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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성립 배경과 그동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생명체의 풍부한 정도이며, 생물을 
구분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의미한다. 즉,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종 그리고 생태계 전반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아우른다. 이는 생태계의 기반을 구성하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이 탄생한 이
래 약 40억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생
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무수한 생명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 속
에 얽혀 있다.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이러한 생물체의 방대한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긴 세
월 동안 만들어져 왔으며, 인류도 하나의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생물들
이 없다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인류는 최근 수 백 년 간 과거의 평균 멸종속도를 1000배 가량이나 가속시
켜 왔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책임이 있
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동시에 이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본래 풍부했던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소실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농업, 임
업 그리고 어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독특한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근래 서구문명의 
유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으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조화로운 조합에 
의해 창출된 고유한 풍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구 감소에 의한 자연의 회복에 발맞추어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다섯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현대의 대멸종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주요 원인인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
분된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
경에서 ‘진화를 통한 적응’, ‘생존가능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과 같은 생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절멸
할 것이므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생물다양성은 극도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훼손정도를 최
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물계절의 변
화, 식생 이동을 비롯한 분포 범위의 변화, 생물 간 상호작용의 부조화, 먹이 사슬 이상에 기인한 번식 및 생장률 감소, 
산호초 백화현상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질병의 확산, 식량 생산 감소, 작물 경작지 범위 변
화, 어장 및 어업시기의 변화 등은 인간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후변화 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멈추더
라도,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다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과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이 성립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의 확보, 이동 보조 및 남북을 이어주는 수평 및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어주
는 수직적 생태네트웍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적응을 돕는 대안으로 추천될 수 있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이동 보조, 인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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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물다양성은 모든 생명체의 풍부한 정도, 즉 생물의 종

류가 얼마나 다양한 가를 의미한다 (CBD, 1992; Morrell, 

1999). 그 종류는 생물을 구분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종

(species)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식별

할 수 있는 유전자 (gene) 또는 그 종들을 담고 있는 그릇인 

생태계 (ecosystem)가 될 수도 있다 (Noss, 1990; Cardinale 

et al., 2012; Lim et al., 2016).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때 다양한 종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종이 여러 환경에 자

랄 때 유전자의 다양성이 높아져 높은 생물다양성을 갖추

게 된다 (Naveh, 1994; ESK, 2013). 

지구상의 생물은 생명이 탄생 한 이래 약 40억년의 역사

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미지의 생물

체를 포함하여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으로 추정되는 다

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Gaston and Spicer, 2004; 

ESK, 2013).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명들은 하나하나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그물과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 

Abstract

In this study, formation background of biodiversity and its changes in the process of geologic history,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and human were discussed and the alternatives to reduc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were suggested. Biodiversity is ‘the variety of life’ and refers collectively to variation at all levels of biological 
organization. That is, biodiversity encompasses the genes, species and ecosystems and their interactions. It provides 
the basis for ecosystems and the services on which all people fundamentally depend. Nevertheless, today, biodiversity 
is increasingly threatened, usually as the result of human activity. Diverse organisms on earth, which are estimated as 
10 to 30 million species, are the result of adaptation and evolution to various environments through long history of 
four billion years since the birth of life. Countlessly many organisms composing biodiversity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and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through diverse relationship. Environment of the 
earth, on which we live, has also created for long years through extensiv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of those 
organisms. We mankind also live through interrelationship with the other organisms as an organism. The man cannot 
lives without the other organisms around him. Even though so, human beings accelerate mean extinction rate about 
1,000 times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for recent several years. We have to conserve biodiversity for plentiful life 
of our future generation and are responsible for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Korea has achieved faster economic 
growth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Korea had hold originally rich biodiversity as it is 
not only a peninsula country stretched lengthily from north to south but also three sides are surrounded by sea. But 
they disappeared increasingly in the process of fast economic growth. Korean people have created specific Korean 
culture by coexistence with nature through a long histo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ut in recent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nature became far in the processes of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pecific natural feature born from harmonious combination between 
nature and culture disappears more and more. Population of Korea is expected to be reduced as contrasted with 
world population growing continuously. At this time, we need to restore biodiversity damaged in the processes of 
rapid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oncert with recovery of natural ecosystem due to population 
decrease. There were grand extinction events of five times since the birth of life on the earth. Modern extinction is 
very rapid and human activity is major causal factor. In these respects,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one. Climate 
change is real. Biodiversity is ver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f organisms did not find a survival method such as 
'adaptation through evolution', 'movement to the other place where they can exist', and so on in the changed 
environment, they would extinct. In this respect, if climate change is continued, biodiversity should be damaged 
greatly. Furthermore, climate change would also influence on human lif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through 
change of biodiversity. Therefore, we need to grasp the effects that climate change influences on biodiversity more 
actively and further to prepare the alternatives to reduce the damage. Change of phenology, change of distribution 
range including vegetation shift, disharmony of interaction among organisms, reduction of reproduction and growth 
rates due to odd food chain, degradation of coral reef, and so on are emerged a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Expansion of infectious disease, reduction of food production, change of cultivation range of crops, 
change of fishing ground and time, and so on appear as the effects on human.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 first 
of all, we ne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reducing discharge of warming gases. But even though we now stop 
discharge of warming gases,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be continued for the time being. In this respect, preparing 
adaptive strategy of climate change can be more realistic. Continuous monitoring to observ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and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have to be preceded over all others. Insurance of 
diverse ecological spaces where biodiversity can establish, assisted migration, and establishment of horizontal network 
from south to north and vertical one from lowland to upland ecological networks could be recommended as the 
alternatives to aid adaptation of biodiversity to the changing climate. 

Key words :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daptation, Biodiversity, Human activity, Assisted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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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물다양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Primack, 2008; ESK, 2013).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도 이러한 생물

체의 방대한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긴 세월 동안 만들

어져 왔다. 우리 인류도 하나의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과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생물들이 없다

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혜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MEA, 

2005; Lee et al., 2011a). 

또한 우리들은 지역에 따라 다른 전통 지식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풍요로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문화

는 각지의 다양한 생물다양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역의 

고유 자산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SK, 

2013). 

인류는 최근 수 백 년 간 과거의 평균 멸종속도를 1000

배가량이나 가속시키고 있다 (Naeem et al., 1999; Primack, 

2008). 하지만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진보된 오늘날도 생

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조차 알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하다. 따라서 우

리들의 생명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

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생물다

양성을 지키고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CBD, 2010).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삼면

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반도국가로서 본래 풍요

로운 생물다양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

에서 그들이 점점 사라져갔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발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삶의 질

로 이어진다는 것은 잊고 지내왔다 (ESK, 2013).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업이나 임업, 그리고 어업의 긴 역

사를 통해 많은 생물, 풍부한 자연과 공존하며 우리나라 고

유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서구문명이 유입되

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자연의 관계는 

멀어져 각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특유의 풍토가 점

점 사라지고 있다 (ESK, 2013). 

세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

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조만간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

망이 있다. 아울러 그것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는 예측도 있다.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발전이 이

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눈부신 것이었으나 인

구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은 지속되어야 하며 생

물다양성 또한 풍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

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되어 온 바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회복에 보조를 맞추어 훼손된 생물다양성을 회복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Lee, 2015).

앞으로 국가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보다 좋은 균형을 확

보하여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통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배양하는 ‘생물다양성이 풍성한 국가 만들기’를 목표로 생

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SK, 2013). 

본 연구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성립 배경과 그

동안 일어난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

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구의 구성요소와 생명의 탄생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하였고, 원시 바다 속의 유기

물로부터 원시 생물체가 생겨난 것은 약 40억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고 하지만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 (cyanobacteria) 등의 출현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산소를 중심으로 지

구를 둘러싸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강한 

자외선의 유입을 막아 현재의 대기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안

정된 기후가 유지되어 육상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졌다 (Oparin, 1924). 그리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숲을 만들었으며 동물도 이러한 환경 속에 더불

어 살게 되어 육상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생명과 그들이 얽혀 살아감에 따라 지구의 대기와 토양이 형

성되고 다음 세대의 생명은 그 전 세대의 생명이 만들어 놓은 

환경 위에서 진화를 반복해왔다 (Oparin, 1924).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다시 많은 종이 새

로 생겨나 현재 약 1,000만 내지 3,000만종이나 되는 생명

과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다

양성은 이처럼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주 소중한 것이다 (Gaston and Spicer, 2004; Primack, 

2008).

3. 대 멸종과 인간의 활동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된 대 멸종이 다섯차례 있었다 (Primack, 2008). 그러

나 현대의 대 멸종은 멸종 속도가 빠르고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이전의 것과 구별된다. 현대

의 인류가 속해 있는 Homo sapiens라는 종은 40억 년이나 

되는 생명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약 30만 년 전에 탄

생한 상당히 새로운 종으로,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지만 지

구환경 전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

해 왔다 (Lee and You, 2001).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큰 힘을 축적해 왔지만 현대

에 있어서도 인간이 생물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생

물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생물다양성의 세계

는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어 아직 우리들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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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들도 많다 (Gaston and Spicer, 2004; Primack, 

2008; ESK, 2013). 

생물다양성조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모든 생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태계 다양성, 종간 다양성 

및 종내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세 개의 다양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CBD, 2010). 생태계 다양성은 서해안의 갯벌, 

염습지, 사구, 제주도의 산호초, 자연림, 이차림, 인공림 등

의 산림, 습원, 크고 작은 하천 등 각지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ESK, 2013). 종의 다양성은 우리나라가 남북으

로 길고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강수량과 사

계절의 변화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이 생육하고 있

는 상황을 의미한다.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소나무라도 경

상북도 북부와 강원도의 것이 서부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

한 산지에 생육하는 소나무와 수형이 다른 것이나 조개의 

껍질 모양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Primack, 2008).

자연계의 다양한 수준은 각각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것이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결과로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Naveh, 1994). ‘생물다양성’은 ‘연관성’과 ‘개성’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연관성’에는 먹이사슬, 생태계의 얽힘 

등 생물끼리의 연관성 또는 세대를 초월하는 생명의 연관

성이 있고, 대한민국과 세계, 지역과 지역, 물의 순환 등을 

통한 연관성도 있다. ‘개성’은 같은 종이라도 각 개체가 약

간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각각 지역 특유의 자연이 있

어 이것이 지역문화와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풍부도를 만

들고 있는 것이다 (Sharma et al., 2006; Negi, 2012). ‘연

관성’과 ‘개성’은 오랜 진화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

로 이러한 측면을 가진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

택을 통해 지구상의 ‘생명’과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 

(ESK, 2013). 

4.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 영향, 적응 및 완화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평가

를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 (IPCC)의 제5차 

평가 보고서 (2014)는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

고,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를 온난화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의 

북반구 평균기온은 과거 1300년 중 가장 고온이었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최근 50년간 평균기온의 상승 추세는 

과거 100년간 상승속도의 약 2배에 달한다. 또한 금세기말

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환경보전과 경제 발전이 전 지구

적으로 양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1.8배인 1.1~2.9℃로 

예상되지만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한다고 가정하면 약 4배인 2.4~6.4℃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IPCC, 2014).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IPCC 보고서 

(2014)에 따르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이 1.5~2.5℃

를 넘을 경우 지금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던 동･식물 종

의 약 20~30%가 멸종할 가능성이 크고, 4℃ 이상의 상승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 지구에서 40% 이상의 종이 멸종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 생물들은 ‘그 장소에서 진화를 통한 적

응’, ‘생존할 수 있는 장소로의 이동’ 등의 방법을 찾지 못

한다면 멸종하게 된다 (Blaustein and Bancroft, 2007; 

Bancroft et al., 2008; Blaustein et al., 2012; Wilson and 

Gutierrez, 2012).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생물이나 생

태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그 방법에 관해 충분한 과학적 지식이 마

련되어 있지 않지만 섬, 연안, 고산지대 등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Hardy, 2003).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ardy, 2003; Chester et al., 2013; 

ESK, 2013).

5. 지구온난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태계의 교란 및 종의 멸

종 등 생물다양성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Hardy, 2003). 온도 변화에 의해 생물의 개화 및 결실 시

기, 분포지역 등에 변화가 생길뿐만 아니라 변화 속도가 종

과 분류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포식, 곤충에 의한 수분, 

새에 의한 종자산포 등 생물 간 상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Hardy, 2003; Kudo et al., 2004; Lee 

and Song, 2014). 유럽에서는 이미 새의 번식시기와 먹이

인 곤충의 발생 시기가 어긋나 새의 번식 및 성장률 저하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지역도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 (Both et 

al., 2009; Visser and Both, 2005; Visser and Holleman, 

2001; Visser et al., 1998; 2003; 2004).

따라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많은 종의 

멸종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

호초의 경우, 약 1~3℃의 해수면온도 상승이 일어날 경우 

백화현상 및 광범위한 사멸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

측되고 있다 (Hardy, 2003; Buddemeier et al., 2004; Lee, 

2015).

또한 온난화가 생물의 번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도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극곰은 해빙 위에서 숨을 쉬기 위

해 수면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바다표범을 사냥하기 때문

에 얼음으로 덮인 바다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캐나다의 핸더슨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핸더

슨만에 서식하는 북극곰은 암컷과 수컷이 모두 건강 악화

로 체중이 감소하고 출산률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 그 원인으로 1975년 이후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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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바다표범을 포획하는 시간이 길어져 충분한 영양

을 섭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자

연보전연맹 (IUCN)은 2006년 북극곰을 멸종 위기 종으로 

레드리스트에 기재하였다 (Greenemeier, 2008; Lee, 2015).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

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봄의 전령

인 벚나무의 개화 시기는 최근 100년 만에 약 2주 정도 빨

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Song and Lee, 2014), 새의 번식시

기가 빨라지거나 (Lee et al., 2011) 열대나 아열대에 서식

하는 곤충이나 새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Kwon et al., 

2014).

 

6.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는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통해 인간생활 및 사

회경제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세계적으로는 잠재적

인 식재료의 생산 가능 양이 지역의 평균기온보다 1~3℃ 

상승할 경우에는 증가한다고 예측되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

여 상승할 경우에는 감소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Hardy, 2003).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가뭄과 열파 등

의 극단적인 기상현상 증가로 곡물을 비롯하여 세계 식량

에 미치게 될 엄청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Hardy, 2003).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해수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해수의 산성

화로 인해 탄산칼슘을 성분으로 하는 산호의 골격과 패류

의 껍데기를 만드는 석회화 작용이 일어나기 힘들어져 일

정 범위를 넘어서서 산성화가 진행되면 골격과 껍질을 만

들지 못하는 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양의 생물다양성

을 유지해 온 생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양의 생물다양

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우리가 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Hardy, 2003). 어

획대상종의 번식지역이 북상함에 따라 어장 및 어획시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Strickland et al., 1985; 

Hardy, 2003).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온난화로 인해 바로 대규

모로 전염병이 발병하지는 않겠지만 온난화가 불러 낸 매

개생물의 분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

아질 가능성이 있다 (Hardy, 2003). 또한 학질모기 등 전

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기온상승과 함께 개체 수 증가가 가

속화되고 번식 지역이 북상하는 등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

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Hardy, 2003). 

식재료에 대해서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벼에 미치는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쌀의 수확

량 및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충의 증

가, 발생지역 및 시기의 변화 등이 일어나며 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과수에도 영향을 주어 현재의 재

배적지가 북상하게 되어 현재 주 생산지의 대부분이 재배에 

부적합하게 될 지도 모른다 (Saseendran et al., 2000; 

Yoshimoto et al., 2010; ESK, 2013).

   

7.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지구온난화 

완화와 대응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으며 온실가스의 배

출량과 자연의 흡수량 사이의 균형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

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머지않아 기후 변화의 위

기에 처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Hardy, 2003).

생물종 및 생태계는 과거에도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를 이룩해 왔다 

(Primack, 2008).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증가로 인한 급속한 기후 변화는 생물 종이나 생

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웃돌아 많은 종의 멸종

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Hardy, 

2003; Primack, 2008).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온실가

스의 배출을 줄여 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고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생물종 및 생태

계가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Hardy, 2003).

많은 탄소를 식물 및 토양에 담고 있는 삼림의 쇠퇴 및 

감소를 막고,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

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하여 실시

하는 것 등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삼림을 비

롯하여 생태계의 적절한 관리에 의해 생기는 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

스 배출 억제로 이어진다. 또한 목재를 주택용 자재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탄소를 계속 저장해 

두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구온난화방지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인 시책을 단기적 효율성

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Hardy, 2003; Ashton et al., 2012).

지구온난화의 완화대책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

측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섬 지역, 해안, 아고산지대 등 취약한 

생태계를 가진 지역은 온난화의 진행에 보다 심각한 영향

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농림수산업 및 도시지역의 생물

다양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양한 종과 생태계가 온난

화에 적응하고 생활사 및 분포지역 등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의 영향을 조금이

라도 줄여가는 방법으로서의 생물다양성보전 대책을 온난

화 대응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Hardy, 2003).

한편, 지구온난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위한 조사체계의 확립

이 중요하다 (ESK, 2013). 그렇게 하여 파악된 영향과 앞

으로 예측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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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건전한 생태계의 보전, 복

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종 및 생태계에 

따라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 및 적응력이 각기 다르

기 때문에 다양한 종 및 생태계가 서서히 지구온난화에 적

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를 들면, assisted migration: Hobbs et al., 2009; Vitt et 

al., 2009; 2010). 이를 위해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종이 번

식, 생육하는 범람원, 습원, 이차림 등의 환경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생태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방향 및 산지 내 표고의 고저방향

을 고려한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

야 한다 (ES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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