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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연구개발의 핵심｜

�기후변화 향평가를 통한기후변화 향정량화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강설, 강풍의 변화 및 해수면 상승을 예측

함으로써 현재와미래의재해변화양상을분석

- 기본하중도(확률강우량도, 확률적설량도, 기본풍속도, 해수면 상승 예측

도) 제시

�기후변화 향을고려한방재기준재설정방안

- 기후변화 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방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

법론제시

- 실무에서 이를 이용하여 방재 책을 수립하기 위한『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가이드라인(안)』을제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변화양상 분석에 따른 국제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비젼및실천전략을제시

- 저개발국에적용가능한기후변화적응기술로드맵을작성

- 첨단 IT 및 GT 기술을 분석하여 세계 재해위험지도 저감의 새로운 비

전과실천전략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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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

히발생되고 있음

�자연현상의 변화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 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

히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안 마련이

시급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국제적 움직임에부합하는노력이 필요한시기임

｜공공안전 기여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미래 강우, 강설, 강풍, 해수면 상승에

한 향 평가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방법론을제시

�기후변화에 응하지 못하는 기존 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에 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재기준 재설정 방안을 통

하여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는재해로부터재해안전도확보

�우리나라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재해 저감 기술개발의 저개발국가

에 한지원방안을통하여우리나라의국가적위상 고양

｜미래 기 효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강설, 강풍, 해수면 상승의 향에 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과학적 예측에 근

거한사회경제적 향평가및기후변화 응전략수립의기초자료로 활용함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제시한미래기본하중도에기반의방재기준재설정방법(기후변화를 고려한방재

기준가이드라인(안))을통하여 실무에서효율적으로기후변화 향을검토하고방재 책수립에활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 로드맵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위험 저감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을통하여 국제사회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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