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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후변화에따른하천에서의강수량과기온의변화는유량과

수온변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 강우강도증가로인한수

질악화, 가뭄으로인한수생식물의서식처감소등하천생태계

에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교란을초래한다(이건행, 2012; 이

재경, 2012). 나아가, 하천생태계의다양한교란은하천생태계를

포함하는지역생태계의사회생태시스템에도영향을미친다. 이

와관련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폭우, 가뭄, 태풍, 폭염과같은

극단적기상현상의발생빈도와강도의증가로기후변화에따른

영향력을평가하기위한평가지표나방법의개발, 그리고기후

변화로야기된지역생태계의사회생태시스템적응력및복원력

향상방안등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Thompson, 2009;

Beatley, 2012; MOE, NIER, 2012; KEI, 2016). 특히, 하천생태

계, 즉, 물관리분야에서기후변화의영향에관한연구들은대부

분수자원부문과피해예방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김영규등,

2012), 상대적으로수질이나수생태계등하천생태계부문에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KEI, 2010; 김영규등, 2012).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하천생태

계, 극단적기상현상, 복원력에대한논리적배경및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극단적기상현상(폭염, 폭우, 가뭄)에대응하기위해,

하천생태계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하천생태계, 극단적 기상현상, 복원력에 대한 논리적 배경과

상호관계를규명하고, 문헌고찰및사례연구를활용하여하천생

태계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환경요인을도출하여대리변

수로 선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하천생태계, 극단적 기상현상, 복원력의 상호관계 규명

하천생태계는식물, 동물과미생물간의생물적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의 비생물적인상호작용을포함하는 개념이

다(Campbel and Neil, 1997; Angelier, 2003). 복원력(resilience)

은 ‘안정적인상태의생태계가다양한교란에서최대한적은피

해를보고, 신속히원래상태로회복하거나변화에적응하는능

력’이라고 정의한다(Holling, 1973). 따라서 하천생태계에서 복

원력은기후변화로인한교란을흡수할수있는능력또는스스

로재구조화하여현상태를그대로지속하거나, 새로운안정된

다른상태로전환할수있는능력으로정의할수있다(Randhir,

2014).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2012)의 연구에서

는극단적기상현상을기존에관측된기상, 기후요소변동범위

가상한, 하한기준값보다높거나낮은상태로정의하였다. 따라

서폭우, 가뭄, 홍수, 폭염과같은극단적기상현상에따른변화

는하천생태계를교란하며, 하천생태계는복원력을통해교란을

흡수하고재구조화하여현상태를그대로지속하거나회복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하천생태계 복원력 평가지표 개발

본연구에서는하천생태계복원력평가지표를개발하기위해

IPCC(2001), UNDP(2005)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적

틀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일반적으로 민감도, 기후

노출, 적응능력의함수로정의되며, 기후변화노출에대한하천

생태계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에 따라 최종 취약성이 결정된다.

하천생태계에영향을미치는극단적기상현상은폭염, 폭우, 가

뭄으로 한정하였다 (Table 1 참조).

IV. 결론

본연구는문헌고찰및사례분석을통해하천생태계와극단

적 기상현상, 복원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극단적기상현상에대한하천생태계복원력평가지표를개발하

여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개발된평가지표는적절한평가지

표와가중치를도출하였더라도기후변화의영향은공간에따라

†: 이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No. 2019R1F1A1063823).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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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지역적특성을고려한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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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리변수 기능적 관계

민감도
(Sensitivity)

유역

유역경사도 유역경사도↑ 민감도↑

유출계수 유출계수↑ 민감도↑

홍수위험지역 홍수위험지역↑ 민감도↑

인구밀도 인구밀도↑ 민감도↑

유역면적 면적↑ 민감도↑

하천

수온 수온↑ 민감도↑

유량 유량↓ 민감도↑

유속 유속↓ 민감도↑

체류시간 체류시간↑ 민감도↑

하천면적 비율 면적↑ 민감도↑

서식지

종다양성 종다양성↑ 민감도↑

수변식생 수변식생 ↓ 민감도↑

외래종 유입 외래종 유입↑ 민감도↑

기후노출
(Climate exposture)

홍수(강우량 80mm 이상인 날의 수) 일수↑ 기후노출↑

가뭄(무강우 일수) 일수↑ 기후노출↑

기온상승(열대야 일수) 일수↑ 기후노출↑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

하천개수율 하천개수율↑ 적응능력↑

유역면적 유역면적↓ 적응능력↑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적응능력↑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적응능력↑

자료: 정지웅 등, 2008: 21-30; 배덕효와 이문환, 2010: 20-31; 고재경과 김희선, 2010: 1-192; 명수정, 2011: 57-62; Balica et al., 2009: 2571-2580; Alam et
al., 2017: 23-32.등 필자 재작성

표 1. 하천생태계 복원력 평가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