워드: 환경자원총량제, 토지이용변화예측, No Net Loss, Dyna-CLUE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지

고 있지만 기후변화 및 지속적인 관광화, 도시화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의 과거 토지이용 분석 결과, 기존의 산림과 초지 지역의 파편화가 뚜렷하게 보이며 해안가 

위주의 도시화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환경자원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자원총량제를 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결과를 이용하여 곧 시행될 이 환경자원총량제 적용의 효과를 평가해보고

자 한다. 토지이용예측은 면적이 작은 지역에 적합한 Dyna-CLUE를 사용하며 예측된 결과의 

파편화율 및 녹지의 연결성 등을 이용하여 환경자원총량제 결과로 환경자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7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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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현황과 전망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j.lee@pk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탄소국경조치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공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상향에 따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에 적극 대

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

명할 정도로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는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인 바, EU의 CBAM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CBAM의 논의과정 및 최근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 전개 방향

을 전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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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단위 기후변화대응계획 작성 사례 연구 

송보현1, 정혜진2

1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bohyun.song@snu.ac.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계획, 기후변화 행동계획, 기후변화 저감, 기후변화 적응, 

감축 목표, 감축 수단

  기후변화 협약에 의하여 국가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

스 감축 목표 달성이 지난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도시의 인구와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전선이 되고 있지만 지자

체 단위의 기후변화 계획 발간은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의의를 가지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도시 단위 계획 수립 현황을 돌아보고 감축 수단과 전략 등의 분석

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 가능한 계획 등을 검토하고 계획 실현의 실효성 제고를 도

모하고자 한다. 

  Scientific Data 저널에 기재된 ‘A Global Dataset of CO2 emissions and ancillary 

data related to emissions for 343 cities’ 데이터를 검토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상위 

45개 도시를 선정하고 이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이 발간된 30개 도시의 보고서 상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한 분석 내용은 감축 목표, 감축 경로, 감축 수단, 감축 수단별 기여도이다. 주제 단

위로 보고서에서 직접 획득이 가능한 정보는 도시 간 비교를 위한 맵핑을 진행하였으며, 

계획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추출 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감축 목

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적 감축 경로 설정이 두드

러졌으며 대개는 8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감축 수단 형태소 분석 결과 에

너지, 수자원, 폐기물, 토지이용, 건물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본 결과를 

활용하여 첫째, 감축 수단의 분포를 도시별로 비교하고 둘째, 감축 부문의 경향성을 도출

하며 셋째, 감축 수단별 기여율을 분석하여 도시단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시 의미 있

는 레퍼런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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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에너지 R&D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박년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park2050@kier.re.kr

키워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분해분석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2050

년경까지 탄소중립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세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과 

변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

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7~2020년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의 재직 인원, 예산,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소비당 온실가스 배출

량 등 주요 요인별로 전년도 대비 기관의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관의 목표관리제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C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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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Coupling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연구 

심현보1, 전의찬2

전력거래소 / 경인지사

simhb@kpx.or.kr

키워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전력계통 유연성, Sector Coupling, V2G 

  본 연구에서는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풍력발전기 차단을 시행하고 있

는 제주도의 전력계통을 대상으로 전기차, ESS, 수소 생산 등의 Sector Coupling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30년을 기준으로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분석을 위해,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전략 수립에 많이 사

용하는 EnergyPLAN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에 적용할 시나리오로, 2022년 말 준공 예

정인 200MW 용량의 #3HDVC(초고압 직류 송전선)를 이용한 역송전을 「기준시나리오」로, 

「기준시나리오」에 EV(전기차) 충전을 추가한 「EV 시나리오」, 「EV 시나리오」에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추가한 「ESS 시나리오」, 「EV 시나리오」에 역송전용 HDVC 추가건설을 상정

한 「HDVC 시나리오」, 「EV 시나리오」에 ‘그린수소 생산 및 발전’을 추가한 「Geen H2 시

나리오」, 그리고 「기준시나리오」에 ‘전기차의 스마트 충전 및 방전’을 상정한 「EV_Smart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차단 최소화, 1차 에너지 소요량 최적화, 전력공

급 비용 최적화, 온실가스 배출 최적화를 분석하였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6.86TWh의 26.4%인 1.81TWh의 차단이 불가피한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활용한 V2G 스

마트 충·방전이 가능토록 Sector Coupling이 실현된다면, 1차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차단필요량 감소, 공급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ector Coupling 개념을 국내에 적

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력 수요의 90%

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Sector Coupling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방안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OB-18

토픽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통해 본 기후위기 담론 지형 

- 2020년 여름 이상기후 상황 속 네이버 뉴스와 댓글을 중심으로 -

박정현,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1h900913@snu.ac.kr, 2ecodemo@snu.ac.kr

  국내외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은 개인이 기후위기를 몸소 ‘체감’하는 사건으

로,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한 이상기후현상에 대해 

개인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같지 않으며,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개인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행동으로 직결되지는 않아 기후위기 의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의식과 태도는 개인이 어떤 형태의 뉴스, 미디어를 접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뉴스 전달의 주된 매체인 인터넷 포털 뉴스와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공간상에서 형성·유통되는 기후위기 담론을 살펴본다. 연

구의 시간적 범위는 긴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2020년 여름으로, 

공간적 범위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상세검색이 가능한 포털인 ‘네이버’로 한정하였고, 

컴퓨터언어 파이썬을 활용한 웹크롤링으로 관련된 기사와 댓글을 전수 수집하였다. 

  기사의 경우 검색어에 차이를 두어 이상기후현상만을 다룬 기사부터 기후위기로 연결짓는 

기사까지 수집하여 당시 형성된 기사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중 현상과 기후위기를 

연결짓는 기사 745건에 대해서는 토픽 모델링으로, 이에 달린 26986개의 댓글은 수 차례에 

거친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공간 상 형성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사는 총 30개 토픽으로, 댓글은 총 11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14%의 댓글만이 이상기후현상이나 기후위기에 관한 댓글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인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댓글은 전체의 단 3%에 불과하였다. 

  이 연구는 이상기후현상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형성된 현장감 있는 기후위기 담론과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기후위기 담론 분석에 집중하거나 기사 

자체만을 분석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연구의 공간이 ‘네이버’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기후위기 담론이라고 보기에 어려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적

인 담론 지형도를 그려내기 위해 추후 여러 온라인 매체를 다룬 후속 연구들을 필요로 한다.

※ 이 연구는 “2020-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학위논문작성 지원사업”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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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글로벌 그린뉴딜 연구동향

유재호, 조연희,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oxds9554@naver.com

키워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그린뉴딜, 글로벌 연구동향, 토픽 모델링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세계 곳곳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침

체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Green New Deal 정책

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하여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EU에서는 2019년 말 European Green Deal을 발

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2019년 미국에서는 상하원의 

여러 의원들이 Green New Deal 정책 수립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Green New Deal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

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고 있는 Global Green New Deal 

관련 연구이지만, 지역별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핵심주제들이 다를것이라는 연구질문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 유럽, 미국의 Green New Deal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들은 

저널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Web of Science, Science Direct, KCI 등 플랫폼을 활용하

여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텍스트 집단 

내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주요 토픽을 추출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주제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분석도구로 Netminer Ver 4.4.2를 사용하

였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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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김수란,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suraning@korea.kr

키워드: 폭염, 피해예방, 무더위 쉼터, 폭염취약계층, 접근성, 입지분석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노인복지시설과 관공서 등이 해당된다. 무더위 쉼터 정책은 2006년에 처음 시작되어 

2020년까지 전국에 49,933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쉼터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취약계층 접근성이 낮은 쉼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3~’18년간의 연평균 폭염특보 발효일수(기상청),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19년, 

통계청), 500m 격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19년, 국토지리원), 무더위 쉼터현황(’19년, 

행정안전부)자료를 활용하여, 쉼터 접근이 어려운 노인인구 수를 분석하여 시군구별 쉼터

에 대한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먼저, 무더위 쉼터 반경 660m 밖의 노인인구수

를 분석하여 쉼터 접근 불가 인구를 산정하였다. 두 번째로 쉼터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수

와 연평균 폭염특보 발효일수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온열질환사망자 수(1997~2018년)를 

종속변수로 시군구별 폭염특보 일수와 노인인구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포아송 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폭염특보 일수는 0.048, 노인인구 비율은 0.09의 회귀계수를 얻

었다. 이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46%(R2=0.46)이다. 이를 활용하여 무더위 쉼터 입지 적절

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 맞춤형 폭염대책 수립에 있어 지역 내 쉼터 추가지

정, 셔틀버스 운영 등의 정책 마련 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되기를 바란다. 

※ 본 연구는 2018년~2020년간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의 다부처 R&D 사업「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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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유형 및 폭염환자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김규환1, 류주현2, 홍민지3, 임나리4

1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졸업, 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4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therute1@uos.ac.kr

키워드: 폭염 취약성, 폭염 환자, fs/QCA 

  본 연구는 폭염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IPCC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취약성 모델과 fs/QCA방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의 시간적 변화 및 폭염

환자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의 결합조건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폭염 취약성 유형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폭염에 대한 노출도가 

낮은 지역은 시간이 변화함에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출도가 높은 지역은 시간

이 변화함에도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출도가 높은 수준에서 낮

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역은 없었으며, 서울, 대전, 경기지역은 오히려 노출도가 낮은 수

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폭염에 대한 민감도는 시

간이 변화함에 따라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1시기 분기점을 기준점으로 민감도

가 높은 지역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2시기에는 6개 지역, 3시기에는 8개 지역으로 

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폭염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폭염에 대한 노출도와 민감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과 경북의 경우 노출도

와 민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시기부터 3시기까지 적응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 폭염환자 발생요인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환자를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은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염

환자를 발생시키는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결합조건의 배열은 폭열일수가 적고, 일 최고기온이 낮으며, 65세 이

상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료기관병상수가 적은 경우, 두 번

째 결합조건의 배열은 폭열일수가 많고, 일 최고기온이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료기관병상수가 많은 경우이다. 첫 번째 배열은 기

후변화 노출도가 낮아도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경우 많은 폭염환자가 발생하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두 번째 배열은 65세 이상 인구뿐만 아니라 폭염에 많이 노

출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폭염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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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II (09:00~12:00) 좌장 : 성현민 (국립기상과학원)

OC-16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

홍제우, 송영일, 정휘철, 박진한, 유인상, 유명수, 구혜윤, 유혁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OC-17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일부 주요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

박재형1, 우종률2

1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박사과정,
2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조교수

OC-18 접경지역 습지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시공간 데이터 구축 연구

박정강1, 주경영2, 이동근1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OC-19 파리협정 온난화 제한목표의 연안지역 해수면 상승전망

성현민, 김지선, 심성보, 하종철, 변영화,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OC-20 대형 풍력발전단지 시설의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기상 적응 전략 도출

Development of Strategy for Large Wind Farm to Prepare for 

Extreme Weathers from Climate Change

김용욱

케이아이티밸리㈜

OC-21 가뭄을 고려한 산불 위험 가능성 매핑

Forest fire susceptibility mapping considering drought

박용1, 이동근2, 박상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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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22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Kori salamander’s habitat distribution

Jong Yoon Jeon1, Yucheol Shin2, Mi-Sook Min3, Dong Kun Lee4

1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Research Institute for Veterinary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4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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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23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전윤호1, 김지연2, 전종윤3, 이동근4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3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OC-24 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장수하늘소의 서식 적합지 변화 예측

SUN ZHEMIN1, 최유영2, 황진후1, 유영재1, 조효진1, 장래익3, 전성우1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3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센터

OC-25 도시재생사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모델 및 적용

임영신, 조현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OC-26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관리를 위한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방안

임영신, 조현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OC-27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한 

아시아 A/R CDM 사업 현황 분석 연구

유소미1, 홍민아1, 이우균2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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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

홍제우, 송영일, 정휘철, 박진한, 유인상, 유명수, 구혜윤, 유혁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jwhong@kei.re.kr

키워드: 적응, 영향, 취약성, MOTIVE, VESTAP

  올해는 제3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제2차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서 산발적·병렬적으로 이루어졌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과정이 통합적 평가 

과정으로 개편 된 것이 이번 제3차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요소를 종

합 고려하여,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중점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간의 

피해 기록 분석, 지역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정성적인 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부문별 영향 예측과 취약성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원도구 시스템’(VESTAP)과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은 각각 57개, 66개 항목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공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구를 소개하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에 수록된 향후 5년간의 개선 계획 및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2021-001-0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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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일부 주요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

박재형1, 우종률2

1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박사과정,
2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조교수

pjh7405@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물관리, 기후변화 취약

계층, R프로그램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을 이용하여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

응대책 중 일부 주요과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서 자주 발생하는 지불거부자 문제를 고려하여 스파이크 모형(spike model)을 이용,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는 전국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

로 일부 주요과제별 연간 부담가능 금액을 질문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도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1,042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기후변

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부문에서는 26,095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강

화’ 부문에서는 23,188원으로 추정되었다.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는 부문별로 

각각 27,457원, 25,855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전체 1,042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와 세대

주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모두 성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차이 인지, 교육수준이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 연구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 생태계 보전, 국토·연안 기후재해 대응,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용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번호 5199990314245)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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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습지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시공간 데이터 구축 연구

박정강1, 주경영2, 이동근1

1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iaozhenggang@snu.ac.kr

  두만강 일대는 동북아시아의 철새들의 이동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이자 서식지이다. 이는 

국제단체들이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두루미류, 오리·기러기류, 도요 물떼새 등의 물새

들이 이동 시기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동통로의 중요한 거점지가 두만강 유역의 습지이기 

때문이다. 두만강 유역은 과거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에 대한 사회적, 환

경적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습지의 퇴화와 보호, 복원의식 부족으로 습지 생

태계 서비스 기능의 유지와 생태 안전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에 대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는 두만강 유역에서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공간의 융합기법인 

Flexible Spatiotemporal Data Fusion(FSDAF)의 방법을 사용하여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 (OLI) 데이터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데이터를 융합하여 중국 두만강 유역의 높은 시간 해상도

와 공간 해상도를 갖는 시계열를 활용한다. 융합한 데이터를 통해 랜덤 포레스트 분류 방

법으로 시공간의 변화를 통한 습지보호구역의 경계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고해상도 이미

지를 이용한 습지변화 모니터링은 연안환경 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한 지원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기대된다 .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10033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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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온난화 제한목표의 연안지역 해수면 상승전망

성현민, 김지선, 심성보, 하종철, 변영화,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sunghm122@korea.kr

키워드: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 해빙녹음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시스템의 기후변화는 인간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요소는 해수면 상승이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

한 해수면 상승의 미래전망과 그 영향은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55개의 도시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광역도시가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약 

32.9%의 비율의 대도시 거주인구가 해안도시에 밀집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파리협

정 목표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

오 기반의 미래 해수면 상승전망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기후변화적응, 해안도시개발, 피

해저감 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국제기후프로젝트 자료(CMIP6)를 사용

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의 미래전망을 산출하였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경

향을 고려한 총 4개의 SSP 시나리오(SSP1-2.6, SSP2-4.5, SSP3-7.0, SSP5-8.5)를 사용하

였으며, 해수면 상승의 계산 과정에 필요한 변수를 모두 갖춘 9개의 기후모델자료를 사용하

였다. 21세기 말, 전지구의 해수면 상승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최대 0.78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같은 기간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변화(0.76m)는 전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의 열적 팽장과 빙하녹음이 해수면 상승의 주요기여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으며, CMIP5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CMIP6모델들의 산출자료에서 해당 

기여요소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MIP6의 온실가스 농도경로는 미래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전 자료보다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

학정보의 활용성의 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파리협정 기준의 지구온난

화 제한목표 도달 시, 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해안도시의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지원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KMA-2018-00321(IPCC AR6 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평가)”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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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풍력발전단지 시설의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기상 적응 전략 도출

Development of Strategy for Large Wind Farm to Prepare for 

Extreme Weathers from Climate Change

김용욱

케이아이티밸리㈜

yongy.kim350@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강풍, 혹한, 풍력, 해상풍력, 폭염, 강풍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카본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에 대규모

의 풍력발전 단지의 전개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설치되는 풍력단지의 안정적인 전기 생

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의하여 한동안 계속 그 강도

가 높아질 극한 기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 환경에 대비하여 시설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분석하여 대형 풍력단지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전 기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대형 풍력 발전 단지에 피해

를 입힐 수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으로는 폭염, 낙뢰, 산불, 강풍, 집중호우, 혹

한 등으로 식별되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온도와 강풍, 보다 높은 강도

의 태풍에 대비하며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 기술 및 기준 개발 그리고 아이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도출되었다. 

※ 이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시설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연구기획의 일

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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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고려한 산불 위험 가능성 매핑

Forest fire susceptibility mapping considering drought

박용1, 이동근2, 박상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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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dyd@snu.ac.kr

키워드: Multi-hazard, Random Forest, susceptibility, drought, forest fires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이 중요한 현황이다. 산불과 가뭄은 긴밀한 연계가 있고 상호영향을 주는 복합재해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과 가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산불에 대한 복합재해 매

핑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머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RF)와 공간분석을 통해 

가뭄 및 산불의 단일재해 취약성 매핑을 한다. 그 다음 공간플랫폼에서 산불과 가뭄의 단

일재해 취약성 맵을 관련 후 표준편차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재해 매핑을 한다. 매핑 결과

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 후 가뭄을 고려한 산불의 취약성 맵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하였다. 본 Multi-hazard 결과맵은 가뭄을 고려 전 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산불 모

니터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10033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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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Kori salamander’s habitat 

distribution

Jong Yoon Jeon1, Yucheol Shin2, Mi-Sook Min3, Dong Kun Le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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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change has been well known to cause distributional shifts of 

wildlife, especially amphibians which are ectothermic. Kori salamander 

(Hynobius yangi) is currently a Grade Ⅱ endangered species and its 

distribution is limited to Southeastern end of the Korean Peninsula. We 

predicted the species’ suitable distribution in MaxEnt using 63 sites of 

presence, and then projected its range into 2041-2061 and 2061-2080 based 

on four RCP scenarios. To focus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seven 

bioclimatic variables without multicollinearity and one additional 

environmental variable, the distance from streams, were used. As a result, the 

suitable habitat range tended to move further north along the east coast as 

climate change intensified. The area of suitable habitats also tended to 

decrease. Although other omitted landscape features and the species’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results, continuous population monitoring program would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Kori salamander, regarding the climate change effect.

※ We thank to Hae Jun Baek, Chang Hoon Lee, Han-Chan Park and Daecheol 

Jeong for collecting occurrence data.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6R1D1A1B03934071) and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The Decision Support System 

Development Projec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210033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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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전윤호1, 김지연2, 전종윤3, 이동근4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3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4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wjsdbsgh9667@gmail.com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평가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환경·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확대되고, 기후변화 대응으

로 생물다양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관측되었으며, 기후변화는 2050년까지 15~37%의 생물 종이 사

라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Thomas et al. 2004). 따라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

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변화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변화 평가에 이용

되는 지표를 정리 및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2010~2021)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변화 및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용할 것이다. 연구에서 문헌의 검색은 Web of 

Science 및 Google Scholar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으며, 학술지 논문(article)을 추

려 이용하였다. 검색에 ‘climate change’, ‘biodiversity’와 ‘biodiversity assessment’ 

등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연

구를 통해 정리된 지표는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지표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표별 가중치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에는 3차원 데이터 혹은 모니

터링 자동화로 인한 데이터 수집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생물다양성 지수를 관측 및 적용하

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10033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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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장수하늘소의 

서식 적합지 변화 예측

SUN ZHEMIN, 최유영, 황진후, 유영재, 조효진, 장래익,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센터

zhemin521@naver.com

키워드: 장수하늘소 분포, 출현지역,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Maxent, 동북아 지역 유충 

기주식물

  전 세계적으로 하늘소과 곤충은 약 20,000종이 학계에 알려지고 있고, 이들 종들을 극

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약 300여종의 하늘소류가 알려지

고 있고, 크기나 형태, 색채, 무늬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

218호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에서 멸종위기종Ⅰ급으로 지정되

고 있다. 보호종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혀 개체수가 감소하여 최근 관찰되는 

개체수가 거의 없는 원인은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과 급격한 온난화 현상으로 서식지가 열

악한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하늘소류 중 장수하늘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에

도 서식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의 출현 기록조사 지역을 분석한 결과 장

수하늘소 지리학적인 좌표는 위도 약 37.5°~47.8°, 경도 126°~140° 범위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장수하늘소는 겨울이 춥고 여름이 짧은 냉대기후에 서식하고, 유충에서 성충

까지 자연적으로 5~7년이 필요하다. 동북아 각 나라별 장수하늘소 유충 기주식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서어나무 속, 참나무 속, 물푸레나무 속, 느릅나무 속 등, 러시아에서는 

신갈나무, 피나무, 황철나무, 거제수나무 등, 중국은 참나무 속, 물푸레나무 속, 자작나무 

속 등에 장수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1934년 처음으로 장수

하늘소 발견 및 1936년 장수하늘소 유충의 형태특징과 먹이식물인 서어나무 함께 발표하

고, 러시아에서는 189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집 표본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

계에 신종 발표 하였고. 중국에서는 러시아 하늘소 연구하면서 중국 만주에 장수하늘소 분

포를 보고하였다. 장수하늘소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서식지에 변화에 민감하기에 서

식지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장수하늘소 문헌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생태적인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 장수하늘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적 요인

과 장소하늘소 서식지 중첩을 통해 현재 서식 가능지역을 탐색하고, Maxent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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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모델 및 적용

임영신, 조현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yslim@kei.re.kr

키워드: 도시재생,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취약성, 폭염저감기술, 도시재생 연계형

  도시의 쇠퇴·노후화, 고령화, 인구감소 및 기술변화 등의 여건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취약성에 대한 노출 증가로 국민의 안전·안심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함으로써 지

역사회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환경부의 “2019년도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심 쇠퇴·노후지역인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하

여 재생사업 지구 내 열환경 취약장소·시설 등에 폭염·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실증 적용하여 사업효과와 취약성 개선 정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업모델 적용 대상지인 김해시의 장유무계지구의 폭염 취약성 분석을 통해 열환경 취

약 우선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쿨루프(건물 지붕·외벽), 쿨페이브먼트(도로·보도·

주차장), 쿨링포그시스템(전통시장 내부), 벽면녹화(건물외벽) 및 녹지조성 등 폭염저감기술

/시설들을 복합 적용하였다. 모델 적용에 따른 진단·검증을 위해 단위기술/시설별 모니터

링(현장실측, 체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였고, 전체 사업지구에 기후변화 

취약성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사업적용 전·후에 대한 개선효과를 추정하였다. 더불어 도시

재생사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 폭염적응을 위한 기술·사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및 기타 개발사업 등의 사업 진행에 있어 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한 취약지역 선정, 적정 기술·시설 및 방법 등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사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고온환경에 따른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모델로써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지자체 적응역량 

강화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화 사업(2019-005-0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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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관리를 위한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방안

임영신, 조현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yslim@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영향 및 고온환경에 취약한 기존 어린이 놀이쉼터

를 기후탄력형 놀이쉼터(climate change resilient playground)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기

법, 관련기술·시설 및 설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환경부의 “2021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기존 어린이 놀이

공간의 취약요인·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그늘막 조성, 쿨링포그시스템, 

차열페인트, 녹화·녹지 및 음수대 등의 관련기술·시설 등의 적용으로 열로부터 안전·안심

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집 12개소 등 놀이쉼터 특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들에 대해 폭염 취약현황과 구조 등을 파악하였고, 교사, 학부모, 시설관계자 및 전문가(조

경·도시·보건 등) 등을 대상으로 기존 놀이쉼터 이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in-dept interview)를 통해 취약요인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향후 이와 연계한 실증모델을 마련·적용하여 관련기술·시설에 따른 모니터링(실측, 시뮬

레이션, 이용자 체감 등)을 통해 열환경 개선 및 이용실태 변화 등 효과를 파악하고, 실증

사례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표준모델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취약계층·지역의 

기후탄력성 강화 및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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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한 

아시아 A/R CDM 사업 현황 분석 연구

유소미1, 홍민아1, 이우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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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CDM, A/R CDM, 아시아

  기후변화는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CDM 사업 중 조림 및 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DM; A/R CDM)은 기후변화 완화을 위한 산림부문 대응방법 중 전세계적으

로 통용되고 있으나 타 CDM 방법에 비해 사업 시행 건수가 다소 적은 편이다. 향후 더 활발한 

A/R CDM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전세계 A/R CDM 사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국, 중국, 인도, 베트남, 라오스 5개국에서 시행 중인 A/R CDM 사업 27건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27건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있는 식재 수종 및 기후요인 

기반 환경적 변수, 사업참여자 참여 비율 및 사업비용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활용하였

다. 선정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정규화 및 변수 간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국가의 사업 현

황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추후 아시아 국가의 A/R CDM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잠재적 조건과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에 대한 사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분석에 따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A/R CDM 사업 

시행을 통한 산림 및 토지 황폐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1UMRG-  

B158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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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겨울철 도로기상 및 

노면온도 변화 특성 분석

김백조1, 남형구1, 김선정1, 하태우2, 황호성3, 김지완1

1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2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3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swanykim@korea.kr

키워드: 도로 살얼음, 도로기상, 노면정보, 기상관측차량, 도로결빙, 일변화, 상관성 

  도로 살얼음 예측정보 서비스를 위해 겨울철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노면온도, 노면상태) 

집중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도

로공사, 부산지방기상청과 협업으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고속도

로를 대상으로 겨울철(‘20.12~21.2)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 집중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고정식․이동식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의 상호 비교․검증과 도로 살얼음 예측모형 결

과 검증에 활용하였다. 집중관측은 2020년 12월 22일과 2021년 1월 29일에 기 설치된 

도로기상관측시스템을 경유하는 약 220km의 고속도로이었다. 관측요소는 노면정보(노면온

도, 노면상태), 지상기상(기압, 기온, 습도), 위치정보 등이다. 예비분석 결과, 고정식에 대

한 이동식 관측자료의 노면온도/ 기온 평균 편차는 0.47/1.0℃이었으며 교량과 터널의 인

근, 그늘진 도로(골 지역) 부근으로 도로결빙이 관측되었다. 도로결빙 발생에 기온과 노면

온도 외에 풍속과 습도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관기상 유형별 기상요소 및 

노면정보의 일변화 및 상관성 분석 등으로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2020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재

해기상 감시·분석·예측기술 개발 및 활용연구[KMA2017-00123]”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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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탄소 배출의 현시점 대기조성 변화에 영향과 책임: 

가정 기반의 대안적 접근

고도연,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environman@snu.ac.kr

키워드: 기후위기, 역사적 책임, 완화, 잔류영향률, 최적화

  기후위기의 역사적 책임 문제에서 주된 화두는 인위적으로 유발된 변화에 대한 지분을 

각 주체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인과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밝히고자 다수의 접근이 시도되었

지만, 제안된 방법론에 내재된 특성은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하며, 과학 집단의 합의는 아

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귀속 문제의 유용한 두 가지 대안

적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가정에 기반한 잔

류영향률 개념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연도별로 감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인위적 이산화탄

소 배출이 현재 미치는 영향은 실제 유발된 변화와 일치된다. 동 귀속 대안의 적용 결과를 

통해 기후위기 완화 문제에서 저개발국가와 경제 후발주자의 중요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노력은 강화된 협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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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Feature of PM2.5 Air Quality over Asia under SSP 

Scenarios based on CMIP6 models

심성보, 성현민, 권상훈, 이재희, 김지선, 하종철, 변영화, 김연희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sbshim82@korea.kr

 Keywords:  CMIP6, AerChemMIP, SSP Scenarios, PM2.5, Air Quality Index, Asia

  This study addresses investigation of change in the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concentration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ir quality index 

(AQI) in Asia, East Asia (EAS), South Asia (SAS), and SouthEast Asia (SEA) 

under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Here, ensemble results of CMI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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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ellite data. It is found that most 

regions in Asia exceeded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 except for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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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premature death could 

occur in Asia, because China’s population is aging faster than almost all other 

countries in moder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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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AR6 기후변화 시나리

오 개발·평가 (KMA2018-0032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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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에 따른 레짐이동에 관한 연구

강권민, 최영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kmin9496@gmail.com

키워드: 여름철 강수량, 극한강수량, 변동성, 독립표본 t-검정, 레짐이동

  우리나라 연강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름철 강수량은 변동성이 크지만, 생활용수와 

관개용수, 수력발전량 등 사회경제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난 102년간(1919~2020년) 7개 지점(강릉,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부산, 목포)

을 평균하여 우리나라 여름철(6~8월) 강수량과 여름철 내의 95퍼센타일 극한강수량 변동성

을 파악하여, 레짐이동(Regime Shifts)시점을 찾고, 그 기준으로 종관장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여름철 강수량은 2000년대 대비 2010년대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5년 

단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적용하여, 레짐이동시점을 산출한 결과, 여름철 강수량은 1973년

과 2013년, 극한강수량은 1998년과 20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연 외(2011)는 1998

년을 강수량 증가 시점으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이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 새 레짐이동시점으로 산출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여름철 몬순이 약화하

여 강수량이 감소하였는데(KMA, 2020), 후기(2013~2020년)와 전기(1973~2012년)의 종관

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벳고기압, 중국 북부에 중심을 둔 고기압성 순환

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하층, 중층, 상층 기온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비습은 중층

과 상층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상공에 고온건조한 북풍 아노말리가 탁월

해지면서 최근 여름철 강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철 종관장 차이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순별 강수량을 비교한 결과, 8월 상순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강수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738.1mm에서 595.8mm로 크게 감소하였다. 극한

강수일의 경우, 전기(1998~2012년)보다 후기(2013~2020년)에 하층의 비습이 감소하고, 연

직기온이 안정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또한 남서-북동 방향으로 순압구조인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 비습이 유의하게 감소한 쿠릴열도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동풍류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

다. 극한강수량은 6월 하순과 7월 하순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극한강

수량의 감소 현상과 달리 우리나라 중층과 상층의 비습은 증가하고, 상승류가 강화되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사업」>(KMI2021-  

009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OD-16

대기중 온실가스의 실질 감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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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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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류-유도 온난화, 전 세계 이산화탄소농도 변화, CDR, 이산화탄소 흡수원, AFOLU, 

북반구와 남반구의 대륙면적 차이, 인류-유도 기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인류활동에 의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 주축이 되어 설립

한 IPC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노력과 연구를 검토보고서로 발행하고 

있으며, 5차보고서(AR5)와 여러 특별보고서(SR1.5, SROOC etc.)에 이어 2021~2022년

에 발행할 6차 보고서(AR6)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 2018년 인천에서 채택한 SR1.5 는 급격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감한 

배출규제를 통한 감축과 , 한편으로 흡수를 위한 흡수원으로서 AFOLU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배출규제와 2050년까지 나

무 30억 그루 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AFOLU를 어느 정도 규모로 실행하여야 할지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를 

관측값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것

은 전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장기 관측하고 있는 미국 하와이 마우나 로아 관측소

(Mauna Loa Observatory)의 관측값 곡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년도별로 전체적으로 상

승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곡선이 북반구의 수목 성장기(약5~10월)에는 하강하고, 남반

구의 수목 성장기(약11~다음해 4월)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규칙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로써 흡수원으로서 각 반구의 대륙면적차이, 즉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숲의 총 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TFa = (NHa-SHa) Cv

여기서, TFa: Total Forestry Area, NHa: North Hemisphere Land Forest Area

       SHa : South Hemisphere Land Forest Area,  Cv : Variable Charaters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인류가 배출 규제와, 또한 기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대기중 수분

을 건조지역의 급수원으로 활용하여 AFOLU 목표를 달성하고, 장래 인류-유도 기후로 운

영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푸른 지구를 꿈꾸는 보고자의 학위 논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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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상 풍속의 장기 추세 분석: 균질성 검정

최영주1,2, 박창현1,2, 손석우1,2

1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계산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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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반도 지상 풍속, 풍속계 관측 고도, homogenization

  전 지구적인 지상 풍속은 2000년대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회복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분석 결과의 신뢰도

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기후학적인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한반도 지상 풍속의 장기 추

세를 재평가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종관기상관측시스템(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의 지상 풍속 자료이며, 이 중 198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결

측이 없고 관측지점 기록에 오류가 없는 29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보정 방법은 1) 풍속의 지수분포를 통한 관측고도 변화에 대한 물리적 보정

과 2) SNHT(Standard Normal Homogeneity Test)를 통한 통계적 보정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기상 연보의 관측지점정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관측소에서 풍속계의 고도

뿐만 아니라 관측소의 위치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기후학적 요인들은 지상 풍속의 

장기 추세 분석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전후, 한반도 평균 

풍속의 변화 추세는 보정 전 2010년까지 –0.001 m s⁻¹ decade⁻¹의 변화 추세를 보였으

나, 보정 후 –0.111 m s⁻¹ decade⁻¹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 결

과는 지상 풍속의 장기간 분석에 있어 시공간적 균질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이 연구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R1E1A1A0107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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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impact of urbanization on extreme 

precipitation-temperature relationship

Seok-Geun Oh1, Seok-Woo Son1, Seung-Ki Min2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kgeunoh@snu.ac.k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le impact of urbanization on the 

summertime extreme precipitation–temperature (P–T) relationship in East Asia. 

The local climate in three megacity regions—Guangdong in China, 

Seoul/Gyeonggi in Korea, and Tokyo in Japan—was examined by analyzing a 

high-resolution dataset of in situ measurements for the period 1973–2015. All 

three megacity region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trends in 

mean and extrem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the exception was the 

seasonal mean precipitation in Tokyo, which showed no clear long-term 

trend. The P–T relationship of extreme precipitation changed sharply across 

the breaking point where the maximum precipitation intensity occurred. The 

breaking point occurred at a higher temperature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with a stronger extreme precipitation intensity. However, extreme 

precipitation at relatively cold temperatures exhibited the opposite 

relationship, with weaker urban precipitation than rural precipitation. This 

urban–rural contrast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the recent decades, 

with more intense extreme precipitation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at 

temperatures around the breaking point. This result suggests that rapid 

urbanization has likely contributed to the intensification of extreme 

precipitation in East Asia.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under Grant KMI2020-01010-1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0R1A6A3A010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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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준 기후 평년 기간 (1991-2020) 동아시아 겨울 몬순과 

태평양 십년주기 진동 간의 상관성 연구

홍진실, 예상욱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hjss1124@gmail.com

키워드: 표준 기후 평년, 동아시아 겨울 기온, 동아시아 겨울 몬순, 태평양 십년주기 진동, 

Pacific Decadal Variability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에 의해 나타나는 동아시아 겨울 몬순은 태평

양 십년주기 진동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북극 해빙 변동등 다양한 시간규모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 

겨울 몬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겨울 기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선

행연구에서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감시 및 예측이 시도되어 왔다. 최근 표준 기후 평년이 

1981년~2010년에서 1991년~2020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표준 평년 기간에서 

PDO 와 동아시아 겨울 몬순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

시아 겨울 기온과 PDO의 이동상관분석결과를 통해 두 변동성이 1980년대에 음의 상관관

계에서 최근에는 양의 상관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서로 다른 표준 평년 기간에서 PDO위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기온 편차 반응이 서로 상

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을 바람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전 표준 평년 기간 

(1981-2010)에서는 양의 PDO일 때 동아시아에 차가운 기온 편차와 관련된 북풍 계열 바

람이 부는 반면, 새로운 표준 평년 기간에서는 양의 PDO일 때 따뜻한 기온 편차와 관련

된 남풍 계열 바람이 유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대기장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PDO

의 구조 변화 및 북대서양의 원격 상관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 이 연구는 “KMI 2020-01213(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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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몽골 가뭄 현상 및 식생 유형 변화에 대한 

공간 시계열 분석 및 상관분석

BAYARMAGNAI ENEREL,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과

enerel@korea.ac.kr

키워드: 구글 어스 엔진, 식생 건강성, 가뭄, 사막화, 산림 황폐화, 상관분석

  기후변화로 인하여 몽골에서는 산림 황폐화와 사막화가 발생하고 있다. 몽골의 북부 산

림은 기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늦춤으로써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 

황폐화와 사막화 현상은 몽골의 전 국토에서 지리적 조건과 식생 유형에 따라 공간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의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에 대한 북부 산림지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구글 

어스 엔진에서 기후변수를 고려한 가뭄 지수인 KBDI 지수와 MODIS로부터 파생된 EVI 

지수를 활용하여 공간적인 변화 경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식생 유형별 가뭄 현상에 대

한 반응 정도를 분석한다. 또한 CHELSA 자료와 MODIS로부터 파생된 LST와 VDI 지수

를 계산하며 이를 활용하여 기후 환경으로 인한 가뭄 현상과 식생의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시계열 공간 분석이 가

능하며, 연구 결과로 북부 산림지역이 사막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9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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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를 활용한 토지피복변화가 지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Land cover change on Land Surface 

Temperature using Remote Sensing

Namuun Tuvshinjargal,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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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도시열섬, Urban Heat Island(UHI), 토지피복변화, 토지표면온도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통해 지표면 특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그 변화가 도시열섬현상 

(UHI)과 같은 도시의 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몽골의 수도인 UB는 동, 서, 남, 북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2000 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 추세와 도시 중심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시열

섬 현상의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몽골과 같은 고도가 높고 대륙성 기후의 특성

이 있어 토지피복변화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수도인 

UB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상을 파

악하여 토지피복변화와 지표면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UB의 30m 해상도의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토지피복지도와 

지표면온도를 구축하여 UHI 분석과 온도와 식생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울란바토르

의 4계절 변화에 따른 식생변동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

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NDVI, 지표면온도, (UHI)를 계산하여 대상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공

간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몽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하는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도시열섬현상 분석을 통해 토지 피복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제한 및 도시공원, 녹지

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도시 환경 문제를 대비하는 도시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

(No. 202000299000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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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past century, a number of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globally. Yet, it remains uncertain if planted 

forests will be similar in character to extant natural forest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emperate forest 

dynamics, including diameter and height distribution dynamics, by simulating 

planted and natural forests in Korea using the Perfect Plasticity Approximation 

with Simple Biogeochemistry (PPA-SiBGC) model. We used 5th Korean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data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functions for 

simulating forest dynamics. In addition, we developed growth modifiers for the 

PPA-SiBGC model that reflect climate- and site-specific conditions on an 

individual tree-level. Based on validation approaches comparing model 

predictions to 6th Korean NFI data, we found that the PPA-SiBGC model can 

effectively explain horizontal and vertical forest dynamics. In our results, 

forest structural dynamic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coniferous and 

broad-leaved forests. Coniferous forest dynamics were closer to mixed forests 

than to broad-leaved forests. This property of coniferous forests was more 

apparent in planted than natural forests, likely attributable to their 

homogeneous nature. The relative abundance of dominant tree species, or 

mean ratio of their basal area to the basal area of all trees for each 

coniferous plot with the exception of sapling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planted and natural forests. However, this difference was not observed for 

broad-leaved forests. The results of our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a 

specialized management strategy for these forest types in East Asia to ensure 

thei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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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5, along with the global agreement on ‘The 2030 Agenda for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target of ‘Goal 15: Life on Land’ urges 

nations to be aware of terrestrial ecosystem conservation. According to 

GLASOD, more than 65% of land resourc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creased due to land degradation. Especially, land resource decline in Lao 

PDR is the current main issue related to deforestation, whereas one of the 

main industry is agriculture in Laos. When it comes to this dilemma with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 climate change could affect land degradation. 

To alleviate the gap, in this study, we attempt to proceed the analysis of 

chronological change in Lao PDR for recognizing the ratio change of land 

degradation using vegetation indices (NDVI and EVI) in Google Earth Engine 

with Landsat-5 (1984~2012) and Landsat-7 (2013~Present) to observe the 

difference among the data. Above this process, we are to study the correlation 

analyses among the climatic or geologic factors to provoke vegetation 

decrease.

  Ultimately, the aim of the study emphasize the possibility of the feasible 

solutions or land policies to conduct the sustainable forest conservation.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9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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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너지 자립마을, 인식제고,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감속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

러 방안 중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은 선진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저감 및 기후변화 감속방안

의 하나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인식제고 방안을 전

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은 총 3회에 걸쳐 30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에서는 인식제고 방안에 대해 서술식으로 응답을 요청

하였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첫 번째 설문결과의 응답 중 공통되는 응답을 몇가지로 요약

하여 응답자들에게 다시 제시한 후, 그룹으로 묶은 각각의 방안에 대해 1 (가장 우선시 되

지 않는 방안) ~ 5 (가장 우선시 되는 방안)점을 부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세 번째 설문에

서는 두 번째 설문결과 각각의 방안에 대해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후 가장 우선적인 방안을 3개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사안

은 아직까지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대중매체 및 SNS를 통

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세 번째로 방안은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시범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

과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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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014년에는 WHO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8명 중 1명은 공기오염이 원인이라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이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첵을 수립

하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수립,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2020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계획 수립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미

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 및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이

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현황 및 효과를 조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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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건축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협정참가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로 약속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

을 목표로 제출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방면의 방법들을 검토 및 시

행중에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활발한 온실가스 감축방향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그 중,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부문, 

기계·전기부문, 신·재생부문이 있으며, 각부문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규정화하여 작성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사항 및 권

장사항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 후, 실제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사례를 통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 

as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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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물관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논에서의 메탄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단관개 및 논물걸러대기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논에서의 메탄 배출

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논물관리를 실시할 경우, 부가적으로 아산화질소 배출

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3년(2018-2020)동안 논에서 논물관리와 함께 질소원을 달리하는 처리구를 설치하여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 특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율을 조사하였다. 처리구는 다음과 같

다. ①상시담수 및 화학비료, ②간단관개 및 화학비료, ③간단관개 및 완효성 비료, ④간단

관개 및 헤어리베치 혼합시용. 연구 결과 상시담수 처리구와 비교하여 논물관리를 실시한 

모든 처리구에서 메탄 배출은 37~63% 감소하고, 아산화질소 배출은 157~173% 증가하였

다. 그러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논물관리 처리구에서 30~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물관리를 통한 메탄 배출 저감이 아산화질소 배출 증가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조수량의 경우 헤어리베치 또는 완효성비료 처리구에서 다소 많았으나 처

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 결과 수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시담수 처리구

에 비해 논물관리 처리구에서 31~58% 감소하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완효성 비료를 시용한 처리구에서 메탄뿐만 아니라 아산화질

소 배출이 타 처리구보다 감소한 데 반해 정조수량은 증가하여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높았

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논에서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는 “PJ015580(논 유래 메탄 생성 미생물 군집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평

가 연구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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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촉매를 활용한 폐냉매 HFC-134a 촉매열분해 

부산물로부터 신냉매 HFO-1123 제조에 대한 연구

김승도1, 세라스 마샵(Sheraz Mahshab)1, 아너스 알리(Anus Ali)1, 박태영2

1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2(주)센텀에너그린

sdkim@hallym.ac.kr

키워드: HFC-134a, HFO-1123, Trifluoroethylene, 촉매열분해, CTAB

  본 연구는 대표적 불소계 온실가스인 HFC-134a를 알루미나 촉매(Mesoporous 

Alumina Catalyst, MPAC)와 접촉한 상태에서 고온 열분해하여 생성된 상업적 가치가 높

은 Trifluoroethylene(TrFE, HFO-1123)의 순도를 95% 이상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MPAC를 활용한 촉매열분해에 의해 TrFE의 수율은 50~70%이고, 나머지는 이산화

탄소이다. MPAC에 계면활성제인 Cetrimonium Bromide([(C16H33)V(CH3)3]Br, CTAB)를 

적용·제조한 경우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 제거하여 최종 생성물에서의 TrFE의 순

도가 95% 이상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산화탄소 제거 메커니즘은 계면활성제에 의

해 MPAC 표면 개질화가 이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MPAC의 팔각구조 내부에 물리적으로 

흡착되거나, 이산화탄소의 산소원자가 MPAC 표면의 금속이온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제

거된다고 추정된다.

※ 이 연구는 창원진흥원의 ‘20년 포스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실증지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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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증폭기술을 이용한 호기성 매립지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박민선1, 송상훈2, 박진규2, 이남훈1

1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2에코윌플러스

ms_park98@naver.com

키워드: 호기성 매립지, 공기증폭기술, 온실가스, 에너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2030년 BAU 15.5백만톤CO2eq. 대비 23%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폐기믈매립지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주된 발생원이기 때문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립가스 자원화나 연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반드시 감축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직매립 금지정책으로 폐기물매립량 감소

와 매립물성의 무기화로 매립가스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로 인해 대

부분의 매립지에서는 매립가스를 그대로 방출시키고 있거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인 매립지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매립가스 회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매립량 최소화와 직매립 금지정책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한 유럽에서는 매립가

스 자원화 대안으로 온실가스 발생억제를 도모할 수 있는 호기성 매립공법 기술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있는데, 매립가스 자원화가 곤란한 우리나라 매립지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호기성 매립공법은 매립지내 장기간 고압의 공기주입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

량이 매우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기성 매립공법의 에너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체이송, 건조, 

냉각 등의 산업분야에서 전력 및 공기주입량 감소를 위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공기증폭장

치를 적용한 폐기물매립지내 공기주입 기술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소재의 사용종료 된 생

활폐기물 매립시설인 A 매립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기증폭장치를 통한 호기성 매립공법의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여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기증폭장치의 

공기증폭효율은 3.4배로 평가되었고 블로워의 에너지는 약 93%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 매립지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공기주입 전에는 메탄농도가 평균 53.6%, 

메탄발생량이 1,945 kg-CH4/day로 나타났으나, 공기주입 후에는 메탄농도가 평균 1.0%, 

메탄발생량이 188 kg-CH4/day로 나타나 메탄 발생량의 감축효율은 90.3%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기증폭장치를 호기성 매립공법에 적용할 경우 폐기물매립

지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사업단”(과제번호: 201700241000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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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부문 DOCF 배출계수 개발방법론에 관한 연구

김란희1, 박진규2, 이남훈1

1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2(주)에코윌플러스

kimrh777@naver.co.kr

키워드: 폐기물매립지, 온실가스, 배출계수, DOCF, 개발방법론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기물매립지 배출계수의 기본값을 제시하여 매립지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고유값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나 DOCF값에 대한 개발방법론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DOCF는 DOC  

(Degradable organic carbon) 중 혐기성 조건 하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분

해되는 탄소(난분해성 탄소)를 제외한 비율이기에 DOCF는 폐개물매립지 내‧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폐기물매립지별로 DOCF는 현장 측정을 통해 산정되어야 하나 장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실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단기간에 실내에서 DOCF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분석된 폐기물의 DOCF와 (헤미셀룰로오스(H)+셀룰로오스(Cel)/리그닌

(L)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기존 DOCF 산정방법은 원소분

석을 통해 산정된 원소조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 이론적 메탄발생량 대비 BMP 실험

을 통해 산정된 메탄발생량의 비를 DOCF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메탄발생량 산정

에 적용되는 탄소는 DOC로 볼 수가 없으며, BMP 실험은 미생물 성장에 최적조건(영양배

지, 소량의 시료 등)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립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DOCF 산정방법은 BMP 실험을 통해 가스로 전환된 탄소양을 

DOC로 산정한 후, GB21 실험의 가스발생량을 탄소로 전환하여 BMP 실험을 통해 산정된 

DOC와의 비로 도출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개발한 GB21 실험방법은 별도의 영양배지를 

투입하지 않고, 시료량 50g(건기준)을 혐기성 조건에서 가스발생량을 측정한다. 기존 방법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산정한 DOCF 결과를 (헤미셀룰로오스(H)+셀룰로오스

(Cel)/리그닌(L)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기존 방법론의 R2=0.5004, 신규 방법론의 

R2=0.775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기존 방법론보다 DOCF 산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2016001980004(폐기물매립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열에너지 회수를 위한 

호기성 안정화 기술 사업화)”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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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바이오차 투입에 따른 토양 탄소저장: 한중일 문헌연구

이선일, 신중두, 최은정, 박도균, 권효숙, 강성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silee83@korea.kr

키워드: 농경지, 문헌연구, 바이오차, 탄소저장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

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이다. 바이오매스 내 탄소는 열분해를 거치면서 안정된 

형태의 방향족 구조로 재배열돼 토양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차

를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토양 속에 격리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후 여건과 영농방식이 유사한 아시아 대표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바이오차 투입에 따른 토양 탄소저장 효과를 조사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에서 수행되었던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 탄소 함량 변화연구 결과를 바이오차 시용량

과 탄소 함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면, 바이오차에 의해 투입된 탄소 함량이 많을

수록 토양 탄소 함량 증가율이 높았다. 바이오차 투입으로 모든 연구에서 대조구 대비 탄

소 함량은 증가하였고, 현장 포장 조건에서 바이오차를 투입한 연구 결과에서는 바이오차

에 의해 투입된 탄소량과 토양 탄소 함량 증가량은 유의한 (p < 0.001) 상관관계가 있었

다. 항온실험 등 실험실 조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차 투입 탄소량이 20 t ha-1 

이하에서도 토양 탄소 함량이 150% 이상 증가하였고, 바이오차에 의해 투입된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탄소 함량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바이오차 투입으로 토양 탄소 함량 

증가는 모든 실험 조건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지만,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호흡 등에 

의한 CO2 방출량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였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568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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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부문 유휴토지 판독 및 

탄소흡수량 산정 연구

김찬우1, 이수종1, 홍세기2, 박은빈1, 홍민아1, 김지원1, 고영진1, 이우균3†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leewk@korea.ac.kr

키워드: 유휴토지, 산림 탄소흡수, 기후변화, 원격탐사, 탄소중립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흡수 기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

하는 ‘Net Zero’를 선언하였으며, 탄소흡수원 충원을 위해 농지와 산림 내 유휴토지를 활

용한 신규 및 재조림 계획을 마련하였다. 산림 내 유휴토지에 산림청의 산림 부문 탄소흡

수원 충원 사업을 위해서는 공간자료 및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산림 내 유휴토지에 대한 

데이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휴토지 공간자료 구축 및 면적 단위의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하여 국토에서 산림의 면적이 가장 큰 강원도 내의 인제군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에서 규정한 유휴토지의 정의에 따라 산림 내 실제 유휴토지 

면적을 파악하였고, 해당 면적을 대상으로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흡

수할 수 있는 탄소량을 추정하였다. 산림의 유휴토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육안 판독을 통한 영상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5차 임상도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팜 맴을 중첩하여 유

휴토지 공간자료를 구축하였고, 산출한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탄소흡수량 산정식을 적용하여 ha당 평균 탄소흡수량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정되고 있지 않은 산림 부문 유휴토지 내 탄소흡수원 충원을 위한 공간자료를 구

축하였다. 향후 전국 국토 내 산림 유휴토지 데이터 구축을 고도화함으로써 정부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21UMRG-B158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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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모형을 위한

거시지표 기초 연구

조수현1,2, 정영선1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녹색건축연구센터,
2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chosuhyun@kict.re.kr

키워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전망 모형, 거시지표, 녹색건축

  최근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POST-2020 신기

후체제 대응을 위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상향식(Bottom Up)방식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 및 국내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온실가스 배

출량 전망을 위한 특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건물부문에는 주택수, 연면적, 총건물수, 기후

부문에서는 냉난방도일, 에너지부문에서는 전력 및 도시가스 가격, 경제부문에서 GDP, 가

계소득,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도출하였다. 각각 선정된 핵심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녹색

건축인증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향후 정책 및 기술 자료를 적용

하기 위한 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2021년 녹색건축인증 지원을 위한 기술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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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수분 함량에 따른 육계사 계분의 암모니아 배출특성 연구

노준영1, 강성민2,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P-12 주요과수 생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특성 분석평가

김민욱, 홍성창, 유선영, 김진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P-13 정유산업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특성분석

김고은1, 강성민2, 노준영3, 전의찬3†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3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P-14 수증기 개질 수소생산공정의 CO2 배출계수 개발

장덕우1, 조승현2, 강성민3,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3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P-15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PM2.5, 전구체 가스 (NH3, SO2, NOx)의 

농도 및 공급원 분석

제임스 후퍼, 이상룡, 민경원, 김은정, 주혁, 조윤서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토양대기환경연구실

P-16 농업지역 암모니아 등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김민욱, 홍성창, 김경식, 김진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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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에 따른 육계사 계분의 암모니아 배출특성 연구

노준영1, 강성민2,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shdod88@naver.com

키워드: 암모니아 배출, 단기체류성기후변화유발물질, 미세먼지 2차 생성, 개방형 계사

  암모니아(NH3)는 단기체류성기후변화유발물질(SLCF)이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반응

하여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물

질이다. 

  국내 농업 분야는 주요 암모니아 배출원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244,335 ton의 NH3

를 배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약 80% 해당하는 양이다. 또, 축산 부문의 NH3 배

출량은 226,582 ton으로 농업 분야의 전체 NH3 배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 부문의 주요 NH3 배출원은 주로 가축 분뇨에 의한 발생이며, NH3 배출량을 산정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배출계수는 대부분 EPA, CORINAIR 등 해외기관의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NH3의 발생은 온도, 수분, 질소 함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H3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수분 함량과 관련된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가축 분뇨 중 육계사 

계분을 대상으로 NH3 배출 농도와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기식 계사,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과제번호: PJ014993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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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수 생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특성 분석평가

김민욱, 홍성창, 유선영, 김진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minuk09@korea.kr

키워드: 과수,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특성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기체는 기후환경(온도와 강수량)과 토양환경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 국내 경종분야 비종별(요소 등 10종)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요소와 복합비료를 

제외한 8종의 비종이 미국 환경청(U.S. EPA) 배출계수를 인용하여 우라나라의 연간 총 배

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요소와 복합비료의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2008년 국내에서 개발된 

노후계수이므로 현재의 작물재배방법과 경작현황을 반영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선이 필요

하다. 특히, 비료사용농경지에서 발생하는 2차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기체는 지

역별 기상 조건과 토양상태(온도, pH, 수분 등)에 따라 배출량이 증감되므로 토양조건별 

암모니아 휘산 특성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정량화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과수 생산과정 중 시비되는 질소질 비료에 의한 암모니아 발생특

성을 분석 하여, 향후 과수분야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배출계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060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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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산업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특성분석

김고은1, 강성민2, 노준영3, 전의찬3†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3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환경융합학과

go1130@hanmail.net

키워드: 암모니아 배출, 미세먼지 2차 생성, 정유산업

  초미세먼지(PM-2.5)는 굴뚝에서의 직접배출보다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한 2차생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 2차생성에 기여하는 전구물질로는 질

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등이 있다. 

  이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환경부의 CleanSYS를 통한 실시간 농도 자료 수집과 

총량 관리제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고 관련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암모니아는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단기체류

성기후변화유발물질(SLCP)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에서 석유제품

산업 NH3 배출량은 24,953ton으로 전체 생산공정 배출량 중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배

출계수는 미국 EPA의 AP-42(1994) Development and section of ammonia 

emission factors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유산업의 NH3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유회사 현장방문과 암모니아 배출원의 실측을 통하여 NH3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관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NH3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존 배출량과의 비교를 통해 배출계수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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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개질 수소생산공정의 CO2 배출계수 개발

장덕우1, 조승현2, 강성민3, 전의찬1† 
1세종대학교 대학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2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3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realdduk@naver.com

키워드: 수소, 수증기 개질, 개질수소, CO2 배출계수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달성

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전략의 3대 정책방향(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

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과제 중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원은 천연자원이 아니므로 여러 수소 제법을 통해 생산한다. 그 중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공정은 전체 수소 생산의 4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법이다.(Mari Voldsund 

et al, 2016). 수증기 개질 공정은 촉매상에서 CH4에 수증기를 가하여 분해반응을 시키는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증기 개질 수소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CO2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배출계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Eui Chan Jeon (ecjeon@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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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PM2.5, 전구체 가스 (NH3, 

SO2, NOx)의 농도 및 공급원 분석

제임스 후퍼, 이상룡, 민경원, 김은정, 주혁, 조윤서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토양대기환경연구실

james.hooper@dgu.ac.kr

키워드: Ammonia, Emissions, Manur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Air Quality

  Livestock manure is an important source of ammonia emissions globally, 

contributing to poor air quality through the formation of secondary inorganic 

aerosols. As per capita meat consumption increase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leading to 

large quantities of excreta that need to be treated in dedicated manure 

processing faciliti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scale of gaseous 

emissions from these facilities, and the potential impact they have on air 

quali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s NH3, SO2, NOx 

and PM2.5 monitoring data from a modern commercial manure composting 

facility located in Paju, South Korea. During the five-week monitoring period 

during June – July 2020, average internal concentrations of NH3, SO2, NO, 

NO2 and PM2.5 were found to be 57.1 ± 1.3 mg m-3, 307.2 ± 17.4 µg m-3, 

33.4 ± 3.2 µg m-3, 7.3 ± 0.8 µg m-3, and 36.9 ± 2.6 µg m-3, respectively. The 

NH3 emission rate was calculated to be 7.28 ± 0.41 NH3-N mg min-1 m-3, 

with scaled emissions rates of 1.85 ± 0.1 NH3-N g h-1 m-3 of manure 

compost, or 1.52 ± 0.09 NH3-N g kg-1 of manure compost over the full 

18-day composting period.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high-volume 

ventilation and scrubber system, maintaining a negative pressure environment 

inside the facility, was highly effective at limiting external emissions, and can 

be recommended as a suitable technology to reduce pollution from manure 

composting facilities.

※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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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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 암모니아 등 대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김민욱, 홍성창, 김경식, 김진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minuk09@korea.kr

키워드: 농업, 농경지, 암모니아, 미세먼지, 모니터링

  농업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7%, 암모니아 배출량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지역의 난방, 생물성 연소, 농업기계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미세먼지와 비료·분

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 등으로 이루어 진다. 2차 생성 초미

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암모니아(NH3), 질소산화물(NOx)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대기 중

에서 반응을 통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농업지역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NH3 및 NOx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인 측

정을 통해 NH3의 배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농도, 배출 특성 및 배출량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알

려지지 않는 상태이며, 암모니아의 초미세먼지 전환률 역시 현재까지 연구 중인 상태로 이

들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발생량 예측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의 배출 농도를 살펴보기 위

해 농업지역(밭)에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측정을 통해 암모니아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발생과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발생억제를 위한 기초기반 자료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4900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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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세먼지, 저감방법, 지역특화형정책, 지역거점센터, 대전시

  미세먼지 문제는 기술공학, 사회공학,  그리고 정책공학 등 실제로 다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은 기술적 해법과,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등에 의한 사회공학적 해법,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노력과 예산이 요구시되는 정책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잘 어

우려져야 한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팩터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전시라는 지자

체 수준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이라는 것은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지역차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응정책 마련과 전략적 대응방향 설

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상분

야, 5부제운행 등의 시민의 자발적 참여, 지자체 및 환경부의 적극적 정책, 자동차회사의 

엔진연소기술, 자동차 타이어마모와 관련한 도로, 암모니아 저배출 농법개발, 공기정화필터 

및 기계장치 등 수많은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새로운 아이템 장착에 의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이다. 대전시에서는 새벽시간

대 살수차량 운행 및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과

거 황사 대응정책과는 다른 정책이다. 

  다음으로 지역형 미세먼지 관리센터/거점센터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수준에서 해

결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구심점이 되고 지자체와 함께 가야한다. 따라

서 권역별 혹은 거점별 센터개설에 의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특화형 정책개발이다. 예컨대, 독일의 시티트리(City Tree), 네덜란드 스모

그 프리타워 등과 같이 대전시 버스정류장 및 기상학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오염농도가 오

랜시간 체류하는 특정지역에 지역적 특색이 있는 저감시설 마련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월경성 물질에 대한 자자체간의 논의와 협업도 필요하다. 대전시뿐 아니라, 우

리나라 전체의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는 먼저 중국발 오염물질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다음

으로 지역간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이다. 대전시의 미세먼지 발생

량과 농도와 관련하여서는 대전시가 미세먼지 자체발생원이라기 보다, 인근 지역에서 기상

학적 특성에 의해 대전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기상학적 특

성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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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량 추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체계를 파악하였고, 현 체계

가 갖고 있는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UNFCCC에 제출한 

NDC를 분석하여 기존 INDC보다 어느정도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

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미세먼지관리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 

as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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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 심각화, 고령화 사회, 1인가구 증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

로 도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문제는 기후정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환경에서 더욱 심

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후재난 취약성 분석(vulnerability 

assessment)에서 한발짝 나아가 경제적 조건, 사회적 역량, 거버넌스 지원 등이 결합한 

준비성 분석(readiness assessment)을 병행한 취약성-준비성 융합 메커니즘을 적용하였

다. 정책학, 사회학, 대기과학, 의학, 환경정보학 등 융복합 연구를 통한 메커니즘으로 폭

염재난과 건강불평등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 위성영상기반 

데이터, GIS 기반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7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내 커뮤니티 단위를 대상으로 지난 20여년 간(2000-2020)의 폭염 양상(피해 양상), 

건강리스크 양상, 폭염 취약성 평가, 준비성 평가, 취약성과 준비성 융합 평가를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폭염재난 취약커뮤니티, 건강불평등과 및 공간불평등을 확인하고 지역 특성

을 반영한 기후재난 적응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관·연·

학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혁신 실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맞춤형 기후변화 정책을 위

한 데이터 과학기반 플랫폼 구축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연구는 2020년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기후정의와 사회혁

신을 위한 데이터과학기반 시민과학정책모델개발: 폭염재난과 건강불평등을 중심으로, 

NRF-2020S1A5A2A03043565”) 1차년도의 주요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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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연계한 산림 자연기반해결방안(NBS) 활동 분석

조성실, 김동환, 최은호,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dropwort0126@gmail.com

키워드: 자연기반해결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 산림, NBS, SDGs

  자연기반해결방안(Nature-based solutions, NBS)은 인간의 복지와 생물다양성의 이익

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으로 기후위기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주

목을 받고 있다. 최근 WWF(세계자연기금)와 ILO(국제노동기구)는 공동 연구를 통해 NBS

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상호연관성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NBS에 기반한 활동의 SDGs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1개 국제기구 및 기관이 추진 또는 검토한 NBS 사업 중 산림부문과 관련된 활동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산림 관련 NBS는 조림과 산림 복원 및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자연기반, 도시 내 녹색기반, 연안 생태계 복원, 바이오매스, 혼농임업으로 전체 

NBS 활동 13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각 기구가 추진한 산림 NBS는 다음과 같

이 SDGs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 NBS는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감축(SDG 13), 

둘째, 다양한 산림생태계 기능의 유지·증진 측면에서 육상생태계(SDG 15)와 물 안보(SDG 

6), 건강·복지(SDG 3) 및 지속가능한 도시(SDG 11), 세 번째로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사람들에게는 목재, 비목재 임산물을 공급하여 빈곤퇴치(SDG 1)와 식량안보(SDG 2), 

경제발전(SDG 8), 책임있는 소비·생산(SDG 12), 마지막으로 도시에서는 녹색기반을 통해 

에너지(SDG 7) 측면의 이행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산림 NBS 

활동은 Eggermont et al. (2015)과 EU(Somarakis et al., 2019)의 분류 체계인 ‘유형 

1: 보호’, ‘유형 2: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형 3: 복원’ 중 유형 2와 3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NBS에 기반한 산림정책을 수립하여 SDGs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

다. 본 연구는 향후 NBS 활동 유형별 우리나라의 산림부문 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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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지표 간 시너지 및

상충관계 분석: 육상생태계 보전(목표15)를 중심으로

서혜윤,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hyseo504@korea.kr

키워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산림, 육상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전략 등 환경 부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축이 되면서 산림부문의 역할과 기대

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SDGs, K-SDGs) 중 목표 15의 지표(indicators)를 중심

으로 다른 지표 간 시너지(synergies)와 상충(trade-off)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

헌 조사를 통하여 K-SDGs 지표 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총 82개의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에서 활용하고 있는 SDGs 간 상호작용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연

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시너지와 상충관계에서 가장 높은 연계성을 보이는 지표들

을 선정하여 부처, 부문 간 법·제도·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높은 시너지를 보이는 

지표 간에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높은 상충관계를 보이는 지표 간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SDGs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남은 10년 동안 효과적으로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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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공급망 리스크 관리 표준에 따른

목재 합법성 관련 국외 실사체계 비교 분석

장은경, 설미현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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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ISO, 공급망 리스크, 목재합법성, 실사체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글로벌 산림파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벌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 

국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하나로 채택된 바 있다. 구체적 

수단으로 EU나 호주와 같은 주요 국가들도 불법목재의 수입을 금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산림파괴 및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목재 합법성 제도의 일환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1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정식 이행에 이르렀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 단계에서는 

불법벌채된 목재 공급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편으로 실사체계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EU, IKEA 등 국외 실사체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ISO 공급

망 리스크 관리 기준인 1) 위험 규명, 2) 위험 분석, 3) 위험 평가, 4) 위험 조치, 5) 모니

터링 및 검토 등 다섯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국외 실사체계에서는 ISO에서 제시한 다

섯 가지 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실사 체계의 세부 내용에서 다루고 있었다. 호주와 EU는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 규정에서 실사 체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IKEA는 자체 표준인 IWAY

에 기반하여, 불법벌채의 위험성을 원산지와 수종과 관련하여 규명하고 위험 평가 및 완화

를 실사 단계로 포함하고 있다. 기업 단위에서 IKEA에서는 하위 공급자들로부터 관련 정

보의 확인을 요구하고 위험 평가 및 완화에 대한 세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및 외

부 전문가의 현장 실사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사체계를 구축하는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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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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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목재합법성,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실사체계, 불법벌채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산림파괴 및 황폐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목재 근절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고 불법벌채 해결을 위하여 목재 생산국

과 수입국,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불법벌채를 근절

하기 위한 시장 수단으로 소비국가에서의 목재 합법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

재 목재 합법성 제도를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EU(2013년), 인도네시아(2016년), 호주

(2017년), 일본(2018년), 한국(2019)에서 운영하고 있다. 목재 합법성 제도에서 실사체계

는 목재의 공급망에서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IKEA, 유럽 등 주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사체

계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실사체계의 프레임을 제안하

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헤서, 단계별로 1) 실사 프레임(3항목), 2) 불법벌채 위험평가 

요소(2항목), 3) 서류 실사 필수 구성 요소(2항목), 4) 현장 실사 필수 구성 요소(2항목)로 

하여 총 4단계 9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실사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합

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실사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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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공적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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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대응, 공적원조개발, 재원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감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적

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들의 

경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방안을 수립 실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공적개

발원조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재원 확

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공적개발원조 관련 전문가는 총 33명이다. 설문을 

통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공적개발원조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결

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유사한 의견을 묶어 총 10개의 의견으로 묶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첫 번째 설문결과 정리된 10개의 의견에 대해 1(우선순위가 

가장 낮음)에서 5(우선순위가 가장 높음)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두 번째 설문 

결과 10개의 의견에 대해 각각 설문 응답자가 제시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

다. 세 번째 설문에서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제공된 10개의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세가지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녹색기후기금의 적절한 활용, 정부 주도의 우수한 사업 발굴 및 지원, 그

리고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재원마련방법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재원 확충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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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방안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2015년 9월 제 9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인 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새

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의제로 MDGs는 여덟 개

의 목표를 제시한 반면 SDGs는 이를 세분화하여 17개의 의제와 각 의제별 세분화된 목표

를 설정하여 총 169개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MDGs와 SDGs는 차이가 있지

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의 제시이다. 최근 빠르게 나타나고 있

는 기후변화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그

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총 3회에 걸친 설문

을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설문결과를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방

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개발도상국 상황에 적합한 사업

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아직까지 식량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대한 식량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우선 과제는 개발도상국과 공동

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에 교육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또한 개발도상국의 유학생 및 산업연수

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지원하여 지

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는 국가였으나 경제개발로 원조를 제

공하는 나라로 변하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일이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

도상국의 발전에 효과적인 지원방안의 제시한다면 이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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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 언론의 ‘기후 위기’ 경향성 분석

조연희, 유재호,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키워드: 기후위기, 이상기후, 기후변화, 텍스트마이닝, 언론, 경향성 분석

  기상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2020년 한 해에만 약 1조 3천 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전역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Mass Communication and Media)로서 정보 제공

은 물론, 여론 형성, 정책 의제 설정 및 대중 교육의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역할 및 기능에 주목하여 언론에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5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기상이변’, ‘이상기후’, ‘극한 기후 (현상)’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약 31년으로 설정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에 나타난 ‘기후 위기’의 경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P-27

교토의정서 체제와 파리협정 체제의 개도국 REDD+ 

재정지원 제도와 국제 REDD+ 협력체계의 개선 방안

김동환,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donghwan110@korea.kr

키워드: 국제협력, 제도적 상호작용, 원조 조화, 원조 파편화

  REDD+(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메커니즘)는 유엔기후변화협

약 파리협정 체제에서 열대 개도국의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부터 개도국의 REDD+ 이행을 지원하기 위

한 양자ㆍ다자 REDD+ 협력이 진행되었지만 다수의 REDD+국가들이 아직 이행 준비 단

계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와 파리협정 체제의 

REDD+ 재정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적 상호작용을 통한 양자ㆍ다자 협력의 개선방안

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토의정서 체제의　 바르샤바 REDD+프레임워크(The 

Warsaw Framework on REDD+, WRF) 및 성과기반지불(Result-based payment, 

RBP)과 파리협정 체제에서 합의된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CA) 및 국

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성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를 중심으로 REDD+ 재정지원 제도의 형성과 발달(output), 제도에 기반한 결정과 

행동(outcome), 제도의 성과 및 영향(impact) 단계의 쟁점을 도출하고, 개도국의 국가 

REDD+ 이행 수준과 REDD+ 주최국ㆍ파트너국의 ITMO 허용 여부를 고려한 개선 방안

을 제안하였다. 첫째, WRFㆍRBP 기반의 재정지원 체제에서 재정지원 제도들이 중복된 기

능을 수행하여 원조 파편화가 발생하고, 재정지원이 집중ㆍ소외되는 국가가 발생하였다. 

국가 REDD+ 이행 준비가 미흡한 개도국들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을 다자기금을 통한 양

자성 다자원조의 형태로 지급하여 양자협력의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를 이루고, 다자기금은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REDD+국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CAㆍ

ITMO 기반의 재정지원 체제에서는 새로운 REDD+ ITMO 체계의 구축과 ITMO의 수요

ㆍ공급의 불확실성이 예상되었다. ITMO 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제도적ㆍ정책

적 학습이 필요하고, REDD+ 체계가 구축되었고 ITMO 참여의지를 보이는 주최국을 중심

으로 소수의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협력을 추진하여 ITMO의 수요ㆍ공급

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협상과 REDD+ 이행과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중첩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REDD+ 재정

지원의 기능적 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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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사례 연구

조한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P-29 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김이진, 류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30 하천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적 홍수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요소 특성연구

김보람, 심우배

(주)어스

P-31 유기농 복합생태농업에서 온도 및 용존산소 개선을 위한 담수어 서식환경 관리기술

Freshwater Fish Habitat Management Technology to Improve Temperature 

and DO in the Organic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남홍식, 손진관, 공민재, 한양수, 임종악, 이재평

국립농업과학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북수산기술연구소

P-32 한반도 비태풍 시기 강풍의 지역별 특징

-관측자료를 활용한 군집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P-33 강풍특보 발령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폭풍급 강풍의 특징 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P-34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개발 과정을 위한 사례분석

-2020년 영향태풍을 대상으로-

김건우1,2, 정우식1

1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2윈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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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 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보존원 내 깽깽이풀, 섬노루귀, 미선나무의 

식재식물 특성 및 계절 모니터링

임선미1, 김영재1, 윤정원2, 배준규1, 이수호1, 이정호1

1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2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P-36 개비자나무(Cephalotaxus harringtonia (Knight ex Forbes) K. Koch)의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생육지 분포변화 예측

당지희1, 신수경1, 김중현2, 김진한1, 한정은1†

1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 2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

P-37 시민과학을 활용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푸른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senegalensis Rambur)의 분포범위 북상과 미래 잠재서식지 변화 예측

신수경1, 당지희1, 정광수2, 강홍구3, 이꽃리3, 김진한1, 한정은1†

1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 2한국잠자리연구회, 3주)네이처링

P-38 해안가 복합재난 위험지역 유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적용

심우배, 임준혁, 황신범, 오국열

(주)어스

P-39 과거예측자료를 이용한 남한지역 이상고온 발생일 추정

허지나1, 조세라1, 심교문1, 안중배2, 김용석1, 강민구1, 최원준1

1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2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40 온난화 대응 국내 벼 신품종 보급 및 재배실태 조사

서명철, 김준환, 상완규, 조정일, 신평, 백재경, 권동원, 이윤호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P-41 2℃ 그리고 3℃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한의 농업기후 변화 및 벼 생산성 변화

조세라, 심교문, 허지나, 최원준, 김용석,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P-42 주요 농업생태계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비교

강민구, 심교문, 이병태, 김제의, 김용석, 허지나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포스터 발표 III 온라인C 발표장

P-43 도심지 내 녹지면적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analyzing the Effect of Urban Green Space 

on Biodiversity

허민정1, 이수종1, 김지원1, 홍세기2, 김휘진1, 박은빈1, 조현우1, 이우균3†

Minjeong Heo1, Sujong Lee1, Jiwon Kim1, Segi Hong2, Whijin Kim1,

Eunbeen Park1, Hyunwoo Jo1, Woo-Kyun Lee3†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leewk@korea.ac.kr)

P-44 기후와 토양정보를 통합한 양파·마늘의 재배적합도 평가 연구 

김용석, 최원준, 심교문, 허지나, 조세라,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P-4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폭염에 의한 건강 위험도 평가

정휘철, 임영신, 유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46 국가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박송미,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47 기후변화를 고려한 고속도로 기후변화 예측지도 개발

이주광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P-48 고속도로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관한 연구

이주광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P-49 CMIP6 다중모형 기반 한반도 미래 기후 변화 분석

전혜원1, 이성학1, 허지나2, 조세라2, 심교문2, 조재필1

1유역통합관리연구원 유역관리융합연구소, 2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P-50 HSPF 기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분석

김재문1, 신현석1, 백종석2

1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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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P-5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P-53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리스크 분석

정선희1, 이영인1, 임선후2

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2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P-54 COVID-19 전후의 주거용 건물의 전기 에너지소비량 비교 분석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박유진, 윤근영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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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사례 연구

조한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hncho@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국가 수출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동시에 자연환

경을 주요 자원으로 삼는 특성상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관광산업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

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관광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에 

대한 사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호주는 기후변화 적응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Framework)을 

수립하고 관광산업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로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부문 행동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부문 행동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관광행위자들의 형

태변화, 경제적 영향, 지역조사, 마케팅 및 적응 전략 등을 수립해야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관련 사업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뉴질랜드는 2008년 ‘뉴질랜드 관광 

및 기후변화 전략’(New Zealnad Tourism and Climate Change Plan)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크게 관련 부문 의사결정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관련 정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정부, 관광산업계, 관광협회 등), 필요 자원, 정책 이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는 토야코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을 기념하

여 ‘홋카이도 관광환경선언’을 선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과 관광 부문 업계가 하나가 

되어 자원의 순환 이용, 환경의식 고취, 관광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등이다. 독일연

방정부는 2008년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전략(DAS, German Strateg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을 승인하고 관련 부문의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관광부

문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럽 청정 대표 도시로 코펜하겐이 친환경 이미지를 관광에 

접목한 ‘Green Tour’를 상품화하고 ‘Green Copenhage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관광부문에 있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 연구는 

국내 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마련에 유효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이 연구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2020-002-1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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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김이진, 류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jkim@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인식, 적응, 협력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인의 우려가 커

지고 실제적인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행동

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점차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변

화 현상에 대한 적응역량이나 대응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제약이 따르면서, 높은 취약성을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게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행위와 관련된 적응이 감축보다도 중요하면서 시급한 대응

행동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적응행동 지원을 위한 협력 수요 및 우선순위를 포함해 개도

국 현지의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인식과 현황에 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에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실시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들은 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38개 개도국 출신의 대학원생 64

인이며, 설문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국내외 협력 추진(2020-002-0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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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적 홍수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요소 특성연구

김보람, 심우배

(주)어스

obsim@naver.com

키워드: 도시재생, 도시하천, 홍수관리, 계획요소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 60%이상

은 하천이 관류하거나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 기후변화 추세와 도

시화로 인한 홍수위험 영향을 고려할 때 하천주변에 위치한 도시재생사업은 홍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노후된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천에 인접한 입지로 인한 홍

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적 홍수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인접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여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계획요소는 계획측면

(토이지용, 기반시설, 건축물)과 방재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토지이용은 외수 위험

성평가 여부, 이전/이격/제한 등의 계획요소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반시설은 

내수 위험성평가 여부, 기반시설 정비/신설 계획요소 여부 등의 측면을 살펴보았다. 건축물

은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획요소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방재측면에서는 저류지, 

제방 보강, 투수성포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고려하여 하천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적 홍수관리기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1AWMP-  

B12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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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복합생태농업에서 온도 및 용존산소 개선을 위한 

담수어 서식환경 관리기술

Freshwater Fish Habitat Management Technology to 

Improve Temperature and DO in the Organic Rice-Fish 

Mixed Farming System

남홍식, 손진관, 공민재, 한양수, 임종악, 이재평

국립농업과학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북수산기술연구소

namdalli@korea.kr

키워드: 온도, 용존산소,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벼, 담수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온도상승과 그 변화 폭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

업생산성을 위한 농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에 유기농 논에서 벼와 담수어 복합생

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논의 담수조건으로 수서환경 조성에 의한 생태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복합생태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복합생태농업 논은 벼 식재부와 담수어 서식처로써 

수로형 둠벙(논둑을 따라 폭 3∼4m, 깊이 0.5∼1m)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기

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기술은 품종 및 재배방식에 대한 연구로 

기술보급이 수행되고 있으나 담수어 생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담수어종 

중 큰징거미새우는 서식 적수온이 28∼31℃ 정도이며, 15℃ 이하에서는 수일 후 폐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복합생태논에서의 수온 안정성 및 용존산소량 유지관리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수로형 둠벙에 비닐터널을 설치

한 수온관리와 점적호스를 활용한 용존산소량 관리를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복합생태논 둠벙에 비닐터널을 설치하였을 때 평균온도는 0.5∼0.9℃, 최고온도는 1.1∼

2.2℃ 더 높아져 수온 유지 및 상승에 효과를 보였고, 점적호스를 통한 폭기시설이 설치된 

둠벙에서 용존산소량이 0.2∼1.3 ㎎/L 더 높아 산소공급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비닐터널

은 구조적으로 새와 오소리 등 큰징거미새우 천적의 침입을 방지하여 그 피해를 감소하고, 

점적호스를 통해서 논에 관개용수를 동시에 고르게 공급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493904)”의 지

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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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태풍 시기 강풍의 지역별 특징

-관측자료를 활용한 군집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hana717@nate.com

키워드: 한반도 강풍, 태풍급 강풍, 지역별 특징,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16년(2004년부터 2019년)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비태풍 시기 태

풍급 강풍의 시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태풍 시

기 강풍에 대하여 군집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관기상관측, 해양부이, 등표관측 

전 지점 자료의 비태풍 시기 강풍 발생비율, 풍속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반도 내에서 비태

풍 시기 강풍의 특징에 대한 지역 특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근처에 위치한 지점이더라도 비태풍 시기 강풍의 강도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수행한 6개의 군집별로 비태풍 시기 강풍의 발생비율과 

풍속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군집에 해당하는 관측지점들의 분포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점들을 대상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비

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분석기준을 달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방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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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No. 2020R1F1A1068738).



P-33

강풍특보 발령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폭풍급 강풍의 특징 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hana717@nate.com

키워드: 한반도 강풍, 강풍특보,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기상청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강풍, 지진 등 11개 위험요소에 대하여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비태풍 시기 강풍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풍특보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인 광역

시,도별 강풍특보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풍영향시기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외의 경우, 강풍특보의 기준이 강풍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권

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강풍특보 기준이 매우 상세화되어 있는 국외에 비하여 전국이 동일

한 기준이 적용되며, 강풍주의보와 강풍경보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강풍특보

는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

 분석결과, 광역시,도별 강풍주의보와 강풍경도 평균 발령빈도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였

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의 발령횟수가 비교적 높았으며, 내륙·수도권이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추세를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결과, 울산과 

부산이 비교적 높은 값으로 강풍주의보와 강풍경보 발령빈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지역별 강풍주의보와 경보의 발령횟수 및 특징이 뚜렷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자료로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방재적인 대책을 구

축한다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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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임(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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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태풍유형지수 개발 과정을 위한 사례분석

-2020년 영향태풍을 대상으로-

김건우12, 정우식1

1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2윈랩 주식회사

zero6589@naver.com

키워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우태풍, 풍태풍, 종관기상관측, 2020 영향태풍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대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태풍유형지수(Typhoon Type 

Index, TTI)를 한반도의 기후·지형적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한국형 태풍유형지수(Korean 

Typhoon Type Index, KTTI)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풍별로 회귀식을 계산

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20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던 전태풍의 내습시기동안의 종관기상관측(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전지점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하나의 회귀식을 계산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영향태풍기간의 ASOS 지점별로 KTTI를 산정할 수 있었다. KTTI가 ‘양

(+)’일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주는 ‘풍태풍’의 특성을, ‘음(-)’일 경우에는 비의 영향을 

주는 ‘우태풍’의 특성을 가지며 KTTI의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강해진다. 

회귀식을 이용하여 2020년 영향태풍을 대상으로 산정한 ASOS 지점별 KTTI를 시계열과 

분포도로 그려보고 태풍 내습 당시의 언론 보도자료, 기상자료와 비교하여 기후·지역별 특

성을 잘 반영하여 실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실제 피해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KTTI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서 2020년 태풍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전태풍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TTI를 보다 개선시켜나간다면 지역별 태풍사전방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후·기형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지수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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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임(No. 2020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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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보존원 내 깽깽이풀, 섬노루귀, 

미선나무의 식재식물 특성 및 계절 모니터링

임선미1, 김영재1, 윤정원2, 배준규1, 이수호1, 이정호1

1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2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sm891021@korea.kr

키워드: 희귀식물, 특산식물, 깽깽이풀, 섬노루귀, 미선나무, 계절 모니터링

  식물계절 시기의 변화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의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된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희귀, 특산식물보존원 

내에 생육하고 있는 깽깽이풀, 섬노루귀, 미선나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

지 1주 2회 이상 식물식재 특성 및 방문곤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권장하고 있는 Ramas Red List 2.0(2001)에 따라 깽깽이풀은 위기종

(EN_Endangered species), 섬노루귀는 취약종(VU_Vulnerable), 미선나무는 멸종위기종

(CR_Critically Endangered)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섬노루귀와 미선나무는 한정된 특

정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고유의 식물인 특산식물로 분류되어 식물지리학적, 보전적 가치가 

높은 식물이다. 개화시기를 관찰한 결과, 2021년 깽깽이풀, 섬노루귀, 미선나무의 개화는 

일주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화 직전 3월의 평균기온이 예년과 비교하여 1℃ 

정도 높아 개화시기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3월의 평균기온은 5.5℃로 모니

터링 기간 중 가장 낮았으며, 2021년 개화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약 14일 정도 차이를 보

였다. 봄철 개화 시기는 3월의 평균기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평균기온이 1℃ 상승

함에 따라 개화시기가 약 5.1일 앞당겨진다는 보고(Lee, 2009)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

다. 방문생물을 관찰한 결과 깽깽이풀에 화분이나 꽃꿀을 섭식하는 점날개잎벌레, 양봉꿀

벌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양지꽃(노란색 계열)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봄산하늘소

가 방문하였다. 미선나무에 해충으로 분류된 신부날개매미충과 흡밀을 목적으로 좀뒤영벌, 

일본광채꽃벌 등이 주로 방문하였다. 3월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봄꽃의 개화시기를 

당긴 것으로 보이며, 식물 계절성 변화에 관한 연구 자료의 축적은 향후 기후변화와 결부

하여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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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자나무(Cephalotaxus harringtonia (Knight ex Forbes) 

K. Koch)의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생육지 분포변화 예측

당지희1, 신수경1, 김중현2, 김진한1, 한정은1†

1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 2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

dangji1224@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개비자나무, 잠재생육지, 종 분포모형, 생물지표종

  지구 평균기온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 상

승하였는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2배에 달한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안정성뿐만 아니

라 종 분포의 이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된 개비자

나무(Cephalotaxus harringtonia (Knight ex Forbes) K. Koch)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잠재생육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환경변수는 Worldclim의 19개 생

물기후와 지형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r|>0.8) 변수를 제외한 6개의 생물기후변수와 지

형변수를 선택하였다. 대표농도경로(RCP4.5, 8.5)를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적용하고, 현재

와 미래(HadGEM2-AO/2050년대, 2070년대)의 잠재생육지를 예측하였다. MaxEnt를 활

용해 종 분포모형을 구축한 결과, 정확도(AUC)는 0.915 (S.D. = 0.012)로 예측력이 매우 

높았다.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는 가장 건조한 분기의 강수량(25.9%), 연평

균강수량(22.6%), 경사(15.5%), 평균고도(15.3%) 순이며, 개비자나무는 가장 건조한 분기

의 강수량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서 분포확률이 증가하였다. 경사도의 경우 계곡부 

암석지대에 생육하는 개비자나무의 분포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는 지구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잠재생육지 분포가 남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비자나무의 분포는 주로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이동성이 없는 식물의 특성 등을 반

영한 변수 구축,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시민참여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운영(NIBR2021291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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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을 활용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푸른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senegalensis Rambur)의 

분포범위 북상과 미래 잠재서식지 변화 예측

신수경1, 당지희1, 정광수2, 강홍구3, 이꽃리3, 김진한1, 한정은1†

1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 2한국잠자리연구회, 3주)네이처링

skyung@korea.kr

키워드: 기후변화, 시민과학, K-BON, 분포이동, 종분포모형, 잠재서식지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반응은 생물·비생물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분포

이동(range shift)은 가장 가능성 높은 종의 반응으로 여겨진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기

후변화가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분석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은 비용효과성, 정보량, 인식증진 측면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도구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된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분포이동

을 파악하고, 미래 잠재서식지를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출현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이며,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Worldclim의 생물

기후변수를 활용하였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서식지 예측은 남한상세앙상블(MME5s) 

기후모델을 적용하였다. 아열대성인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이전에 남부지방(제주도, 전라

도)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2011년 이후 충청권역에서 꾸준히 출현하였다. 2014년부터 

강원(원주시), 일부 수도권(경기 남부, 서울)에서도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경기 북

부(고양시)에 처음 출현한 이후, 2020년 파주시에서도 기록됨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고위도를 향한 분포범위 확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종분포모형을 

구축한 결과, 정확도(AUC)는 0.78로 예측력이 적절했고, 연평균온도(Bio1: 64.1%)와 가장 

따뜻한 달의 최고기온(Bio5: 14.7%)이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미래

(2050·2070년대)에는 잠재생육지 범위가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북상이동을 확인하는데 시민참여 모니터링이 필수자료

로 활용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부문에서 시민과학의 중요성 및 필요

성이 더욱 강조된다.

※ 이 연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시민참여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운영(NIBR202129101)”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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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난 위험지역 유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적용

심우배, 임준혁, 황신범, 오국열

(주)어스

obsim@naver.com

키워드: 재해예방기법, 위험지역 유형화, 복합재난, 지역맞춤형, 위험지역 분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하천이 

연결되는 하구 등의 위험지역은 복합재난 위험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재해의 발생 빈

도, 규모, 위험도 등의 다양한 복합재해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요소의 

적용을 위해서는 위험지역의 유형화를 통한 적합한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

이 고려되지 않은 위험도만을 기준하여 제시되는 기존의 예방기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합리

적인 유형화 분류와 유형별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수 및 하수흐름의 경계를 나타내는 배수분구와 제내지에서 

발생된 지표류가 관망 이외에 최종적으로 합류되는 하천을 경계 기준들로 선정하여 피해위

험성 평가에 대한 위험지역의 유형화 분류의 공간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

렴 등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요소와 재해예방기법별 지역맞춤형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위험지역 유형화 결과와 지역맞춤형 요소 도출 결과를 고려한 위험지역 유

형별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위험지역의 유형화 방법

과 유형별 재해예방기법 도출 방법은 향후 해안지역의 복합재난 발생 시 합리적인 재해저

감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대형복합 재난대응 기반기술개발” 연구사업의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기술 

개발’ 연구비지원(2018-MOIS31-008-01020000-202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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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예측자료를 이용한 남한지역 이상고온 발생일 추정

허지나1, 조세라1, 심교문1, 안중배2, 김용석1, 강민구1, 최원준1

1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2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hjn586@korea.kr

키워드: 농업기상, 계절예측, 이상기상, 이상고온 

  본 연구에서는 남한지역 장기(3개월)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이상고온 발생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30년(1991년-2020년) 동안 지역기후모형(WRF)에서 생

산된 여름철(6~8월) 일별 최고기온 과거예측자료와 동일 기간의 기상청 종관기상관측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작물의 고온해 발생 위험 온도인 30℃(주의), 32℃(위험)을 기준으로, 최고

기온이 기준온도를 넘으면 이상고온으로 정의하였다. 30년 여름철 평균 예측 최고기온은 

27.1℃로 관측(28.5℃)보다 1.4℃ 낮게 모의하여, 장기예측자료가 최고기온을 과소모의하

는 특성이 나타났다. 30℃이상 발생일을 살펴보면, 30년 평균 예측자료는 25.6일로, 관측

(34.3일)보다 약 8.7일 적게 모의하였다. 32℃이상 발생일을 살펴보면, 30년 평균 예측자

료는 6.3일로, 관측(17.0일)보다 약 10.7일 적게 모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장기예측자료는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평균 최고기온을 잘 모의하였으나, 이상고온과 같은 최고기온의 극값

은 잘 모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극값 과소모의 경향은 기후예측모형의 일

반적인 특성으로, 농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PJ014891(장기 농업기상 예측 및 상세화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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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대응 국내 벼 신품종 보급 및 재배실태 조사

서명철, 김준환, 상완규, 조정일, 신평, 백재경, 권동원, 이윤호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mcseo@korea.kr

키워드: 온난화, 신품종, 벼 재배실태, 품종개발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는 약 0.3℃/10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온난화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이 중요하며 그 가운데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벼의 품종개발과 보급이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품종개발이나 기후변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우리나라 벼 품종의 농가재배 실태조사와 분석 및 신품종 

보급률을 분석하였다. 

  품종별 농가재배면적 조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서 매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조

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벼는 신품종 

등록이후 보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벼 신품종은 등록이후 10년까지를 신품

종으로 정의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품종 보급률을 조사 분석하였다.   

  벼의 품종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목표형질은 생산성과 품질이었으나 

최근에는 병해충 내성, 품질, 고온내성 등 기후변화 관련 목표형질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벼 재배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94.5만ha에서 2019년에는 73.0만ha

로 14년간 약 21.6만ha가 감소하였다. 벼 생태형별 재배비율은  평균으로 조생종 

10.4%±1.2, 중생종 5.1±1.4, 중만생종 84.3±1.8로 분석되었다. 14년간 조생종 품종의 농

가재배 상위 10 품종의 수는 33품종으로 품종의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운광벼, 오대벼가 계

속적으로 1, 2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 이후로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3위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만생종의 경우 21 품종이 상위 10품종에 해당되었으며 2000대 후반

에는 동진1호가 많이 재배되었으나 2010년대 초에는 호품벼, 중반이후로는 새누리가 많이 

재배되었다. 신동진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에는 새누리와 역전현

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부보급품종에서 새누리를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입품종인 추청벼는 2009년 14.1%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7.4%까지 감소하였

다. 2006년부터 상위 10품종에 계속하여 포함된 품종으로는 추청, 일품, 신동진이 있으며 일

미는 2019년에 14위로 떨어지고 새일미로 대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조생종 벼 신품종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보았을 때 품종 수도 증가하고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중만생 품종 가운데 신품종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51%, 42%, 13%, 21%, 21%로 연차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P-41

2℃ 그리고 3℃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한의 농업기후 변화 및 벼 생산성 변화

조세라, 심교문, 허지나, 최원준, 김용석,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seta43@korea.kr

키워드: 농업기상, 벼생산량, 기후변화, 고온해, 2℃ 지구온난화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대비 2℃ 그리고 3℃ 지구온난화 수준에서의 남한의 농업기후변

화 및 그에 따른 벼 생산량 변화를 CORDEX-EA2지역 앙상블 지역기후모델링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기온의 증가는 식물기간(vegetable period)와 작물기간

(crop period)을 증가시키고 재배 가능지역을 확장시키는 등 중만생종 벼의 생산에 긍정

적인 영향도 있지만, 등숙기를 단축시켜 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고온 관련 극한 현상의 증가는 벼 생육단계 가운데 고온에 민감한 시

기인 개화기, 등숙(ripening)기와 관련하여 벼의 불임을 증가시켜 쌀의 생산량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화 대비 2℃ 그리고 3℃ 지구온난화 수준 하에

서 이 생육단계의 극한기온 발생빈도는 현재대비 각각 27.16% (2℃ 온난화), 54.59% 

(3℃ 온난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의 증가와 관련된 종관패턴을 

분석한 결과 온난화에 따른 대기 열적 팽창에 의한 순압성 고기압 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전국적 폭염의 증가가 가장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4937)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CORDEX 동아시아 2단계 자료는 ESGF 

node (https://esg‐dn1.nsc.liu.se/search/cordex/)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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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업생태계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비교

강민구, 심교문, 이병태, 김제의, 김용석, 허지나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hyekky@korea.kr

키워드: 플럭스, 에디공분산, 이산화탄소 교환량, 농업생태계

  농경지는 긴 시간 규모에 대해 탄소중립(carbon-neutral)으로 인정받지만, 일별부터 계절

까지 다소 짧은 시간 규모에 대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의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농경지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관측자료는 지역적 탄소 순환을 정

량화하고 탄소-기후 접합 모형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하다(허지나 등, 2020). 본 연

구에서는 주요 농업생태계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비교를 위해 논(벼), 밭(콩), 과수원(사과) 등 

세 곳의 농업생태계에서 에디공분산법을 기반으로 최근 3년(2018~2020)에 대해 플럭스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EddyPro 프로그램, Tovi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치 제거, 결

측 자료 메우기(gap filling), 마찰 속도(u*) 보정 등으로 품질 검사(Quality Screening)를 

수행하였다. 생육 기간(6~9월)에 총일차생산량(GPP, gross primary production), 호흡량

(RE, ecosystem respiration), 순생태계교환량(NEE, net ecosystem exchange)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기 중 CO2 흡수량은 논(NEE: -4.6μmol/m2/s)과 밭(NEE: -2.7μ

mol/m2/s)에 비해 과수원(NEE: -0.6μmol/m2/s)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은 2019년과 비교하여 대기 중 CO2 흡수량이 논, 밭, 과수원 모두 

감소하였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논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2019년은 2018년과 

비교하여 대기 중 CO2 흡수량이 과수원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향후 농경지에 대해 

장기적인 플럭스 관측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탄소 수지 예측 등

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PJ014892(주요 농업생태계의 에너지-물-CO2 플럭스 정량화 및 연간 수지 

분석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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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녹지면적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analyzing the Effect of Urban Green Space

on Biodiversity

허민정1, 이수종1, 김지원1, 홍세기2, 김휘진1, 박은빈1, 조현우1, 이우균3†

Minjeong Heo1, Sujong Lee1, Jiwon Kim1, Segi Hong2, Whijin Kim1,

Eunbeen Park1, Hyunwoo Jo1, Woo-Kyun Lee3†

1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2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3†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leewk@korea.ac.kr)

gjalswjd212@korea.ac.kr

키워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연결녹지, 종다양성 지수, 녹지연결성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2021년 제4차 원 플래닛 정상회의에

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육상-해양 생물종 보호와 산림보전 및 복원 등의 중

요성을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2년 리우 생물

다양성협약에 참여 한 바 있으나 20세기 후반 국토개발 및 도시화를 주도하여 도시녹지와 

야생생물 서식지의 훼손 및 파편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최근 생태계 관련 정책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녹지면적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증감에 대한 정량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지분포 면적 및 형태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급속한 도시화로 녹지가 

단절된 세종특별자치시로 선정하였으며, 군집 내 종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류를 목표

생물종으로 선정하여 종다양성 지수인 ‘Shannon-Wiener index’를 이용하였다. 조류의 

먹이원이 되는 곤충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최대 1km 내 분포하고 있는 녹지를 연결기준으

로 적용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물종을 분

석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녹지분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를 토대로 약 10년간 해당 지역의 종다양성 지수를 

측정한 결과, 도심지 내 녹지 부재 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였고 연결녹지가 조성되어 있을 

시엔 생물다양성이 유지 및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연결

녹지 분포에 따른 생물종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연결녹지 영향의 정량

적 평가에 대한 기반연구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21UMRG-B1581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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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토양정보를 통합한 양파·마늘의 재배적합도 평가 연구 

김용석, 최원준, 심교문, 허지나, 조세라,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cyberdoli@korea.kr

키워드: 양파, 마늘, 재배적합도, 기후, 토양

  농업인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작물의 재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후

와 토양의 조건을 알고 재배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채소 재배적지에 대

한 선행 연구에서는 기후적인 요소와 토양적인 요소를 각각 고려한 정보들만 제공되고 있

어서 특정 작물의 생육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파와 마늘의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에 따른 종합적인 재배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기후에 따른 작물의 생육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고·최저기온과 생육적온을 이용하여 작물의 생장률을 계산하는 TRM  

(Temperature Response Model) 방식을 적용하여 기후자료를 생산하였고, 토양자료는 

작물의 재배 가능정도를 지형, 경사도, 심토토성, 배수등급, 유효토심, 자갈함량 등을 고려

한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보시스템인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토양적성도를 이용하였다. 기후

와 토양의 모든자료는 270m 격자자료로 수집 및 변환하였고, 적합도 평가 방법은 각 격

자별 인자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는 최대저해인자법을 이용하였다. 최종

적으로 작물의 적합도는 최적지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양

파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7.4%가 적지, 13.9%가 가능지로 평가되었고, 마늘의 경우는 

8.7%가 적지, 12.6%가 가능지로 평가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인자별 중요도를 고려

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기후와 토양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작물 재배적

지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는 “PJ0135482021(기후·토양 통합정보 기반 재배적지 상세 평가 연구)”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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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폭염에 의한 건강 위험도 평가

정휘철, 임영신, 유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chjung@kei.re.kr

키워드: 기후변화, 폭염, 건강, 위험도, 적응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건강에 대한 폭염 위험도

를 평가하고 지도로 작성하였다. 위험도(risk)를 위해성(hazard), 노출성(exposure), 취약

성(vulnerability)의 함수로 정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의 위험도 개념을 적용하였

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연도인 2001년~2020년, 미래연도인 2021

년~2040년(RCP 4.5/8.5) 기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도로 나타내었다. 위해성 지

표로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일 수, 일 최고기온 등, 노출성 지표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야외 노동자 인구 비율 등, 취약성으로 응급의료기관 수, 도시화면적 비율 등을 초기 선정

하였으며 건강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

한,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위

해성, 노출성, 취약성 지표와의 연산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폭염에 의한 건강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의 지

표를 분석하여 지자체의 폭염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된 결과는 지자체의 폭염 위험도 경감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도구 지원(2021-001-04)」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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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박송미,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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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적응대책, 정책 연계성

  본 연구의 목적은 5년 주기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광역지자체 기후변

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계획 간 연계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

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2021년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시행 원년임과 동시

에, 지난 3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관련 중앙부처는 해당 계

획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는 2021년 현재, 제3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국가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 및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며, 정책의 위계상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이

후 대책의 방향을 고려하여, 각 광역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를 갖는다.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

체에서 수립하는 세부시행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보다 나은 연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환경 부문 유관 계획의 위계 및 이

행 체계를 검토하여 현황 및 차이점 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를 검토하여 국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

응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계획 수립 사례 

분석을 통한 수립 여건을 파악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술된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및 광역지

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연계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연

계성 강화 방안 및 사례 분석 등의 결과에 의한 시사점 등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

고를 위한 기초연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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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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고속도로 기후변화 예측지도 개발

이주광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jugoang@ex.co.kr

키워드: 기후변화, UNFCCC, IPCC

  기후변화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시

나리오로써 4종(RCP 2.6, RCP 4.5, RCP 6.0, RCP 8.5)으로 구분되며, 온실가스(이산화

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자료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시나리오

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하고, 하

나의 대표적인 복사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

서 ‘대표(Representative)’라는 표현과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

하기 위해 ‘경로(Pathways)’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노선에 따라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기

상청 기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시나리오에서 제어적분400년, RCP시나리오, 격자크

기1km, 기후예측모델 HadGEM3-RA, 극한기후요소(폭염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강수강

도)등의 요소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GIS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정제 후 재생산이 

필요하여, 각 ASCII파일을 연도별로 재분류하고, 헤더정보 입력, 행렬구조 변경, 연단위 데

이터로 변환 등의 데이터 정제작업을 진행했다. 재생산된 폭염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강

수강도 데이터는 ArcGIS 10.2(GIS 분석 프로그램)에서 격자화(1x1km)하고, 고속도로 시

설물과 공간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주변 격자 기후지수를 도출하였다. 대설의 경우는 RCP

시나리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설량 관련 데이터의 경우 RCP시나리오

를 적용한 적설량예측결과 도출을 위해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관측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온 및 

강수량 자료는 1968년부터 2018년까지의 50년, 102개 관측소의 4310개 데이터를 사용하

였고, 이를 최심신적설량에 적용하여 각 관측지점별 모델을 학습했다. 이후 신경망 모델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이용해 RCP시나리오를 적용한 연도별 적설량예측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고속도로 기후변화 예측지도를 통해 2100년까지의 

고속도로 주변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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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관한 연구

이주광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jugoang@ex.co.kr

키워드: 기후 영향, 기후변화 적응사업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침(환경부)”에 따라 자체적

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인 고속도로 네트워크

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고속

도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

오를 활용한 미래 기후 변화 전망 분석과 기후 변화 영향 분석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운

영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후 영향 및 위험평가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5개년 동안 수

행할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 세부 사업은 포장 

리모델링 사업, 배수시설 보완 사업, 제설자재창고 설치 사업, 비탈면 보완 사업, 토석류 

저감사업, 자동제설설비 설치 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폐도복원 사업, 정보제공

(VSM, CCTV) 및 통합교통정보시스템 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수행중인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매년 이행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49

CMIP6 다중모형 기반 한반도 미래 기후 변화 분석

전혜원1, 이성학1, 허지나2, 조세라2, 심교문2, 조재필1

1유역통합관리연구원 유역관리융합연구소, 2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hyewon.jeon@iwmi.kr

키워드: 기후변화, CMIP6, SSP시나리오, 상세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 및 

이상기상 변화량을 전망하고 농업 부문의 영향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미래 

전망 연구는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R5)의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를 사용해 왔다. 반면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는 복사강제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공통사회경제경

로(SSPs: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6

에서 사용하고 있는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반도 미래 기후의 특성 변화를 분

석하였다. 기후모형의 선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KACE-1-0-G 모형을 포함한 18개 GCM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래 전망 분석은 비모수

적분위사상법(Non-parametric Quantile Mapping)을 이용한 통계적 편이보정 기법을 적용

하여 기상청 63개 관측소를 대상으로 생산된 일단위 상세화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세화 자료

는 ETCCDI 기후변화 지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한반도 강수량 및 기온은 가까운 미

래에서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 연구는 “AR6 기후전망 기반의 농업생태계 기후·이상기상 분석 및 정보생산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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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F 기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분석

김재문1, 신현석1, 백종석2

1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kzmans7@naver.com

키워드: Non-Point Source, HSPF, Water Quality, Riparian Buffer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하여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

합물관리 원칙을 반영하여, 강우시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농도를 저감하고자 

사후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저감하고자 현재 비점

오염원 관리는 Low Impact Development(LID) 기법과 정화림 도입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 및 수질 분석이 가능한 모델인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를 활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효율을 산정하였다. 낙동강

유역내에 위치한 운문댐유역 모형을 구축하고,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유량과 수질요소

(BOD, TN, TP)를 검보정 하였다. 모형의 평가 방법으로는 R2, % difference를 사용하였

으며, 검보정 결과 모두 very good으로 산정되었다. 산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유역에 

정화림 면적 0.8ha 이상 구축하였을 경우 비점오염원 관리에 적합한 면적적용으로 산정되

었다. 

※ “본 연구는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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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이상기상, 건강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평균적인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지구 평균적인 기온의 상

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균적인 기온의 상승폭이 1.5 ℃ 이내로 유지되더라도 국지적인 기온의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거나 또는 감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폭염발생 유무에 따른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는 것이다.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은 오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폭염 발생여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폭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

에서 2018년 서울의 일 최고 기온을 사용하였고, 고농도 오존 발생여부는 8-hour max 

오존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고농도 오존과 폭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6월~8월

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폭염이 발생하지 않은 날의 경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많은 날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오존농도가 월평균 약 2 ~ 8 

ppb 더 높았다. 반면에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사망자의 수가 많은날이 그렇지 않은날에 

비해 월평균 20 ppb 까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현상이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토대로 고농도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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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에 미치는 영향

박선경

평택대학교 ICT융합학부 ICT환경융합전공

skpark@ptu.ac.kr

키워드: 기후변화, 대기오염, 뇌혈관질환

  고농도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

어 왔다. 최근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건강에 복합적

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과 건강의 연

관성에 기후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로 인

해 발생하는 이상기상현상의 하나인 한파가 발생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대기오염이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별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농도는 서울의 2008년에서 2018년 시간별 PM2.5, 

PM10, 그리고 NOx를 분석하였으며, 기상변수로는 시간별 기온과 강수량, 상대습도 및 

풍향과 풍속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기오염물질 중 PM2.5와 PM10의 농도가 높은 경

우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한파가 발생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한 결과, 한파가 발생한 날의 경우 고농도 대기오염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 

사이에 더욱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파가 발생한 날 뿐만 아니라 한파 발생

일 수일 이후에도 대기오염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일간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기상현상과 대기오염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건강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와 대기오

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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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을 보유·관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환경부의 공공기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

립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적응대책 

수립을 통하여 시설물, 시설관리자, 국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직접 진

단하고 리스크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력

시설, 유류·자원관리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강풍, 대설, 폭염, 한파, 호우의 극한기후발생가능성에 영향의 크

기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극한기후발생가능성은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와 RCP 8.5)

를 활용하였고, 영향의 크기는 기관 담당자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을 1~5점 척도로 

진단하여 활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10~20년 동안 폭염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영향의 크기는 기후영향요소별, 분야별로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았다. 폭염 발생가능성의 큰 값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지역에서 폭

염의 기후변화 리스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시설물별로 대설, 호우 등의 리스

크도 클 것으로 진단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적응대책 수립을 통하여 공공기관 bottom-up 방식으로 도출한 우선순위 리스크와 리스

크 저감대책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관련 국

가중장기계획 등에 반영되고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분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적 리스크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적응정책 주류화(2019-005-02) 연구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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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발생 이후 지역별 제한조치 및 거리두기로 인해 상업시설, 대중교통, 교육시

설, 주거시설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COVID-19과 건물에너지 사

용량에 대해 개별 건물의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밝혀냈으나, 건축물의 개별 특성

을 반영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이후 주거 공간의 사용시간 변화에 따른 건물에너지 사용

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연구 범위는 Google mobility trends에 측정된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우리나라 주거 공간에서 보낸 시간 변

화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전기에너지사용량으로 

하였다. COVID-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주거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증감을 분석하였으며, 월별, 에너지원단위별, 

사용승인일별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 대비 2020년은 에너

지사용량은 약 20만 215TOE 증가하였으며, COVID-19의 영향으로 거주시간이 가장 높

았던 3월의 경우 서울 모든 아파트 단지의 약 92% 단지가 전기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였

다. 사용승인일별로는 2000년 이전의 아파트 단지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에너지사용

량이 높았고, 2000년 이후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부문이 전체의 25%로 이에 대한 건물에너지

의 감축 및 관리 대안(‘그린뉴딜’ 등)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추후에 전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에너지 분석할 것이며, 이 자료를 기반으로 COVID-19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 발생 시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제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포스터 발표 IV 온라인D 발표장

포스터 세션 IV (기후변화 과학)

포스터 세션 IV - 기후변화 과학 (13:00 온라인) 좌장 :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P-55 Dynamic Inundation Modelling in Climate Model

Seok-Geun Oh1, Laxi Sushama2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t. Civil Engineering and Applied Mechanics

P-56 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동아시아 태풍 활동의 미래 변화 연구: 

CORDEX-East Asia Phase II

문태호1, 신석우1, 김태형1, 이민규1, 차동현1, 장은철2, 안중배3, 민승기4

1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2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3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4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P-57 Change Detection for Flood Events Monitoring Using Sentinel 1 SAR 

Imagery on Google Earth Engine in Savannakhet, Lao PDR.

Sitthikone Mounlamai, Seong-woo Jeon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58 K-mean clustering 분석 기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특성 분석

오새윤1, 예상욱1, 정용철1, 이민희2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

P-59 열대 수렴대에서 convective 강수와 large-scale 강수의 

선형 경향성 차이 이해: 재분석 자료 분석 결과

전준구, 예상욱, 송세용

한양대학교 해양대기상호작용연구실

P-60 안동지역의 토양수분 변화양상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P-61 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누적강수량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포스터 발표 IV 온라인D 발표장

P-62 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적산온도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P-63 동아시아 여름철 극한 고온 날 (Extreme Heat Day) 발생 빈도에서 나타난 

1990년대 전·후반기 regime shift 특성

이용한, 예상욱, 홍진실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P-64 CMIP5 모델의 1900년대 초반 북극 고온 현상 모의 성능 분석

김혜연,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P-65 CMIP6 다중모델 기반 현재기후 재현성 평가

이재희, 성현민, 김지선, 심성보, 하종철, 변영화,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P-66 쾨펜 기후구분(Kö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을 이용한 

과거와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한승희1, 박태원1,2, 문종빈2

1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지구과학교육전공, 2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67 인공물을 활용한 도시화 효과 기여도 개발

이찬기1, 박태원1, 장민희2, 박두선3

1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P-68 여름철과 겨울철 극한기온지수의 과거기후값과 신기후값 비교에 관한 연구

이혜수, 강권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P-69 머신 러닝을 이용한 한국의 개엽, 단풍 예측 모델 구축

이세현,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55

Dynamic Inundation Modelling in Climate Model

Seok-Geun Oh1, Laxi Sushama2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t. Civil Engineering and Applied Mechanics

seokgeunoh@snu.ac.kr

  This study introduces a simple and newly-developed fluvial inundation 

parameterization using high-resolution climate model and investigates its 

impacts on regional climate. The 2009 Red-River spring flood is selected as a 

case study and this approach is tested with the regional climate model, Global 

Environment Multiscale (GEM) version 4.8 with 10km resolution, and Canadian 

Digital Surface Model elevation (~20m).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fluvial 

inundation on regional climate, the sensitivity experiments using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for soil moisture are conducted with 1km resolution through 

a three-step one-way nesting approach. Generally, new approach can capture 

the development-decay of fluvial inundation, similar to MODIS observation. 

The resonable statistic values (probability of detection: 0.71, false alarm ratio: 

0.26) are found on April 15-22 when occurred the largest MODIS-observed 

fluvial inundation. In sensitivity experiments, the increase of soil moisture by 

flooding can induce the decrease of albedo, leading to the increase in 

absorbed solar radiation energy at surface. Most of the absorbed energy is 

used by the latent heat flux, inducing the temperature cooling and moisture 

increase. These changes are larger in daytime than nighttime a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nly two months (May-June) from the flooding, 

which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emperature simulation. The 

significant decrease and increase of precipitation in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regions away from the flooded region, respectively, are noted 

post-flooding. These chang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and 

increase of moist static energy by moisture divergence and convergen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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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지속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미래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CORDEX) framework 를 기반으로 3개의 Global Climate Models (GCMs) 강제력을 

이용한 수평해상도 25km의 5개 Regional Climate Models (RCMs) 모의 결과를 토대로 

동아시아의 과거(1981-2005년)와 미래(2006-2100년) 태풍 활동을 조사하였다. 최적화된 

태풍 트랙킹 기준을 이용하여 RCP2.6 및 RCP8.5 시나리오에서 과거(1981-2005년), 21

세기 중반(2026-2050), 21세기 후반(2076-2100) 태풍의 발생밀도, 진로밀도 및 강도를 

분석하였다. 일부 모델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의 systematic bias를 피하기 

위해 Equal Weighting Averaging과 Performance-based Ensemble Averaging 기법을 

통한 Multi-Model Ensembles를 이용하였다(MME-EWA, MME-PEA). 대부분의 결과에서 

미래에 중위도 지역의 종관적 특성은 태풍이 발생 및 이동하기 좋은 조건(연직바람시어 감

소, 해수면온도 상승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미래에 중위도 지역의 태풍 활동이 증

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KMI2020-0141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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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sitthikone.k@gmail.com

Keywords: Sentinel 1, SAR, flood, change detection, cloud computing

  Climate change caused water related disaster which occur frequently 

worldwide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ensor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mapping, monitoring water quantity and 

detect the damages, as it can emit and receive signal in day and nighttime as 

well as it can penetrate through the cloudy conditions. This study will be 

analyzed changes in flood area caused by the heavy rain resulted from 

tropical storms in southern Lao PDR during October to November 2020 using 

Sentinel-1 ground range detected (GRD) images. Firstly, Sentinel 1 images 

collection was collected, consisting of pre and post event data which 

pre-processed with Sentinel 1 Toolbox in in Google Earth Engine (GEE) and 

apply Refined Lee Speckle filter. Next, calculate differences of the pre and 

post image in order to define the thresholds for extract flood extent. then 

filter out the permanent or seasonal occurring surface water. Lasting 

calculating the flooded area with the time series to analyze inundated area 

overtim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useful method of change detection to 

estimate the flood inundation area which could rapidly generate from a cloud 

computing platform, Google Earth Engine. This method could be beneficial to 

post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er.

※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20200029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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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 clustering 분석 기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특성 분석

오새윤1, 예상욱1, 정용철1, 이민희2

1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

dhto977@gmail.com

키워드: K-mean clustering, 동아시아 대기 순환, 지구온난화, 해빙 감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기 순환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대기 순환의 특성이 변하면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면서 

폭염, 호우,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의 발생 특성의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

후변화에 기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와 그에 관련된 기후 요소들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mean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최근 63년(1958-2020)동

안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일별 500hPa 지위 고도를 분석하여 10개의 유의미한 대기 순

환 클러스터를 분류하였다. 10개의 대기 순환 클러스터 중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는 클러스터와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클러스터가 나타났다. 각 클러스터의 연도별 

발생 횟수 시계열을 사용하여 해수면 온도, 500hPa 지위 고도장의 선형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는 클러스터들은 지구온난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 대기 순환 클러스터들은 해빙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는 대기 순환 클러스터들의 다양한 특성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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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수렴대에서 convective 강수와 large-scale 강수의 

선형 경향성 차이 이해: 재분석 자료 분석 결과

전준구, 예상욱, 송세용

한양대학교 해양대기상호작용연구실

tizm6610@hanyang.ac.kr

키워드: 강수, 열대수렴대, 재분석 자료, 기온의 연직구조, 선형추세

  열대 수렴대(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지역의 강수는 열대지방의 강

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로 막대한 양의 잠열 방출을 통해 전 지구 대기 순

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 열대 수렴대 지역의 강수 특성

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전 지구 대기 순환의 특성 변화와 에너지 순환을 파악

하는데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42년(1979~2020)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재분석 자

료 (reanalysis data) 들을 분석하여 열대 수렴대에서 convective 강수와 large-scale 강

수의 경향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럽 중기예보 센터 (ERA5) 재분석 자료와 일본 기상청

(JRA-55) 재분석 자료에서 총 강수량의 선형 추세는 전 지구적으로 비슷하였지만 

convective 강수의 경우 열대 수렴대 부근에서 서로 다른 선형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대기의 연직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

다. JRA-55가 ERA5 보다 대기 연직 온도의 증가 선형 추세가 특히 하층에서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온도 증가 추세가 대기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어 이 지역 convective 강수

의 선형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재분석 자료에서 대류 가능 잠재 에너지와 대류 억제 에너지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P-60

안동지역의 토양수분 변화양상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kceom6578@hanmail.net

키워드: 토양수분함량, 토양 물 보유량, 물 보유량 예측모형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안동기상대에서 조사한 안동지역

의 깊이별 토양수분함량을 근거로 하여, 토심 50cm깊이 내의 물 보유량에 대하여, 년 중 

36개 순 별 물 보유량을 식(1)과 같이 산정하여, 4년간 즉 144개 순 동안 토심 50cm깊

이 내의 물 보유량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그 물 보유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식(2)와 

같이 설정하여 그 주기성을 분석한 결과, Yo=73.4, a=30.88, b=181.4, c=0.88, R2 = 

0.66** 으로서,  안동지역의 토심 50cm깊이 내의 물 보유량은 5년 (181.4 개 순)의 주기

로 고도의 유의성 있게 변화 한다고 판단되었다.

                Ws =   









                    (1)

    Ws : 물 보유량, Ti : 기간,  Di : 토양깊이,  Q : 토심별 물 보유량
                STw = Yo + a sin (2 pi X / b +c)         (2)
     STw : 50cm까지의 총 물 보유량,  X : 시기(순),  Yo,a,b,c : 계수

안동지역의 4년간 (2009-2012) 토양 깊이별 

토양수분함량 변화양상

안동지역의 토심 50cm깊이 내의 

물 보유량 변화양상

※ 이 연구는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과제번호 120017-0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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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누적강수량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kceom6578@hanmail.net

키워드: 누적강수량, 예측모델, 위도, 경도, 평균누적강수량

  어느 지역의 년 누적 강수량은 좌표 즉 위도와 경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년 중 순별 강수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년 평균 누적강수량을 추정할 수 있

는 모형을 식(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위도 또는 경도가 1도 차이 남에 따라 년 평균 누

적강수량의 변화량은 식(2)와 같이 산정된다.

    E(AT) = Eo + A X + B Y                      (1)

    d[E(AT)] / dX = A,   d[E(AT)] / dY = B        (2)

      *E(AT) : 년 평균 누적강수량,  X : 경도,  Y : 위도,   Eo, A, B : 계수

 우리나라 전국 72개 지역의 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누적강수량의 추정모형은 식(3)

과 같이 나타났다.

    E(AT) = 1,023.8 + 18.96 X - 58.03 Y          (3)

 상기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년 평균 적산온도는, 경도가 1도씩 동쪽으로 갈

수록 18.96mm 씩 많아지고, 위도가 1도씩 높을수록 58.03mm 씩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경도(X축)와 위도(Y축)별  년 평균 누적강수량> <위도(X축)와 경도(Y축)별  년 평균 누적강수량>

※ 이 연구는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과제번호 120017-02]”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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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적산온도 분석

엄기철, 이동석

주식회사 세종데이터연구소

kceom6578@hanmail.net

키워드: 적산온도, 예측모델, 위도, 경도, 년 평균 적산온도

  어느 지역의 년 적산온도는 좌표 즉, 위도와 경도에 따라 수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적산온도 값에 근거하여, 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적

산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식(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위도 또는 경도가 1도 차이 

남에 따라 년 평균 적산온도의 변화량은 식(2)와 같이 산정된다.

   E(AT) = Eo + A X + B Y                      (1)

   d[E(AT)] / dX = A,   d[E(AT)] / dY = B        (2)

     *E(AT) : 년 평균 적산온도,  X : 경도,  Y : 위도,   Eo, A, B : 계수

 우리나라 전국 72개 지역의 위도와 경도에 따른 년 평균 적산온도의 추정모형은 식(3)과 

같이 나타났다.

   E(AT) = 14,511 + 29.15 X - 377.89 Y          (3)

 상기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년 평균 적산온도는, 경도가 1도씩 동쪽으로 갈

수록 29.15도 씩 높아지고, 위도가 1도씩 높을수록 377.89도 씩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도(X축)와 위도(Y축)별 년 평균 적산온도> <위도(X축)와 경도(Y축)별 년 평균 적산온도>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528904]"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P-63

동아시아 여름철 극한 고온 날 (Extreme Heat Day) 발생 

빈도에서 나타난 1990년대 전·후반기 regime shift 특성

이용한, 예상욱, 홍진실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dragononelee@hanyang.ac.kr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와 같은 여름철 극한 고온 날 (Extreme Heat Day)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평년(1981년∼2010년)동안의 90th 퍼센타일이 

넘은 날 들을 극한 고온 날 (Extreme Heat day, EHD)로 정의하여 동아시아 EHD의 발

생 빈도를 조사했다. 지난 41년(1979년∼2019년)동안 동아시아 EHD의 발생 빈도수는 시

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7년 전․후 시기를 경계로 평균이 0.6회에서 

1.6회로 증가하는 뚜렷한 regime shift가 관측되었다. Regime shift 전,후 EHD 발생 빈

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 이전 기간을 P1 (1979년∼1996년), 이후 기간을 P2 기

간 (1997년∼2019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로 해양, 대기 변수들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

지 조사하고 차이를 비교하였다. P1기간과 비교하여 P2 기간의 EHD 발생 빈도는 열대지

역 해수면 온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인도양과 서태평양 (50E∼

150E)의 해수면 온도, 상향 장파 복사량 및 강수량의 구조가 P1 기간과 P2 기간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P2기간의 동아시아 EHD 발생 빈도는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현상, 북 바렌츠 지역 해수면 온도 상승 및 해빙의 감소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의 EHD 발생빈도와 관련된 해양, 대기 변수는 장주기 

시간 규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regime shift를 

야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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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5 모델의 1900년대 초반 북극 고온 현상 모의 성능 분석

김혜연,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gpdus3505@gmail.com

키워드: CMIP5, 북극 고온 현상, 자연 변동성

  기후변화는 온실기체 강제력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기후시스템 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

에 기인하는 수십년 주기 자연변동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기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자연 변동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며, 과거의 기후 변동을 이해하고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의 특성을 인지하여야 비로소 정확한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모델을 활용하여 기후를 모의할 때, 인위적인 인간활동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과 

다르게 자연 변동성을 참작하여 결괏값을 산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 기후 

재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를 다룬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북극 고온 현상의 모델 모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CMIP5 지상 기온 자료와 HadCRUT4, GISTEMP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성 중심의 비

교 분석을 시행했다. 1910-1950년대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다른 기간에 비해 CMIP5 다

중모델앙상블 평균의 모의 정확도가 다소 낮았으며, 원인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북극 고온 

현상으로 유추된다. 이때 북극 고온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의 소산물인 이산화탄소

의 증가 추이로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요인의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

분의 CMIP5 모델이 이 시기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을 모의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 변동성의 

영향인 것으로 유추되며, 북극 고온 현상이 장주기 자연 변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델들의 

북극 고온 현상 모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여 자연 변동 모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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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6 다중모델 기반 현재기후 재현성 평가

이재희, 성현민, 김지선, 심성보, 하종철, 변영화, 김연희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jhlee0@korea.kr

키워드: CMIP6, 현재기후, 재현성평가, 기후민감도

  각 기후모델링 그룹에서 산출된 CMIP6 자료는 국제공유센터(ESGF)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산출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미래전망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미래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MIP6 모델들의 현재기후에 대한 평가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래전망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의 일부분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몇몇의 연구들에서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동남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현재기후 재현성 평가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로

운 온실가스 농도경로를 따르는 CMIP6 참여모델의 다중모델 앙상블 분석을 통해 동아시

아 지역의 현재기후에 대한 재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제공유센터에서 제공되는 

CMIP6 38개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앙상블 값을 산출하고, 이 값을 관측(재분석)자료와 비

교하여 현재기후에 대한 모의성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온은 전지구 및 동아

시아, 인도지역에서 관측과 0.96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었다. 강수에 있어서는 

전지구와 동아시아 에서는 0.94이상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나, 인도지역에서는 0.88

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기온보다 강수에서 모델이 보여주는 모의 성

능 스프레드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CMIP6 모델의 평형기후민감도(ECS), 점진기후반응

(TCR)과 전지구 기온·강수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기후민감도가 높은 CMIP6 모델

이 높은 기온 상승 추세를 나타내지만, 관측오차와는 상관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AR6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평가(KMA2018-00321)”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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쾨펜 기후구분(Kö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을 이용한 

과거와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한승희1, 박태원1,2, 문종빈2

1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지구과학교육전공, 2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seunghee0716@naver.com

키워드: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쾨펜-가이거 기후 구분, 사막화, 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온도와 강수량은 달라지고 있으며, 이

러한 기후 요소의 변동성에 따라 기후 구분 또한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쾨펜-가이거 기

후 구분(Ko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은 과거 100년 전 자료에 근거하고 있

으므로 현재 기후와 맞지 않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 기후 구분별 면적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자료로 재분석하였다. 

  이러한 기후대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건조 기후의 면적은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사막 기후는 증가하고, 냉대 기후는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온난화로 인해 냉대 기후의 면적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기후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기후대의 변화가 나타났다. 변동성

을 분석한 결과 북반구 육지 지역에서 큰 경향성을 나타내며 한랭화, 온난화 경향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반구 역시 태양복사에너지에 의해 강한 온난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지구 기후 변화 경향성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

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별로 기후대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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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을 활용한 도시화 효과 기여도 개발

이찬기1, 박태원1, 장민희2, 박두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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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lcki7465@naver.com

키워드: 인공물, 일최저기온, 도시열섬지수

  기존 연구는 행정적 구분으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대전과 같은 

지역은 대도시임에도 관측소 주변에 인공물의 비율이 낮아 도시화에 의한 효과가 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의 기온상승과 열섬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관측소 주변 인공물 비율과 소재 도시의 인구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반도 내 

60개 도시를 관측소 주변 인공물의 비율과 도시 소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 지역

과 시골 지역으로 나누었고,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을 분석하였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증가는 도시와 시골을 인구수로 구분하기보다 인공물의 비율로 구분했을 때 

기온상승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도시화지수 또한 각각 14.39, 24.56만큼 더 높게 나

타났다. 일 최고기온의 경우 구분 방법에 따라 기온상승률이 차이가 없으며, 도시화지수 

또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구수보다 인

공물의 비율이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예측하기 

위해서 인공물의 비율을 통해 예측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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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과 겨울철 극한기온지수의 과거기후값과 

신기후값 비교에 관한 연구

이혜수, 강권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lsj3464@naver.com

키워드: 과거기후값, 신기후값, 극한고온, 극한저온

  KMA(2019)에 따르면 최근 47년간 폭염일수의 발생빈도는 증가한 반면, 서리일수와 한

파일수의 발생빈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온과 저온 현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보건 부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의한 고온 현상은 열사

병, 열탈진 등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Cinar et al, 2001; Kim et al, 2006; Kysely 

et al, 2009). 박종철 등(2020)은 우리나라의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060명, 초과사망자는 929명으로 과거에 비해 여전히 인명피해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겨울철 극한저온이 나타나면 혈류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만성순환 기질환자에게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Pell, 1999). 지금까지 과거기후값(1981~2010년)을 이용한 극

한고온과 저온 현상의 피해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기후값(1991~2020년)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미비하다. 기상청에서는 올해부터 신기후값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고온, 저온 관련 지수의 변화와 공간분포를 신기후값과 과거기후값

을 비교하여 향후 보건 부문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생산하고자 한다. 여름철과 겨울

철의 극한고온지수와 극한저온지수를 신기후값과 과거기후값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우

리나라 여름철 월별최고최고기온(monthIy maximum value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TXx)의 경우, 33.1℃에서 33.3℃ 로 0.2℃ 상승했다. 또한 겨울철 월별최

저최저기온(monthy minimum value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TNn)은 –10.

9℃에서 - 10.5℃로 0.4℃도 상승하였다. 그중 1월 TNn이 과거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

는 지점은 18개에서 1개 지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대 이후 TNn의 하강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TNn 과거기후값을 분석기간에 적용했을 때 대관령, 서울, 홍천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신기후값을 적용했을 때 대관령, 서울, 강화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TXx 과거기후값을 신기후값에 적용시 대관령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유의하게 상승

하였다. 한파일수는 신기후값이 3.0일로 과거기후값에 비해 1.1일 감소하였고, 폭염일수는 

1.7일 증가한 11.1일로 고온일의 증가와 저온일의 감소가 평년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는 기상청 <「2021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 분석정보 생산 및 활용기반 구축」>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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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을 이용한 한국의 개엽, 단풍 예측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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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계절은 매년 반복되는 식물의 생활사(개엽, 개화, 단풍, 낙엽)를 의미한다. 식물 생

장 기간 동안 식생은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물, 에너지, 탄소의 순환 과정에 관여하는 만

큼, 식생 생장 시작 시기인 개엽과 생장이 끝나는 단풍 시기의 정확한 예측은 기후변화에 

의해 변화하게 될 생태계 역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엽, 단풍 예측 모델들은 대부분 식생-기후 

사이의 선형적 관계만을 고려한 모델로 식생과 기후 사이에 복잡하게 작용하는 비선형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식생과 기후 사이에 존재하는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하

여 한국 산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인 당단풍나무를 대상으로 개엽, 단풍 예측 모델

을 구축하고 2020년의 개엽일과 단풍일을 예측했다. 개엽 모델의 입력 자료로는 2009년

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10개 수목원을 주관으로 26곳의 관측지에서 관측한 개엽일 자료

와 각 관측지의 위도, 고도 자료, 1-3월의 평균 온도 값을 사용했고, 단풍 모델의 입력 자

료로는 동일 관측지의 단풍일 자료와 위도, 고도 자료, 6-8월의 평균 온도 값을 사용했다. 

먼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후 k-곱 교차검증 기

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랜덤 포레스트 변수를 설정했다. 이후 모델을 이용해 산출한 

2018년의 개엽, 단풍일과 실제 관측일의 비교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 평가를 완료했다. 모

델을 통해 2020년의 당단풍나무 개엽일과 단풍일을 예측한 결과 각각  값 0.49, RMSE 

값 6.76일과  값 0.55, RMSE 값 6.08일을 보였다. 예측된 개엽일과 단풍일의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개엽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단풍의 경우 위

도가 높을수록 빠른 단풍일이, 낮을수록 느린 단풍일이 예측된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을 

식물 계절 예측 모델에 적용함으로서 간단하면서도 정확도 높은 식물 계절 예측 모델의 

구축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머신러닝 방법론이 비선형적인 식물의 생

장 계절을 특성을 진단 및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이 논문(또는 저서)은 서울대학교 창의선도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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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리스트

좌장 소속 발표날짜 발표시간 발표장 세션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16:30~17:10 컨벤션홀3 초청강연

류영렬 서울대학교 6월 17일 09:00~13:30 A발표장 [기획세션] 서울대학교

기준학 숙명여자대학교 6월 17일 09:00~11:00 B발표장 [기획세션] 숙명여자대학교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월 17일 12:30~14:30 B발표장 [기획세션] KEI 환경계획연구실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6월 17일 14:30~16:30 B발표장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공주대학교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09:00~11:30 C발표장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태풍

이상훈 국립생태원 6월 17일 12:30~16:30 C발표장 [기획세션] 국립생태원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09:00~12:00 D발표장
[기획세션] 
국립기상과학원-온실가스

전의찬 세종대학교
6월 17일 13:30~16:30 D발표장

[기획세션] 
온실가스 인벤토리위원회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월 17일 09:00~10:30 E발표장 [기획세션] KEI-국제표준

박  찬 서울시립대학교 6월 17일 12:30~14:30 E발표장 [기획세션] 국립공원공단

전종안 APEC 기후센터 6월 17일 14:30~16:30 E발표장 [기획세션] 산학연특별위원회

김창길 서울대학교 6월 17일 10:30~12:30 F발표장 [기획세션]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6월 17일 13:00~14:30 F발표장 [기획세션] 중앙대학교

이국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월 17일 14:30~16:30 F발표장 [기획세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수종 신연중학교 6월 17일 13:00~16:00 온라인A [기획세션] 기후변화교육위원회

이해영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13:00~14:00 온라인B 온실가스 감축

이해영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15:00~16:30 온라인B 온실가스 인벤토리

심교문 국립농업과학원 6월 17일 13:00~15:00 온라인C 기후변화 적응 I-1

홍제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월 17일 15:00~16:30 온라인C 기후변화 적응 I-2

박창용 울산과학기술원 6월 17일 13:00~14:30 온라인D 기후변화 과학 I-1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6월 17일 14:30~16:00 온라인D 기후변화 과학 I-2 



좌장 소속 발표날짜 발표시간 발표장 세션

오영석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09:00~10:30 온라인A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동근 서울대학교 6월 18일 10:30~12:30 온라인A [기획세션] 환경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09:00~12:00 온라인B 기후변화 정책 / 거버넌스 

성현민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09:00~12:00 온라인C 기후변화 적응 II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09:00~12:00 온라인D 기후변화 과학 II 

이해영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13:00 온라인A 포스터세션 I 

이지웅 부경대학교 6월 18일 13:00 온라인B 포스터세션 II

오영석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13:00 온라인C 포스터세션 III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 6월 18일 13:00 온라인D 포스터 세션 IV



인명색인

  



인명색인

* 발표자 위주로 색인하였습니다.

BAYARMAGNAI 

ENEREL OD-20

Chang-Hoi Ho C-01

El Noh OD-01

Jeehwan Bae A-03

Jong Yoon Jeon

OC-22

Minjun Sung OD-23

Namuun 

Tuvshinjargal OD-21

Namyoung Kang

C-03

Ryoungseob Kwon

A-02

Seok-Geun Oh

OD-18

Seok-Geun Oh

P-55

Sitthikone 

Mounlamai P-57

SUN ZHEMIN

OC-24

Yorum Hwang A-01

강권민 OD-15

강민구 P-42

강성민 OB-08

강혜원 OC-09

고도연 OD-13

고성원 OA-04-05

고세연 A-04

권효숙 P-04

김건우 P-34

김고은 P-13

김권수 C-13

김규환 OB-21

김근한 B-05

김도현 B-10

김동환 P-27

김란희 P-07

김맹기 B-15

김문일 OD-22

김문현 C-06

김미정 OD-10

김민욱 P-12

김민욱 P-16

김백조 OD-12

김서현 OA-08

김수경 OC-07

김수란 OB-20

김수련 A-06

김용석 P-44

김용욱 OC-20

김용호 P-03

김원범 OD-09

김윤지 OC-06

김이진 P-29

김재문 P-50

김재식 E-10

김재혁 OA-09

김종희 OC-10

김지연 OC-08

김찬우 P-09

김추령 OA-04-06

김혜연 P-64

김호걸 OA-13

나하나 P-32, P-33

남홍식 P-31

노준영 P-11

당지희 P-36

명수정 E-01, E-05

모용원 OA-12

문일주 C-02

문태호 P-56

민승기 B-14

박년배 OB-16

박두선 C-05

박민선 P-06

박병주 C-09

박선경 P-01

박선경 P-24, P-25

P-51, P-52

박성용 F-05

박송미 P-46

박예림 OB-04

박용 OC-21

박유진 P-54

박재형 OC-17

박정강 OC-18

박정현 OB-18

박찬 OA-11

박창용 OD-02

박형철 C-10

백지원 OC-14

변의용 OD-03

서가영 B-12

서명철 P-40

서은정 OA-03

서정욱 E-07

서정은 A-05

서혜윤 P-21

설미현 P-23

성현민 OC-19

세라스 마샵(Sheraz 

Mahshab) P-05

소순구 C-08

손성원 C-11

송보현 OB-15

송새눈 OB-05



송원경 OA-10

송원호 F-06

순병민 OB-03

신경준 OA-04-04

신방실 OA-04-01

신석우 OD-04

신수경 P-37

심교문 OC-11

심성보 OD-14

심우배 P-30, P-38

심창섭 D-01

심현보 OB-17

안병옥 초청강연-2

양우현 OD-06

엄기철 P-60, P-61

P-62

여영준 B-01

오새윤 P-58

오소희 B-04

오영석 D-08

오지현 E-09

오창길 OA-02

우아미 OB-10

우지윤 OB-09

원수연 A-07

원창희 OD-11

유명수 OC-05

유소미 OC-27

유영재 OC-12

유인상 OC-04

유재경 P-18

유재호 OB-19

윤상혁 OA-01

윤순진 초청강연-1

윤신원 OA-04-03

윤진아 OA-06

윤현철 OD-07

이국진 F-08

이근민 OB-02

이길상 B-06

이길재 F-03

이나연 E-06

이동근

OC-02, OC-03

이동원 OA-05

이상혁 B-07

이선란 D-02

이선일 P-08

이세현 P-69

이승언 OC-01

이승연 OB-13

이영경 B-08

이용한 P-63

이유경 F-02

이은정 B-09

이재희 P-65

이주광 P-47

이주광 P-48

이지웅 OB-14

이찬기 P-67

이창우 B-03

이철규 E-04

이해영 D-03

이현정 A-08

이혜수 P-68

이호찬 D-04

임노을 OB-11

임서연 P-19

임선미 P-35

임영신

OC-25, OC-26

임영아 F-04

임종수 D-11

임창하 P-02

임철희 OC-13

임효인 C-12

장덕우 P-14

장소영 OA-04-02

장은경 P-22

장은철 B-11

장희선 E-12

전윤호 OC-23

전준구 P-59

전혜원 P-49

정동진 E-11

정석환 OD-16

정선희 P-53

정태성 E-02

정혜인 OB-12

정환도 P-17

정휘철 P-45

제임스 후퍼 P-15

조민균 OB-06

조성실 P-20

조세라 P-41

조수현 P-10

조승현 OB-07

조연희 P-26

조원희 E-08

조한나 P-28

차동현 B-13, C-04

차소영 OD-05

최보영 B-02

최영주 OD-17

최요한 E-03, OA-07

최용옥 F-07

최원준 OC-15

최은정 D-10, F-01

최형욱 D-09

최혜영 OA-14

하종철 C-07

한승희 P-66

허민정 P-43

허지나 P-39

홍선옥 D-06

홍제우

OB-01, OC-16

홍진규 D-05, D-07

홍진실 OD-19

황주하 O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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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 참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학회는 「2021년 상반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

에 소속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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