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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

아지고 있다 차보고서 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IPCC 4 (2007)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조치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기후변화로 인.

한 영향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전반에 끼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

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대응제도 및 장치의 미비와 더불어 이에. ,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징후현상 및 이에 기인한 자연재해의 이력을 조사하고 향후 재해 발생 및 증

가추이에 대한 예측 자료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차 보고서 및 국내외 연구문헌 등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해 분석한. IPCC 4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실제 강우 및 기온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재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기인한 홍수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

향이 이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제도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기온상승핵심용어 기후변화 기온상승핵심용어 기후변화 기온상승핵심용어 기후변화 기온상승: , IPCC,: , IPCC,: , IPCC,: , IPCC,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초대형 태풍 및 대형산불 등 다양. ,

한 인적 자연적 자연재해는 점차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연구결과 향후에도, ,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Climate Change, )

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문제와 취약성을 평,

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조치의 중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

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년만의 폭우 계절의 시기 변화 등 다양한 징후현상이 나타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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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에 따른 적응대책의 마련 등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기상청 등 많은 유관 기관, .

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차 보고서 등의 국내외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현상의 분석 향후 기후변화IPCC 4 ,

예측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별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후변화 징후 분석기후변화 징후 분석기후변화 징후 분석기후변화 징후 분석2.2.2.2.

전 세계적 기후변화 징후 분석전 세계적 기후변화 징후 분석전 세계적 기후변화 징후 분석전 세계적 기후변화 징후 분석2.12.12.12.1

최근 들어 매년 세계각지에서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재해 예를 들어 이상,

강우 및 태풍과 허리케인을 동반한 홍수와 산사태 가뭄 산불 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하여 많은, , ,

인명 피해와 시설 파괴 및 농작물 피해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평균해수면의 상승.

가속화와 급속한 생태계의 파괴현상과 같은 기후변화의 가속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년과. 1988

년 사이 유럽전역에 닥친 가뭄과 년 여름 영국의 가뭄 년 중국의 홍수 년 월1992 1995 , 1998 , 2000 1

인도의 아열대지역 한파 년 아프카니스탄의 년 연속 가뭄 년 유럽의 폭우 년, 2001 3 , 2002 , 2003 40°C

가 넘는 유럽의 폭염 등 잇따른 자연재해는 향후 그 발생빈도나 규모면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업살라 빙하지대 위 년 가 약 년 만에 호수로. 1 ( , 1928 ) 80

바뀐 모습 아래 년 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 2004 )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업살라 지역의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업살라 지역의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업살라 지역의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업살라 지역의....

환경변화환경변화환경변화환경변화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기온 해수면 수위 북반구의기온 해수면 수위 북반구의기온 해수면 수위 북반구의기온 해수면 수위 북반구의. , ,. , ,. , ,. , ,

적설면적 변화 년적설면적 변화 년적설면적 변화 년적설면적 변화 년(1850 2003 )(1850 2003 )(1850 2003 )(1850 2003 )～～～～

그림 는 년 에서 발간한 차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 년 동안2 2007 IPCC IPCC 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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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평균 표면온도의 변화 위 지구평균 해수면의 변화 가운데 북반구 지역의 적설면적 변화 아( ), ( ), (

래 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된 점들은 매년 관측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영부는 불확실성의 폭을) .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세기 동안 지구평균 표면온도는 약 가량이 상. 20 0.6°C

승하였으며 특히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대부터는 기온의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 1920

타났다 또한 년대의 큰 폭의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수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북. 1920 ,

반구의 적설면적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구평균 표면온도의 상승 등은 기후변화의 징후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

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류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부터 년. 1975 2006

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자연재해의 발생건수 및 이로 인한 피해액을 그림 와 같이 도시하3, 4

였다 그래프에 사용된 자료는 에. EM-DAT(Emergency Events Database, http://www.emdat.be/)

서 수집한 자료로 이 기관은 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와 벨1988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부터 재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

구기관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전 세계적 자연재해의전 세계적 자연재해의전 세계적 자연재해의전 세계적 자연재해의....

발생건수 년발생건수 년발생건수 년발생건수 년(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전 세계적 자연재해로 인한전 세계적 자연재해로 인한전 세계적 자연재해로 인한전 세계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년피해액 년피해액 년피해액 년(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

기후변화에 기인한 지구평균 표면온도의 상승 지구평균 해수면의 변화 등과 더불어 전 세계적,

인 자연재해의 빈도 증가와 피해액의 증가 등은 기후변화 징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이

를 미루어 보았을 때 기후변화가 이미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국내 기후변화 징후 분석국내 기후변화 징후 분석국내 기후변화 징후 분석국내 기후변화 징후 분석2.22.22.22.2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징후 현상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해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년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발. 50

생시키는 많은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먼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국내 평균기온도 과거, 5

년간 약 정도 상승한 것이 관측되었다 이에 따라 벚꽃과 같은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30 1.2°C .

고 있으며 한강의 결빙일수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평균기온 이하를, .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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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이상을 여름으로 정의하고 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정의하였을 때의 계절적 변화도 나타, 20°C

났다 그림 을 보면 서울지역에서 년대 보다 년대의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음을. 6 1920 1990

알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의 변화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의 변화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의 변화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의 변화....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서울지역의 계절적 변화서울지역의 계절적 변화서울지역의 계절적 변화서울지역의 계절적 변화....

이 밖에도 년부터 년까지 국내 상륙한 태풍의 최대순간풍속의 극값을 관측한 자료를1970 2006

살펴본 결과 태풍의 강도도 상승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연강우일수의 감소 강우강도, , ,

의 증가 경향 등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기후변화 예측향후 기후변화 예측향후 기후변화 예측향후 기후변화 예측3.3.3.3.

전 세계적 기후변화 예측전 세계적 기후변화 예측전 세계적 기후변화 예측전 세계적 기후변화 예측3.13.13.13.1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대기대순환모형으로 명명된 대기의 수치모형

이 있다 이 모형은 대기 해양 지표 설빙 식생 등 지구기후시스템과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 , , ,

을 모의할 수 있도록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수식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모형에.

는 미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SRES,

가 작성되어 활용된다 본 장에서는 차 보고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 IPCC 4

서에서 활용된 가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분석하였다6 .

그림 은 년에서 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좌 와 이에 따른 추정 지표온도7 2000 2100 ( )

우 를 나타낸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그래프에서 가지 시나리오는 유색실선으로 나( ) . 6

타내었으며 이후에 발표된 최근 시나리오는 회색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CO2

CH4, N2 가스의 배출량에 따라 나뉜다 추정 지표온도 그래프는 시나리오에 따O, F . A2, A1B, B1

른 전세계 평균 지표 온난화의 다중 모델로 세기 시뮬레이션의 연장이다 이러한 예측 역시 단20 .

기적 온실가스와 에어러솔의 배출량을 고려한 것이다 분홍색 실선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대기 농.

도를 년 수준으로 고정하고서 을 수2000 AOGCM(Atmosphere-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s)

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 수행 결과 강수량은 고위도에서 증가하는 반면 아열대 육지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평균해수면은 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300 0.3 0.8m .～

열대저기압은 열대 해수면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호우 및 최대풍속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으며 고온극한 열파 호우는 지속적으로 빈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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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좌 와 추정 지표온도 우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좌 와 추정 지표온도 우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좌 와 추정 지표온도 우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좌 와 추정 지표온도 우. ( ) ( ). ( ) ( ). ( ) ( ). ( ) ( )

국내 기후변화 예측국내 기후변화 예측국내 기후변화 예측국내 기후변화 예측3.23.23.23.2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지구온난화 예측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가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인 년의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가량 상승하고 상2 2070 1 4°C～

승률은 년에 정도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북한지역의 기온 상10 0.15 0.50°C .～

승이 중부나 서해안보다 크게 예측되었고 계절별로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그 상승폭이 클 것으

로 예측되었다 또한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에서는 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SRES A2

장기 기후를 예측한 바 있다 예측 결과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온은 년대에 비하여. 8 1990

년대에 년대에 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은 년대에 비하여2040 15%, 2090 30% , 1980 2040

년대에는 년대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서리일의4%, 2090 20% .

발생횟수 감소 열파현상의 증가 겨울의 단축 강수일수의 감소 호우 및 가뭄의 증가 현상 등이, , , ,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지역기후모델링으로 예측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지역기후모델링으로 예측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지역기후모델링으로 예측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지역기후모델링으로 예측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

국내 자연재해의 정량적 분석국내 자연재해의 정량적 분석국내 자연재해의 정량적 분석국내 자연재해의 정량적 분석4.4.4.4.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국내 자연재해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재해연보를 조사하여 년부터 년까지 국내 자연재해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림198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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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림 과 같이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피해조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 조사를 통해9 10 .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은 년도 화폐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2006 .

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자연재해별 국내 피해액 현황자연재해별 국내 피해액 현황자연재해별 국내 피해액 현황자연재해별 국내 피해액 현황.... 그림그림그림그림 10101010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 현황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 현황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 현황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 현황....

그림 는 자연재해별 국내 피해액을 비교한 그래프로써 년 태풍 루사와 년 태풍 매미9 2002 2003

와 같은 대형 태풍의 출현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우와 대설로 인한 피.

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별. 10

피해액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서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모든 지역에,

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이미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조사 자료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지역별 대응시스템의 구축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국내외 자연재해의 징후 자료와 향후 지구상에 발생하게 될

기후변화 예측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조사하.

여 이를 분석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 지구평균 표면온도는 약 가량이 상승하였으며 지구. 20 0.6°C ,

평균 해수면의 변화 북반구 적설면적의 변화와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 상승 경향을 미루어,

보아 현재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차. IPCC 4

보고서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협력

을 통한 대응책 마련 노력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심.

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적 인식의 전환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 등과 같은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함,

으로써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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