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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도로시설 유지관리 비용변동성 예측 

이항분석모델

김두연*ㆍ김병일**

Kim, Du Yon*, Kim, Byungil**

Road O&M Cost Prediction Model with the Integra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using Binomial Tree Model

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trend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M cost) of infrastructure, the accurate estimation of O&M cost is 

crucial part to the government. Recent literatures pointed out that gradual climate changes such as average temperature changes, 

average precipitation changes, and etc. have significant impact on infrastructure O&M cos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develop a 

long-term O&M cost prediction model of road facilities by considering the impacts of average temperature changes. For this end,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of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s 5
th

 report are adopted to structure the impact of 

average temperature changes by using binomial lattice model. The proposed framework is expected to regional government in 

supporting decisions for road O&M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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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 인해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비용지출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어 유지관리 주체 입장에서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추

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시설물에 축적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추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평균 기온변화의 도로시설 유지

관리 비용 변동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분석모델을 활용한 비용변동 추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기온변화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변동에 적용하여, 기

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을 위한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항모델 및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추정모델은 추후 

유지관리 주체의 탄력적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어 : 기후변화, 도로, 유지관리비용, 이항모델

1. 서 론

사회간접자본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Operation & Maintenance Cost: O&M Cost)의 증가 추세는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rk et al., 2012). 선진국을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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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ad O&M Cost Trend (KFMA, 2014)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이 이미 신규 시설투자비용

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CERIK, 2013), 국내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비용 지출은 2000년대에 들어 25% 수준을 넘어섰고 

사회 간접자본의 증가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ong et al., 2014). 특히 도로시설의 경우, 대한시설

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설물 중 면적 비중이 가장 높고

(22.4%),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도 지출비중이 전체 SOC 유지보

수 총지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한편,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9)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적응과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전체 평균기온

은 2100년까지 최소 1.8°C에서 최대 6.4°C까지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IPCC, 2007), 연평균강수량은 2030년까지 최대 10%, 

2070년까지 최대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Hughes, 

2003). 이와 더불어 폭설, 폭염, 폭풍,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기상재

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Lubchenco and Karl, 2012).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속적인 글로벌화로 국가 간, 

지역 간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1차 피해뿐만 아니

라 사회연결망을 따라 광범위한 2차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OECD, 2011).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해비용

도 급격히 증가하여, 19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9억 달러 

수준이었던 재해비용이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751억 달러 수준

에 육박하고 있으며(Riebeek, 2005), 최근 3년간은 연간 1,470억 

달러 수준의 재해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Guha-Sapir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지난 100년 동안(1912~2008) 연평균기온이 1.7°C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의 상승폭은 

이전 기간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또한 기상

재해로 인해 2012년 기준 약 2조 원의 피해 복구액을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까지 누적금액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EI, 2012).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그 피해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기후변화

에 따른 기상재해의 시설물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Jacob et al., 2008; Mills 

and Andrey, 2002; TRB, 2008; World Bank, 2000), 국내의 

경우도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의 규모나 복구비용을 분석하

고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hoi, 2003; Hong et al., 

2005; Kim and Cho, 2010; Lee and Lee, 2007; Lee and Lee, 

2008; Park et al., 2008). 이렇듯 기존의 연구들은 기후변화의 

시설물 영향을 극단적인 기상재해에 의한 시설물 피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홍수, 태풍, 지진, 해일 등과 같은 기상재해의 시설물 

영향은 한번 발생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심도

가 높지만, 이벤트적 성격의 기상재해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적용대상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극단적 기상재해 이벤트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의해 시설물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균기온상승,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양상은 시설물에 장기적,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수준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영향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UNFCCC, 2009). Boyle et al. (2013)에 따르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배제하더라도, 점진적인 기후변화가 시설물

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hinowsky 및 Arndt (2012)는 연평균강수량의 10cm 증가 또는 

연중최고기온의 3°C 증가는 도로시설의 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

변화가 도로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잔존수명의 하락을 야기

하게 되며 이는 도로시설이 노후화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도로시설의 잔존수명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양상은 결과적으로 도로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예산계

획 및 집행에 있어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양상과 도로시설의 비중 및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도로시설에의 영향을 유지관리 비용측면에서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 대안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hinowsky and Arndt, 2012; Galbraith 

et al., 2005). 하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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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CP Scenarios (IPCC, 2013)

Scenario
CO2 Concentration

(in the end of the 21
st
 century)

Pathway

RCP 2.6 420ppm Peak and decline

RCP 4.5 540ppm
Stabilization without 

overshot

RCP 6.0 670ppm
Stabilization without 

overshot

RCP 8.5 940ppm Rising

대한 실체적인 영향수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체계의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점진적인 기후변화, 특히 

연평균기온 변화의 도로시설에 대한 영향에 주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체계를 개발하며, 사례연구

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변동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2.1 유지관리비용 추정 방법론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추정은 활용목적에 따라 상세 수준과 

추정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개별 사업단위에

서의 유지관리비용 추정은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비용 구성요소별 추정방식, 시계열별 추세분석을 

통해 산출식을 도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되어 왔다. 현행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고속국도의 경우 

30년간의 과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세치 분석을 통해 로지스

틱 회귀식(Logistic Regression Model)과 콤페르츠식(Gompertz 

Model)을 도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국도(무료도로) 및 지방

도의 경우 고속국도 유지관리비용에 25~35%로 비율을 정하여 

산정하고 있다(KDI, 2008). 개별 사업단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유지관리비용 산정은 구성요소별 노후화 모델(Deterioration 

Model)의 개발을 통해 보수, 보강, 재건 등의 유지보수 행위와 

연계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Hong et al., 2013).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가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단위

에서의 유지관리비용 추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전체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유지관리 주체 

입장에서의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추정에는 개별 사업단위 

유지관리비용을 집계하는 방식, 시계열 추세분석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Mishalani and McCord, 2008), 통계모델을 

활용한 확률론적 추론 방법, 시뮬레이션 기법, 학습기법 등도 활용되

고 있다(Falls and Tighe, 2004).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단위에서의 유지관리비용 

추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러한 거시적인 접근법 중 이항모델

(Binomial Tree Model)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을 활용한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이항모델은 분석기

간 동안 대상아 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의 변동을 

모델링하는 기법으로, 이항모델을 통해 구축된 트리구조(Binomial 

Lattice)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분석기간 동안 기초자

산의 변동에 대한 확률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Dixit and Pindyck, 

1994). 기존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추론기법에 비해 이항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단위 시간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분석기간 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가치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영향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의 변동 추정에 있어 앞으로 기후가 어떻

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를 유지관리비용 변동에 효과적으

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

출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인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IPCC 5차 평가보고서(IPCC, 2013)에서는, 배출되

는 기체가 유발하는 온실효과의 척도인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에 따라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복사강제력은 지구-대

기 시스템에서 유입-유출 에너지 균형을 변경시키는 요소들의 영향

력을 의미하는 척도로, 1750년 산업화 이전 배경농도대비 변화량의 

강제력을 단위 제곱미터당 와트(W/m
2
)로 측정한다(KEI, 2012).

RCP 수준을 21세기말(2070년~2099년)에 도달하는 이산화탄

소 농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는데(Table 1), RCP 

2.6은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RCP 4.5 및 RCP 6.0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KEI, 2012).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RCP 8.5) 전 지구 평균기온이 4.8°C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감 노력이 효과를 보게 되면(RCP 4.5) 평균기온 2.8°C 상승이 

전망되고 저감 노력에 따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IPCC, 2013).

우리나라도 IPCC의 RCP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균기온의 경우 21세기 말까지 

3.0°C (RCP 4.5)에서 5.9°C (RCP 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KEI,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상청의 한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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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O&M Cost Estimation Model 
under Climate Change Scenarios Fig. 3. Binomial Lattice of O&M Cost Streams

지역 평균기온 변화 전망을 기반으로 유지관리 비용 변동성 예측에 

활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후변화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Larsen et 

al. (2008)은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동토층의 융해, 홍수 증가, 해안 침식 증가 

등이 시설물 교체비용에 대한 영향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제시하였

다. Chinowsky 및 Arndt (2012)는 모잠비크의 도로 시설에 대해 

네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강수량 및 홍수빈도 변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변화 모델을 개별 비용 요소별로 문헌조

사를 통해 구축하고 적용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Chinowsky 

et al. (2013)의 연구는 미국의 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강수량, 기온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개별 비용요소에 대한 고찰

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Chinowsky et al. (2013)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도변화의 유지관리비용 영향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확률분포를 제시하는 이항모

델을 구축하여, 관리 주체 입장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 추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온도변화 영향을 고려한 유지관리비용 추정 모델

3.1 유지관리비용 추정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온도변화 영향

을 고려한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추정 프레임워크는 Fig. 

2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시설물 관리 주체의 유지관리비용 데이터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 평균기온변화 추정 데이터를 분석

하는 단계로, 유지관리비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의 변동성(Volatility)을 측정한다. 변동성은 

유지관리비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연속되는 n年의 유지

관리비용 데이터 OMC1, OMC2, …, OMCn가 있다고 하면, 유지관

리비용의 변동성()은 Eq. (1)과 같다(Luenberg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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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n







, 는 xi(s)의 평균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항모형(Binomial 

Lattice)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 대상기간의 초기 유지관리비용

(OMC0), 절상계수(u), 절하계수(d), 절상확률(p) 등의 값을 산출하

여 이항모형을 도출한다. 초기 유지관리비용(OMC0)은 수집 데이

터를 활용하여 설정하며, 절상계수, 절하계수 및 절상확률은 Eq. 

(2)를 활용하여 산출하게 된다(Luenberger, 1998). 이때 Δt는 이항

모형의 기본 시간단위로, 본 연구에서는 年 단위를 적용하여 Δt=1이 

된다.

  
∆    

∆   


∆
 (2)

이렇게 산출된 값을 토대로 이항모형을 구성하게 되는데, Fig. 

3은 3년간의 이항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기준년도(t=0)의 유지관리비용(OMC0)은 다음 해(t=1)에 절상

(u·OMC0) 또는 절하(d·OMC0)될 수 있으며 이는 확률(p)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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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e Carlo Simulation to Generate Random O&M Cost 
Paths along the Lattice

Table 2. Input Parameters for Binomial Lattice

Parameter Value

Initial O&M cost (OMC0) 62.62 billion Korean Won

Volatility of O&M cost () 19.98%

Upward movement (u) 1.2212

Downward movement (d) 0.8189

Probability of upward movement (p) 0.7616

Probability of downward movement (1-p) 0.2384

Fig. 5. O&M Cost Risk Profile

이렇게 구축된 이항모형을 통해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용의 변동성

만 고려된 추정모델을 도출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 이항모형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기온 변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변화

를 Chinowsky et al. (2013)이 제시한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변동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의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2100

년까지 평균기온변화 데이터(KMA, 2015)를 활용하였다. Chinowsky 

et al. (2013)에 따르면, 포장도로의 경우 연평균 기온변화는 주로 

재포장 빈도 증가 등 상시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연평균기온의 0.1°C 상승 시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평균적으로 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변화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영향은 대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로부

터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온변화의 유지관리 비용

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장도로의 경우 Chinowsky et al. (2013)의 모델과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국내 평균기온변화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RCP 4.5와 RCP 8.5에 따른 시나리오별 유지관리비용 변동 이항모

형을 구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구성한 이항모형을 토대로 유지관리비용의 연도

별 변화 경로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작위 경로(random 

path)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Fig. 4에서와 같이 시뮬레이션에서의 

연 단위 경로 선택은 절상확률(p)를 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변동에 대한 Risk Profile인 확률분포를 도출하게 된다.

3.2 사례연구: 서울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추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용 추정 프레임워크를 서울시 

도로시설에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도시안전본

부 세출예산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항목을 수집하

여 기본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이항모형 

입력 변수들은 Table 2와 같다. 초기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2015년

도 서울시 예산계획의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항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Eqs. (1) and (2)를 활용하여 나머지 기본 입력변수들을 

산출하였다.

Table 2를 바탕으로 20년간 서울시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추정하는 이항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기상청의 서울 및 경기지역 

평균기온변화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RCP 4.5와 RCP 8.5의 

각 시나리오에 따른 이항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무작위 경로 추출을 통해 20년간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확률분포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ig. 5에서와 같이 유지관리비용의 

변동성만을 고려하는 경우 20년간의 누적 유지관리비용의 평균은 

1조 2,9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표준편차는 

4,081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

히 실현되는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누적 유지관리비용 평균은 

1조 4,802억 원으로 20년간 평균 14.20%의 비용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포도에서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평균은 1조 6,819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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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평균 29.76%의 유지관리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표준편차의 경우 267.34% 증가하여 비용상승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 인해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비용지

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어 유지관리 주체 입장에서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추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시설물에 축적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추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중 연평균 기온변화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비용 변동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모델(Binomial Tree Model)을 활용한 

비용변동 추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IPCC 5차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기온변화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용 변동에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을 위한 분석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이항모델 및 몬테칼로 시뮬레

이션을 활용한 추정모델은 추후 유지관리 주체의 탄력적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대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변동성 추정 사례

분석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배제한 유지관리비용 변동 추이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년간의 

누적 유지관리비용에 있어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유지관

리비용이 평균 29.76%, 최대 123.41%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기후변화 양상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유지관리비용 

변동 추정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사례연구의 대상지역

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기온변화의 영향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기온변화 외의 다양한 기후변화 요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영향 등이 보완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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