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Brief BK21플러스 협동과정조경학 <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의 연구 개요JES

BK21플러스 협동과정조경학 
<그린인프라 창조 인재 양성팀>의 
연구 개요

77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융복합적 그린인프라 연구
   의 필요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화
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편화를 일으켰으며, 매년 
GDP의 약 7~10%가 환경문제로 인해 사라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인간의 건강 악화, 삶의 질 저
하, 도시의 재해취약성 측면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사막
화 된 도시는 온·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
고, 도시홍수 조절, 탄소저감,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이 낮아지고 있다. 보다 지역적으로 아시아 신
흥개발도상국에서는 생태환경의 악화가 전력난, 
식량난, 그리고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더
욱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면적의 40%
가 해수면보다 낮은 자카르타는 산림파괴와 무분
별한 습지 개발로 인해 태풍과 침수피해에 더욱 취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있
는 많은 도시에서는 불규칙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벼 도정 같은 기본적인 식량자원 가공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토지
자원 내에서 도시환경을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환

경수요에 최적화된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과 희박한 근거를 바
탕으로 고비용·저효과 그린인프라 건설 정책이 남
발되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개발국 중 반복
되는 태풍과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건축물 파손 
등의 환경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 이들 지역
에서는 저류 기능의 인공지반 녹화, 투수포장 적
용,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열섬 저감형 도시계획 
등의 그린인프라스트럭처가 매우 중요하나, 그 과
학적 연구와 도시설계 측면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본 <협동과정조경학 BK21플러스 사업팀>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와 환
경대학원 환경조경학 교수를 포함해 세 명의 교수
와 생태환경 분석, 기후변화적응형 계획, 현장형 
도시설계와 같은 분야별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
하고 있다. 사업팀에서는 전지구적 온난화와 반복
되는 환경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계획부터 도시생태축 복원, 보행중심 도시조
성, 공공공간의 경제적 가치재고 등 지역적 범위
에 해당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연구와 적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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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팀 소개

■  사업팀장: 류영렬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  참여교수: 이동근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세훈 교수(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연구교수: 송영근 교수
■  참여학생: 16명
■  총 예산: 연간 2.3억원(2013-19년, 2015년 중간평가)
■  총 예산 중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연간 1.2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국제학회 참여를 위해
    현재까지 누적경비 약 5천만원 지급.

사업팀 참여교수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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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성과
 

여기서는 2014~15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성
과 가운데 SCI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일부를 간
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Song, Y., Ryu, Y. and Jeon, S. 2014.   

 “Interannual variability of regional

    evapotranspiration under precipitation 

     extremes: A case study of the Youngsan 

    River basin in Korea”, Journal of 
      Hydrology, 519, 3531-3540.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강수량의 변동의 경향
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유역규모에서의 수자
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수에 
의해 유역에 유입된 물은 하천을 통해 유출되거
나 지표면과 식생으로부터 증발산에 의해 소실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온
난대의 산림의 경우 연강수량의 40-60%에 해당
하는 수분을 증발산으로 유출하고 있는 바, 이러
한 증발산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
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
상강우가 유역규모에서의 증발산의 경년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먼
저 증발산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우리는 MODIS 인공위성영상을 기반으
로 하는 진단모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추정
된 최근 영산강 유역 증발산량의 경년 변화가 기
상관측 기반의 강수량 변동 추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영산강 유역에 강수량을 통해 유입된 물은, 연강
수량의 경년 변동에 크게 상관없이 식생의 증발산
을 통해 약 36% 정도가 유출되며, 그 시공간적 변
동은 강수량의 변이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특히 갈수해 물 관리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증발산의 시공간적 분포를 야기하는 요인 
분석과, 그것이 지역의 물수지(water balance)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속가
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의 장기적 전략 시점에서, 
이러한 정량적 공간분석의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2) Kim, H. G., Lee, D. K., Park, C., Kil, S., 

    Son, Y. & Park, J. H. 2015. “Evaluating 

    landslide hazards using RCP 4.5 and 8.5 

    scenarios”.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73(3): 1385-1400.

인간의 개발행위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는 다
시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
함에 따라 산사태와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은 산
림의 면적이 넓은 특성 때문에 산사태로 인해 매
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산사태 발생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 통계 모
형과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이용하여 강원도 지역의 산사태 위험지역을 추
정하는 것이다.

산사태 발생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 통계 모형은 
과거 강원도 지역의 산사태 발생지점과 발생지점 
인근의 환경(지형, 식생, 토양, 기상)의 관계를 분
석하여 구축되었다. 누적 강우량, 식생의 유형(침
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자연림/인공림 구분, 
경사, 유효토심, 토양배수 등의 변수가 산사태 발
생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산사태 발생확률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
화 시나리오 RCP 4.5와 8.5를 이용하여 구축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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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수를 이용하여 예측되었다. 특히 임계 발생확
률을 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시
나리오 별로 3개 시기 (2011-2040년, 2041-2070
년, 2071-2099년)의 위험지역을 중첩하여 가장 
위험확률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원도 지역의 기후변화 적
응대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업팀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출판
한 첫 SCI급 논문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강원도의 산사태 발생확률 추정 결과

시나리오 별로 중첩된 산사태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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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e, E., Lee, K., Lee, D. K. and Kim, S. 

   2015. Design strategies for green infra-

   structure: Reducing urban surface water 

   flooding risks in historical districts. Jour
    nal of Flood Risk Management [under review].

도시에 내리는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는 지표수 홍수를 유발한다. 지표수 홍수는 아스
팔트 또는 시멘트로 포장된 지면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해 지표면에서 누적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배수 기간망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발
생하는 매우 짧은 지속시간을 갖는 홍수이다. 최
근 침수에 의한 재산피해가 큰 도심지역에 발생빈
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의 
효자지구는 최근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지표수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지구는 청계천
의 상류유역으로 재정비된 청계천의 시점부에서 
홍수가 발생한 장소이자 오랜 시간 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진 역사지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도시지표수 홍수의 취약성을 유발하
는 원인을 건물과 도로에 의해 변형된 미소유역 
구조적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지표수의 흐름 패턴이 도시화된 지역과 자연지역
간의 다름이 존재하며, 이 흐름에 따라 평탄지의 
위치, 불투수면, 자연녹지, 인공녹지에 의해 도시 
지표수 홍수의 취약성에 영향관계에 있음을 공간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결과적
으로 도시 지표수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표수 흐름 중심의 유역체계를 
활용하여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적용 대안을 유
형별로 제시한다. 

연구대상지역인 효자지구의 현황(위), 도시지표수홍수 취약
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한 6가지 요인(침수해발고도지
역, 지표수집적도, 불투수지역, 평탄지역, 자연녹지, 인공녹
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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