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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2000

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9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

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대책 수립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시행하였다. 지자체

에서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

다.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기반한 토지이용

균형 모델을 적용하여 주거 토지이용변화와 인구 밀도를 예측하였다. 먼저, 주거부분의 토지이용변

화를 보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는 현재와 동일한 환경을 갖는 

Dispersion 시나리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반영한 Adaptation 시나리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대책을 동시에 반영한 Combined 시나리오이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Dispersion 시나리오에서 

Combined 시나리오로 갈수록 주거면적과 인구밀도가 줄어들었다. 이후 주거면적과 인구밀도 결과

를 통해 시나리오별 주거용 에너지 소비량과 예상 인명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Dispersion 시나리오에서 Combined 시나리오로 갈수록 에너지 소비량과 예상 인명 피해액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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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균형모델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주거부분 토지이용과 인

구 밀도 변화 파악은 향후 기후변화 안정성을 확보하고 완화할 수 있는 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균형모델, 완화, 적응, 시나리오

ABSTRACT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aused by rapid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is 

increasing in Korea. Also, climate change from greenhouse gases emission is accelerated.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report projects an increas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90% from the year 2000 to 2030(SRES, 2000). Within this 

context,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on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climate change at a global level. 

Along with glob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Korean government has incorporated 

‘Low Carbon Green Growth’strategies into its national policy agenda. Local 

governments have also conducted a number of studies to devise plan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land-use equilibrium model, 

which reflects econom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analyze the change in 

residential land use and population density. The target area for study is Jeju island in 

Korea. With an application of land use equilibrium model, it derived three types of 

scenarios of the land use change: (1) dispersion scenario-reflecting present-day 

conditions (2) adaptation scenario-applying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3) combined scenario-integrating both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in model to 

climate change. By applying dispersion to combined scenario, the general trend shows a 

downward shift in population density. Subsequently, energy consumption and expected 

cost associated with casualties we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respective 

scenario. The results show a descending trend in energy consumption and expected 

casualtie. Therefore, understanding for residential land use and population density of each 

scenario that analyzed land use equilibrium model in the study is  expected to devise a 

environmental city plan for climate change stabilization and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KEYWORDS : Land Use Change, Land Use Equilibrium Model, Mitigation, Adaptation, 

Scenario

서  론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

뭄, 해수면 상승, 폭설 등 이상기후 증가로 인

한 재난/재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과 관련된 재해 중에

서 호우, 태풍, 폭풍에 의한 재해가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2005). 또한 1912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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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기온이 1.8℃ 상승했으며, 연 강수량

은 약 17%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2010년은 1999년에 비해 2.12ppm/년 증가율

을 나타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1). IPCC 제 4차 보고서에서는 지

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가속화가 불가

피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IPCC, 2007). 이

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적응과 완화’

가 핵심적인 수단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성장

으로 인한 지속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

한 피해를 줄이고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완화 및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저탄소 녹

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기

본법으로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친환

경 기술 개발,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개발과 국

민의 삶을 친환경적인 틀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요지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훼

손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도시계

획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택지개

발, 경관구조 변화 등과 같이 기후변화 영향이 

큰 토지이용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

다. Kim and Yeo(2005)는 지표온도를 결정짓

는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토지용에 

따라 도시지역의 지표온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고, Jung et al.(2002)은 인간 활동

으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이용은 자연적으로 만

들어진 경관의 모습을 헤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라고 하였다. 이렇듯 토지이용은 토지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써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기후변

화에 의한 취약성이 커지며 재난재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Park and Tak, 2013).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변화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로(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9),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가 변화하거나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달라질 수 있다(Byun et al., 
2009). 

현재 도시화 지역에서는 개발 가속화로 인한 

토지이용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토지이

용은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부문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 

기반의 삶과 질에 대한 영향이 좌우되기 때문

에 토지이용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중요한 관계

Selecting study area

↓

Data collection

↓

3 land use scenarios creation

↓

Comparing residential area and population density 

of 3 land use scenarios

↓

Assessment of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of 3 scenarios

↓

Assessment of expected loss due to 

flood damage of 3 scenarios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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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IPCC, 2009).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도 역시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경제가 성장하

고 있다. 국가 통계청은 1971년에서 2000년까

지의 전년대비 인구 증가율이 약 1.2%로 전국 

평균 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체 수와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 이

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제주도의 

대기오염 및 도시 열섬현상을 증가시키는 중요

한 역할에 더해지고 있다(Ho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 Jeju Office, 2009). 이에 

제주도는 급격한 거주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균형 모델을 우리나라

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토지이용 시나리오 별 

주거면적과 인구 밀도를 예측하고 기후변화 적

응 및 완화 정책을 반영함에 따른 토지이용 변

화를 알아본다(그림 1).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제주도로서 지리적 위치

로는 동경 126도 08분에서 126도 58분, 북위 

33도 06분에서 34도 00분이다(그림 2). 제주

도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큰 섬이며 총 

면적은 1,848.5㎢로 남한 면적의 1.83%에 해

당하고 있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한라산을 중심

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라산을 기준으

로 동서 사면은 약 3~5도, 남북사면은 5도 정

도 경사를 이루고 있다(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9).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서 급상승한 

인구증가 뿐 아니라 토지이용변화도 지속적으

로 일어나고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2014)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2006년에는 0.34%였지만 2013년에

는 2.06%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토

지거래현황에서 주거 면적이 2009년에는 

1.251천㎡에서 2013년에는 2,773천㎡로 증가

하는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09년에 

1,271천㎡에서 2013년에는 1,234천㎡로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주택 보급률은 2009년 

96%에서 2013년에는 108.2%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으로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다. 제주

도와 같이 고도가 높은 산지가 존재할 경우, 태

풍 강도와 진로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위험

이 크다(Chang et al., 1993). 지난 36년 간

FIGURE 2. The study area and elev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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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006) 발생한 풍수해는 총 94회이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2,091억 원과 177명 

인명피해가 있었다(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2008).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인해 태

풍 및 홍수 등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

서 제주도에서의 인명피해와 재난재해 피해 또

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거주 인구와 인구 이동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

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 뿐 아니라 재난피해

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에 제주도에서는 인구와 주택보급 증가로 인한 

토지이용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 경계파일을 이용하였고,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

는 지표들이 1km 해상도를 갖는 점을 감안하

여, 공간연산을 통해 1km 해상도를 갖는 래스

터 구조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제주도 지역의 

총 격자 수는 1,897개이다.

2. 자료 수집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모델에 필요한 지표를 선정한 

후, 선정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Yamagata et al.(2013)에서 사용되어진 

지표를 따라 선정하였다. 지표는 모두 동일한 

시점의 자료로 구성되어야기에 현재시점을 

2010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표는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제

주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는 인구 수, 수입, 주택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 

주거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주거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는 고도, 경사, 상업면적, 

전체 면적, 학교밀도, 상업밀도, 홍수피해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홍수피해지역 지표는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중 홍수와 태풍에 의한 

피해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크며, 이러한 손실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홍수 피해 지역을 사회경제적 특성 지표로 선

정하였다. 인구수, 수입, 상업밀도, 학교밀도 지

표의 경우, 국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기

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고, 주택공시지가와 토

지공시지가는 한국주고도와 경사 자료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기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도와 경사 지표의 경

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하

였고 상업면적과 전체면적, 주거면적은 중분류 

토지피복지료를 활용하였다. 선정되어진 지표들

은 1km 격자를 가진 해상도로 통일하여 구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각 지표

들의 값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어 특별히 표준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

다. 홍수 피해 지역은 취약성 평가 값으로 사용

하였다. 홍수에 의한 침수 취약성 평가 수행을 

위해 민감도, 적응능력, 기후노출 세 가지 규준

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2)(Yoo et al., 
2013). 선정된 지표는 홍수에 의한 취약성을 

수행한 Ministry of Environment(2013)에서 

적용한 지표들로 선정하였다. 시나리오가 2040

년을 기점으로 구축되기에 취약성도 미래(2040

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

후노출 지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수는 과거 10년 이상 자료를 가지고 추세를 이

용하여 미래 값을 구축하였다. 저지대면적과 녹

지율 지표는 과거자료가 부족하여 현재 값을 

미래자료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식 (1)은 취약성 평가 방법으로써 IPCC 정

의에 따라 적응능력, 기후노출, 민감도 3가지 

규준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준 별 

선정된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Exp

                                      (1) 

선정한 지표들은 서로 다른 단위로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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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표준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표준화 방법

은 식 (2)와 같으며 규준 별로 중요도가 같다

고 가정 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다(Oh et 
al., 2012).  

  


 

(2)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선정된 모든 자료는 공

간연산을 통해 1km 해상도를 갖는 래스터 형

태로 변환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3은 현재

(2010년)와 미래(2040년)의 홍수에 의한 침

수 취약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2010년)취약성 결과는 홍수 피해 지역 구축

할 자료로 사용되지만 미래(2040)년 취약성 

결과는 토지이용 시나리오 마다 홍수 피해 위

험이 큰 지역에서의 거주 인구와 주거면적 변

화를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연구 방법

1. 토지이용균형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토지이용균형모델은 토

지이용모델 중 하나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저탄

소를 위한 토지이용연구에 활용되는 바 있다

(Nakamichi et al., 2013; Yamagata and 

Seya 2013; Seya et al., 2014). 그림 4는 토

Variables Description Form Unit Source

Population Number of population EupMyeonDong Person Korean Statistical Service

Income
Total income for 
industry group  

EupMyeonDong won Korean Statistical Service

Land rent Price of land rent EupMyeonDong w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loor rent Price of floor rent EupMyeonDong w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levation Elevation per 1km area 1km raster m Ministry of Environment

Slope Slope per 1km area 1km raster ° Ministry of Environment

Residential
Residential area per 

1km area
1km raster ㎡ Ministry of Environment

Commercial
Commercial area per 

1km area
1km raster ㎡ Ministry of Environment

ln(area)
Natural logarithm of

 the zone area
1km raster ㎡ Ministry of Environment

Office density
Number of office 
/ 1km total area

1km raster - Korean Statistical Service

School density
Number of school
/ 1km total area

1km raster - Korean Statistical Service

Flooded area Vulnerability Assessment 1km raster - -

TABLE 1. Selection of variables

Sector Criteria Indicator Indicator building method Source

Flooding to 
flood

Climate exposure
Rainfall intensity RCP 8.5 scenario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ecipitation 〉80mm(day) RCP 8.5 scenario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ensitivity
Number of over 65 years(person) Trends Korean Statistical Service

Lowland area(〈10m) The current value Ministry of Environment

Adaptability Green coverage area ratio The current value Korean Statistical Service

TABLE 2. Indicators selected by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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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균형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 

모델은 토지이용과 도시 경제적 이론을 통합한 

모델로써 3가지 가정을 기반하고 있다

(Yamagata et al., 2013). 첫째, 사회는 

Household, Landlord, Developer 세 가지 유

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제주체의 행동분석을 

통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미시경제학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델에서는  

Household로 인하여 유용성이 극대화되고 

Landlord와 Developer로 인하여 이익 극대화

가 이루진다. 두 번째, 적합한 토지이용은 수요

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 이는 일반

FIGURE 3.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flooded area to heavy rain

(a) present (b) future

 FIGURE 4. Structure of land use equilibrium model(Yamagat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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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 이론과 빗대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림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람들

은 간접적인 이익과 영역 별 특성에 따라 주거

지역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토지이용

균형 모델은 Dispersion, Adaptation, 

Combined와 같이 토지이용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적용되며 시나리오 별 인구 밀도, 주거 면적

을 Output으로 얻을 수 있다. Output자료는 

input자료와 동일한 해상도 별로 결과 값이 나

오며, 이를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

적 분포로 표현함으로써 시나리오 별 인구밀도

와 주거면적 분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시나리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별 주거면적과 인구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를 구축하였다. 본 모델은 일본에서 개발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며 우리나라에 적용

해보았을 때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3

가지 시나리오 유형과 그에 따른 가정을 그대

로 반영하였다. 

시나리오는 2040년을 기점으로 구축하였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국가 통계청에서 제시한 추

계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증가율이 2040

년까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ispersion Scenario는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이며 다른 시나리오와 비교하

기 위해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

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Adaptation 

Scenario는 기후변화 적응 시나리오로써 홍수 

피해 위험지역에서는 가능한 주거 면적을 50%

로 제한한다고 가정한다. 홍수 피해 위험정도는 

‘자료 수집 및 구성’부분에서 제시한 취약성 

평가 결과자료를 사용하였다. 홍수에 의한 침수 

취약성 평가(그림 3)는 상대적으로 빨간색으로 

갈수록 취약성이 크고 녹색으로 갈수록 취약성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Combined Scenario

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둘 다 만족시키는 

시나리오로써 적응 대책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

하는 것과 완화 대책으로 고밀도 도시계획 수

립하는 것 두 가지 가정을 적용하였다. 고밀도 

도시(Compact City)계획은 기후변화 완화 정

책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밀도와 도시계획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도시 중심지를 선정하였다. 도시 중심지는 일반

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고층건물을 밀집되는 곳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

주도 지역은 버스 이외에 지하철과 기차 등과 

같은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아 교통현황으로 

인한 도시 중심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중심지를 상업지

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기준을 정하

였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환경부에서 제공

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였으며, 상

FIGURE 5. Graph of demanding and supplying(Yamagata et al., 2013)



토지이용균형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지역의 주거용 토지이용변화와 인구 밀도 예측 / 유소민 · 이우균· 야마다카 요시키· 임철희 · 송철호· 최현아 51

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치는 부분을 추출하였

다(그림 6). 그 다음 도시 중심지 이외의 지역

에서는 가능한 주거면적을 50%로 제한하였다. 

홍수 피해 예방에 대한 가정은 Adaptation 

Scenario에서 제시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3. 주거용 에너지 소비량 산출 및 인명 피해액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부문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변화

하는지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및 피해 정도 크

기 비교를 위해 수행되어졌다. 이를 위해 각 시

나리오 별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정도를 나타

낼 수 있는 인명 피해액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정도를 대신하여 주

거용 에너지 소비량 산출하였다. 

에너지 소비량 산출 방법은 식 (3)과 같으

며, 이는 Lee et al.(2010)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면적을 토지이용 시나리오 별 

총 주거 면적 값을 적용하였고, 연건평 별 가구 

수는 시나리오 별 총 가구 수를 적용하였다. 연

FIGURE 6. Map of city center

  ×∑
  × 

         (3) 

     
    
    ×
   

××          (4) 

   
  exp
  Exp
  
  

Unit life Damage=GDP per capita×14.09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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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 별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총 조사보고

서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부문 가구당 평균 에

너지 사용량 값인 9536.4×103kcal 대입하였

다(Compiled b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1). 대상지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 값을 적용하였다. 인명 피해액 산출 방법

은 식 (4)와 같으며, 이는 Kim et al.(2002)에

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Pi에 예상 침수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인구 밀도 값을 적용하

였고 A는 예상 침수 피해 지역면적 값을 적용

하였다. Qi는 부상단위 피해액으로 사망단위의 

피해액 10%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Kim et 
al., 2002). 사망단위 피해액 산정은 식 (5)로 

국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인당 GDP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상 단위 피해

액은 24,206 달러로 나타났다.

결과 및 고찰

1. 주거 면적

토지이용균형모델을 이용하여 3가지 토지이

용 시나리오 별 주거 면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시나리오 별 주거 면적 차이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주거 면적 결과를 Geometrical Interval 

방법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Geometrical 

Interval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의 변

화까지도 분류하는 방법이다. 또한 등급분류 기

준을 통일하여 시나리오 별 수거면적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Dispersion, Adaptation, Combined 

시나리오의 주거 면적 결과를 지도로 작성한 

것이다. 지도를 보면, 각 시나리오 별 주거 면

적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거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수치로 표현

하기 위해, 시나리오 별 총 주거 면적을 구했다

(표 3). 현재와 동일한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적응 정책이 반영된 시나리오가 미세하지

만 4.43㎢ 만큼 줄어들었고, adaptation 시나리

오보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정책이 반영된 

Combined 시나리오가 18.36㎢ 만큼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ispersion 시나리오 주거 면적 지도를 

보면(그림 7a), 대체적으로 제주도 지역 해안가 

부근에서 주거 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

율이 46%로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0) 해안가 부근에 제주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주도 북쪽에 위치한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지역과 남쪽에 위치한 중문, 대륜동, 서홍동 지

역은 주거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

광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

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주도 중심부는 주

거 면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주도 중심부는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 

면적보다는 산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Adaptation 시나리오 주거 면적 지도를 보면

(그림 7b), 대체적으로 해안가 부근에서 주거 

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Dispersion 시

나리오 보다는 주거 면적 값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남동쪽 지역이 

Dispersion 시나리오일 때 보다 주거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그림 3과 비교해보면, 

홍수 피해위험이 큰 지역으로써, 주거가능 면적

을 50%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반영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관광지와 숙박시설

이 많은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중문동, 대륜

동, 서홍등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거지역 면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nd use scenarios
Dispersion

(BAU)
Adaptation

(AD.)
Combined
(AD.+MIT.)

Total residential area(㎢) 213.80 209.37 191.01

TABLE 3. Total residential area of land us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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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시나리오 주거 면적 지도를 보면

(그림 7c), 앞에서 제시한 두 시나리오와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주거 면적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북서쪽 지역

이 Adaptation 시나리오일 때보다 주거 면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FIGURE 8. Graph for residential area of each land use scenarios 

FIGURE 7. Results for residential area of each land us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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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비교해보면, 북서쪽 지역이 도시 중심지가 

아닌 곳으로써, 주거가능 면적을 50%로 제한하

다는 정책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도시 중심지인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지역과 중문, 대륜동, 서홍동 지역에서

는 두 시나리오에서보다 주거 면적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8).

2. 인구 밀도

토지이용균형모델을 이용하여 3가지 토지이

용 시나리오 별 인구 밀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델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축할 때, 현재

(2010년)보다 2.02%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하였고 이는 국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미

래 추계 인구 증가율이다. 

시나리오 별 인구 밀도 차이를 쉽게 비교하

기 위해 Adaptation, Combined 시나리오에 

Dispersion 시나리오로 나누어 표현하였다(그

림 9). 먼저, Adaptation/Dispersion 시나리오 

지도를 보면(그림 9a), 제주도 남동쪽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2040년 취약성 평

가 지도를 보면(그림 3b), 제주도 남동쪽 지역

이 홍수 피해 위험 정도가 큰 지역으로 이는 

주거가능 지역을 50%로 제한하자는 정책이 반

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Combined/Dispersion 시나리오 지도를 보면

(그림 9b), 전반적으로 Adaptation/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인구 밀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mbined 시나리오에서 도시 

중심지로 인구를 집중시키기 위해 도시 중심지

가 아닌 곳에 주거가능 면적을 50% 제한한다

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반면, 중문동과 외도동은 인구 밀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 

피해가 적고 인간 활동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중문동과 외도동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서 거

주하는 사람들이 향후 중문동과 외도동으로 이

동을 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피해를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예상 주거용 에너지 소비량과 인명 피해액

시나리오 별 기후변화 적응과 온화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나온 결과

를 통해 예상 주거용 에너지 소비량과 예상 인

FIGURE 9. Results for population density of land us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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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먼저, 계산 방법으로는‘연구 방법-3.주거용 

에너지 소비량 산출 및 인명 피해액 산출 방

법’에서 기술한 식을 적용하였다. 주거용 에너

지 소비량과 인명 피해액 산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4). 전반적으로 인명 피해액과 주거

용 에너지 소비량은 Dispersion 시나리오에서 

Combined 시나리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 피해액의 경우. 시나리오 

별 인구 밀도를 보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 

중심지나 홍수 피해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함으

로써 홍수 피해 위험지역에서의 인구 밀도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4. 고찰

현재 토지이용변화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로써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자

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과 이에 따른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완화 및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모든 대상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지역마다 지닌 특성의 차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와 사업 적용은 대상지가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Park et al., 2010). 즉, 

사업에 적용되는 대상지가 제한되며, 지역마다 

지닌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정책 마련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사회·경제

적 지표와 지리적 자료를 이용한 토지이용균형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km 해상도로 자료를 구축

함으로써 기존에 읍면동 단위로 구축하여 모델

을 돌린 결과보다 고해상도로 각 지리적 위치

마다 주거용 토지이용변화와 인구이동 변화가 

예측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별 주거 면

적 결과(그림 7)를 보면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Adaptaion 시나리오에서 홍수피해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주거용 토지이용이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별 인구 밀도 결과(그림 

9)를 보면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Combined 시나리오에서 침수 피해 위험지역이 

큰 곳에서의 인구밀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는 사람들의 이

동 현황과 주거용 토지이용이 환경적 도시계획

에 있어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수행되어진 토지이용균형 모델은 매크로 프로

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산정과정이 간단하고 다

른 모델에 비하여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실제 자료 값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과 

현실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가 지닌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체를 1km 해상도로 평가하였지만, 모든 자료

를 1km 해상도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또한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적은 자

료를 가지고 모델을 돌렸을 때, 결과 차이가 미

세하게 나타났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메트로가 

존재하지 않아 도시 중심지를 기준 짓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하철, 

KTX와 같은 대중교통 지리적 현황 자료를 반

영한다면 미세한 인구 이동 및 정확성이 높은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토지이용균형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것은 토지이용변화 및 

인구 이동을 예측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Scenarios 
Factors

Dispersion Adaptation Combined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twh) 82,574 80,863 74,121

Damage of human(＄) 5395.52 5388.26 5380.99

TABLE 4. Results for 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and dama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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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균형모델을 이용하여 3가지 토지이용 시나

리오를 구축하고 주거 면적과 인구 밀도를 도

출하였다. 또한 완화와 적응대책이 수립된 토지

이용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별 주거 면적 결

과를 통해 주거용 에너지 소비량과 인구 밀도 

결과를 통해 예상 인명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Dispersion 시나리오 총 주거 면적은 213.80㎢ 

로 나타났으며 Adaptation 시나리오는 209.37㎢, 

Combined 시나리오는 191.01㎢로 전반적으로 

주거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도는 Dispersion 시나리오에서 0.2229, 

Adaptation 시나리오는 0.2226, Combined 시

나리오에서는 0.2223으로 전반적으로 인구 밀

도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별 

주거용 에너지 사용량과 예상 인명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Combined 시나리오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동일한 환경을 

가정한 Dispersion 시나리오 보다 기후변화 대

응 대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일수록 홍수 피해 

위험 지역에서의 주거 면적이 줄어들고, 거주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이동과 주거용 토지이용 변화가 환경

적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기후변

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균형모델을 적

용하여 시나리오 별 주거용 토지이용과 인구 

밀도 변화 파악은 향후 기후변화 안정성을 확

보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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