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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기상청에 따르면

세기 후반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크게 상승하며 폭염과 열

대야 등 기후관련 극한지수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총괄하여 기후변
화 영향 특히 경제적 영향분석을 종합하고 향후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체계적
인 연구가 미약하다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분석
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적절한 연구 분석
모형 구축과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농림수산식
품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에 관한 년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이
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을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문을 대상
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농
작물 산림 수산 식품 데이터마이닝 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을 구
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
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중점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체계적인 적응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에도 이 연구의 수행에 연구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준 고려대학교 임송
수 교수와 농촌진흥청 이덕배 과장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 제 목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분야별 연구 성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종합적인 비전과 연구개발 로드맵과 전략을 제시하
는 데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대안별 우선순위와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토록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모형의 비교 및 최적 모형 선택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문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
부문의 취약성 평가 경제적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전
략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기상청

은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보고서 에서

한반도 기온은 현재

보다

세기 후반

상승하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관련

극한지수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다양한 데 우선 기후변화가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물의 개화출
수 등 생물학적 변화와 품질변화 재배적지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병해충 발생과 개체군의 이동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
다 또한 축산부문에는 수정과 산란 등 생물학적 변화와 목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총괄하여 기후변화 영향 특히 경제적 영향분석을 종합하고 향후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약하다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보다 신

뢰성 있고 적합한 분석모형 구축과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농업 산림 수산 식품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농업분야의 경

우 최근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해지고 기온 스트레스의 축산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축산부문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또 기후변화가 가속화에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자원 부문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기상과 농작물 생산 및 유통과
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자 농업기상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경제적인 영향평가를 연구에 포
함시켰다 그래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입량 자
급률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측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변화 연구에서 거의 시도
되지 않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가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연구개발결과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여 분석한 결과
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생산량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자급률은

년에

더 감소한

기후
더 감소하는

로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기상이 쌀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과
이상다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리카디언 모델 분석 결과 평균온도 변화에 대해서 논 및 밭의 가격이 각각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작물생육모델 분석 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운광벼 품종의 경우 베이스라인
비해

년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가 산림생장에 미치는
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당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식중독 장염 발생을 예측 결과
상승에

에

의 재적 감소가 있을
이후 기온

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열대 아열대 작목 망고 소비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 기온상승 인
지 안전성 수준 인식 가격대비 품질만족도 인식 등이 소비의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
문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제주시 남양주시 서귀포시 천안시 진주시 등이 취약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민감도가 매우 높거나 적응능력이 크게 낮
은 지역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능력과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지역의 높은 기후노출과 민감도를 반영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산림부문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년 기준 기후변화 취약이 심각한

지역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산부문의 취약성 평가 결과 지
역별로는 경남 경북 부산 전남 강원 등 동남해권이 연근해 업종별로는 장어통발
기선권현망 등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가 국내 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상

이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방안 중 품종 변경보다 파종 시기 변경이 보다 효과적
인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분석결과 영향평가의 경우

기상재해 발생 모니터링 및 농림수산식품 기상재해

구축 이 가장 높게 계측되

었다 적응기술의 경우 농림수산 돌발병해충 및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이 피해
방지 및 기반구축의 경우 이상기상 폭염 강풍 폭설 가뭄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
축 이 가장 높게 계측되었다

. 연구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이 연구는 논문

편 학술발표

편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정책자료 건 교육지

도 건 언론홍보 건 기타 건의 성과활용이 있었다

이 연구개발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국가 기후변화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 지자체 포함 의 농업생산 체제 재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을 통해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등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안고 있
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장
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 육성
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심화와 인구증가의 추세 하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
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대응전략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식

량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협력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문 변화에 대한 국제적 정보 공유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공동
대응책 모색에 있어서 국가단위의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간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들이 다
수 있다 이 논문들이 국내외 유명 학회지에 발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와 각 협동과
제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내용을 응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학회 및 세
미나 등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홍보 및 활용할 것이다

As climate change has an adverse impact and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
emphasis is laid on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to survive skyrocketing food
prices and food used as a weapon. In particular, disast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fluctuating agricultural product prices due to frequent unusual weather events
have a great impact on farm household income. Because the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which are more weather-dependent than industry are sensitive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gradual strategy based on
scientific impact analysi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orea, no systematic
studies have been done to generalize and analy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suggest a strategy for developing technology for the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Therefore, an important emerging task is to comprehensively study the
effect of new climate change scenarios. Effective and systematic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the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needs comprehensive
diagnosis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e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The strategy to establish a reliable and appropriate impact
analysis model and develop technology for each sector is an important factor to
develop a polic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mitigation of the impact.

Prior studies about analysis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e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ories and methods of
analyzing long-term prospects. This was followed by analyzing the simulation
model for food supply analysis following climate change in connection with crop
yield forecasting by means of the CERES-Rice model and the KASMO model in
order to estimate yields of major grains and food supply and demand on a midand long-term basis. The panel analysis-random effec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unusual weather events on rice yields. The Ricardian model was used
to examine changes in farmland prices following climate change. The crop growth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producing major
crops. For the forestry sector, the model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changes of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rest growth. For the fishery sector, the method of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by climate change was used. For the food sector, the method of
predicting and analyzing food poisoning due to climate change was used.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tropical/subtropical crop
market adapted to climate change.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ssess vulnerability of agricultural, fishery and forestry sectors. The

meta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Korea’s
rice production. The AHP analysis method was used to prioritize technology
development to adapt to climate change.

The analysis of food supply analysis simulation model following climate change
reveals a production decrease by 26.1%p in 2050 in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Rice self-sufficiency decreases by 47.3%
which is 29.5%p smaller than the baseline to suggest a food security issue. The
analysis of impact by unusual weather events on rice yields reveals a rice yield
decrease by 8.8 20.8% if unusual high temperature and unusual heavy rainfalls
concurrently occur. The analysis with the Ricardian Model reveals paddy and field
price drops of approximately 7% and 11%, respectively, in connection with average
temperature changes. The analysis of crop growth model in the agriculture sector
reveals an Unkwangbyeo decrease of 4.0% in 2065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598.4kg/10a) in the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 The analysis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rest growth reveals a decrease of -5.35m3 per ha on the
average on the basis of 2050. Food poisoning (enteritis) outbreaks are predicted to
increase by 5.7 as each 1
rises above 24.3 . The analysis of factors about
consumption of tropical/subtropical crops (mango) produced in Korea reveal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by increased income, recognition of
temperature rise, recognition of safety, and recognition of good quality relative to
prices. The analysis of vulnerabil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following climate
change reveals high vulnerability in Jeju, Namyangju, Seoguipo, Cheonan and Jinju,
Korea. These areas are highly sensitive or significantly low capacity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adapt to
climate change in agriculture, which reflects high exposure and sensitivity to
unusual weather events in order to improve economic capacity and governance. The
analysis of vulnerability in the forestry sector reveals the area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clude south coast and east cost. The analysis of vulnerability in
the fishery sector reveals that the area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clude the
southeastern sea of Georginam, Gyeongbuk, Busan, Jeonnam and Gangwon, and
vulnerable fishing techniques in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include sea eel potting
and powered anchovy dragnetting. The meta analysis method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ice production in Korea reveals 6.0 in the RCP
scenario has an impact on rice production, and changing seeding period is more
effective than changing varieties to adapt to climate change. The AHP analysis to
prioritize technology development to adapt to climate change reveals the highest
priority is for ‘monitoring of weather disasters and building of DB on agri-food,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With respect to adaptation technology, the highest
priority is for ‘developing technology of diagnosing early of outbreaking pest and
diseases’ With respect to damage prevention and establishing a basis, the highest
priority is for ‘building of early warning system in response to extrem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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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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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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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광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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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에 따른 현재 와 미래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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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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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조건에서

남평벼의 수량 차원 공간변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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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 따른

와 미래

기후변화 조건에서

새계화벼의 수량 차원 공간변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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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지역에 대한
현재

및

에 따른

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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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 생장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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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목편 채위와 수집된 목편자료

과 영급분포
구조 산림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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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륜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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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편을 획득된 국가산림자원조사 고정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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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차 임상도 원본과 공간 해상도
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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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륜촬영장비
로

형태의 임상도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온량지수
온량지수에 따른 소나무

분포와
와 참나무류

의

표준생장량 분포
그림

자료와 임상도를 이용한 임목축적 산출 모식도

그림

꽃매미 알의 폐사율과 겨울철 평균기온 및
월 최저기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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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기능 취약성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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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별 연령에 따른 반경 연년 생장량 분포와 모형을 통한
추정생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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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제주도 소나무림의

년 표준반경 생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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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별 임목축적 변화와 기후변화 영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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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생장 취약성 평가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

변화 추정
변화 추정

에 따른 겨울철 평균기온에 따른

꽃매미 알 폐사율 변화
그림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인자들의 변화 경향 분석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림

행정구역별 산림병해충 취약성 값의 변화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 취약성 평가

그림

시도별 산림 취약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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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사태 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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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림

년간

에 따른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결과

년 전 세계 표층수온 변동 추이

년대까지 각 대양별 표층수온 상승률 및
년 환산 수온 상승률

그림

년까지

수층의

열량 변동 양상
그림

일본 기이반도 외해역 해양표면에서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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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해양의

그림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온 추이

그림

한반도 연평균 표층염분 변동 추이

그림

최근

년간 동해

의 감소 경향
년 평균

공간 분포
년

남해

서해

의 표층 용존산소

남해

서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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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근

년간 동해

층 용존산소

장기변동
그림

최근

년간 동해

의

층 용존산소 장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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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의 여수 및 거제의 연안수온 변동 경향

적조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현황
모델의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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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세기와

세기 계절별 표층수온 앙상블 평균
세기 계절별 표층염분 앙상블 평균

를 통한 표층
년중 및

년 수온 분포 좌

년 우 수온편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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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과를 통한 전국연안의 연평균 표층수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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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과를 통한 전국연안의 월 평균 표층수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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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과를 통한 전국연안의 월 평균 표층수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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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
추이
추이
추이

그림

참조기의 어획량 및

그림

참조기의 균형 자원량 및 균형 어획량 추이

그림

오징어의 어획량 및

그림

오징어의 균형 자원량 및 균형 어획량 추이

그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정책 및 대응 흐름도

그림

어업별 기후변화 경험 비율

그림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

그림

향후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전망

그림

어업인이 현재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방법

그림

어업인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림

지구온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그림

추이
추이

내 농축수산물 원료 및 식품의 소비구조

그림

식품제조업 농축수산물의 소비 흐름도

그림

외식업 농축수산물의 소비

그림

세계 식품가격지수

그림

식중독 세균을 결정하는데 활용 가능한

그림

주간 평균 최고기온과 장염과의 관계

그림

주간 시 군 구별 강수량

그림

시 군 구별 주

그림

식중독 발생예측 결과와 주간 최고온도와의 상관성

그림

식중독 발생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

그림

식중독 발생예측에서 기온의 시간지연 효과

그림

주간 시 군 구별 강수량

그림

시 도별 연도별 주간평균 식중독 외래이용 발생건수

그림

연도별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외래이용방문건수

그림

시 도별 연도별 주간평균 식중독 입원이용 발생건수

그림

주간 최고기온과 시 군 구 주간 식중독 의료이용 횟수

모델

간 식중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건수

회귀분석 추정 값 와의 관계
그림

기후변화와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이용의 차원
시간지연효과반영 그래프

그림

신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예측

그림

아플라톡신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 전략

그림

푸드시스템 산출물간의 상충관계

그림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오염가능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제도

그림

제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오염 가능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제도

그림

식품안전관리제도별 관리영역

그림

이력추적제도의 기본 원리

그림

데이터마이닝의 과정

그림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관한 의사결정나무

그림

신경망 모형의 구조

그림

군집분석 과정

그림

알고리즘

그림

최적의 분리 초평면

그림

웰포인트의 의료정보 제공 체계

그림

구글 독감 동향

그림

구글 독감 동향 및 실제 확산의 비교 결과

그림

시스템 구조

그림

에서 수집한 범죄자

샘플 수

그림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 및 유가예보 서비스

그림

도쿄 도심부의 도로혼잡상태 추이 비교

그림

텍스트 마이닝 과정

그림

수집된 자료 목록

그림

문서 및 단어 선별 작업

그림

단어 빈도 그래프

그림
그림

계층적 군집분석

그림

연도별 군집간의 상대적 출현 빈도

그림

의학 분야와 농업 분야의 메타분석 방법 비교

그림

지역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옥수수 밀 쌀 생산량의 변화

그림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의 효과

그림

적응방안의 종류별 이점

그림

시간에 따른 모든 지역과 작물의 생산량 변화

그림

의 구조

그림

모형의 구조

그림

모형의 구조

그림

농도에 따른 자료의 산점도

그림

농도별 쌀 생산량의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의 비율

그림

적합된 회귀직선

그림

적응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림

파종시기 변경을 적용한 경우

그림

품종 변경을 적용한 경우

그림

모든 적응방안을 적용한 경우

그림

제 계층의 가중치 계측 결과

그림

제 계층의 가중치 계측 결과

그림

농림수산식품 영향평가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그림

농림수산식품 적응기술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그림

농림수산식품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제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이라
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
성 있는 진단을 위해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 작업이

년 이후

산하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

차

차

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금까지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의 평균기온이

년 지구

상승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세기 말

년 대비
평균기온이

년간

년 월에 제

년 에는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해수면은
상승하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년부터 밀 쌀 옥수수 등의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육상 및 담수 종의
멸종위험 증가 연안홍수로 인한 토지유실 등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심화되며
세계경제의 총손실액이 소득의

천 백억

조 천억 달러 에 이를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
기상청

은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보고서 에서

한반도 기온은 현재

보다

세기 후반

상승하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관련

의 제 차 평가보고서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온실가스 농
도인 복사강제력을 기초로 사회 경제 여건변화와 연계한 새로운 대표농도경로
로 설정하고 있다

극한지수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었다 하더라고 향후 수십년의 상당기간 동안 과거 배출된 온실
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국내외적
으로 미래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영향분석을 기초로
적절한 적응대책 모색은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으로는 우선 기후변화가 농축산부문에 미
치는 영향으로 작물의 개화출수 등 생물학적 변화와 품질변화 재배적지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병해충 발생과 개체군의 이
동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축산부문에는 수정과 산란 등 생물학적 변화
와 목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총괄하여 기후변화 영향 특히 경제적 영향분석을 종합하고 향후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약하다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보다 신
뢰성 있고 적절한 연구분석 모형 구축과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종합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분야별 연구 성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영
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종합적인 비전과 연구개발 로드맵
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대안별 우선순
위와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토록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모형의 비교 및 최적 모형 선택 신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문의 경제적 영향 분석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취약성 평가 경제적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
로 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업 산림 수산 식품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농업분야의 경
우 최근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해지고 기온 스트레스의 축산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축산부문을 포함하였다 또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
리나라가 향후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자원 부문
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상과 농작물 생산 및 유통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농업기
상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경제적인 영향평가를 연구 대상
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입
량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측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변화 연구에서 거
의 시도되지 않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가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모의 활

용성 평가 및 작물모형의 구동 범위 설정 및 모듈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산림부문의
경우 생장모형을 통해 임분재적 추정을 시도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침엽수종인 소
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와 활엽수종인 신갈나무와 그 외 참나무류를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
기 위해 생물경제모형 중 하나인

모형

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대표적 어종인 고등어 갈치 멸치 삼치 참조기 오징어
로 하였다 식품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모형 예측모형 개발은 전
국 및 취약집단의 모형과 지자체의 시 군 구별 모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 범위에 따라 총괄 및 경제 농업 산림 수산 식품 데이터마
이닝 등 총 개 분야로 연구 과제를 구성하였다 연구 책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그림
제 세부과제는 경제분석 및 연구총괄 분야로 과제책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가 담당하였다
제 협동과제는 농업부문 특히 농작물 분야 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
형 구축 분야로 전남대학교 김한용 교수와 고종한 교수가 담당하였다
제 협동과제는 산림부문 기후변화 영향분석 모형 구축 분야로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가 담당하였다

제 협동과제는 수산부문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형 구축 분야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정명생 박사가 담당하였다
제 협동과제는 식품부문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형 구축 분야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박사가 담당하였다
제 협동과제는 데이터마이닝 분야로 동국대학교 이영섭 교수가 담당하였다

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기후변화가 농업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윤성호 외 인

은

년

에서 밝힌 기후변화의 과정과 예측 시나리오

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세계 우리나라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
리나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심교문 외 인

은 지난

년간

의 유형과 이들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기상재해
년간

농작물에 피해를

준 기상재해의 유형별 발생횟수를 시 군 별로 정리 분석하여 기상재해의 지역성과
발생빈도를 파악하였다
이상돈

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농업

생태계에 대한 영향 육상생태계에 대한 영향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해수면 상승
에 의한 바다생물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예측을 통해 적응대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양수

는 기상청 한국기후표

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작

물계절 출현일 변화 서리 기간 변화 과수 만개기 변화 및 벼 적정 등숙 기온의 변동
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가 농업환경과 기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였다
김종일

은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및 전망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기상재해를

분석하였다 연안지역 폭풍우 폭설 폭염 측면에서 방지대책과 재해위험지도를 작
성하여 재해위험지구주민의 이주 등 재해 대응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정택

은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농업생태계 벼 등숙기온과 사

과 재배적지 환경 변화 등의 농산물 생산환경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농업기상 정보 활용과 재해 경감대책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변우 외

인

은 미국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연구소

의 대기대순환모델
로 예측한 농도를 변동한 이산화탄소하에서의 월평균기온 월강수량 자료에 근거하
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배로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 및 농업기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수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하에서 수도 생장 및 수량성을
구하기 위해 작물생장 모의실험모형
을 이용하였다
주영희

는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수량조사 순환모형과 미국 환경보

전국의

모형 영국기상청 모형 등을 인용

하여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량 변동
을 분석하고 기후변동이 세계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김정호 이정환

은 비선형모델을 이용한 로지스틱 함수를 추정하여

년

이후 일반계 논벼의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육종 보급 재배기술 기상조건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김정호

는

년대 초의 단수 정체 요인을 규명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의 비선형모델을 이용한 로지스틱함수를 통해 평년 단수

및 전망을 추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재배요인이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형호

는

를 이용하여 원예연구소에서 작성한 사과의 기후적 적지 판

정 모형 을 바탕으로 기온 상승정도별 적지변동을 예측하고 적지변동 예측도를 작
성하였다 생육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평지에
서 산지로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재배적지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윤성탁

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 예

측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의 증거를 진단하고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

후변화에 대한 예측과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화진 외

인

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적응조치 및 국가 기후

변화 적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자원 생태계 산업 보건
해양 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농업부문은 생태계에서 다루고 있고 작물
기후통합모형
을 이용하여 벼 부분의 취약성 평가도 시도하였다
나영은 외 인

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적응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기관 각 나라의 연구기관 정책기관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가 기후변화에 대해 농업부문이 어떻

게 대응하는지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방안 모색하였다
전승종

은 기후 온난화가 감귤의 생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

후변화별 감귤재배지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해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제작한 감귤의
기후적 생육적지판정모형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지리정보시스템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과 관

련 농작물 재배지대 변화 월동환경변화에 따른 작물별 병해충 발생 진단 농업의 생
산성 변화 예측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김건엽 외 인
심교문 외 인

및

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영향평가 생물계절 및 농업기후자

원의 변화와 농업환경변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권오상 김창길
회귀분석

은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커널
을 적용하여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모수적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김창길 외 인
모형

모형 리카디언

은

모형 등의 적용을 통해

농업부문의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김창길 정학균

은 농산물 수량변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상의 영향력이 어

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곡을 사례로 기술요인과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수량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년과

년의 단수정체에는 기상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
유가영 김인애

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의 대리변수들을

선정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취약성 탄력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지역별 지
표를 그룹화하여 지역별 취약성 구성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적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성재 외 인

은 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대리변수들을 조사하여 기

후변화와 자연 생태계 토지 인구구성 사회 간접자본 및 산업구조 등 농업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대리 변수
항목을 설정하였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은 지자체 기후변호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침식 재배 사육시설 벼 생산성 사과 생산성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을
각각 평가하였다
김명현 외 인

은 기후의 영향과 민감도 적응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벼의 주요 병해충 피해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
도 지역의 취약성이 높으며 취약성지수에 대한 기여도는 적응능력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현 외 인

은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농업부문의 취약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부문 전체 벼 사과 한육우 등에 대해 시군별 자료
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평가하고 농업부문 취약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지혜 외 인

은 사과의 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변수들을 선정하

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지역별 취약성지수를 평가하였다 또 사
과 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이용한 지역별 유형화를 실시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정연 외 인
과 기능

은 산림생태계 분포
모델

모델
그리고 사회 환경적 지표를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한반도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의 식생

유형분포 변화 빈도와 방향으로부터 산림식생의 민감성과 적응성을 정량화하였다
유성진 외 인

은 시공간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이라는 생태계 모형 구동하였고 우리나라의 생태계 탄소

수지를 추정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생태계 관리 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가치가 있다
이상철 외 인

은 산림분포 취약성을 한국형 산림 생태계 분포 모델
의 산림분포예측 방법과

에서 정의한 식생유형을 이용

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잠재 식물상의 분포 변화를 기후변화 민감성과 적응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은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여 기후변화 민감성과 적응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민아 외 인

은 여러 분야의 기후 영향모델 활용이 증가하면서 모델의 입

력자료 중 특히 기후자료의 구축 방법 및 한반도 기후의 특성 파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을 위하여 공간통계학방법 중 거리자승역
산가중
이우균

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은 산림분야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주요한 영향을 선정하고 주요 영

향별 취약성 평가 사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조용성 이우균

은 기후

변화 대응 지표 개발 및 지수 산정을 통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도를 평가하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도출하였다

기후변화가 수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황진환

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취약성 및 영향을 평가하

고 피해 방지 대책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문의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
응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담센터의 설치 등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
양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장창익 이재봉
하는 방법인

은 생태계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을 소개하면서 이 방법에 의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버들 김봉태 조용성

은 국내 수산부문에 한정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결

정하는 요소들을 종합한 취약성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에 기초한 가중치를 적

용하여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변동 예측 아열

대화에 따른 주요 어획어종의 회유와 가입에 대한 시공간 변동의 감시를 위한 생물
상 변화 조사 등을 수행하고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상자료 활용 방
안 어업인의 피해예방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년에서

년 사이에

어종에 대해 잠재 어획량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위도 지역에서는
평균

어획량이 증가하는 반면 열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는 전 세계

종 이상의 어종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어종의 분포 풍도 어체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에서
세계적으로

년에서

년 사이에 어종의 평균적인 중량은 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중 저위도 지역은

이

상 감소하여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기혜

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는 총 가지 시
시나리오를 근

거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에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 현황을 예측하였다
신호성 외 인

은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미래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식중독 발생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온 상승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주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을 추정하였다
는 유럽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식품안전
문제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식물의 미량원소 또는 중금속 해양 생물 독소 병원성
세균 등 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연구 현황
은 기상의 개별요소인 일사량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등이 농작물
과 축산물의 생리학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은 강수량이 곡물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는 지구온난화로
순환모형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대

과 일반균형모형인 세계식량무역모형
을 연계하여

년 세계 작물생산량 예측과 농가수준의 적응 정

도를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량 식량의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
후변화 적응조치로 농가수준의 적응 파종일장 변경 관개용수의 확대 품종다양화
등 과 농업시스템의 변화 농업인프라 투자 확대 관개시설 설치 품종개발 등 가 이
루어지는 곡물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는

과

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영국
순환모형

을 기초로 한

의 대기

와

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년 약

백만 톤

감소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며 기아 인구는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격은
구는

보다

하에서 곡물생산은
까지

만명보다 추가로

하에서 생산량은

백만 톤

백만
감

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 인

백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와

등은

년 영국

년 독일 의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에 있어 전체 농업생산지수가 강우량 및 기온과
같은 기후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유럽농업에 있어 생산량 변화의 약

를 기후변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평균

기온 이하수준에서는 기온상승 시 생산량이 증가하나 어느 수준 이상의 고온에서는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오히려 산출을 감소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은 단계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와 대만 농업의 잠재적 영향
추정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작물의 단수반응함수
를 추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정된 함수를 기초로 가격내생 수리계획모형을
활용하였다
은 한국 중국 일본 개국을 대상으로 오존 및 관련 화

학적 추적자 모형을 적용하여

년과

년에 오존의 변화에 따른 곡물 생산량

변화와 단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을 계측하였다
는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세계농업의 적응에 관한 전망을 검
토하였는데 세계적 생산은 불리하게 영향 받지 않을지라도 저위도 지역은 적응 능
력이 적어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응의 지속적 성공은 변화하는
기술과 세계무역자유화 속에서 국가수준의 행동들에 달려있음을 밝혔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적응을 이해하고 용이하게 할 적응정책 체제를 제시하였다
은 온도와 강우량 등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라 기온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속성함수

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 분석의 새로운 틀을 설정하였다
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및 적응 방안과 관련하여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의

년의 기온변화 예측과 이를 기초로 한 대륙별 주요 작물

미곡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의 단보당 수확량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는 생태 물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
한 기대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옥수수와 겨울밀의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산농가의 기후변화 및 가격변화의 위험 반응을 고려한
단수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는 생태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온난화로 기온상
승이 이루어지는 경우

년까지 매

년마다 주요곡물 소맥 쌀 옥수수 조

곡 등 의 세계 지역별 생산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정도에 따라 지역별
로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가 중요
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모색을 위해

에서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기
후변화가 세계 물가 및 농산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영향 식량안보에 미치
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과 물 관리 등의 적응 시나리오를 기초로
년

회원국의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기술개발 평가
기존에 수행된 농림수산식품부문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과
학적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부문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결
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산림 수산 식품
부문의 종합적인 농림수산식품부문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되 특히 경제적인 영향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
를 반영함으로써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정 결과
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최근에 제시된 기후변화의 신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그 파급영향을 모형과 취약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최근
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였다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는 과학적인 연구와 경제
적인 연구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기반을 둔 생육모형과 경제적 기반을 둔 농업경제모형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분석툴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한두가지 정도의 모
형을 고려하여 분석 및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혹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모형을 모두
고려하고 이용 가능성 지역 적합성 예측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데이터마이닝 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적용된 사례는 국
내에 거의 없으며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등을 기후
변화 영향분석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영향분석 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는 농업 산
림 수산 식품 등 각 부문별로 이루어져왔으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특히 수산 및 식품부문의 기후변화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장기적인 전략 및 실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대부분 단기간의
부분적인 대응전략 제시에 그치고 있다 선행연구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농업분야
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을 기초로 제시되지 않아 국가 예산 사용의 비
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계층적 의사결정분석
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의 대응전략 정책
연구는 분야별로 이루어져 중복투자 과잉투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 및 통합 전략
을 통해 분야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모델부분은 농업과 산림분야를 대상으로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수산과 식품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각 부문별로 연구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한 시나리오와 자료가 달
라 부문별로 비교하거나 통합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통일된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부문간 비교가능하도록 하였다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각 세부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 세부분야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모형
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문을 비교 통합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방법론을 도출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세계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통상적으로 약

년 평균 특정지역의 대기상태를 지칭하

며 기후변화는 기후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계분석 등을 통해 확인 가
능하고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대기
권 수권 생물권 설빙권 지권 등 기후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변화 또는 요소
간의 복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김창길 외 인

과거의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단을 위해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적인 분석 작업이

년 이후

산하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 평가보고서는 지금까지 차
고서가 출간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차

차

차

기후변
차

보

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에너지의 불

균형을 초래하는 모든 물질과 과정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특히 대기 중의 이산
는 세계기상기구
와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
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
처하고자
년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이다
는
년 이래 매
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대응 전략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담은 기
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하고 있다

화탄소 농도가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년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약
년 이해 지나나

년

농도는

년

으로 산업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년 동안이 가장 더웠고

세기의 첫

년은

더 더웠던 것으로 나타나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구온난
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년간

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강수량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으나
위도 육지에서 강수량이 증가했고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상승
년 이후 북반구 중
년간

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농도가

년

에 도달하는 경우로

년 에는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년 대비

세기 말
해수면은

자료

의 제 차 평가보고서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온실가스 농
도인 복사강제력을 기초로 사회 경제 여건변화와 연계한 새로운 대표농도경로
로 설정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 변화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예측모델에 맞게 해상도 등을 업데이트 하였다
에서 가지 대표 온실가
스 농도는
를 사용하였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농도가

년

승하고 해수면은
림

특히

에 도달하는 경우로

평균기온은

상

정도로 상승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상승하면

년부터 밀 쌀 옥수수 등의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

이 크게 줄어들어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아니라 육상 및
담수 종의 멸종위험 증가 연안홍수로 인한 토지유실 등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심화되며 세계경제의 총손실액이 소득의

억

조 천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진단과 예측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극동지역에 위치한 온대성기후대에 속하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은 전국적으로 보면
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 대관령의

부터 서귀포의

이

까지 폭넓게 분포하

고 있다 연평균 기온의 경우 지역차가 큰 편이나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내외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년 이후 장기간 관측자료

가 있는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등 개 지점 자료를 이용한 결과
년간 기온은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원태
기상청

은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과거

관측자료에서 나타나는 온난화 경향이

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후반기에
준에서

세기 전반기에

상승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기 전반기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년간의

중반기에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준반기에

후반기에는

세기 후반기의 연평균 기온은

수

로 온난화가 더욱
에서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온은 현재 제주도 남단의 연평균 기온에 해당
한다 일최고 기온과 일최저 기온 또한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수준에서

세기 전반기에

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

와

시나리오 모두에서 뚜렷한

시나리오에서의 일최고 기온은 현재 기후값
중반기에

후반기에

증가할 것으

자료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대 기후지역 평균기온

에서 분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기말에는 아열

도가 넘는 달이 년 중 개월을 넘는 지역 이 서해안지역인

보령까지 확대되고 대도시 해안지역인 인천도 아열대 기후구에 포함될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림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인제 홍천

원주 제천 등을 제외한 전지역이 아열대 기후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기상청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제2절 농업부문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1세부과제)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분석 접근방법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상현상이 오랜 기간 동안에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평균적인 기상현상을 말한다 농업은 그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고 영
농방법을 적용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기후의존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지역특성이란 그 지역의 풍토에 따른 생태계의 특성을 말하며 기후는 지역의 물리
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안정되어 있던 농업생태계를
교란시켜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농업기후요소의 변화를 통해 농축산부문과 수문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보면 농축산부문
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물의 개화출수 등 생물학적 변화와 품질변화 재배적
지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기후변화는 농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병해충

발생과 개체군의 이동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축산부문에는 수정과 산란 등 생물학적 변화와 목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변화는 강수량 증발 토양수분 등의 변화를 통한 지하수 수위와 수온 하
천 유량 호소 수질 등 수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증가는 유출의 증가로 연결되며 온도의 상승은 증발산을 증가시켜 유출에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차적 영향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대기 조성성분
의 변화로 작물생장 반응의 변화와 농경지 군락 내 에너지와 수분 수지변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으로 차적 영향에 의한 농업기후자원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적 영향은 재배적지 변동과 농
업생태계의 변화 농경지토양의 이화학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나영은 외 인

자료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가 작물 및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작물에는 곡물과 콩 과일 채소와 같이 열매를 먹는 것이나 잎채소 차 목초 등
잎을 이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작물이 초본성 년생 작물이며 과일이
나 차 등 목본성인 것도 있다 기후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작물의 생육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농도 기온 강
수 일사량 모두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이산화탄소농도 기온 일사량은 식물
의 생육과 직접 관계되며 강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식물이 사용하는 물의 대부분은
빗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단 토양에 스며든 물을 뿌리에서 흡수한 것이다
작물의 생육에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량의 증가나
높이의 연장이라는 양적인 성장이며 다른 하나는 발아 꽃눈의 분화 벼의 성숙 낙
엽 등 발육상 발육 스테이지 의 진행에서 질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작물에서는 이
러한 양적인 성장과 발육 단계의 진행은 대부분의 경우 병행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것이 많고 또 양자에 엄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는
면도 있다 작물의 발육 단계의 진행은 수확기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발육단계의 진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와 낮 길이이다
온도 상승은 작물의 발육단계의 진행에도 양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육단계
가 진행하는 스피드를 전문용어로 발육속도라고 하며 발육속도와 기온의 관계는 일
반적으로 모식도 산의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 최저 온도는 그 이하로는 그 식물이
발육하지 않는 온도 최적 온도는 발육이 가장 빨리 진행하는 온도 최고 온도는 그
이상의 고온이 되면 발육이 진행하지 않는 온도이다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
는 식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벼는 최저온도
최고온도는

이다 그림

최적온도는

이러한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는 같은

식물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 보다 극단적인 고온이나 저온에 달하게 되면 생존
한계온도를 넘어 고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생존한계온도에 미치기 전에 고온
장해나 저온장해가 발생하고 과일 등의 먹는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면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된다 최적온도를 넘는 고온이 되면 발육이 늦어져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
온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자료

작물의 양적인 성장량은 작물의 수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적
성장량은 특히 무게의 증가량은 기본적으로는 광합성량과 흡수량의 차이로 결정된
다 광합성량과 흡수량의 차이를 순광합성량이라고 한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사용

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탄수화물과 산소를 합성하는 화학합성이며 광합성으로
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질소를 방출하며 흡수에서는 역으로 산소를 흡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기후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상환경과 작물생육을 연계한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형은 기상 토양 품종특성 모수 및 재배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벼의 발육과 수확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그림
게 벼의 발육단계를 예측하는 생물계절 부문모형

이 모형 은 크
벼의 건물

생산 및 식물체 각 기관으로의 분배를 모의하는 성장 부문모형 질소와 공급을 다루
는 질소 수분의 동태적 부문모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벼의 발육속도 및 생장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사량 온도 및 일장이다 벼는 열대지방에서 온
단일성 작물로 품종 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일조건에서 출수가 빨라지고
장일조건에서는 출수가 늦어진다 한편 벼의 생육기간은 유수분화 개시기 이전의
영양생장기와 그 이후의 생식생장기로 나누어지고 영양생장기는 다시 발육속도가
일장에 민감하지 않은 기본영양생장기 일장감응기로 나누어진다 기본영양생장기에
벼의 발육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일장감응기의 경우는 온도뿐만 아니라
일장도 발육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일장이 한계일장보다 길어지게 되면 유수분
화기가 늦어진다

모델은 품종 유전계수를 이용하여 각 품종 발육단계

를 모의한다 일장감응기 이외의 발육단계에서 벼의 발육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좌
우된다 벼의 건물생산량은 군락에 의해 흡수된 광합성 유효복사를 이용하여 계산하
며 군락에 흡수된 광합성 유효복사는 엽면적 지수 광이용효율 및 일사량으로 계산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건물생산량은 잠재건물생산량이 된다 실제건물생산
량은 잠재건물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온도의 영향이나 수분 및 양분의 부
족에서 비롯된다 수분 및 질소영양동태 서브모델에서는 토양수분의 변화와 토양 중
질소동태를 모의한다 토양수분의 경우는 침투 배수 증발 및 벼의 증산 등의 과정
을 모의하며 토양질소의 경우에는 유기태 질소의 무기화 질산화 탈질 암모니아 위
산 및 용탈 등 토양 내의 질소 변화 과정 및 동태를 모의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문모형으로 구성된

모형은 기후변화에 따른 쌀 작물생산의 중장기

예측모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한 쌀 생산 예측에 관해서

는 제 협동과제 에서 상세히 다루게 된다

모형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인 설명은 한화진 외

을 인용하였다

자료 한화진 외

인

(1) 기후변화와 가축과의 관계
기후변화에 따른 높은 온도와 습도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
인 중에 하나로

각각의 가축은 종에 따른 적정 환경온도 범위
를 가지며 동물의 생리적 특성 습도 대기의 속도와 태양복

사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가축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

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종에 맞는
적정 환경온도 범위에 따라 사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공장식 사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는 고온에 따른 열스트
레스

에 따라 농장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

기후변화가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부분은 충남대학교 서성원 교수에게 원고위탁
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고위탁의 상세한 내용은 김창
길 정학균 문동현 편저
별도 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다

에 따라 생산비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은 기후와 환경
요인에 강한 연계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기후와 환경요인의 변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적 거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가 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저온
스트레스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축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지구 온난화와 기
후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양기술 개발 및 사양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며 기후변화의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2) 기후 변화가 가축의 생리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와 가축의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 않지만 기후변화 가축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
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항온동물은 각 동물 축종에 따라 다른 적정온도 범위를 가지
고 온도 범위 안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진화하고 발달되어 있다 그림
이런 동물의 특성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변의 온도가 적정온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가축이 외부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단계를 순응

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특히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순응 단계를 거치면서 가축의 건강은
영향을 받고 이는 가축의 생산성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 혹서기와
혹한기의 동물의 폐사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사성 질병 등이 있
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가축의 기온변화 적응기에 발생하는 대사경로의 급격한 변
화 온도의 상승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의 증가와 관련된 질병의 증가 병원성 세균에
대한 내성 증가 고온과 건조한 기후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의 사료
와 물 부족 고온에 의한 사료 부패에 따른 식중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축이
고온에 적응하면서 가축의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고 호흡과 음수량이 증가한다 또 호
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은 감소하고 번식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각 축종별 적정 생육온도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고온에 따른 민감성도 달라진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낙농우 중 저지종

은 홀스타인종보

다 열스트레스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스타인의 적정 환경온도 범위
는

로 이 적정온도 범위 안에서 사육될 때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최상의

생산성을 얻게 된다 낙농우의 경우 유생산의 증가에 따라 대사열의 발생도 증가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유생산량이 높은 고능력우는 저능력우에 비해 높은 온도와 습도
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온도의 증가는 소의 땀 증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대사열 손실이 증가하지만 외부온도와 체온의 차이가 작아지
면 대사열 손실은 감소하게 되며 땀의 배출과 피부의 혈류의 증가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기후실에서

에 노출된 숫소 실험에서

를 섭취한 황소는 직장 피부 피하지방에서 온도가

의물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
젖소의 호흡수는 차가운 온도에서는 분당
우에는 호흡수가
기온이

회 정도였지만 기온이

이상인 경

회 이상이었다 아열대 지방의 고능력우의 경우 분당 호흡수는

이상일 때 분당

회 정도이다 호흡수는 상대습도와 관련이 있는

데 상대습도가 증가하면 젖소의 호흡수가 감소하고 체표면의 증발이 감소하여 직장
온도가 증가하고 사료섭취량과 유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고온의 기후에서 젖소의 유방염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름철 유선의 감염에 대한 정확한 기작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온의 상승이 병

원성 미생물의 생존과 가축의 면역방어기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가축뿐만 아니라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중 매개인자성감
염

의 생물학적 특성과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예를 들어 기온이
기

증가하면 블루텅바이러스

의 매개체인 겨모

종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다습한 환경은 다양한 가축질병의 원인인 마이코톡신

의 분비를 증가시킨

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름철의 고온스트레스만큼 겨울철의 저온스트레스
또한 가축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준다 비육우의 일당 증체량 및 증체효율이 대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돼지의 피부는 지방층이 두껍고 땀샘이 퇴화되어 있어 고온의 환경에 민감하고 고
온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돼지는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능
력이 제한적이므로 돼지의 생육 적정 온도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돼지는 고온스
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호흡수와 체온이 상승하고 사료섭취량이 감소된다
육성돈과 비육돈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생육정적온
도는

이다

돼지의 생육적정온도는 돼지의 수분증발능력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생육적정온도의 하부경계는 돼지가 자신의 수분증발
능력을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온도 범위이고
경계 범위는

의 돼지의 경우 이 하부

라고 보고되었다

생육적정온도의 상부경계는 증발열의 손실이 증가하는 온도 범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의 연구에 따르면

의 돼지는

의 온도에서 사료 섭취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온이 상부 발육한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육성기와 비육기의 돼지가 생육

적정온도 이상의 기온에 노출되면 돼지는 생육적정온도 이내의 돼지보다 사료의 섭
취량이 각각

와

정도 떨어지게 된다

온도의 변화는 돼지의 사료섭취량에 영향을 미친다 체중이
기온의 변화를 주어 사양한 결과 기온이
취량은 일당

에서

감소하였다

에서

로

인 돼지를

씩 상승할 때 사료섭
고온스트레스는 돼지의

사료섭취량뿐만 아니라 돼지의 호흡수에도 영향을 주는데 호흡수는 온도뿐만 아니
라 습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의 상승은 돼지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데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돼지의 경우 체내 열을 방출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게 위

해 체열을 낮추기 위한 행동 변화를 보인다 생육적정온도 내의 비육돈은 하루 중
의 시간을 누워있게 된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온에서 돼지는

누워있을 때의 자세를 배면을 바닥에 댄 자세에서 옆으로 눕는 자세로 바꾸며 같은
팬에 있는 돼지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의 변화와 돼지의
자세의 상관관계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돼지의 자세는 기온이
가 옆으로 눕는 비율이
율이

씩 상승할수록 돼지

씩 증가하며 기온의 상승에 따라 다른 돼지와 접촉 비

씩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류는 고온스트레스에 의해 사료 섭취시간이 감소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시간과
음수 시간이 증가한다 조류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체열을 교환할 수 있는 기낭
이라는 추가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새가 헐떡거리는 동안 기낭은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가스의 순환을 증가시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나 고온에서 헐떡거리는 행동의 증가는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혈액의
를 증가시켜 난각의 형성에 필요한 중탄산염과 칼슘 농도의 감소가 일어나고 유기산
의 농도가 증가되어 산란계의 난각의 질에 영향을 준다
육계의 사료섭취량은 기온의 상승에 따라 떨어짐
에서

로 증가할 때 사료섭취량은

기온이

주령의 육계는 기온이

감소되었다 산란계의 경우 사료섭취량은

사이에서는 기온이 도 증가함에 따라
사이에서는 도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되었다

고온스트레스는 육계와 산란계의 면역기능을 저해시키는데 고온스트레스에 노출
된 산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흉선

와 비장

이 발견되었으며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육계에서는 림프기관의 무게가 감소되었
다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육계는 전제 체내에 순환하는 항체의 양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과

의 농도가 감소되었다

고온스트레스에 의

한 가금류의 면역저하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감염 기생병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가금류의 생산성과 폐사율을 증가시킨다
(3) 기후 변화가 가축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

고온의 환경은 가축의 번식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유생산 및 육류생산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여름철 기온이 적정환경온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수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기유산이 증가한다
발정에 의한 승가횟수는 발정 당
당

의 연구에 의하면 여름철

회였으나 겨울철 발정에 의한 승가횟수는 발정

회로 조사되었다 고온스트레스는 발정기 젖소의 프로게스트론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주어 난포세포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심한 경우 배아의 형성 감소시
키거나 배아의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로 젖소의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고 여
포의 성숙에 영향을 주어 에스트라이올

의 분비가 감소되어 발정 발현이 낮

아지게 된다
기온의 상승은 가축의 정액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수소의 경우는 겨울철과 봄철
에 비해 여름철에는 정액의 농도와 정자의 숫자와 운동력이 감소한다 고온스트레스
로 인해 생식기관 내의 난자와 정자 및 초기 배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미의 호르몬 균형을 변화 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온스트레스로 인해 임신기의 태아는 성장이 저
하되고 유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육우의 경우 번식기의 기온이 일일평균 최저
온도가

를 넘어가면 임신율이 낮아진다

고온스트레스는 돼지에서 착상
있다 미경산돈

의 경우에는 임신 후

과 배발육을 저해시킨다고 보고되고
일까지가 수정 후

일 동안보다 고

온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이것은 착상기가 임신기 동안에 고온스트레스에 가장 민감
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도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수정 후

의 연구에서 미경산돈의 배아의 수가 온
일 사이의 온도 상승이 수정 후

일 사이의 온도 상승보다 더 많은 배아 수의 손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고온스트레스
는 출산 전 후 모돈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모돈의 분만 시 온도가
돈 폐사율이

이상이면 모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배기에 고온의 환경을 경험한 경산

과 미경산 돼지의 경우는 발정이 지연되거나 수정이 되지 않는 돼지의 수가 증가한
다 수유기의 모돈은 유생산을 위해서 더 높은 대사량을 가지고 있으며 육성기의 돼
지에 비해 고온에 민감하다 수유기 모돈의 대사에너지 섭취량은 온도
때마다 일당
의 생장률도

가 증가할

이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된 영양소와 에너지의 감소로 인해 자돈
씩 증가함에 따라 일당

씩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의 달걀 생산성은 높은 기온과 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달라진
다 산란계의 최고산란기

는 생육적정온도에서보다

라가면 떨어진다

이상 기온이 올

고온의 환경에서는 전체 영양소 섭취량

은 정상적으로 산란을 하기에 부족하며 이에 따라 달걀의 무게와 질이 떨어지게 된
다 달걀 무게의 감소는 달걀 알부민 무게의 감소와 노른자의 무게 감소와 관련이
있다 달걀 무게의 감소는 고온스트레스를 받은 기간의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 감소
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고온스트레스에서 말초혈관의 혈류 증가에 따라 자궁의 혈
류가 감소하여 달걀의 발달이 감소될 수 있다
(4) 기후 변화가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열스트레스는 낙농업과 육우 산업에 손실을 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전체 소의

이상이 열대지역에서 존재하며 열대지역의 특성상 열

스트레스로 인해 낙농업의 경우

가량의 경제적인 손실이 다른 지역의 비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열파
다 피해액은 낙농업과 육우산업에서

에 의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
억 달러에 달하며

년대의 네브라스카 주

에서 발생한 열파에 의해 피해는 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기온상승
에 의한 경제 손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축산부분의 미래 손실을 직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은
서

년도에 실시한 예측에 따르면 미국 축산부분의 경제적 손실

억 천만 달러에서
양돈에서

억 천만 달러에 달하며 낙농분야에서

이면 가금에서

육우 산업에

정도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고온에 의한 경

제적 손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의 폐사
에 의한 경제적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온과 습도는 젖소의 유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소에게 있어서도 고온에 의한
생산량 감소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온스트레스에 의해 유생산량은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스타인 착유의 유생산량은 일전의 온습도지수 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였으며 건물섭취량은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고온스트레스는 젖소의 여러 가지 생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유생산을 감
소시키는데 내분비측면에서 동화호르몬과 이화호르몬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고온스트레스는 유지 번식 및 생존에 관련된 세포 내의 신호체계에 큰 영향을 주어

유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육류 생산에 있어서 비육우는 환경의 변화와 극심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다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육우와 털이 많고 털색이 검거나 검붉은 소는 열스트레
스에 매우 민감하다 고온의 환경과 많은 일사량에 노출된 소는 일당 건물섭취량 일
당증체량 도체중량 지방이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 지역의 연구
에서도 고열의 환경에 노출된 비육우의 크기와 체충실지수
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온 날씨는 돼지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침 고온의 기후는 포유기간의 자돈에게
영향을 주어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모돈의 사료섭취량은 기온이
이

일 때에 비해

이상일 때 기온

배 감소하였다 감소한 사료섭취량에 따라 모돈의 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모유의 감소에 따라 자돈의 성장과 생존능력과 생존에 영향을 준
다 기온의 상승은 양계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온
의 기후에서는

일령 육계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사료요구율
기온이

체중이 감소하며

이 증가되었다

이상일 때 열스트레스는 낮은 성장률에 의해 양계산업에 중요한 요인

이 된다 고온의 환경에서는 생체중과 도체중량이 낮아지고 육계의 치사량이 높아지
고 사료섭취량이 감소된다 산란계의 경우 달걀 생산의 감소는 사료섭취량의 감소와
함께 생식호르몬의 혼란으로 인해 달걀 생산이 감소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일 동안 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란계는 사료섭취량이 마리당

였고 계란의 생산은

감소하였다

감소하
는열

스트레스와 기온상승으로 미국 내의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축산부분의 전체 경제적 손실은 연간

억 달러에 달하며 축종별로는 낙농

부분에서 억 천 백만 달러 비육우는 억 천 백만 달러 양돈과 양계는 각각 억
천 백만 달러와 억 천 백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5) 기후변화가 착유우의 생산효율에 미치는 영향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접근
가 시뮬레이션 접근 개관
국내에서 젖소로 많이 이용되는 홀스타인 품종의 적정 환경온도는

이며

적정 온도 범위 안에서 사육될 때 최상의 생산성을 보임과 동시에 적은 에너지를 소
비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온도가 적정 온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환경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젖소의 건강과 생산성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게 된다 또한 극심한 기온 변화를 장시간 겪게 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집단 폐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고온 스트레스에서는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호흡과 음수량이 증가
하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번식능력과 생산성이 저감된다
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미국 내 낙
농부분에서 억 천 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더욱
이 젖소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대사에 따른 열발생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온에 의
한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의 저온 스트

레스도 젖소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겨울철 저온 스트레스에 의해 젖소의
일당 증체량 및 증체효율이 대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축산분야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며 환경온도 및 기후변화가 젖소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
적 평가도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의 양상을 조사하고
모델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후변화가 젖소 착유우의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한국젖소사양표준
에

의 환경에 따른 젖소

의 영양소 요구량 및 공급량 변화 예측 모듈

을 융합한 모델을 구축

하고 기상청의 자료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기후변
화에 따른 낙농 착유우의 생산효율 변화를 보고자 저온지역과 고온지역을 선정하여
두 지역의 과거 기후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대표적인 저온 고온 지역으로 각각 평균 기온이 낮은 대관령과 최고기온이 높은
대구를 선정하였고 두 지역의 지난

년간

년 월부터

균기온 최저기온 풍속 상대습도의 관측치 자료를 기상청
로부터 수집하여 변화 양상을 시계성 분석
분석은

월 월평균 평
으

을 이용하였다 통계
의

였고 유의수준을

년

을 이용하여 실시하

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젖소의 영양소 요구량 및 생산성 예측 모델은 한국 젖소 사양
표준

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된

을 기반으로 한 젖소의 영양소

요구량 공급량 및 생산성 예측 시스템을 기본 모형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 모형에 환경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를 고려한

의 환경 모듈을 융

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젖소의 영양소 요구량 및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의 환경 모듈은 온도와 함께 습도 풍속을 고려한 유효온

도지수

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젖소의 건물섭취량과 유

지를 위한 정미에너지 요구량을 보정하였다
저온 환경에서 젖소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환경온도가
경우에는 섭취량이 정상 대비

미만인

까지 증가하고 고온의 경우 섭취량이 감소하되

밤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발생할 때 정상치의

이하까지 급격히 감

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젖소의 유지에너지 요구량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의 환경 모듈은 현재뿐만 아니라 지난달의 환경온도에 따라 젖소의 기초대사
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달의 평균온도가
도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각각

증가하며

감소하여 유지에너지 요구량은

비유 중기
일 평균

도

도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 의 홀스타인 젖소 착유우 체중
의 우유 유지방

도

증체량

유단백

경산우 가

를 생산하고 한국 젖소사양표준

의 착유우 일 영양소 요구량표 작성에 이용된 사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모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착유우에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정하였다
물

에 포함된 원료사료는 알팔파건초

클라인건초

건물

건물

연맥건초

건물
면실
물

를 급여한다고 가
건물
건물

건물 비트펄프
건물

농축 배합사료

건물
건물

건물

건

티모시건초

건물

건물

옥수수사일리지

건물

옥수수

건물

건물
건

건물 로 설정하였다

모델 시뮬레이션은 선정된 두 지역 대관령과 대구 에서 기후를 제외한 모든 조건
이 동일한 상태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시하였다 모델을 이용해
지난

년간의 월별 온도 상대습도 풍속 해당 월 전월의 온도 및 상대습도를 기준

으로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 및 이용효율 이에 따른 우유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열대
야의 기준으로 해당월의 평균 최저기온을 선정하였는데 만약 해당 월의 평균 최저
기온이

이상인 경우에는 열대야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물섭취량은 예측된 건

물섭취량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우유생산량은 대사에너지가능 유량과 대사단백질
가능 유량 중 최저치로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월별 사료 효

율 사료 건물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유량

을 계산하였다

평균 기온이 낮은 대관령과 최고 기온이 높은 대구의 지난
년

년간

년 월부터

월 월평균 일평균기온 최저기온 풍속 상대습도의 관측치 변화 양상을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내 기후가 유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 양상은 대
관령과 대구에서 즉 기온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기온의 경우 대구는 매년
지 않았고

대관령은 매년

씩 온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씩 유의하게

났다 연평균 최저기온의 경우 대구에서는 연

증가한 것으로 나타

씩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고 대관령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평균온도 수치만을 살펴보면 대구는
과

년에 각각

와

대관령은 같은 기간에 각각

와

년
로 소

폭 상승하였다 대관령은 상대습도에서 유의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대구는 지난

년간 연평균

씩 상대습도의 유의적

감소가 있었다 풍

속의 경우에는 대구와 대관령 모두에서 유의적인
과 대구에서 각각 연평균 시속

감소가 있었는데 대관령

씩 감소하였다

상대습도와 풍속이 동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이 체감하는 온도가 상대습
도와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체감하는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수치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치로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온습도지수
가 있다 그러나 젖소의 온도스트레스를 수치화하기 위한 온습도지수의 적
정성에 대한 계속된 논란이 있었으며 온습도지수를 올바로 계산하기 위해 원래 공
식과는 별도로 다양한 공식들이 개발되었다

에서

는 온도와 습도만이 아니라 풍속과 일광노출시간을 같이 고려하여 유효온도지수
를 개발하고 동물이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를 계산하였
다

유효온도지수에 따르면 지난

년간 대구와 대관령 지역

에서 풍속의 감소는 젖소의 온도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이 시속

에서

로 감소함에 따라 젖소가 체감하는 온도는 환경온도가

일 때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환경온도가
각각

일 때 풍속의 감소에 따라

씩 유효온도지수가 증가하게 된다

겨울철 풍속의 감소는 오히려 체감온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여름철
풍속의 감소는 고온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
구지역의 상대습도의 감소는 다행히 고온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은 상대습도가 소의 체감온도 및 고온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는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동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고온스트
레스는 가중된다 상대습도 감소가 유효온도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대습도가
에서

로 감소됨에 따라 유효온도지수는 환경온도가

일 때 각각

씩 감소한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상대습도 감소는 유효온도지수를 감소
시켜 젖소가 받는 고온스트레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온대 지방의 홀스타인 품
종의 적정환경 온도는

이고

젖소가 적응을 통

해 온도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생리변화 없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
는

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기온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가 확실한
한반도에서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저온은 낙농우의 생리적 적정온도의 범위를 벗어
나게 되어 생산성의 악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여름

월 과 겨울

월 을 구분하여 지난

년간의

기후변화 특히 평균온도와 최저온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특이점은 동일 지역에서
도 평균기온의 변화가 여름과 겨울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관령의 여름
월 의 평균기온은 지난

년간 평균

씩

증가한 반면 겨울

월 의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관령의 경우 여
름 기온 상승이 연평균 기온의 상승을 야기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온도에 따른 스트레스
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건물섭취량과 유지 정미에너지 요구량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섭취량과 환경조건에 근거한 착유우의 하부
임계온도는

로 예측되었는데 만약 환경온도가 최저기온인

로 내려가

면 섭취량과 유지 정미에너지 요구량은 추가적인 저온스트레스로 더욱 상승되어
온도스트레스가 없을 때 대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료효율의 변화를 보면 지난
화로 인한 낙농 착유우의 연 평균 사료효율
의 변화는 대구의 경우 약간 감소하는 수치
으며 대관령은 유의적

로 증가

년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

의 사료 건물로 생산되는 우유의 양
를 보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지역인 대

관령은 극심한 추위의 겨울을 제외하고는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저온에 따른 동물의
유지에너지 요구량 증가가 발생하는 빈도가 감소하였고 여름철의 온도는 고온스트
레스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효율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반
면 고온지역인 대구의 경우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온도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없고
여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져 사료효율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난

년간 각 월별 평균 사료효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지역에 따라 월별 사료효율의 변이와 환경온도에 따른 사양관리 전략이 달라
야 함을 알 수 있다 대관령의 경우 월에 최저
이와는 반대로 대구의 경우
에도

월에 최저

월에 최고의 사료효율을 보인다

월에 최고의 사료효율을 보이며 겨울

이상의 사료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농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구와 같은 고온지역에서는 여름철의 고온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프링클러 등의 냉각 시설과 시원한 음수의 공급
은 여름철 고온스트레스 저감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우사의 통풍이 잘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는 반대
로 대관령과 같은 저온지역에서는 겨울의 저온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사료 및 음수가 결빙되지 않도록 하여 동물이 충분히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우사 바닥의 깔짚상태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야간

의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저녁에 사료의 섭취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내 기후변화 양상은 지역 간에 차이가 있어 왔

다 고온지역은 평균온도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최저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에 따른 열대야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로 인한 젖소의 고온스트레스
발생 섭취량의 감소 및 생산성 저하가 예상된다 저온지역의 경우에는 여름철 평균
온도 및 최저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기온이 유의적으로 상승한 반면 겨울철에
는 오히려 최저기온의 지속적인 하강이 관찰됨에 따라 동물의 저온스트레스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유우가 저온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는 에너지요구량과 건물
섭취량이 증가하여 생산 효율이 떨어지며 사료효율의 감소로 경제성은 감소되고 우
유 생산비는 증가한다 특히 극심한 저온스트레스 또는 사료 음수 및 우사바닥의
결빙은 섭취량 감소를 야기하며 이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된다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은 다르며 온
도 스트레스에 의한 낙농우의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맞춘 사양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강수량의 규모 빈도 및 패턴의 변화는 수문순환과
유출량 변화 등 수자원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은 증발산량 증가의 원인이 되며 강수량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집중호우와
증발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토양수분 및 유출량의 잦은 변화가 예상되어 총 용수 수
요량의

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홍수

농업가뭄 등의 재해 증가로 인하여 관개기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의 어려
움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즉 기후변화
에 따른 농업부분에 대한 영향 중에서 농작물의 수자원 수요량 예측 및 분석은 농업
용수의 약

룰 차지하고 있는 수도작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작을 위하여 매우 중

요하다 유승환 외 인

(1)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기준작물증발산량

은 충분한 물의 공급이 있을

경우에 기준작물 알파파나 잔디 에 의하여 손실되는 증발산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잠재 증발산량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에서 추천했던

년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공식이 과다 산정되는 점을 지적하고 각 지

역의 조건에 따른 적합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발산량 공식을 검정하였는데 그 중

공식이 건조 및 습윤 기후에서

비교적 정확하고 일정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식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식은 세계관개배수위원회

여 종류의 증

세계기상기구

에서는
현재

등에서 추천하고 여러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은 수자원 분야 전문가에 원고위탁으로 의뢰한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의 용수 수요량 변화 예측 및 분석 퍼듀대학교 유승환 박사 과 미래 기
상자료를 이용한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 등 두 과제의 연구결과
를 요약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원고위탁의 상세한 내용은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편저
별도 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서 정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     
∆는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

여기서  은 기준작물증발산량

은 지구 작물 표면에서 순수하게 축적되는 에너지 순일사량
는 건습계 상수

토양 열 유속 밀도
균기온

 는

높이에서 풍속

는

 는 포화증기압

는

높이에서 일평
는 실제증기압

등을 나타낸다

논물수지분석은 관개지역의 필요수량과 부족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포
장내로 공급되는 용수와 증발산

침투 배수량의 대수적 관계로부터 일별 필요수량

및 담수심 을 모의한다 계측하기 어렵고 정의하기 힘든 지표유입량 지하 횡유입
량 횡유출량 등을 제외하면 논의 일물수지는 다음식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는 일 관개량
작물증발산량

  는 일 강우량

  는 일 강하침투량

  는 일

 는 지표유출량

  는 일 담수심과    일 담수심의 차이다

물의 증발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공기 중의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같은 모양의 수은 온도계를
나란히 놓고 한 쪽 온도계의 구부
를 물에 적신 헝겊으로 싸 두어 두 온도계의 온도의 차
를 읽어 계산표에 의해서 습도를 알 수 있다
포화 상태의 수증기압을 말한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머금는 수증기압은 일정하며 다른 기체
가 있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증기압은 증가하고 압력이 커지면 감
소한다
지면이나 수면으로부터 수분이 대기로 돌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며 특히 수목이나 초본류
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은 통산
혹은 증산
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하여 증발산
이라고 한다
담수심은 논 물의 깊이를 말한다
비온 뒤 빗물이 바로 증발하거나 골짜기로 흘러가는 양을 말한다

논 용수 관개수량을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를 살펴보면 벼의 증발산량과 침투량 및
유효우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침투량은 재배토양의 토성 지하수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증발산량은 작물의 종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화하고 유효우량은
강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논 용수 관개수량은 재배관리 용수량과 시설관리 용
수량 등의 손실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논에서 필요한 용수 수요량의 산정과정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논 벼의 필요수량은 증발산량과 침투량뿐 아니라 작물의 재배 방식 및 물관리 방
법 등에 따른 재배관리 용수량 용수 공급 측면에서 용수로 및 포장 조건에 따른 손
실수량을 고려하고 있다 논 벼의 재배는 크게 이앙재배 담수직파재배 건답직파재

배로 분류된다 이앙재배는 작물의 생장에 따른 시기별로 용수 수요량이 다르며 이
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묘대기 이앙기 본답기 등이 있다 묘대기는 못자리에서 묘를
키우는 과정이며 이앙기는 못자리에서 본답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고 이때 이앙일수
는 벼의 재배체계 써레질 또는 이앙을 위한 작업의 능률 등에 따라 정하며 일반적으
로

일 정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수자원 수요변화 예측을 위해 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

시나리오의 미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농업용저수지 중부지역과 남

부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수요변화를 예측하였으며

를 이용할 경우 농업용수

수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료 중 강우량과 기온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부지역과 중부지역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충주관측
소의 미래 기상자료 중 강우량의 경우
타내었고 기온은
우량의 경우

에서
가

가

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나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항관측소의 경우 강
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나타내었고 기온의 경우

에서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측소가 포항관측소보다 강우량이
우 포항관측소가
경우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기온의 경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논에서의 소비수량은 모점주수지의

에 필요수량이

으며 안심저수지의 경우
분석되었다

개의 관측소 기상자료를 비교하면 충주관

로 과거보다 약
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로 과거보다 약

증가하는 것으로

의 논용수 수요량의 경향을 살펴보면
춘천 부터
소

전주 의 범위를 나타낸다

진주 부터 최대

최대

기간에는 최소

청주 의 범위를

청주 의 범위를

시나리오의

의 경우 최

의 경우 최소

광주 부터

의 경우 최소

진주 부터 최대

청주 의

범위로 증감을 나타낸다 과거의 자료와 비교하여 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증가 비
율은 각각

및

이었다 이는 순용수량의 증감

비율인

와 비교하여 약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고

와

시나리오에서는
범위를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의 경우 최소

의 경우 최소

우 최소

에서는 약

수원 부터 최대

진주 부터 최대

진주 부터 최대

에서는 증감
전주 의

전주 의 범위를

의경

청주 의 범위로 증감을 나타냈다 과거와 비교

하여 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증가 비율은 각각
이었다

및

이는 순용수량의 증감 비율인

와 비교하여 약

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에서는 약

이가 있지만 두 인자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의차

의 경우에는 증감 경향

이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부지역

의

씩 증감하는 반면에

것으로 나타났고

가

경우에는 각각
및

남부지역

가 중부지역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지역은

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하여

시나리오가 각각

씩

남부지역

기간에는
및

씩 증가하는

씩 의 차이가 있었다

시나리오의 경우에 중부지역
씩 감소하여

기간에는 중부지역
기간의
에서는 각각
씩 더 크게 감소하

의 중부지역은

에는 각각

및

남
씩 증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1) 미국

농산물 및 무역 정책분석을 위한 국제모형
은 국제식량정책연구소
가

년대 개발한 경제모형의 특성을 가진 부분균형 최적화 모형이다

는 정책 및 무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으로
써 중장기적 국제적 식품 공급 및 식량안보 등을 예측하고자 개발되었다 또한 외생
적으로 상세한 생태물리적 작물모형과 연계되어 작동한다 그림

수문모형과

자료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는 식량생산에 대한 정책평가와 분석 농업 기술의 기술혁신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년대 초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함께 결합하여 물 시스템 및 요인 등도 모의실험하기 때문에

모형

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모형은 작물생육모형

과 물 모듈이 연계하여 사회경제

적 농업생산 및 미래식량 가용에 대한 기후 예측의 종합된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는 농업기술과 전지구적 농업경제 내 역할을 묘사하고자 프로세

스기반 작물생육모형

와 부분균형경제모형

가 연계된 프레임워크

를 개발하였다 본 통합모형 프레임워크를 통해 농업 생산성 내 분열된 변화들이 국
제적 및 지역적 생산 국제적 식량가격 교역흐름 칼로리 가용성 영양실조 수준 등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의할 수 있다

주
자료

는
결과물로

모형을 이용한 최초의

년 세계식량 예측
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 내 식량안보 및 영양 상태 등과 관련

하여 인구 투자 교역 시나리오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는 선진국 내 육류 중심의 식단 및 개도국 식량안보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지역연구에도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최근

는

모형을 이용해

년까지 세계 주요 식

량들의 가격과 기근 등을 전망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나리오와

및

시

시나리오 등을 이용

해 보다 정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주식작물인 쌀 옥수수 밀 등에 대한
식량공급 수요 가격 안보 등을 위한 대안적 농업기술전략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임업 및 농업부문 최적화모형
은 동태적 하향식

미시경제 모형이다 미국 환

경보전처

에서 농업 분야 환경영향 평가

로 시작되어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
경제연구청

에서 환경영

향 평가 및 농업정책 평가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모형은 농업과 산림 분

야의 정책변화 농업 보조금 무역 환경 탄소세 환경 변화 기후변화 에 대한 시장의
변화 후생변화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모형은 기본적으로 완전 동태모형

과 완전한 예측

을 가정하며 생산기술은 일정한 투입 산출의 비율로 정해지는 레
온티에프 함수

자료

로 표현되며 기술 데이터 생산비용과 가공비용

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결정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은 자

원 투입량 토지 이용 최종 상품 시장 등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각 요소 별 한계
가 설정되어 있으며 최적화를 통하여 시장의 흐름을 묘사한다 외생적으로 자원의
변화 시장 수요의 편화 등이 제한 조건으로 설정되며 토지이용 가공 기술에 따른
환경 변화 온실가스 배출 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의 작물 산출량 재배방법에 따른 변화 비료 사용량과 토양에 대한 영향
등 농업경제모형의 환경적 외부효과를 측정하게 위해
모형이 사용된다
력 데이터가 필요하며

개발을 통하여

모형을 결합할 수 있다
기후 데이터 정보를 이용한다

자료

유럽

모형의 데이터와
모형은

에 의해서

는 보통 농가 단위의 작물 상태를 나타내며 작물

재배현황 비용 산출량 등의 정보를
본으로 경제모형인

은 다양한 입

모형을 통하여 제공하고

단위를 기

의 재배 방식 농지 크기 등을 결정한다

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은 유럽지역의 농업 및 산림부문의 부분균형

모형으로써 정책 기술 자원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토지이전 및 농업 및 산림부문 내 다른 자원배분을 묘사하는
지역적 다중기간적 시제간 모형이다 모형 내 모든 대안적 농업 및 산림이용 상 한
계이익에 따라 토지는 토지이용 부문 및 유형들 간 모형으로 이전된다 특별히
은

가 개발한

모형

가 개발한

모형

의 토지이용모형 등에 입력 값을 제공하며 이들의 결과 값은 공간해상도를 높
이고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는

과

여 작물생육모형

을 사용하
과

향을 비교 확률적 경제모형

과 결정론적 경제모형

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스케일의 영향 평가가 기존의

을 결합하여 경제적 영
기후자료를 이용한 상세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며 더 상세한 스케일의

데이터가 기후변화 영향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북서태평양국립
연구소

가 개발한 통합평가 모형으로 과거에

으로 지칭한다 글

로벌 경제 에너지시스템 농업 토지이용으로 구성된 본 모형은 육지와 해양 탄소
순환을 포함한다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프레임워크는 회귀적 동적 부분균

형 모형이며 외생요인은 인구규모 나이 성별 노동 생산성 등이다
모형은 세계경제 에너지시스템 농업 토지이용으로 구성되고 육지 및 해
양에 관한 가스 사이클 기후 및 얼음 용해 모형 등 상호동조화 된다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프레임워크는 회귀적 동태적 부분균형 모형으로써 농업 임업 에너
지 토지 등의 공급과 수요는 가격기반 시장청산 메커니즘에 따라 균형을 이루게 된
다

은 섹터별 경제적 결과와 가격 토지이용 등에 더하여

에어로졸 뿐만 아니라 내륙 탄소축적량을 모형화한다

종의 온실가스와

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평가 모형
을 이용해 대기 해양 기후시스템의 축약된 형태로 묘사한다 그
림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

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 중의 하나이며 미국 에너지부 및 기타 정부기관들로부
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환경 에너지 국가보안 생명과학 재료 촉매 핵폐기물 분야 등에서 활
발한 연구를 수행한다

자료

은 재배 시 토지이용 변화는 토지임대가격에 의존한다 토지수요의 증가는
높은 임대가격과 비관리된 생태계로 확장을 초래한다 토지이용과 생산은 역사적 경
작지 목초 잠재적 식품 등의 글로벌 맵에 기반한
가 이루어진다

개의

지역으로 지도화

은 미국

로 이용되어 왔고 지난

의 주요 분석 툴

여 년간

보고서 등

주요 기후 에너지 경제학 분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위한 대표농도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차 보고서를

종의 모형 중 하나이며

의 사니리오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 산출에 이용되는 종의
모형 중 하나로 이용될 만큼 검증된 모형이다
은

년부터

년까지

년 주기로 잠재적 미래 개발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농업 임업 에너지 토지 등의 공급과 수요는 가격기반 시장청산 메커니즘
에 따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장 결과물은 비관리된 생태계와 내륙 탄소
사이클의 이용과 외생적으로 연결되며 섹터별 경제적 결과와 가격 토지이용 등에
더하여

은

화 한다

종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뿐만 아니라 내륙 탄소축적량을 모델
내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은 통합모형과 완전 연계

되

어 있으며 다음의 이유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오레건주립대

교수팀이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모형비교 및

개선 프로젝트
는 모형비교 다모작을 위한 미래 기후변화 여건 반영 세계농산물 교역 모델
링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업이다

는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국의 농산물

수급영향 분석과 지역간 변화 적응조치의 정책효과 등을 다루기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작물모형 및 농업경제모형과 연계된 종합적 모델작업이다 특히 이 모형
분석결과는 영향분석 취약성평가와 적응수단의 효과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되고 있다
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은 국제지권생물권연구
의 글로벌 변화와 육

생 생태계

프로젝트에 의한 작물

모형 상호비교와 농업시스템적용을 위한 국제 협력단
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중 모형 기후 농업경제 경제 전망은 취약성 영향 적응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의 미래 농업전망과 경제적 결과는 지역단위 취약성 및 적응 연구 국가단위

자료

자료

의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공급 시험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설정되며 향후 토
지이용변화 전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토콜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형 비교와 다중모형 평
가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각 팀별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팀 프로토콜은

기록과 표준화의 개선 기후데이터 수집과 시나리오

자료 및 방법의 투명성 확보

역사적 기후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적인 농업모형 비

교 베이스라인 기간 분석 지원
위한 시나리오 개발

주요 기후현상에 대한 작물 모형 민감도 분석을

주요 농업지역에 대하여 잠재적인 미래 기후 시나리오 개발

과거 기후 및 미래 조건에 대한 농업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기상
분석 등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작물모형팀 프로토콜은

기온 물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 생장

및 단수 데이터 결과를 비교하고 다양한 작물과 지역에 대한 모형을 평가
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형 알고리즘과 파라미터를 개선
적 계수를 분석
모형을 계산

작물관리시스템 제시

예측

품종 차이를 고려한 유전

토양탄소 질소 비옥도 용수량에 대한

물과 질소 공급과 무관한 단수 차이 요소를 정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투입요소 세트를 만들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작물모
형 시뮬레이션을 실시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난 불확실성을 분석

관리

방법 변화와 유전적 개선 등 적응전략을 개발하고 평가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정보통신팀 프로토콜은 유용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공급함으로써 모형
통합 상호비교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팀은

모델의 변수

파라미터 투입요소 산출물의 정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메타 데이터와 의미적 상
호운용성으로
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데이터 변환장치

그래프 도표 지도 표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

록 온라인 지리 뷰어를 제작하여 시행

여러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중모형

을 심플화하는 모델링 체계를 개발 및 적용 등을 수행한다
특히

에서는 최소자료 또는 다차원적 상충분석
모형은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어 다차원적 영향평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는 원래 농업과 환경정책분석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결정지

원 수단으로 개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제적 자료와 필드 자료의 모형을 통합하
기 위해 고안되었고 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 간의 상충성

을 계량화하

기 위해 정책분석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적 산출을 점수화하여 총계하는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로 의사결정자와 과학자가 참여하는 과정에 이용되며
농업연구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하거나 연구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상충관계의 계량화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세심한 설계가 요구되며 이 중 가장 중요

한 요소는 계층화

와 단순화

이다 계층화는 모형 내 추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성있는 하부 인구들로 인구를 계층화할 때 이용되며 지질적
농장 규모 및 유형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단순화는 추정에 이용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단순한 특성들로 데이터를 통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간에 변하지 않는 활동들을 축적하고 순수
익을 모형에 직접적으로 입력하며 개별 농가단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등을 포함
한다 이 모형의 데이터 구조는 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농가그룹들의 대표성 있는 샘
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데이터 획득의 문제를 고려해 실험 데이터 모
형의 결과값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이차 데이터를 활용한다

자료

를 이용하면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는 물론이고 적응효과 분석
도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형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영

향평가와 관련한 불가피한 불확실성 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기후영향
및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단계에는 대표
농업경로

및 시나리오 설계가 이루어지고

단계에서는 기준시스템 및 적응시스템을 규명하고 특성화하며
및 적응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정량화하고

단계에서는 기준

단계에서는 비적응 시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고 끝으로 단계에서는 적응 시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
다

단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스토리라인을 이용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며 이는 정량적 정보를 모형 파라미터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또한 기후데이터 및 모

형을 통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며 농업인과 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적응대안의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에서는 비적응 시 기

후변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적응투자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서
는 기후변화의 비용과 적응의 경제적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단
계에서 기후영향 정량화를 위한 작물모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응 시의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로 단계와 달리 적응기술의 도입률이 고려되며 해
당 지역의 작물별 농가들의 적응방안 도입 정도를 산정하고 도입률에 따른 개별 농
가의 순수입

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비도입 농가와 비교해 이익 및 손실
를 통해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유럽

전지구 농업생태지역모형
템분석연구소

은 국제응용시스

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전략 관리 계획 등의 수립과 식량안보를 고려한 합리적 이용 및 지속가
능한 개발 등을 위한 전지구 규모의 평가도구이다

모형은 토지자원의 인벤토

리 및 토지의 생태물리학적 한계 및 생산잠재량 평가를 기반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한다 또한 세계 농업 및 천연자원 잠재량 등에
대한 전지구적 분석을 통해 회원국에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식량 및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서버
를 이용해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포털은

분석의 주요 결과 값

에 주제에 따라 구조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하위 행정
단위별로 그리드 데이터의 누적된

해상도 지도와 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생산성의 계량화 등 다양한 응용을 위한 농업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작물 잠재성 평가를 위한

모형 프레임워크는 토지 적합성 잠재적 단수 상

세농법 및 투입재 수준에 따른 잠재적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한 상세한 작물학기반 지
식을 이용한다 본 도메인은 농업 기후 단수 단수제약 작물달력

단계 투입물 수준

에 따른 잠재적 생산추정 등에 대한 지도 및 표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성 추정은 여러
가지 물공급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

모형 구조는 모형 평가 내 정보의 흐름과 통합을 나타낸다 주어진 작물
및 토지이용유형

의 재배를 위한 토지 적합성은 지배적인 농업 기후 및 농업

토지 조건과 비교하여 작물이 가진 요구조건에 따라 다르다 본 모형은 개의 모듈
모듈

을 통해 데이터 처리과정을 거쳐 작물 적합성을 측정하며 모듈

해 지배적인 주요 작물의 단수 및 생산을 계산하고 모듈

를통

를 통해 기존 작물과

잠재적 획득가능한 작물 간의 단수를 비교한 차이를 계산하여 전지구적 인벤토리를
산출한다
방법론에 기반한

모형은 토지자원의 축적 및 생물물리학적 제약 토

지의 잠재적 생산량 등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보
를 생산한다 이 모형은

토지 생산성 정량화

식량 사료 직물 바이오에너지

원료 생산 등을 위한 천수답 또는 수리답 재배 잠재량 추정
환경적 제약의 규명

농업적 전환의 잠재적 분쟁지대

한 농업 토지 잠재량 상 지리적 변화 등의 분석에 활용된다

농업 생산량에 대한
및 기후변화로 인
모형 프레임워크는

전지구적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규모 등 다양한 규모에 활용된다
은

보고서에서
해상도의 다양한 전지구

의 작물적합성 및 생산성평가를 이용해 토

지 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한 핵심 메시지에 대한 분석이
토지이용유형
은 사회경제적 설정 내에 기술적 특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짐 개별 토지이용유형에 관한 요인은 재배농법 투입물 요구사항 재배력 주요생산의 이
용 작물잔류물 그리고 부산물 등을 포함한다

자료

가능하다 또한
지구

는 바이오연료 및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전

의 바이오연료용 원료 적합성 및 생산성 평가를

해상도 수준

으로 수행한다

모형은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
이 최초로 개발하여 풍부한 기술적 묘
사가 국가 단위에서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모형이다 주로 중장기 에너지 계획 수
립 에너지 정책 분석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각종 시나리오 개
발 등에 활용되며

년 단위로 최대

통합모형 프레임워크는

년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가 개발한 개별 모형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모형화 및 분석에 이용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부문의
연구를 위해서는 그림

과 같이 영향분석 모형과 연계가 요구된다

통

국제응용분석시스템연구소
는
년에 설립된 비정부 연구기관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의 락센부르크에 있으며 환경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 상호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다 미국 일본 등 개 정회원국이 있고 준회원 개국 제휴회원 개국 등이 있다

합모형 프레임워크는

등이 통합된 형

태로 지역 및 국가 격자단위 등의 입력 값들이 일관성 있게 구성된다
모형은 농업부문의 대안 개발경로를 예측하며 다음의 세 가지 하부모
형으로 구성된다 공간적으로 상세화된 작물적합도 및 토지생산성을 평가하는 농작
물 모형

모형 세계식량시스템의 응용일반균형모형

모형 통합세계식량

시스템의 생산수준과 농업 토지이용의 공간 생태물리학 자원의 분배를 위한 공간 다
운스케일 모형 등으로 구성된다

모형은 토지자원 가용성

작물 적합성 농지레벨 관리설정 작물생산 잠재량 등을 기후 기술 경제 생산성 및
여러 요소로써 시뮬레이션화 한다
생산 교역 및 토지이용 등을 분석한다

모형은 농업경제모형으로써 지역 농업소비
모형을 통해 전지구적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한 식량 및 사료생산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변화 결정되며 이러한 수요는
세계 농산물수요 토지자원의 가용성 국가소득 및 소비자 생활유형 등과 일관되게
유지된다

자료

또 다른

통합모형 프레임워크는 그림

최신 버전의

에너지 경제

과 같이 새롭게 변형된 형태로써
오염물 배출

농업

임업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 모형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모형
화 및 분석 등에 이용된다

에너지시스템 공학기반 모형인

모형은 동태적 선형모형으로 자원 가

용상태에서 최소비용의 공급구조를 계산한다 거시경제학 개발 및 에너지이용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은

모형과 연계되어 시나리오의 일관성

을 평가하고 각각 하향식 상향식의 관점을 동시에 분석가능하게 한다 농업부문의
바이오에너지 이용에 따른 영향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로 세계에너지협회와 더불어 전세계 에너지 전환경로 및

는주

를 위한 온실가스 배

출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이용된다

혁신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역화 에너지 경제 기후모형
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가 개발한 최적화 모형이다 에너지시스템 거시경제
는

년 독일 통일 직후에 설립되어 현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후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개 지역으로 구분된 글로벌 모형이다 상세한 에너지시

스템 모듈을 거시경제학 성장 모듈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계산한 기후
시스템 모형과 통합되어 있다 연계성을 지니며 동시에 동태적 최적화 과정 상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해 세 모듈의 결과 값을 구한다

은 통합평가모형 프레임워크로써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개발된 세 가지 종류의 독립적인 모형으로 구성된다

는 외생적으로 상세

에너지시스템 모듈과 거시경제적 투자 다이나믹스와 교역을 보다 발전적으로 묘사
한다
는 내생적 기술변화 묘사와 공간적으로 명확한 농업 섹터모형과
결합한다
는 탄소 물 농업생산물 간 프로세스 기반 상호작용을 제
공한다 상기 세 모형의 상이한 특징들이 결합되어 유연성 있는 소프트 커플링 접근
법을 개발한다

결합을 통한 종합적이고 기초과학 중심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세계 정상급의 연구기관이다 전세
계
여명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국제적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유럽의 기후변화 식량안보 연계 유럽농업모델링
은 유럽 농업전반에 대한 기후변
화의 영향파악과 위험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물 축산 무역 등
개 부문과 유럽

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제와 무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후변

화에 따른 식량안보와 농업발전을 다루기 위해 일반균형수단응용 모듈
은

모형에 기초한 모형으로 세

계화 식량수요 제약요소 환경변화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년까지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3) 일본
일본은 농업환경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년까지 개년 프로젝트로 농림수산분야의 온난화 완화기술과

적응기술 개발 을 다루는 온난화

과제에서 농업 수산 산림 부문의 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농식품부문의 경제적 모형은 기후변동과 세계식량모형을 연계하고 동태이론을

응용한 일반균형모형으로 소비자 선택 행동모형과 지역농업 생산모형을 연계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식량수급 분석 및 적응기술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이
루어지고 있다

년부터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수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장기예측이 가능한 지구온난화의 영향 예측용 식량수급모델 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일본의 완화와 적응대책이 타국가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일본 농림환경기술연구소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모형은 관련분야 파라미터의 적용성과 분석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 개발
되어 운용되고 있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분석에 대한 모형으로는 미국 오레곤주
립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는
아 운용되고 있는

의

와

의 지원을 받

프로젝트의 영향분석 모형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향분석 모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서

개발된

와 미국의

에서 개발된

등의 모형을 도입하여 운

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들 모형을 도입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개발하
여 운용하고 있는 기관과의

체결과 공동과제 추진 등의 선결요건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창길

주 국내적용 가능성과 관련 높음의 경우 모형개발 또는 운용기관과의
가능함을 나타냄

체결을 전제로

현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 영향분석 모형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공급 분석을 위해 작물생육모형의 단수변화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시뮬레이션모형

이하

을 연계하여 기후 농업연계 한

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
이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된다
용하여 예측된 단수 변화를

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

의 단수 추정치에 반영하여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주요곡물인 쌀을 대상으
로 신기후변화 시나리오 하

에서

품목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대상 연도는 중장기로
목표 연도를

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하여 기후변화를 적용한

의 분석이 가능한 쌀
년

년으로 하였으며 최종
모형 시뮬레이션을 이

의 단수 추정치를 외생적으로

여 분석한 결과와 기후변화가 없는

에 투입하

의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다

자료 김창길 외

인

(1) 분석자료 및 모형설정

단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기상요소는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자료는
현재 평년기상

년 을 기준년도로 하고 기후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미래

의 기후조건을 단계별로 나누어 미래의 평년기상을 구축하였다

개 지역별 미래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가지의 미래 평년기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한반도 기후시나리오의 기준년도 대비 월별 기상 평차자료를 추출하여 비래의
각각 해당기간의

년 평균값을 계산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제 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탄소순환모형인
과

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개 생육 모의 지역의 토양자료의 생성에는 각 지역별 대표 토양정보의 추출과정
과 추출된 각 지역의 토양의 세부적인 자료 조사과정 및 작물생육 모의에 알맞게 토
양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다 생육단계 및 수량을 모의하기 위한 유전 모수 추정
에는 모의하고자 하는 연도의 모형 구동용 입력파일의 구축과 모의 결과를 통계분석
하기 위한 관측된 생육단계 및 수량구성요소 자료가 사용된다

는 주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 가격 전망부문 재배업부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총량부문 전망부문으로 크게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자료 한석호 외

인

주요 거시변수부문은 실질

와 인당 가처분소득을 전망하도록 구성되고 이

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자율 환율 소비자가격지수 생산
자가격지수 등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관련기관 전망치

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미국의
전망치

의

국내 총인구수는 통계청 추계인구전망치를 이용하

였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축산물 가격은 미국 농식품정책연구소
의 전망치를 이용하였다 투입재가격
전망부문은 농기구가격 사료비 영농광열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농
업노임 농지임차료 등을 전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중 농기구 사료비 영농광열
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는 앞서 전망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농업노임과 농지임차료는 거시변수 부문과 더불어 재배업부문과
연계되어 전망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배업부문은 곡물 채소 과채 과일 특용작물로 구분되고 각 품목은 재배면적함

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
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배업 부문은 크게 하계 재
배 작목 과수작목 동계 재배 작목으로 구분되는데 하계 재배 작목과 동계 재배 작
목은 생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충

관계가 반영되도록 연립방정식체계

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부분모형을 기초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변형하고 이용하였다 분석모형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경우 균형
가격을 구하는 연립방정식 모형형태이다
총수요는 식용소비량 가공소비량 종자소비량 감모 및 기타 수출량 기말재고량
으로 구성된다 식용 및 가공소비량은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며 종자소비는
기의 재배면적 기말재고량은 가격과 생산량 수입량 등 당해연도 수급에 따라 달
라진다
총공급은 생산량과 수입량 이월재고량으로 구성된다 생산량은 단수와 재배면적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재배면적은

기의 생산대체재가격과 균형가격 경영

비 정부정책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수입량은 국내가격 국제가격과 관세율
에 영향을 받고 이월재고량은 기말재고량에 따라 달라진다
재배면적반응함수 는 동태적 재배면적 반응함수형태로
정모형과

의 기하학적 분포시차모형을 기본으로 한

의 부분조

의 적응적 기대가설

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모형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전기의 재배면적
   

농판 가 격 × 단 수
보 조금
기대순수익 
 과 생산대체재의 기대순수익
경영 비










농판 가 격  × 단 수 

경영 비 

을

사용하였다 기대순수익은 적응적 기대가설을 기본으로 하여 전기가격에 정책보조
를 추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대단수를 곱하였고 경영비를 포함하였다 경영비는
농가의 생산의향결정 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생산비는 작물의 재배의향면적 또
는 축종의 입식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연구에서 경영비함수형태는 각 품목의 경영
비 중 각 요소별 투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그 비율을 이용하여 함수식을
설정하였다 비율은 과거 개년의 각 요소별 투입재 비율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각 요소별 투입재를 설병변수로 하여 경영비함수를 개발하여야 하나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가 많아 자유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투입재량과 투입재 가격 간에 상호영향
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면 각 투입재 비율이 큰 변화가 없었다
재배면적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농판가격 ×단수
보조금  농판가격 ×단수
            
경영비
경영비



 



즉 단수의 감소율보다 가격 상승률이 크다면 재배면적이 증가할 수 있고 단수의
감소비율이 가격상승률보다 크다면 재배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모형
을 바탕으로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
시스템 하에서 시장청산 균형가격 도출 계산방법은 초과공급
가 이 될 때 즉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이 같아질 때

또는 초과수요
시장청산 균형가격을

도출하게 된다 예들 들어 이전가격   이 높게 설정되었다면 공급은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초과공급

은 양

의 값을 취하게 되고 조정계수

앞의

음 의 부호 때문에 새로운 가격  는 이전가격   보다 낮게 되며 이 순환과정
은 초과공급

이 으로 수렴할 때 까지 반복

하게 된다

        

여기서

 는 가격 는 조정계수

반복횟수

이며 는 총공급

는 총수요를 의미한다

(2) 시나리오 설정
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
도를 정하였다 하나의 대표적인 복사강제력에 대해 사회 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
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
미를 포함하였다

시나리오는 최근 온실가스 농도 변화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예측모델에 맞게 해상도 등을 갱신하였다
는

라는 의

에서 가지 대표 온실가스 농도

를 사용하였다 온실가스 농도 산출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가정을

미래사회 구조 기반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행여부로 변경하였다 여기에서
는 저감활동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즉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모형 분석의 주요 시나리오 설정은 수급부문에서는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변수로 직접지불제를 반영하였다 쌀의 경우 변동직불제와 고정직
불제를 반영하였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변수로
른 관세율과 저율관세할당

을 적용한다 베이스라인으로

가 반영되어 이에 따
년 월 발효된 한

칠레

년 월 발효된 한

년 월 발효된 한 미

가 포함되

었다 이는 수입수요함수에서 품목별 국가별 수입함수를 분리하여 추정하였기 때문
에 가능하다
(3) 분석결과
기후 농업연계 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 추정을 위한 단수는 본 연구 제 세부과
제의 광주지역
시나리오

에 따른 현재 와 미래

및

기후변화

온도 및 강수량 복합 하의 기후 변동

에 따른 공시한 벼 품종의 수량 반응 결과를 이용하였다 세 가지 품종가운데
세계화를 제외하고 남평벼와 운광벼의

년까지에 대해 변화율을 전국단수에 적

용시켰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년은

년의 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치로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단수는 남평벼
광벼

의 가중치로 평균하였다 그런데

운

모형의 경우 전국 단수 자료를

이용하므로 광주지역 단수를 이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광주지역 단수가 전국의 대표
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품종변이에 의
한 단수변화는 크지 않으므로 남평벼와 운광벼를 이용한 것은 큰 문제 없고 광주지
역 단수가 전국 단수의 약

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국지적 기상재해 병충해 재배시기 재배방법 등이며 이 가운데 기상재해
병충해 등은 시뮬레이션 하는데 변이가 따로 없으며 재배시기 및 재배 방법은 다른
지역을 모두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하든 광주 나주 지역만 시뮬레이션 하든 변이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국 단수와 광주
단수가 절대값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경향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광주 단수의 경향을 전국 단수의 경향으로 이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년

모형에 의한 쌀의 단수 추정결과를 보면 평년대비
년

용할 경우는 평년대비

년
년

년

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를 적

년

로 추정되었다

주 이 자료는 제 협동과제의 작물생육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음

베이스라인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서 쌀 재배면적을 살펴
보면 베이스라인과 두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년 재배면적은 베이스라인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리오에서는

천

천 로 평년의

시나리오에서

천

천

대비

감소

시

감소 로 나타났다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효과 보다 쌀 단수하락
으로 인한 소득감소 효과 가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배면적은 소득의 함수형
태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의 변수는 농판가격과 단수의 곱으로 구성되며 이를 경영
비로 나눈다 따라서 재배면적은 소득의 함수로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가격상승분보
다 단수하락요인이 커서 소득이 감소되므로 재배면적은 하락하게 된다 쌀 재배면적
의 변화를 살펴볼 때 베이스라인에서의 면적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의 면적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단수 감소에 따른 소
득감소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베이스라
인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의실험 결과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그보다 크게 증가하나 재배
면적은 소득의 함수이므로 소득증감은 가격의 증감과 단수의 증감에 의해서 결정된
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기후변화가 재배면적 감소추세를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쌀 생산량의 경우

년에 가서 베이스라인이 평년대비

감소한데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이스라인에 비해 기

후변화 시나리오가 단수와 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자급률은 기후변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
입량은 증가하여 쌀 자급률은 베이스라인과 두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쌀 자급률은
대비

감소한

인 것에 비해

시나리오는
률은

년에

감소한

년에 가서 베이스라인이 평년
시나리오는

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쌀 자급

시나리오는 베이스라인에 비해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로 쌀 자급률이

감소한
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하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입량의 경우
비하여

년에 이르러 베이스라인이 평년대비

시나리오는

만 천 톤 증가하는 것으로

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쌀 수입량은
의 경우 베이스라인에 비해

만 천 톤 증가한데
시나리오는
년의

시나리오

만 천 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이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작물생육모형으로 추정한 단수를 농업 시뮬
레이션 모형에 외생적으로 투입하여 쌀의 국내생산과 수입량 등 쌀 공급이 어느 정

도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였다
농업 시뮬레이션모형
준

으로 쌀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년기

시나리오의 단수와 재배면적이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하여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오가

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로 이와 같이 쌀 자급률이

년 쌀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기후변화 시나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미만으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입량 전망의 경우 현재
매년 일정물량의

가 수입되고 있어

이후부터 고정되고

년의 의무수입량

년부터
만 천 톤이

년까지
년

년에 쌀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재 해

외기관

의 국제 쌀 가격 전망치와

전망치를 고려할 경우 향후
로 나타났다 그러나
존재한다 또한

에서 양허 제외로

의 우리나라 쌀 가격

년 내외에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적인 수입은 없는 것으

년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년에 쌀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쌀 관세율 설정에 따라 미래

전망치 차이가 발생되며 관세율 감축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불확실한 통상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수급조건상 부족분이 수입되
는 것으로

년 이후의 쌀 전망 모듈을 수정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쌀 공급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향후 작물생
육모형과 패널모형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단수가 추정될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공급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개요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
법으로는 기후변화와 생산량 공급가격 등의 인과관계를 방정식의 형태로 연결하여
풀이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나 강수량의 변화는 농작물의 생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늘어
나면서 시장의 공급이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격이 변하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따
른 경제적 영향은 결국 생산량과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자와 소비자의 후생을 계산하
여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물생산모형을 바탕
으로 구성되며 현재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의 기후환경과 생육환
경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반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리카디언 모델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변
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한 농지에서 생산

되는 작물수익 최적화 문제의 비용함수에서 농지변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접근
하는 방법이다 단위면적당 토지비용은 이윤과 토지를 제외한 비용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토지비용을 적분하여 미래 토지비용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주어진 사회후생

함수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계산하면 토지의 가치와 같게 된다
분석모델 수립을 위해 우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시장을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모든 농부는 투입요소와 생산요소가 연계된
생산함수를 직면하게 되는데 투입요소의 경우 노동 자본 등의 가변요소
강수량 그리고 토양의 성질 등과 같은 외생변수
     

와 기온

등으로 구성된다

   

리카디언 모델은
년
리나라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김창길 외

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우
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여기서  는 품목을 나타낸다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와  는 생산요소와 투입요소의 가격을 나타낸다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농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가변요소

를 한계비용과

한계이윤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농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
변요소 수준

을 투입하게 된다 이 경우 미래 토지비용의 현재가치 즉 미래의 단

위면적 당 수익은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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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 바뀜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후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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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나타내는 부호 시그마 를 취함으로써 분석대상 토지 전체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토지가치의 총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리카디언 모델의 경우 미래의 사회 환경과 생육환경 등을 예측하지 않고 기후변화
만 반영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에 이용되는 토지가격이 완전경쟁 하에서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극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인 요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리카디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모델구축이

간단하고 자료 또한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아프리카
브라질 및 인도 등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용하는 모델이다
나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리

위에서 지적한 우리
변수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2) 분석자료
리카디언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는 온도와 강수량과 같은 기후변수 기후변수의
추정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되는 토양변수 사회경제변수 등이 있다

멘델존의 연구

에 따르면 기후는 위도 경도 고도 해변과의 거리 등의 변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온도나 강수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제공되는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보간법으로 기후자료를 추정
하였다

년부터

년까지

년간 각 시군의 일일 기온과 강수량을 측정하여

이스라엘

아프리카
브라질과 인도

을 들 수 있다

개국
등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년을 기준으로 한

온 및 총강수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로 가장 낮으며

월에

는 월과 월에
량의 경우

개 시군의 평년

년 월별 평균기

년 평균한 월평균기온의 경우 월에

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표준편차

로 가장 낮으며

월에

월에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강수

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알 수 있다 월강수량 표준편차의 경우

월에

로 가장 높은 것을

월에 가장 낮고

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양에 대한 자료는 농업진흥청 토양통계 와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에서 발행한 책자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함수추정을 위해 이용된 자료는 농경지의
화학성을 나타내는

유기물 형태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사 배수등급 표

토의 침식정도 등이며

라 불리는 토양침식성인자 등을 이용하였다

를 제외한 대

부분의 자료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농지가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논
과 밭에 해당하는 각각의 자료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제공되는 자료가

이하

의 경우

이상 등 구간으

로 구분하여 표기되는데 전체 범위를

까지로 가정하고 각 구간의 중간값을 면

적으로 가중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유기물의 경우에도

이하

이상 등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범위
를

까지로 가정하고 각 구간의 중간값을 면적으로 가중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경사는 전체 범위

까지를

등 구간으로 나뉘어 표기하였는데 각 구간의 중간값을 면적으로 가중 평
균하여 보정하였다 배수등급의 경우 정량적인 표기대신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량 매우불량 등 개의 정성적 구간으로 나타나므로 각각
의 정량적 수치를 부과하여 면적으로 가중한 후 평균하였다 표
토의 침식정도 역시 정성적 표기방식인 없음 있음 심함 등 개의 구간으로 구분되
는데 전체 농경지 면적에 대한 있음과 심함 면적의 합의 비율로 나타낸다 토양침식
성 인자

는 토양 침식에 미치는 토양입자의 분포와 토양층위의 특

성을 이용하여 토양의 종류에 따른 토양유실량의 차이를 반영하는 인자이다 시군별
로 표시된 구간값인
등의 중간값을 적용하였다 단 최하위 구간과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등을 적용하였다 토양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시군의 경우 경

곽한강 외

계선을 공유하는 인접 시군의 자료를 평균하여 설정하였다

시군의 총면적 경지면적 인구 인구밀도

지역내총생산 등에 대한 자료를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하여 구축하고 투기적인 요소를 추정하는 거리변수의 경우 각
광역시의 최고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시군의 중앙지점에서 광역시의 중앙
지점까지의 실제거리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실제거리는 각 시군 중앙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의 중앙지점까지의 거리이며 이 값을 서울 최고 공시지에 대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최고 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한 값의 역수에 곱하여
거리변수 값을 산정하였다 가장 가까운 광역시의 지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광역시의 공시지가가 서울의 지가에 비해 낮을 경우 시군까지의 실제거리 보다 더 멀
리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게 설정하였다

농지가격은 농어촌공사에서 제공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년 를 이용하였다 농

지가격은 전체 답 전 과수원 농업진흥지역 안 답 전 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

답 전 과수원 등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과수원 가격과 농업진흥지역안의 가격은
조사되지 않은 시군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태백시의 논 가격을 제외하면 모두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의 경
우 논의 비율이 매우 낮아 농업진흥지역 밖의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변지역
인 삼척 영월 정선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논의 가격 차이를 평균하여 태백의
밭가격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3) 분석방법
리카디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추정하여 기후변수인 온도와 강수량이 농
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농지가격   기후변수 토양변수 사회경제변수등

추정하고자 하는 함수의 형태는 종속변수가 로그형태를 띠고 기후변수의 차수가
차인 다항함수이다 즉
log농지가격      × 기온    × 기온    × 강수량    × 강수량    × 기타 

토양변수와 사회경제변수는 기후변수의 정확한 추정을 위한 역할을 할 뿐이며 본
방정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분석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수에 대한 한계값 즉

단위 기후변화에 농지가격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농지가격
 농지가격×    × ×기온

기온

한계값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에 필요한 농지가격과 기온에 전국 평균값을 적용하
면 기후변화에 따른 전국 농지가격의 한계변화를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경지면적가중모형 및 농작물수입가중모형 등 두 종류에
대해 추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두 종류의 더미변수를 적용하였는데 더
미 제주도 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타내며 더미
년과

년 농지가격의 변화율이

이라고 나타난 변수는

이하 또는

이상인 시군을 나타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업생산에 중요한 지역이지만 내륙의 시군과는 다른 기후대
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이다 농지가격 변동이 심한 지역
은 안성 여주 영월 철원 충주 청원 보은 옥천 보령 당진 장성 등

개 시군이

포함된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온도에 대한 계수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만 강
수량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계수의 부호도
온도의 경우

년 결과 와 같게 나타나지만 강수량의 경우 경지면적가중모형은

다르게 나타나고 농작물가중모형은 같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연간 월평균 강수량이 전국에 걸쳐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균값이
지역별 편차는

에 대한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가격 분석에서는 온도에 대한

영향만 고려하고 강수량에 대한 영향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년의 농지가격과 평균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경지가중모
형의 경우 일평균기온에 대해

천원

으로 평균농지가격

천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수입가중모형의 경우에도
원

으로 평균농지가격의

용할 경우
김창길 외

천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평균농지가격의

의약
천

년 모형을 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절에서

년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전체 농지가격에 대한 온도와 강수

량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논과 밭은 농업을 위해서 이용되는 토지이기는 하
나 재배방법 대상 경작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
다 특히 물을 가두어 모내기하는 논농사 방법은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지로 한꺼번에 묶어 기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보다는 따로 분리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논과 밭에 대한 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위의 표와 같이 나
타났다 논과 밭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으며 농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경
기도의 시군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행정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과거자료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또는

범위 내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형

밭가격모형

의 경우에도 논가격 모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모형에 적용한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더미 도시 는 각 시에 대해 적용하였
고 더미 농작물수입

은 농작물수입이 해당 시군의

의

미만인 경우를

나타낸다
년의 논가격에 대한 일평균기온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논가격

천원

의약

천원

로 평균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강수량 변

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천원

로 약

밭가격에 대한 한계효과의 경우
평균밭가격
의 경우

천원

의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천원

및

천원

로 평균온도의 경우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강수량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천원
일평균온도
월평균강수량

(5) 요약 및 시사점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자료를 적용하여 기
후변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인
리카디언 모델을 이용하였다 리카디언 모델은 일정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수익
최적화 문제의 비용함수에서 농지변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
단위면적당 토지비용은 이윤과 토지를 제외한 비용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토
지비용을 적분하여 미래 토지비용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년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논과 밭을 통합한 농지가격 모형을 만들어
추정한 결과 온도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강수량에 대한 계
측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한계값을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논과 밭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온도 및 강수량에 대한 계수가 모두
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한계값도

년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균온

도 변화에 대해서는 논 및 밭의 가격이 각각
으나 평균강수량 변화에 대해서는 각각
다

범위 내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및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년 결과를 위의 표에 나타난 변수 값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농지가격의 변화

율이 온도에 대해

감소하고 강수량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온 및 강수량 변화에 대해 논보다 밭의 경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년 농지가격 변화율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한계값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농지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물을 가두어 모내기하는 논농사 방법이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방법
으로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
여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위해 관개 저수지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분석개요
국내외 기후변화는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기
상연구소

이상기상 현상도 빈발하여 식량자급률

년 식량자급률

이 낮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태풍 가뭄 홍수 고
온현상 등 이상기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상변화에 매우 취약한 농산물의 생산이 크
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상기상이 곡물생산 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상이 주요 곡물의 생산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강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상요인이 농작물의 단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우리나라 쌀 단수의 정체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

면 기상변동에 의한 감수효과가
나타났다 김정호 이정환

로 기술 요인에 의한 감수효과

보다 크게

기상요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사량이 쌀 단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광 고광근 이중우

배추와 무의 각 계절별

작형의 단수는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상요인이 오이 호박 토마토 등 과채류의 단
수는 기온과 일사량 등의 기상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용선 정학균 심송보

또 양파의 경우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습도 풍속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광 고광근 이중우

배추 무의 경우에

는 기온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김인겸 박기준 김백조
과실류의 경우 강수량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
래 조재환

해외에 연구에서도 기상요인이 작물생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상의 개별요소인 일사량 기온 강수량 습

도 풍속 등이 작물의 생리 및 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도 농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기후변화가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며 조영수 이용호

기온 변화 강수량 변

화 등이 논벼 감자 양파 배추 무 고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은영

연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 돌풍 설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

고 기온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해일 돌풍 폭풍 설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며 강수집
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호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창
길등

또

며 노재선 등

월의 기후변수와 쌀 단수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기온과 강수량의 변수와 쌀 단수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권오상 김창길
선행연구들은 농작물에 미치는 기상요소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역별 특성
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적인 영향을 추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함수 형태를 선형으로
정의하여 기상요소와 벼 생육간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곡물인 쌀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
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쌀 단수를 분석함에 있어 이상기상의 대리변수를 설정하고 쌀의 생
육시기별 이상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쌀의 생육시기별 적절한 이상기
상 대응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분석모형과 자료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분
석모형은 시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지역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
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모형을
일반적인 선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단  지역    ⋯   연도    ⋯ 

여기서  는 횡단면 관측치를 나타내며 는 시간변수를 나타냄  는 종속변수를
의미하고  는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는 교란항으로 관측 불가능한 횡단효과  와
나머지 교란항  으로 구분된다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정학균 외 명

에 잘 나타나 있다

작물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단순한 선형방정식이 아니라 비선형방정식
을 이용하였다 이차항을 방정식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최적
온도까지는 작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상고온의 경우 단수가 감소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여기에서  는 단수를 는 기상변수를 나타낸다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단
수의 경우 통계청의 지역별 단수 정곡기준 를 이용하였고 기상요소의 경우 기상청
의

의 지역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요소가 이용된 지역은 수원 경기
대전 충남

전주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춘천 강원

청주 충북

부산 경남 등 개 지역이다

기상요소의 영향은 벼의 생육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요하게 영향을 받
는 생육기는 등숙기 이므로 등숙기의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요소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상의 변수를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변동 강수량변동 호우발생빈도 등의 대
리변수를 이용하였다 기온 및 강수량 변동은 추정기간 평균치와 당해연도 기온 및
강수량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호우발생빈도는 기상청의

일

이상

비가 내린 날의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관수 수발아 피해 등
을 통해 각종 병해가 발생하고 품질 및 수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술변화의 영향은 고품질 및 다수성 품종의 개발 시비 등 재배기술의 발전 농자
재의 발달 등에 의해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기술변수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기술변화의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년을 로

년을

로 설정하였다

기술지도 보급비를 기술변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기술지도 보급의 영향이 정확히 나
타나는 시점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등숙기

는 곡실이 여무는 시기 를 가리킨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쌀 단수함수 추정 결과는 표

과 같다 쌀 단수

함수는 기술변수 등숙기의 평균기온 평균기온의 제곱 평균기온변동 강수량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평균기온의 차항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가 나타났다 이는
평균기온과 단수가 비선형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단수
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 온도까지는 단수가 증가하다가 평균기
온이 최적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단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등숙기

월 의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월의 강수량이 적을수록 쌀 단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기온이 최적 온도까지 상승할 때 단수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평균기온의 차항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가 나타난 것은 등숙기의
고온이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월 평균기온의 변동
이 낮을수록

월 호우 빈도가 낮을수록 쌀 단수가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주

는 각각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시나리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등숙기인 월
의 기온 및 강수량 변수만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월의 평균기온이 높을
수록

주

월의 강수량이 적을수록 쌀 단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각각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이상기상 현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이상기
온이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면 쌀 단수는

년대 단수 평균에 비해

감

소하고 강수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표준편차의 배수 이상 쌀 단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저온과 이상다우 현상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쌀 단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고온과 이상

다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σ

우리나라 이상기상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곡물인 쌀을 대상으로 이상기상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쌀 단수 함수
의 추정을 위한 변수로 기술변수 등숙기의 평균기온 평균기온의 제곱 평균기온변
동 강수량 호우일수 등을 설정하였다

월 평균기온의 변동이 커지면 쌀 단수가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월 호우 빈도가 커지면 쌀 단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기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할 경우 표준편차의 배수 이상 쌀 단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이 이상적으로 증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고온과 이상다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상기상 현상은 보다 빈번해지고 강도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
립기상연구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이상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고온성 침관수 피해에 대응한 내병
성 수발아 에 대응한 강한 휴면성 품종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 수리시설인 저 소류지 양 배수장 농업
용 관정 등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및 현대화
가 필요하다
셋째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
려 농가소득을 저하시킬 수 있고 많은 농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농업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가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
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같은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형을 단순화함에 따라 쌀 단
수변동의 요인을 모두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쌀 하나의 품목을 분석하여 일
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고 품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분석 개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열대 아
열대 과일류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기후변
화 신소득 작목 도입을 위해

년대 중반부터 열대 아열대 과일재배 연구를 활발

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신소득작목 도입에 따른 결과는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열대 아열대 과일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열
대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그러한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은
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열대 아열대 과일 작목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나 소비의향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설재배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한번 투자하면 소위 자산의 고정성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면이 짧은 품종에서는 성숙할 무렵에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종실이 수분을 흡수한
적 낮은 온도에 처하게 되고 발아억제물질이 씻겨 내려서 수확하기 전 포장에서 서
휴면이 끝나 발아하게 되는 현상이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의 열대 아열대 작물 신품종 도입 연구는 망고
패션프룻 용과 마카다미아 아떼모아 체리모아 구아바 등 과종 개 품종에 대한
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채로 비교
있는 채로
아보카도
적응성 평

따라서 열대 아열대 과일 품목의 소비의향을 조사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써의 열대 아열대 과일을 안
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
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적응전략을 도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농가들의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열대 아열대 과일의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를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열대 아열대 작목들 중 망고를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아보카도

년 기준 국내 열대 아열대 작목 재배 규모는 망고
구아바

용과

의 순으로 망고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제주통계연보
국내산 열대 아열대 과일에 대한 구매특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오렌
지 바나나 등 수입되는 열대 아열대 과일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부 제시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풍미와 호기심 때문에 오렌지와 바나나 등 수입 열대 아열대
과일을 찾고 있으며 임채일 외 인

수입되는 열대 아열대 과일의 선택 기준

은 맛과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필 외 인

그리고 수입 오렌지는 국산

감귤의 가격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강지용 고성보

이정환 서진교

국산 배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노수정 외 인
국내산 열대 아열대 과일의 생산 측면의 연구는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
주가 가장 먼저 열대 과일의 재배지역이 되며 육지부의 겨우

시나리오에서 구

아바 아보카도 아떼모아 망고 용과 파파야 등의 순으로 재배가능지역 북상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김창길 외 인

그리고 현재 전북지역에서 아열대 과

일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난방비 과다로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향후 기온이 더욱 상
승하게 된다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 대응 열대 아열대 작목에 대한 소비의향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서는 국내산 망고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조사를 바탕으로 열대 아열
대 작목의 수요의향을 분석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망고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국내산 망고에 대한 소비의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
간

조사대상자는 만

세 이상 기혼 주부

명으로 하였다

조사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대가
대가

명

대가

명

대 이상이

대가

명

명
으로

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강원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충청권

경인

를 차지하였다

최근 년 이내 망고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같은 기간 직접 구입한 열
대 아열대 과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키위
석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
해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등

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그

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지구온난

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최근 년 동안 국내산 망고의 구매 빈도에 대해 한 달에 회 정도
에

회 정도

개월에 회 정도

개월에 회 정도

한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년 동안 수입산 망고의 구매 빈도에 대해 한 달에 회 정도
에 회 정도

한달에

회

개월에 회 정도

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년 이내 구매한 국내산 망고의 종류에 관해 애플망고
왕망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구매한 국내산 망고의 주 구입단위는 낱개
따라
스대

옐로우망고

개 정도
크기에 따라

박스 중
개 정도

박스 소

크기에 따라

개 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하 크기에
박

(3) 국내산 망고 소비의향 분석

국내산 망고의 구매 결정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국내산 망고의 구매로 인한 효용
 이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비해 크다면 국내산 망고를 구매할 것이다 소비자

의 효용은 국내산 망고의 구매 혹은 구매의향여부     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
비자  의 효용함수  를 함수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모형에 의해 설명가능한 부분이고 반면 는 설명이 불가능한 확률
적인 부분

주 총소득의 경우
만원을
타냄

만원 미만을
만원을

만원을
만원을

국내산 망고의 구매의향 분석을 위한 모형은 김성용 조성환

만원을
만원 이상을

만원을
로 각각 나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의 소비자 선택문제에서는 실제로 연구자가 관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
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변수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망고의 구매 혹은 구매의향 빈도를 라 할 때 구매빈도는 국내산 망고를
구매하지 않을 때 보다 국내산 망고 구매 빈도의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증가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추가적인 효용증가분을 라 하면 국내산 망고의 구매빈도
에 관한 소비자선택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소비자  는 의 크기에 따라 국내산 망고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즉 의 크기가
클수록 국내산 망고를 보다 더 자주 구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는 구매빈도에
대응하는 임계치

로 국내산 망고의 구매빈도 증가로부터 얻어지

는 효용의 증가분이 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큰 값을 의미하며
모형의 추정과정에서 다른 파라미터와 함께 추정된다

분석모형에 이용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과 응답수는 표
분석은 전체
외한

와 같다 소비의향

명의 응답자 중 소비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명을 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과 이들 변수의 평균값은 표
과 같다

다 분석결과
국내산 망고의 소비의향에 대한 순위화된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같다

표

는 표

변수의 한계효과

과

의 계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의향에 대한 설명
를 추정한 것이다 소비의향의 경우 소득 기온상

승 인지 안전성 수준 인식 가격대비 품질 만족도 인식 등이 소비의향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

주

은 각

표준오차

값

수준에서 유의함

순위화된 프로빗모형의 경우 계산을 위해 알아야할 값들 중 밝혀지지 않은 값은 
값 경계값 들임 값은 범주의 개수가 일 경우
개만을 형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
의 경계값만을 새로이 형성하게 됨 이성우 등

소비의향에 대한 한계효과를 소비의향별로 나타내면 표
국내산 망고 소비의향이 확대될 확률

와 같다 여기에서

에 대해 유의하게 추정된 소득 기온상승

인식 안전성 인식 가격대비 품질만족도 인식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
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국내산 망고 소비를 확대할 확
률이

포인트 높았다 또 기온상승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

자에 비해 국내산 망고 소비를 확대할 확률이

포인트 높았다 뿐만 아니라 수입

산과 비교하여 국내산 망고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
는 소비자에 비해 국내산 망고 소비를 확대할 확률이

포인트 높았다 마지막으

로 국내산 망고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는
소비자에 비해 국내산 망고 소비를 확대할 확률이

포인트 높았다

주

구입비중 축소 혹은 향후 소비의향이 없음을 나타냄
구입비중 현수준 유지를 나타냄
구입비중 확대를 나타냄

(4)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소득 작목으로 열대 아열대 과일을 도입하여 재배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성 및 경제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 망고에 대한 소비의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가구의 사회 경
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응답자 연령은
거주 지역은 서울

경인 강원

대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등 골고루 분포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작목인 국내산 망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신선도와 맛 풍미 때문에 국내산 망고를 찾고 있으며
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는 응답이
하겠다 는 비중

이 축소하겠다 는 비중

로 나타난 가운데 구입비중을 확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내산 망고를 구입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맛 가정용
과 신선도 가정용

선물용

구입 비

로 나타났다

선물용

셋째 국내산 망고를 수입산과 비교한 결과 국내산 망고가 맛 신선도 외관 등 전
반적인 품질수준 과 안전성 농약 방부제 등 사용 관련

수준이 높으며 가격 수준

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국내산 망고 구입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구입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비싼 가격

과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움

향 가격은 수입산 가격을 로 볼 때 국내산은
만

배

배 미만

등을 꼽았으며 지불의
배 미만

배 미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다섯째 소비의향 요인 분석결과 소득 기온상승 인지 안전성 수준 인식 가격대
비 품질만족도 인식 등이 소비의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작목인 국내산 망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산 망고 구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후변화
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기대가격 하락 및 지속적인 공급 등으
로 온난화에 따른 국내산 망고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작목으로 망고의 재배를 유도함과 동시에 다양한 열대 아열대 과일의 신품
종 적응성 연구가 필요하다 망고 작물은 단기간 최고 온도
추위에도 제한적인 내성을 갖고 있다

까지 견딜 수 있고

에 의한 다양한 작물들의

기후 적합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파 배추 바나나 등의 재배적지는 감
소하나 망고 코코넛 등의 적지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종의

들을 활용해 기후변화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망고의 경우 세계적
으로 생산량이

상승하고 망고 생산적지의

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아열대기후대가 확대되어 현재 제
주 및 남해 일부에서
면적의

년에는 중부내륙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가 아열대기후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연구소

년에는 경지
미래에

는 망고 생산적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고를 기후변화 대응작목
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 및 토양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양분 관
리기술 병해충 방제기술 수정 및 적과 기술 등 종합적 재배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품종개량과 새로운 품종의 적응 등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기후변화
와 농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제적인 현장연구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 망고 구입 시 주 고려 사항이 맛 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격대비 품질
만족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품질 맛 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의 재배경력이 짧고 재배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품질관리에 관한 기
술이 미흡하다 또한 기존 재배농가들의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재배기술
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해 줄 필요도 있다
셋째 현재의 국내산 열대 아열대 과일의 가격이 높은 수준인데 반해 소비자들은
그들의 지불의향 가격을

배 미만 이나

배 미만 으로 응답한 비중이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 단가를 낮추어 수입산과 가격경쟁에 대응하고 대중
적으로 보급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소득이 소비의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고소득층을 위한 타켓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대형 백화점 호텔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전략을 개발함과 동시에 웰빙식
품을 선호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고급화된 국산 품종을 마케팅함으로써 국내 재배농
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품질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수입산 대비 안전성 수준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국내산 망고 소비를 확
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친환경적
인 농법을 이용해 재배할 필요도 있다 망고와 같은 생과실에는 병해충을 고려한 농
약 과다 사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위생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산 과일의 강점인 신선도 유지 및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법
을 통한 재배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취약성 평가

는 취약성을 어떤 시스템의 기
후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취약성   민감도 적응능력

기후변화에 때한 노출이 시스템의 민감도에 따라 잠재적 영향

으

로 나타나게 되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적응능력에 따라 최종적인 시스템의 취

약성이 결정된다 적응능력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는 적절하고 적합한 적응수단의 채
택에 기여한다

서로 단위가 다른 변수들 간의 연산을 위해서는 우선 자료의 표준화 과정이 필요
하다 자료의 표준화 과정은

스코어 계산법과

방법을 적용한다

스코어 방법이라고 불리는 표준화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다 이는 모든 자료들을 평균은

표준편차는 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써 자료

의 수치가 그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화된 확률변수인 값으로 나타낸다

스코어 계산방법은 자료를 아래 식

에

의해 변환하는 것이다 이방법의 문제점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을 경우 왜곡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값  평균
  스코어  
표준편차

방법은 스케일 재조정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자료를

전체 자료범위 내에서 등수에 따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다 비교적 무리가 없지
만 이상치

가 자료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실제값  최소값
지수   ×
최대값  최소값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응능력 지수의 산정을 위해 지표별 자료를 수집한 후
스코어 방법과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표준화한다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높으며 지표의 방향이
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즉 적응능력을 줄이는 변수는 역으

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있는 지표는 측정변수를 각각 표준화

한 후 산술평균하여 지표의 표준화 값을 산정하였으며 지표의 표준화 값을 평균하
여 적응능력 지수를 산정한다 즉 적응능력 지수는 적응능력을 구성하는 경제적 능
력

물적 인프라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표준화 값을 각각

산술평균한 후 이결과를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적응능력지수 

경제적 능력  물적 인프라  사회적 자본  제도적 역량


(1) 선행연구의 취약성 지표 검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노출의 경우
온이

은 벼 생산성의 취약성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로

월 일최저기온이

이하인 날의 횟수 회
월 일최고기온이

논면적

일최대풍속이

월 일최저기온이

이상인 날의 횟수 회

이상인 날의 횟수 회
수회

이하인 날의 횟수 회

월 일최저기

이하인 날의 횟수 회
월 시간오존농도가

월 일사량 합 일강수량이

이상인 날의 횟

이상인 날의 횟수 회 등을 이용하였다 민감도의 경우

면적당 농작물 답작 피해면적 병해충 피해 가능성 등을 이용하였다 적

응능력의 경우 재배면적당 논벼 생산량 톤
경지정리비율
이버들 등

재배면적당 논벼 주종사자수 명

등을 이용하였다
은 수산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로 기후

노출의 경우 해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 해수면 상승 유해생물 출현을 민감도의 경
우 어업인구 특성 수산업 생산 특성 지역 수산업 특성 등을 적응능력의 경우 경제
적 능력과 거버넌스 물적 인프라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였다 특히 해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의 요소로 표층수온 변화 염도 변화 용존산소 변화 등을 이용하였다 또
한 수산업 생산 특성으로 어로어업 생산액 양식어업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김명현 등

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로 기후

노출의 경우 일강수량이
인 날의 횟수
일최저기온이
월 일평균기온

월 일사량합

이상인 날의 횟수 일최대풍속 적설량이
월 일최저기온이

이하인 날의 횟수 연평균기온
월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이상

이하인 날의 횟수
이하 또는

월

이상 지역

이상인 날의 횟수 온습도지수

이상인 날의 횟수를 이용하였다 민감도의 경우 지역평균 경사도

이하 저지대

면적을 지표로 반영하였으며 이외에도 농경지 면적 비율 가축 사육두수 병해충피

해 가능성 기상재해 피해 가능성 농업인 취약계층비율 등을 이용하였다 적응능력
의 경우 인당

재정자립도 농업비중

인당 농업예산 농업인 비율 농업인

연령 농업인 학력 공무원 비율 등을 이용하였다
유가영 김인애

는 모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로 기후

노출의 경우 호우 가뭄 혹서 등의 관련 요소를 이용하였고 민감도의 경우 인간정
주 기반시설 생태계 농업 보건 복지 등의 관련 요소를 이용하였다 특히 농업분야
의 요소로 총인구 중 농작인구

농작지당 곡물생산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적응능력의 경우 경제능력 거버넌스 인력자원 교육 환경 역량 산업구조 등의 관련
요소를 이용하였다
(2) 본 연구의 지표개발
가 기후노출
기후노출은 기후 특성 기후 변동 극한 기후의 빈도와 크기 등 기후와 관련된 자
극에 현재 시스템이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리적인 위치와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버들 등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후노출의 요소로 기상청 자료인 평균기온변화 총강수량
변화 등 기온 및 강수량 변화이다 평균기온 및 총강수량 변화는 농산물의 재배조건
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년 동안 평균기온은 상승해 왔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과의 재배적

지가 이동하고 벼줄무늬잎마름병 벼물바구미 등 작물의 병해충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길 등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은 농작물의 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소이다 이상
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기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상
고온이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경우 쌀 단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이 이상적으로 증가할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상고온과 이상다우 현

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등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학균

하지만 기존의 시 군별 자료를 이용한 취약성 평가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상기상을 고려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 자료인 일최고기온이
량이

이상인 날의 횟수

도 이상인 날의 횟수

일강수

평균기온변동 총강수량변동을 기후노출의 요소

로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기온 및 강수량 변동은

년에서

년까지의 평균치

와 당해연도 기온 및 강수량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이들 요소들은 집중
호우와 고온이 농작물 수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들이다

민감도는 기후변화의 자극에 의해 해당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
이다 기후변화에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시스템의 지
형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의 특성 인프라 시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시스템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등은 넓은 의미의 사회경
제적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 중 일부는 적응능력을 결정하는 요인과 유
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고재경 등
이 연구에서는 기후노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변수를 민감도로 정의하
고 농업자원적특성 지역농업적특성의 두 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민감도의 요소
로 농업자원적특성과 관계된 요소로 농림어업총조사
의 경지면적규모 환경부

의 농업인구비중 통계청

의 지역평균경사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인구비중은 해당 지역의 인구 가운데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경지면적규모는 해당 지역의 경지면적 규모를 지역평균경사도는 해당 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각각 나타내며 기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 규모를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농업적특성과 관계된 요소로 농촌진흥청
의 병해충피해가능성 통계청
연보

의 농업의 부가가치비중 재해

의 농업부문 재해피해 규모 경지면적 대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

부문 재해피해 규모는 각 도별

당 피해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적응능력을 기후노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의하며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저감이 인위적인
대응 노력으로 가능해진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향후 대
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의 보유 여부도 중요하다 적응능력은 현재 시스템이 기후 영
향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므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
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고재경 등
적응능력의 대리변수로써 경제적능력과 거버넌스 물적인프라 사회적자본 등을
설정하였다 경제적능력과 거버넌스는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통계청
안전행정부

의 농업예산비중 통계청
의 재정자립도 통계청

등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겸업농가비중

의 인당

의 공무원 비중 겸업농가 비중

은 겸업농가수 전체농가수

으로 산

정된다 겸업농은 지난 년간 농업이외의 일에 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명이라

농기계보유 농가구수비중
농기계보유 농가구수 전체 농가가수

주

기상청에서 조사 되지 않는 시 군은 공간내삽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임
는 시군별 자료는 없으며 도별 자료만 존재함을 나타냄

도 있으면 겸업농으로 분류한다 겸업농의 형태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가구원중 회
사원이 있는 경우 식당도 같이 경영하는 경우 자기농사 뿐만 아니라 남의 농사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경우 등이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전겸업 구분과 관련하여

농업 이외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산업 등의 수준정
도로 조사를 하였고 그 이상 더 세부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물적 인프라의 요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어업총조사

의

년이상 한발빈도 관개면적비중

의 농기계보유 농가구수비중 농림어업조사

보유농가비중 컴퓨터 농림어업활용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면적비중은

의 컴퓨터

년이상 한발빈도 관개

년이상 한발빈도 관개면적 전체경지면적

의 식으로 산정되며

년 이상 가뭄에도 관개 가능한 면적 비중을 의미한다 농기계보유 농가구수비중은
농기계보유 농가구수 전체 농가가수

의 식으로 산정하였다 즉 전체 농가구중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과수원용
유농가구수 합계
보유농가 전체농가
컴퓨터 보유농가

분무기 저온저장고 보

의 식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컴퓨터 보유농가비중
의 식으로 컴퓨터 농림어업활용비중

은 컴퓨터 활용농가

의 식으로 산정된다

사회적자본의 요소는 농림어업총조사

의

대 연령비중과 년제미만이

상 교육비중 생산자조직 참여농가 비중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은
상 교육비중

대 연령인구 전체인구

대 연령비중

의 식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년제미만이

은 년제미만이상 교육인구 전체인구

여농가비중은 생산자조직참여농가 전체농가
표

은 컴퓨터

의 식으로 생산자조직참

의 식으로 산정된다

은 대리변수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기후노출의 경우 기온

및 강수량변화는 농작물 재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일최고기온이
도 이상인 날 일강수량이

이상인 날 평균기온변동 총강수량변동 등은 이상

기상으로 또한 농작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감도의 경우 농업자
원적특성인 농업인구비중과 경지면적규모는 경제적 의존도를 나타내고 농업자원적
특성인 지역평균경사도는 집중호우 및 가뭄피해 증가를 나타낸다

지역농업적특성

인 병해충피해가능성은 병해충 피해 증가를 농업의 부가가치비중은 농업에 대한 경
제적 의존도를 농업부문 재해피해 규모는 농업에 대한 재해피해 증가를 나타낸다
적응능력의 경우 농업예산비중

인당

재정자립도 공무원 비중 겸업농가 비

중 등은 경제적능력과 거버넌스 능력을 나타낸다 물적인프라로

년이상 한발빈도

관개면적비중 농기계 보유농가구수 비중 컴퓨터 보유농가비중 컴퓨터 농림어업활
용비중 등은 적응을 위한 물적 능력을 나타낸다 또 사회적자본의

대 연령비

중 전문대학이상 교육 비중 생산자조직 참여농가 비중 등은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

응능력을 나타낸다

(1) 대리변수의 기초통계량

주

기상청에서 조사 되지 않는 시 군은 공간내삽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임
는 시군별 자료는 없으며 도별 자료만 존재함을 나타냄

(2) 대리변수의 가중치 분석에 AHP 적용
분석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기후변
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다단계 계층구조로 분류하
였다 선행연구들 검토를 기초로 취약성 평가 요소를 유형화하였다 기후노출 민감

도 적응능력 등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 계층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요소를
묶어 계층과 계층의 세부 요소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취약성 평가와 관련
된 세부 요소를 총

개로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방식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에

서 제안한 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쌍대비교 방식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관련 지속가능농업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

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자우편 및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정책
연구자 명 농촌진흥청 연구자 명 등 총

개 응답을 회수하였다

제 계층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충치 계측결과를 보면 기후노출 이
높았고

적응능력

민감도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기후노출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충치 계측결과를 보면
온 및 강수량 변화
변화 가
고기온이

이상기상 이

로 기

보다 크게 높았다 기온 및 강수량 변화의 경우 평균기온

로 총강수량 변화
이상인 일수 가
평균기온변동

로 가장

보다 크게 높았으며 이상기상의 경우 일최
로 가장 높았고 일강수량이
총강수량변동

이상인 일수

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민감도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충치 계측결과를 보면 지역농업적특성 이
농업자원적 특성
가

보다 크게 높았다 지역농업적 특성 경우 지역평균경사도

로 가장 높았고 경지면적규모

농업인구비중

다 지역농업적 특성의 경우 농업부문 재해피해규모 가
해충피해가능성

농업의 부가가치비중

의 순으로 높았
으로 가장 높았고 병

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적응능력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충치 계측결과를 보면 물적 인프라 가
장 높았고

경제적능력과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경제적 능력과 거버넌스의 경우 농업예산비중 이
도

로

겸업농가비중

으로 높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인당

로가

의 순으로 높았다

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자립
공무원 비중

년이상 한발빈도별 관개면적비중 이

의순
으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 보유농가비중

퓨터 보유농가비중
가비중 이
중

컴퓨터 농림어업활용비중

컴

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자본의 경우 생산자조직 참여농

로 가장 높았고

대 연령비중

전문대학 이상 교육비

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2) 취약성 평가 결과
두 가지 표준화 방법에 따라 각 대리변수를 표준하고 하고 취약성 지표를 도출하
였다 스케일 재조정 방법과

스코어 방법의 각각의 결과는

표

와 같다

스케일재조정 방법에 의한 도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
경남

제주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

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전남

충남

전북

등이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대리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후노출이 심한데 반해 적응능
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들은 적응능력은 타 지역에 비
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스케일재조정 방법에 의한 시군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시
남양주시

서귀포시

천안시

진주시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
가된 지역은 당진시

군산시

서산시

부안군

장수군

등이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대리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후노출이 심한데 반
해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들은 기후노출과 민
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적응능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되는 농업부문의 취
약성을 평가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이 시스템의 민감도에
따라 잠재적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적응능력에 따라 최
종적인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적응능력을 고려한 취약성 평
가는 적절하고 적합한 적응수단의 채택에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케일재조정과

스코어 방법을 이용하여 도별 시군별로 기후변화

의 농업에 미치는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대리변수 간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가지로 유형화하

였고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세부 요소를 총
문조사를 하였다

분

개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

분석 결과는 대리변수간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용되었다

도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

제주

경남

등이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전남

충남

전북

등이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기후노출이 심한

데 반해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들은 기후노출
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시
시

천안시

진주시
장수군

서귀포

등이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당진시
부안군

남양주시
군산시

서산시

등이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기후노

출이 심한데 반해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취약성이 낮은 지역들은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적응능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농업예산비중 공무원비율

년이상 한발빈도 관개면적비

중 재정자립도 등이 낮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능력과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지역의 높은 기후노출과 민감도를 반영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책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업 예산 비중을 확대시키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 기술 개발 신규 작목 도입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취약성 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의 투입이 어느 지역에서 더욱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근거를
제시한다 세부 변수별 평가 결과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어떤 요소가 취약성을 높이는지
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버들 등

부록

국내산 열대 아열대 과일 소비실태 조사표

국내산 열대․아열대 과일 소비실태 조사
-국내산 망고를 중심으로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산 열대 아열대 과일 소비 실태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적응방안
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주소 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조사관련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정학균 연구위원
년 월

è 조사 중단

►조사대상 : 만20세 이상, 이외 응답자 조사 중단

è 조사 중단

망고

키위

파파야메론

바나나

아보카도

용과

그린파파야

패션프루트

아테모야

게욱

페이조아

무화과

파인애플
구아바
석류

보기 중 없음
►‘(1) 망고’ 선택하지 않을 시 조사 중단
►‘(13) 보기 중 없음’ 선택시 다른 보기 비활성화 처리

구입 경험
열대 아열대 과일

원산지

망고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키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파파야메론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바나나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파인애플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아보카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용과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그린파파야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패션프루트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구아바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아테모야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게욱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페이조아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무화과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석류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

►SQ6에서 응답된 보기만 제시
►‘(1) 망고’의 원산지가 ‘① 국내산’, ‘③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구입’이 아닌 경우 조사 중단

기후변화 인식과 국내산 망고 과일 구입

귀하께서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 알고 있다
귀하께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하는 열대 아열대 과일 바나나 망고 키위 파인애플 등 이 후숙과일 덜 익은 과일을
거두어 들인 뒤에 시간을 두고 익혀먹는 과일 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변
색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몰랐다

지금부터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열대 아열대 과일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국
내산 망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산 망고 는 국내에서 온도를 더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된 과일을 말하며 외국에서 재배되어 들어오는 수입과일과 구분됩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년 동안 국내산 망고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회 이상
한달에 회 정도

한달에

회

개월에 회 정도

개월에 회 정도

년에 번 정도

의 망고 원산지에서 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최근 년 동안 수입산
망고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회 이상
한달에 회 정도
개월에 회 정도

한달에

회

개월에 회 정도
년에 번 정도

귀하께서는 최근 년 이내 구매하신 국내산 망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
십시오
옐로우망고

애플망고

흑망고

옥망고

왕망고

기타

귀하께서 구매하신 국내산 망고의 주 구입단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낱개
박스 소

이하 크기에 따라

개 정도

박스 중

크기에 따라

개 정도

박스 대

크기에 따라

개 정도

기타

순위

►1순위만 필수 응답

순위

►문9번에서 1순위 1,2,8,9번 응답자의 경우만 2번 보기 활성화 처리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1순위만 필수 응답

►1순위만 필수 응답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순위

►1순위만 필수 응답

매우 만족

순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현재 가격보다 많이
높아야 한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야 한다

적당하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수입산과 비슷하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낮은 편이다

수입산과 비슷하다

약간 높다

약간 불만족

보통

매우 낮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매우 불만족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약간 만족

매우 높다

매우 안전하다

매우 만족

국내산 망고 소비확대 방안

순위

순위

►1순위만 필수 응답

수입산 망고 과일 가격을 로 볼 때 국내산 망고 지불 의사 금액
배 미만

배

배 미만

배

배 미만

배

배 미만 배

배 미만

순위

►1순위만 필수 응답

배경 질문

배

배 미만

순위

배 이상

농 임 어업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자영업 중규모 이상사업 개인택시기사 등
판매 서비스직 상점 점원 판매직 영업직 사립 유치원 교사 사설학원강사 운
전기사 서비스업소 종업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등
기능 숙련공 생산직 숙련공 기능공 선반공 목공 등
일반 작업직 청소원 경비 방범 배달원 일용직 등
사무 기술직 차장급 이하 사무직 엔지니어

급 이하 공무원 직업군인 평교사

등
경영 관리직 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이상 교장 교감 등
전문 자유직 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대학교수 등
가정 주부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학생
무직
기타

è DQ4-1

è 설문 종료

귀하께서 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북부 서남 남부 중앙 아시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

효과적인 설문응답을 위하여 전체적인 구조도와 각 대리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
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

기상청에서 조사 되지 않는 시 군은 공간내삽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임
시군별 자료는 없으며 도별 자료만 존재함
년 이상 가뭄에도 관개 가능한 면적 비중을 의미함

취약성은 어떤 시스템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정의됩
니다 기후변화에 때한 노출이 시스템의 민감도에 따라 잠재적 영향
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적응능력에 따라 아래
그림 과 같이 최종적인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적응능력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는 적절하고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수단 채택에 기여하게 됩
니다

기후노출

민감도

기후노출

적응능력

민감도

적응능력

평균기온
변화

총 강수량
변화

제3절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분석 모듈 구축
(1협동과제)

이론적 및 실험적 접근 방법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모듈 구축에 있어 작물생육 및 수량을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물생육모형이 채택되었다 작물생육모형의 이론적 바
탕은 첫째 일사량 이산화탄소 온도 작물의 유전적 특성 등에 의하여 잠재 생산량
수량이 결정되며 둘째로 물 과 더불어 질소 인산 등과 같은 작물 영양요소에 의하
여 획득 가능한 생산량 수량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잡초 병해충 기타 오염원 등에
의하여 실제 생산량 수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등

그림

그러

므로 이러한 이론적 바탕 하에 개발된 작물모형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의
작물생육 및 생산량 영향의 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자료

등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지는 신뢰할만한 작물모형들 중에 연구 진행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작물모형의
선정이 선행되었다 몇 가지 후보군 중에서 농작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에의
사용 빈도 영향 평가를 위한 모형의 적절성 및 신뢰도 국내 상황에의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업기술이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형
모형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등

이 가장 적합한

모형은 주요 농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작물

개 의 생육 특성 및 수량 토양 수분 및 비옥도 특성 증발산량 등의 모의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병해충 영향 모의 및 작물 생산성과 연계한 경제성 분석 모의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모형의 공통적인 작물생육모의 과정은 아래

그림

에 요약정리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이 작물의 기후변화 영향을 신뢰수준으로 모의 가능하

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였으며

모형을 이용한 작물의 기후변화 영향

험 데이터의 재현 연구를 통한 모형의 모수
뢰도

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향 평가 및 분석 모듈 구축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 김창길 등

등

실

추정 및 그에 대한 신
확보된

모형을 기후변화 영

연구 내용

작물 생산성 로드맵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작물모형

의 활용 방안 모형의

개선 및 새로운 모형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적응 및 대응 방안 개발 연구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어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로드맵은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분석 모듈 구축
연구 진행에 있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였다

(1) 기후변화 연구 Field data 재현을 통한 작물모형의 평가
작물모형의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연구
년에 획득한 온도구배온실

로 벼는 전남대 광주 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또한 각기 다른 위도 개 지점을 추가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림

콩은 미국의

에서

년 그리고 수수는

에서

년

농도처리가 가능한 터널식 온실로

에 설치된

획득한

를 사용하였다
는 온도 구배처리 및

대표적인 기후변화 연구 시설 중 하나이다 그림

그림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농도 수준

온도 수준
및 벼 품종 세 가지
로 연구 수행되었다

개방계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실험
개방공간에서

는

농도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기후변화 연구 시설로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농작물 재배 환경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농도 수준

이었고

데이터는

농도 수준

및 관수 수준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으로 연구 수행되었다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 작물에 대하여

에 포함된 작물모형을 이용한 작물의 기후변화 영향
터의 재현 연구를 통한 모형의 모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영향 평가 및 분석 모듈 구축 연구에 사용하였다

실험 데이

추정 및 그에 대한 신뢰도
확보된

모형을 기후변화

(2)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 분석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 분석 연구를 위하여 먼저

된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주요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
응한 작물 생육 및 수량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는
개의

및

신기후변화시나리오 하에서 각기 다른

모형으로 모의한 결과를

한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농도와 연계한 온도 및 강수량의 변이 정도를
각

년

년

기상자료에 가감하여 각

년을 대표하는 기상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가 보고한 동아시아지역 미래 이산화탄소 농도는
년
리오로

년에
년

년에
년에

시나리오로

으로 예측되었고
년에

시나

으로 예측되었다 이러

한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와 연관하여 기상요소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을 위하여
개

모형으로 모의하여 앙상블 평균 한 자료를

표

에 나타내었다

농작물 대상 기후변화 영향평가 분석 방법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의 요약 정보는 그
림

에 나타내었다 본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기후변화 연구를 위하여 최적화 구

동 준비된 작물모형 및 모의를 위한 입력 자료에 대한

이다 현재 입력 자료 중

공간변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 구축이 완료되었다 작물 기후변화 시나

리오 자료는 부산대학교 안중배 교수 연구실에서 구축한
모형 기상 값 를
리오 하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으로 사용하고
년

년

기상자료
및

년 변이 값 표

를 구축하였다 토양자료에 대한

시나
을 가감하

는 현재 미 구축

되어 있으나 향후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로부터 읍 면 동 단위의 대표 토양 통을 추

출하여 이 토양 통의 토양 속성 자료로부터 모델 입력 토양 파일을 작성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작물모형으로 작물의 생
육 및 환경 변수 예 토양 수분 에 대한 시계열 패턴 모의 및 수량 예측 정보의 생산
및 전달 기능을 한다 작물모형은 현장 자료의 재현 성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모형의 최적화 구동 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또한

작물모형은 연구 지역 내 또는 대단위 지역의 작물 생육 및 수량 변이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도록

을 이용한

기반의 작물모의 시스템을 구축하

여 격자 정보자료를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연구결과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작물생산성 모델링 로드맵으로
년은 구현 및 실증 단계
였다 그림

년은 기반 구축단계

년에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 단계로 계획을 수립하

단위 모형을 이용한 모델링 연구는
및 실증

년 모형에 대한 평가

년 모형의 적용

년 모형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단계로 계획하였다 대용량 처리 및 지역

내 작물 생육 및 생산량 변이 모의를 위한 격자모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년 격자모형의 개발

년 격자모형의 평가

계획하였다 모형의 개발에 관하여서는
발

년 격자모형의 적용 단계로

년 모형 개념 정립

년 알고리즘 개

년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단계로 계획하였다

(1) CERES-Rice 모형을 이용한 벼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 Field data
모의/재현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를

시설인

에서 획득한 벼 생육 및 수량 데이터

모형에 대한 모수
을 확보하였다 그림

추정 및 그에 대한 신뢰도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

에 대한 작물의 민감도를 분석연구를 하였으며 그림
한 벼 재배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였다 그림

조건에서의

광주를 포함한 다양
표

농도 및 온도 처리 와 공시한 품종에 따른 수량변이를

모형의 모수화 및 신뢰도 평가 과정에서 공히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재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농도 변이에 따라

의 수량 반응은 대기 중

수준에서 포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도가 약

농도 증가에 따라 증발산

량은 완만한 감소가 지속되었고 물 및 질소 이용효율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또한 현재
의

대비 대표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

농도별 수량 증발산량 식물체질소흡수량 물 및 질소 이용효율 반응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온도 변이에 따라

의 수량 반응은 대기 온도 증가에 따라 수량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증발산량 및 식물체질소흡수량은 반응 폭이 미미하였으며 물 및
질소 이용효율은 감소하였다 그림
화 시나리오

또한 현재

대비 대표적인 기후변

의 온도별 수량 증발산량 식물체질소흡수량 물

및 질소 이용효율 반응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광주지역에서 수량은 현재

대비 남평

벼는 큰 폭의 감수가 예측되었고 운광벼는 다소 감수 폭이 적을 것으로 모의 되었다
그림

증발산량은 품종에 관계없이 감소가 예상되고 식물체질소흡수량은 현

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모의되었다
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광주지역의
및

및

에 따른 현재

기후변화 시나리오

와 미래

온도 및 강수량 복합 하의 기후 변동

에 따른 공시한 벼 품종의 수량 반응을 표

및 표

에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미래 기후 조건에서 주요 벼 재배 지역에서 위도별 수량은 중북부 지역인 수원 이
북 지역은 증수가 예상되지만 이남 지역에서는 감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또한 미래 기후변화 조건에서는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 증수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그림
(2) CROPGRO-Soybean 모형을 이용한 콩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 Field data
모의/재현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여 획득한 콩에 대한 생육 및 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에 대한 모수

에 대한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그림

를 추정하고 및 그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

하는 주요 기상변수에 대한 작물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그림

기후변화 영향 평

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시설에서 획득한 콩에 대한 생육 및 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신뢰도 평가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으

며 생육 및 수량 모의 값들이 측정한 값들을 잘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
기 온도 강수량 및 대기
수량 반응은 현재

농도에 대한 콩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를 기점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감수하고 강수량 증가에 따

라 약간의 증수될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의되었으며

농도가 약

농도 증가에 따라 증수될 것으로 모

수준에서 포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각각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

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기 온도 강수량 및 대기
콩의 수량 반응을 분석한 결과 그림

농도 각각에 반응한

수량 반응은 현재

년

를 기점으로

농도 증가에 따라 증수될 것으로 모의되었고 온도 증가 변이에 따라 감수될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강수량 증가 변이에 따라서는 수량 변이 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각각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기 온도 강수량 및 대기
콩의 수량 반응을 분석한 결과 그림

농도 복합요인에 반응한

현재

년

를 기점으로 기후 변이 정

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두 시나리오에서 공히 대체로 약간 증수될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시나리오의

기후 조건에서는 감수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3) CERES-Sorghum 모형을 이용한 수수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 Field data
모의/재현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획득한 수수에 대한 생육 및 수량 데이

터를 사용하여
에 대한 신뢰도

모형에 대한 모수
을 확보하였다 그림

를 추정하고 그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

하는 주요 기상변수에 대한 작물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그림
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기후변화 영향 평

시설에서 획득한 수수에 대한 수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형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신뢰도 평가 결과를 그림

모

에 나타내었으며 수량 모

의 값들이 측정한 값들을 잘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기 온
도 강수량 및 대기

농도에 대한 수수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반응은 현재

수량

를 기점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감수하고 강수량 증가에 따라 증

수될 것으로 모의되었다 하지만

농도 증가에 따른 증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모의되었으며

수준에서 포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도가 약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각각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기 온도 강수량 및 대기
의 수량 반응을 분석한 결과 그림

농도 각각에 반응한

수량 반응은 현재

년 수수

를 기점으로 온

도 증가 변이에 따라 비교적 현저한 폭으로 감수될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및 강수량 증가 변이에 따라서는 수량 변이 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각각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관여하는

주요 기상변수인 대기 온도 강수량 및 대기
수수의 수량 그림

농도 복합요인에 반응한

및 물이용 효율 반응 그림

년

을 분석한 결과 현재

를 기점으로 두 시나리오에서 공히 감수될 것으로 모의되었다 특히 기후
변이 폭이 크면 클수록 감수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1) 작물 생육기간 중 기상 인자 공간변이 가시화 구현
본 연구에서는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및

시나리오 영향 하에서

기상 인자에 대한 공간변이 가시화 구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벼의 생육기간 월
월 동안 남한지역에서의 각 시나리오별 기온 및 강수량에 대한 변이 지도를 그
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시나리오 그림

보다

시나리오

가 전반적으로 고온 및 강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변이도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대비

갈수록 고온 및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년

년

년으로

(2) 작물 생산성 공간변이 모델링 체계 구현
본 연구에서는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및

시나리오 영향 하에서

작물 생산성 공간변이 가시화 구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남한지역에서 각각의 시나
리오 하에서 남평벼 새계화벼 운광벼에 대한 수량 변이 지도를
벼

새계화벼

그림

남평

운광벼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별 다른

토양조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상세한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활용자료로서의 가
치는 제한적이지만 현재만의 결과로 아래 사항에 대한 고찰 및 해석은 가능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중만생종인 남평벼는 중산간지대 이상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지만 수량성은 가장
높은 품종으로

및

시나리오

이 잘 모의되어 재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현재 수량변이 지도에서 이 특성
중생종이면서 간척지 적응품

종인 새계화벼는 공시된 세 품종 중 비교적 수량이 적지만 지역 간 수량변이가 적게
모의 되었는데 이는 내재해품종으로 개발된 품종특성이 잘 재현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림

조생종인 운광벼는 평야지에서 중만생종에 비하여 수량성은 떨어지지만 중산

간지에서 수량성이 높으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 또한 개발된 차원 공간
변이 모델링 시스템이 잘 재현하여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
향 평가를 위한 작물생산 모델링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평가

둘째

및

작물모형들을 대상으로 각 작물별 모형의

및

와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셋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시스템의 구축 실증 연구로 작물 생육기간 중 기상
인자 차원 공간변이 가시화 구현 및 작물 생산성 차원 공간변이 모델링 체계 구현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핵심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주요 농작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작물모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실증하였으며 둘째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시계열 패턴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필지 간
및 필지 내 차원 공간변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
물생육 및 수량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구현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점은 제한된 연구 기간 및 연구 여건 등으로 첫째 보다 다양한
지역 핵심 농작물 및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가 수행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시스템의 실증 연구로 구축된
작물 생산성 차원 공간변이 모델링 체계의 실용적 구현을 위한 격자 입력 토양 및
기상 자료 체계의 구성 구축을 미완성으로 연구 과제를 마무리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가정 하에 향후 후속연구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 결과의 두 분야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을 위한
시나리오 및 모의 구현 실증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
구과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농작물 생산 및 수
급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미래 기후변화 영향 하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작부체계 지역별 적응하기에 용이한 작물 및 품종 개발 방향 등과 같은 기술개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2협동과제)

연구대상지 및 재료

(1) 공간적 연구범위
본 과제의 공간적 연구범위는 남한지역만을 포함하는 경도
위도

로 한정하였으며

차 임상도를 기준으로 남한지역의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기반의 공간분석도 실시하였으며 기본 공간해상도는

약

로 정하였다 그

림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질적인 산림면적은

년말

천

천 로서 국토의

년 기준 산림율은

국토교통부

이며 산림법상 실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림율은

년

에서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토면

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산림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산림청

우리나라의

감소하였으며 이는 최근
로 낮아졌다 이는

년 산림면적은 전년도 대비

년 평균 산림 감소 면적인

가
에 비해 큰 폭으

년 경기도 연천군 등 일부지역의 지적복구 등으로 산림이 크

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감소면적은 도로 대지 공장용지 농경
지로의 전영 등으로

년과 비슷한 수준인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국 산림의 임상분포는 침엽수림
혼효림

천

천

죽림 무림목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활엽수림
천

천

로서 침엽수림이

년간의 임상별 산림면적 변동

추이를 보면 침엽수림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활엽수림 및 혼효림 면적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인 소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약

특히 국내 침엽수림의 주요 수종

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

뭄 스트레스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와 소나무병충해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
하면

김찬수 등

송국만 등

년에 우리나라 소나무 분포면적은

천

년에는

천 로

전국산림자원조사 자료에 의
천 이었으나

년에는

년 만에 절반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산림청

활엽수림은 강원도 침엽수림은 경상북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특히 강원도
활엽수림은 면적 비율이

로

년 산림기본통계의 면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역시도 중

과 비교 시

면적 비율로 볼 때

개광

개소에서 활엽수림이 침엽수림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

으로 활엽수림 분포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 시간적 연구범위
본 과제의 시간적 연구범위는 현재

년부터

년 뒤인

였으며 시간적 스케일은 년 단위로 정하였다 전체 연구범위를

년까지로 한정하
년으로 제한한 이

유는 너무 먼 미래까지 연구 범위로 포함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국가적인 기후변화 과련 의사결정과 적응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스케일을 년 단위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는 계철이 뚜렷한 기후적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목의 생장과 산림재해 및 산림병해충의 발생이 년
주기로 유사한 패턴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를 년 단위
로 구축하여 적용하였으며 임목의 연년 생장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고안하여
미래 기후변화가 산림의 임목축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정량화하고
자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년 단위로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목편 자료
전 세계 임업 선진국들은 정확한 임목자원량을 파악하고 임목자원량 및 산림생태
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국가적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산림청에서 총괄하는 제 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가 이에 해당된다 제 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
으로 조사 평가하여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
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통계 제출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설계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년간 수행되었으며

년부터는 매

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제 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을 대
상으로 계통추출법에 의해 배치된 약
고정표본점은 집락표본점

개의 고정표본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구조로 우리나라 산지의 지형적 변이를 고려

한 형태인 개의 부표본점

으로 구성되며 각 부표본점의 면적은

이다

그림

자료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각 부표본점별 임분개황조사로부터 표본점 위치 좌표

지황 해발고도 경사 등

임황 임상 경급 영급 등 을 조사하고 기본조사원과 대경목조사원에서 임목을 조사
하였다 임목조사는 흉고지경

이상의 개체목의 수종 흉고직경 수관급 형질급

일련

집락

표본점

채취

채취장소

수종

번호

번호

번호

연월일

(시군)

(국명)

안동시

소나무

0

364352 3643523 20100716

수령

흉고직경

수고

지하고

(cm)

(cm)

(cm)

최근5년 생장량
(mm)

12

790

450

2

23

연륜측정결과 데이터
No

1

(mm/100) 202

2

3

4

5

6

7

185 225 257 318 314 379

8
34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5 179

189

220

258

377

376

342

342 517

등을 조사하고 이 중 임분을 대표하는 표준목을
측정하였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생장목편

본 이상 선정하여 수고 지하고를

선정된 표준목 중 본 이상에 대하여

을 추출하고 수령 생장량 수 길이 등 입목의 생장 정보를 얻었다 취

득한 입목 생장 정보는 생장목편

구축

을 통해 별도로 구축 보관하

였다 그림
년부터

까지 이루어진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전국에

치된 표본점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목편시료

간격으로 배

를 채취하였다 그림

목편은 표본점 내에 정상적으로 생육한 나무 중에서 수종과 직경이 고르게 포
함되도록 선정된
연륜측정기
여 연륜생장

본의 표준목 중 본 이상에 대하여 채취되었다 채취된 이듬해에
를 이용하여

단위까지 세밀하게 연륜폭을 측정하

를 마련되었다 그림

생장추를 이용한 생장목편 채취

목편

본 연구에서는 제 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채취한 목편의 측정정보로 구축된 연
륜생장 데이터베이스의 강원지방소나무
갈나무

본 잣나무

본 신갈나무

본 중부지방소나무
본 그 외 참나무류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신갈나무

그 외 참나무류

잣나무

본 일본잎
본에대

한 연륜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상 및 지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각 수종별 목편
을 채취한 표본점의 위치 좌표를 활용하였다 그림
(2) 임상도
임상도

는 항공사진을 통해 산림 지역을 판독하여 주요수종 영

급 소밀도 등 임황자료를 임지에 대한 소관별 임종별로 지형도

에 도화

작성한 도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 차 임상도를 활용하였다 제 차 임상도는
년에 제작되었으며
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면적이

지형도를 기준으로 임상의 구분은 임총설에 근
이하인 임상은 구분하지 않았다 임상도는 전국의

산림을 임분단위로 구획하여 수종 경급
보를 제공하며

영급

기반의 공간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다 수종은 총

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급은 개의 계급으로 영급은

에 대한 정
개의 주요 수

년을 하나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되어 있다 임분 내 임목의 밀함에 대한 정보인 수관밀도
는 소 중 밀의 상태로 나누어진다 수치 임상도의 속성 구조는 표

임상도는 공간분석에 불리한

형태의

와 같다

속성을 가진 공간자료로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공간분석과 자료 중첩에 적합한 격자형 형태의
속성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계가 가능하도록 공간해상도를

로 변환한 자료는 기상자료와 직접적으로 연
로 설정하였다 그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침엽수종인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를 연구대
상으로 하였으며 활엽수종은 신갈나무와 그 외 참나무류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우리나라 임상도는 침엽수종의 구분은 잘 되어 있으나 활엽수종은 상대적으
로 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도에서 활엽수림으로 구분된 지

역을 전부 참나무림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중 해발고도가

이상인 산림지역을

신갈나무 임분으로 정의하였다 실제로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두루 분포되
어 있으나 특히 해발도고
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지배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연구방법

(1) 산림 생장모형

기후변화가 산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산림의
생장과 임목축적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림생장모형에 기상인자가 포함되어
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위해
적용하였다

이 고안한 생장 표준화 방법을

은 제 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획득된 수종별 목편

자료로부터 구축된 연년반경생장량

과 각 목편 자료

를 획득한 위치정보를 통해 얻어진 기상 및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생장모형을 개발하
였다 이 모형은 수령

크기

지형습윤지수

를 통해 해당 임분의 환경 조건을 반영하고 온도와 강수량을 변수로 포
함하여 환경 공간 기후의 이질성에 따른 임목의 생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생장모형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획득된 수종별 목편자료는 매우 다양한 수령
을 가진 임목들로부터 획득되었기 때문에 각 연도별 기후가 임목의 연년생장
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은

기후조건이 수종별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준생장량
을 고안하였고 이를 도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은 개체목의 연년 반경 생장량은 기본적으로 수령
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

에영

과 같이 비선형 회귀분석을 기초로 반경생

장 모형을 구축하였다
∆  ∙
∆  수령일때반경연령생장량

또한 기상 지형 임분밀도 지위지수 등 다양한 환경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임
목의 생장을 표준화 하고자 수령

년일 때의 반경생장량을 식

와 같이 표준생

임목의 연년 생장은 임령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령이 다른 임목은 생장량에 차이를 보이
게 되며 따라서 임령이 다른 임목의 생장량 자료를 통해 곧바로 기후와 환경 조건이 임목 생장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장량

이라 정의 하여 수종별로 그 값을 산출하였다

   ∙

식

에 대수차변형

을 적용하여 표준생장량

을 다음과 같이 수령과 반경생장량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수령에 상관
없이 모든 임목의 생장량을 수령이

년일 때의 표준생장량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식

  ∆∙   


표준생장은 수목의 생장 중 수령의 영향만을 설명하였으며 경쟁 지위 기상요소
등의 다른 조건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수령은 나무 개개의 모델 구성요소인 반
면 경쟁관계와 지위는 임분단위의 요소로 고려되어 질수 있다 그리고 기상인자는
넓은 지역의 생장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표준생장은
단지 나무의 생장에 대한 수령의 영향을 제거한 것이며 각 임목별 표준생장값의 차
이는 다른 영향인자들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을 이용하여 임목의 생장에 기

후조건 및 지형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은

을 비선형으로 확장한 분석 방안이다
은 모형의 계수에 대한 추정이 중점적으로 수행되는데 반면
은 비선형의 데이터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와 설명변수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 강점은 반응변수
은 모델의 형

태보다는 데이터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한다
일반적으로

은 식

와 같이 표현된다



   

   



절편 값





번 째 독 립변 수에 대한 비선 형 평 활화 식

은 일반적으로 매개변수의 적합성을 알아보거나 중요한 변수에 집중하고자
불필요한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과제에서는
형식

이 고안한 생장모형 식

과 이를 보완한 생장모

두 가지를 통해 임목 수종별 기후영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이 고안한 생장모형은 기후인자와 임목생장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모의하

였다 이는 각 기후인자가 수종별 임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역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기존의 생장모형
의 경우 특정 수종의 생장이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임목 수종은
분포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제한적이며 생육 적정온도를 가지고 있다
즉 각 수종은 특정 온도 이상 혹은 이하에서는 생장과 생존에 불리하게 된다
그림

는 산림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나라 온량지수
무류

그림

는 현재와 미래의 우리

분포와 온량지수에 따른 소나무

와 참나

의 표준생장량 분포를 나타낸다 참나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온량

지수 분포 범위 내에서 온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생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소나무의 경우 온량지수가

이상인 지역에서는 생장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식

을 보완하여

이 고안한 모형

차형의 비선형적 모형을 적용하였다 식
  ·  ·  ·
·   ·  ·   ·  

연평균 온도

연 누적 강수량

본 연구에서 고안한 생장모형은 연도별 기상조건에 따른 수종별 임목의 연년반경
생장량

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그 값은 표준화

된 값으로 현재나 미래 임목의 수령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가 임목 생장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개체목의 재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경과 수고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공간적으
로 확장하여 임분 규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임분 평균 크기 면적 밀도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 임상도정보를 통해 현재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생장량을 예측하였다
은 국가산림자원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생장모형과 임상
도 자료를 융합하여 전국의 산림재적을 추정한 바 있다

는 임분

평균직경과 수고 밀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
경생장을 통해 임분재적을 예측하는 생장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연구에서는

표

본

이 고안한 산림재적 평가 모형을 적용하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생장모형과 본 연구에서 고안한

생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다만

이 고안한 모형은 연년 반경생장모형

임으로 이를 연년 직경생장모형으로 전환하였다 임목의 재적은 직경과 수고로부터
산출되며 식
  · ·

수종별 계수는

표

과 같다 산림청

  ·
  · 
   ·

  · ·

(2) 산림생장 취약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고안한 생장모형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장 취
약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식
    m in
    
m ax  m in
         

임분의 미래 임목 축적

특정 임분이 어떤 지역에서

임분의 현재 임목 축적

가 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이는 그 임분의 산림

생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 완화
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산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임목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취약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에 가까운 값
을 가지면 산림의 생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의 기후가 임목의 생장
과 생존에 현재 보다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적응성이 낮고
취약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산림 병해충 취약성 평가 개요
임종환

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병해충의 침입외래종의 유입과 돌발적 확산

으로 산림교란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농도 증가에 따른 식물방어능력 저하와 영양분 증가
생물다양성의 감소

천적의 섭식량 감소

계절성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병해충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임종환
근 창궐하고 있는 꽃매미

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인도 베트남 일본

등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해충이다
견 기록이 없다가 돌연

최

년도에 국내에서 보고된 기록이 있었으나 발

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이래 점차 창궐하고 기온

이 보다 높은 정읍 상주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꽃매미의 창궐이 온난
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산림과학원
(2) 꽃매미 알 폐사율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병해충의 창궐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통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한계로 꽃매미를 병해충의 대표적인 예로 선택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병해충의
창궐에는 겨울철 기온이 중요한 요소이다 꽃매미 알의 폐사율은 겨울철
평균기온과 월 평균 최저기온과 관련 있다

그림

월의
본 연구에

서는 식

와식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기온의 변화에 따른 꽃

매미의 알 폐사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
   

    

(3) 산림병해충 취약성
본 연구에서는

이 사용한 생태계기능 취약성평가 방법을 응용하

여 꽃매미의 발생 가능성을 통해 산림병해충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병해충 취약성의 민감성은 알 폐사율의 변화정도 즉 변이성
고 적응성은 변이성의 변화경향

여기서

겨울철

산림

으로 평가하

으로 평가하였다

월 월 평균기온에 따른 꽃매미 알 폐사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민감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알 폐사율의 변화정
도 즉 변이성으로 평가한다
산림기능의 민감성
민감성은 식

산림기능의 변이성
과 같이 계산되며 이 변이성의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성은 높은 것이며 반대로 낮은 변이성 값은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것을 의
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취약성 평가에서 적응성은 산림기능의 연도별 또는
기간별 변이가 보이는 변화경향으로 평가하였다 즉 산림기능의 연도별 또는 기간
별 변이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면 산림기능이 안정화되어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반대로 연도별 변이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면 산림기능이 불안
정화되어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식

로 나타낼

수 있다
산림기능의 적응성

산림기능의 변이 변화경향

    
   







위의

식에서 기울기 는 알 폐사율의 변화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곧 기후변화에 따른 알 폐사율의 적응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울기 는 적응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기울기 가 음 의 값을 가지면 산림기능
의 연도별 또는 기간별 변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적응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기울기 가 양

의 값을 가지면 신림기능의 연도별 또는 기

간별 변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적응성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전체 기간
여기서
전체 기간 동안의 산림기능 변이성
기간 의 산림기능 값
기간 
동안의 산림기능의 평균값
지역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도 또는 기간
년도 또는 기간 에서의 산림기능의 변이   년도 또는
기간 의 산림기능의 변이   년도 또는 기간 의 산림기능 값  연도 또는 기간
기능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산림

산림병해충 취약성은 산림병해충 발생의 변이성이 평가되는 민감성에서 병해충
발생의 연도별 또는 기간별 변이의 변화경향으로 평가되는 적응성을 감하여 평가한다
산림기능 취약성

민감성 변이성

적응성 변화경향

산림생장과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산림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산림생장과 병해충취약성 결과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하여 종합적인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취약성평가 결과를
이의 값으로 표준화한 뒤 식

사

을 통해 종합적인 취약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산림취약성평가  산림생장취약성평가  산림병해충취약성평가

연구결과

(1) 수종별 수령에 따른 반경 연년 생장량 분포
반복 방법으로

의 비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생

장량과 수령의 관계식에 대한 계수의 각 통계 값들을 도출하고 생장추정곡선을 나타
내었다 그림

표

는 수종별 생장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회귀식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모든 수종에서 각 인자들이

에서 고도의 유의성을 보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수종별 연령에 따른 반경 연년생장량 분포는 그림

과 같다 연령에 따른 반

경생장량을 살펴보면 수종에 상관없이 수령이 낮을 때는 분포 범위가 넓고 수령이
증가할수록 범위가 좁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임목의 생장 특성과 일치하는
경향이며 수령이 낮을수록 기상 토양 임분밀도 지위지수 등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수종에 대해
유도하였다 표

표

의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생장량식을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신갈나무 제외

신갈나무


  ∆∙    


  ∆∙    


  ∆∙    


  ∆∙    


  ∆∙    


(2) 기후인자 영향 분석
본 과제에서는
모형 식

이 고안한 생장모형 식

과 그것을 보완한 생장

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생장모형을 통

해 수종별 미래 임목축적을 추정해 보았다 두 생장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침엽
수종인 소나무의 표준생장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이 고안한 생장모형을 통해 소나무의 표준생장과 기온 강수

의 영향관계를

을 통해 분석하여 표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회귀식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모든 수종에서 각 인자들이

에서 고도의 유의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모형결과에 따르면 소나무의 생장은

와 강수량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온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기후변화의 영향
으로 미래에 현재보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소나무림의 생장률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생장률의 감소는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소나무의 분포 지역이 현재에 비해 감
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분포를 예측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김재욱과 이동근

보완한 생장모형을 통해 소나무의 표준생장과 기온 강수의 영향관계를
통해 분석하여 표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회귀식에 대한

모든 수종에서 각 인자들이

을

검정 결과를 보면

에서 고도의 유의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생장모형 결과 비교
두 생장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들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른

년 소나무

림의 표준반경생장량을 추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비교를 위한 연구대상지는 제주도
지역의 소나무림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도 지역은 고도의 변이가 매우 크
며 이에 따라 각 소나무 임분의 기상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형을 검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림

는 각 생장모형을 통해 예측된 제주도 소나무림의

년 표준반경

생장량을 나타낸다 먼저 기존의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소나무림의 생육과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높은 고도 지역에서 표준생장량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
다 이는 기존 생장모형에서 소나무림의 생장과 온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기존생장모형은 선형적 모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소
나무림의 생장량이 높은 것으로 모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완된 생장모형의 결과를 보면 온도가 높은 저지대 지역과 소나무림 생
육에 불리한 고산지대의 경우 표준생장량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고도

지역의 소나무림에서 소나무림의 표준생장량이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소나무림의
현재 생장 패턴과도 매우 일치하는 합리적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보완된 생장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 임분재적 추정 및 산림생장 취
약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에서 제주도 소나무림의
기존 생장모형 적용

년 표준반경 생장량 추정

시나리오에서 제주도 소나무림의
새로운 생장모형 적용

년 표준반경 생장량 추정

(4) 수종별 기후인자 영향 분석
수종별 임목의 표준생장과 기온 강수간의 영향관계를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회귀 식에 대한
각 인자들 이

을 통해 분석하여 표

검 정 결 과를 보면 모든 수종 에서

에서 고도 의 유 의성 을 보 인 것 을 확 인할 수 있 다

표

의 결과는 온도와 강수량이 수종별 임목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혼합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온도와 강수량을 각각 이차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하면
각 인자가 어느 값까지 수종별 생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상의 값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즉 각 기후인자가 수종별 생장을 촉진하는
임계점을 알 수 있다
수종별 온도가 임목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값은 수종별로 많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잎갈나무의 온도에 대한 임계값은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나무류는

가장 낮

로 가장 높은 임계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침엽수종의 임계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참나무류의 임계값은

인데 비해 신갈나무의 임계값은

로

정도

의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갈나무가 다른 참나무류와는 다
르게 비교적 높은 고도에 분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참나무 수종을 참나무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나무류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종별 강수량이 임목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값도 수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잣나무의 임계값이
소나무의 임계값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나무의 임계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나무
나무류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참나무류의 임계값 신갈나무

참

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고 일본잎갈나무와 잣나무의 임계값이 각

각

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수종별 기후인자 영향 분석
수종별 임목의 표준생장과 기온 강수간의 영향관계를

을 통해 분석하여 표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회귀식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모든 수종에서 각 인
자들이

에서 고도의 유의성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결과를 통해 수종별 임목축적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그림

그림

는 각 수종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임목축

적 변화량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임분축적 변화량을 보여주며 그리고
수확표 산림청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수종별 평균 임분축적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수종의 임분축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지만 증가 패턴과 양은 수종별
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잣나무는 단
위면적당 임목축적이 각각 현재

에서

년에는

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년의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은

로 예측되었다 위의 결과

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모든 침엽수종들의 생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일본잎갈나무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잎갈나무
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정했을 때 보다

년에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이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
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나무 감소량

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잣나무의 감소량은

으로 일본잎갈나무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량이 작지만 소나무에 비해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나무류는 침엽수와는 반대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장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신갈나무와 그 외 참나
무류는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이 각각 현재

과

에서

년에는

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년의 단위면적당 임목축적은

로 예측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

르면 기후변화는 모든 참나무류의 생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갈나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 가정했을 때 보다
량은

년에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이 기후변화가 없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참나무류의 증가

로 추정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에서 구축한 수종별 수확표 자료와 본 과제에

서 생장모형을 통해 예측한 수종별 임분재적변화량을 각 수종별로 비교해 보았다 신
갈나무를 제외한 참나무류의 경우 한 수종의 자료를 통해 분석된 것이 아니라 갈참
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참나무류 수종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임으로 임분수확표의 자료에서 직접 대응되는 수종은 없다 따라서 현재
까지 구축된 자료 중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굴참나무의 수확표 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그림

를 보면 전반적으로 각 수종별 수확표 자료와 본

과제에서 추정한 수종별 임분재적 변화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나
무류의 경우 임령이 증가할수록 수확표 자료와 모형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추후 데이터와 생장모형 재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은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평균적으로 미치는 기후

변화 영향을 보여주며 각 시기별 값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임분재적 추정 값에
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임분재적 추정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산림 수종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생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년 누적되어

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임목축적 증가량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 면적은

가 감소하

이며 산림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고 이를 전체 산림으로 확장하면 총 임목축적 감소량은
다 이는 우리나라
를

년생 소나무

로 환산하면 약

이

억 그루 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다 또한 이
이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산

림의 잠재적인 대기중 탄소흡수량이 감소됨을 의미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 완화와 적응능력 제고를 위
한 중 장기적인 산림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은 전국

산림의 임분재적 변화를 시 공간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산림관리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은 행적구역별 임분재적 변화를 나타낸다 강원도

기도

와 경

의 평균 임분재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부산

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분 평균 재적의 연년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는 대전

경기도

나타났으며 서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

년 사이에

가 상대적으로 높게

과 부산
년부터

년부터

이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년 사이에는 강원도

대전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시기별로 행정구역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전라남도
대구는

년의 평균 연년증가량

에 비해

년의 평균

연년증가량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관리계
획과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과학원
는 직경

에서 제작한 소나무 임분수확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 수고
이다 지위지수
적용

년생 소나무의 평균 크기

(6) 산림생장 취약성 평가
수종별 추정 반경생장량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장 취약성을 평가하
였다 먼저 임상도를 기반으로 전국 산림을 수종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림
음으로 각 수종별 분포도로 시기별 추정반경생장량을 마스킹

다

한 뒤 이를 하

나로 합쳤다 현재 구축된 임상도의 경우 신갈나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참나무림 중 고도

이상에 존재하는 임분을 신갈나무 임분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수종별로 고유한 생장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생장취
약성을 산출할 경우 기본적인 생장량이 높은 수종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
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종별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표준화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기별 산림생장 취약성평가 값을 나타

낸다 수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안가 지역과 남부지역에서 취약성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강원도 고산지역은 미래보다 현재의 취약성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산지대의 경우 현재는 평균기온이 너무 낮아
산림생장에 적합하지 않으나 미래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기온이 증가하면
서 보다 산림생장과 생육에 적합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1) 알 폐사율 변화
겨울철
다 그림

월 의 평균기온을 이용하여 꽃매미 알의 폐사율의 변화를 도출하였
겨울철 평균기온의 변화에 따라 꽃매미가 부화할 수 있는 확률이 과

거 남부 해안지방과 동해안지방에 국한된 지역만 낮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먼 미래
에는 강원도 산간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반에서 폐사율이 감소하였다

년에

는 현재에 비해 해안가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꽃매미 알의 부화 확률이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에는 강원도 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꽃매미 알의

부화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평균기온에 따른
꽃매미 알 폐사율

겨울철 평균기온에 따른
꽃매미 알 폐사율

겨울철 평균기온에 따른
꽃매미 알 폐사율

알 폐사율을 기반으로 산림 병해충 취약성 평가 인자에 사용되는 민감성과 적응성
인자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민감성은 기후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경향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응
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성 변화 경향 민감성

변화경향 추세 분석 적응성

(2)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결과
민감성과 적응성을 기반으로 병해충 취약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래 산림병
해충 취약성은 전 국토에서 크게 증가하며 강원도와 백두대간 지역을 제외한 전 국
토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특히

년에는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매우 높은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에 산림

의 건강과 활력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은 행정구역별 산림병해충 취약성 값의

변화경향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해충 취약성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년과

년의 취약성 값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부산 울산에서 특히 높은 취약성 값을 보였으며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
로 낮은 취약성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대표적인 산림 해충인 꽃매미의 알 폐사율을 통해 산림 병해충 취
약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 다른 발생 및 번식 패턴을 가지므로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전체 산림
병해충 발생과 피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의 생리적 특성이 규명되고 이를 반영한다면 보다 고도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

화된 병해충 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자료와 미래자료를 이용한 산림부문 종합 취약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림

전반적으로 미래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 누적되고 증

가하면서 취약성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안가 지역에

서 취약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강워도 지역의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변화 경향을 보면
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과

년에서

년 사이에 급격하게 취약성이 증

년 사이에는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

지만 취약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는 산림 취약성 값을 시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제주도와 부산 지역

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취약성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년과

년의 취약성 값이 유사하지

만 광주 대구 전라남도 지역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및 대응전략

첫째 산림 탄소흡수량 증진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진행됨
에 따라 산림생태계는 수종분포 변화 산림생장패턴 변화 산림재해 발생패턴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림은 임령이 증가할수
록 생장률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산림의 일부 수종은
생장률이 보다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림의 연간 생장률이 감소
하는 것은 산림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
후변화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산림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우
리나라 전체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보다 정밀하게 정량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숲 가꾸기 등과 같은 산림 관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
림은

영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균형적인 영급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

체적으로 산림의 임령이 증가되면서 생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숲가꾸기 등과 같은 산림 시업이 필요

한 지역이 많으나 실제 산림 시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은 연간 전체산림의
내외로 다른 산림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산림의 기후변화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정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원격탐사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 와 년 주기로 수행되는 국가산림자원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자료가 통합된 모니터링 시스
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
가 모형의 검증과 보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모니터링에 매우 효과
적이며 이를 국가산림자원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림분
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적응능
력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조건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미세한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

는 대부분 비산림지역과 비산악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기상자료들 만으로는 연구와 모형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산악기상관측망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산림분야의 기
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산
림청에서 산림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선진수준의 산림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영소 개소 충북
등총

개소 경남지역

개소

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구축되었다 향후 산악기상관측망과 시스템 구축

이 완료되어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주요 수종의 지역별 시기별 조림적지 추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영급 이상의 산림이

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장 노령림의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수종인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벌기령이
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년 후에는 우리나라 산림 중

이상이 벌채가 가능

한 산림이 된다 따라서 임업경제 활성화 영급구조 개선 산림 생산성 향상 등을 위
해 벌채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림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과제 결과에 따르면 수종에 따라 생육에 적합한 기후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수종별 생육 적지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
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수종의 조림적지를 시 공간적으로 알 수 있다면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와 임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먼저 통합 산림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계자료와 연구
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기상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이러한 극한기상현상은 산림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실제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은 우리나라 산림을 교란하는 대표적
인 재해들로 매년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피해와 관련된 정량적
분석과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분야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취
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림재해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림재해 분야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다면 영향 및 취약성 평가모델이 고도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대책 수립에 유용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돌발성 호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성 예측 고도화가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따
라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피해면적과 산사태 복구비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강수량은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강수일수는 감소하였으나 일강수량이

년간 전체적인 연

이상인 호우 일수의 연평균 발생빈도

연도별 산사태 피해면적
300,000

연도별 산사태 복구비

는 증가추세에 있다
일년

년 연평균 약

일년

년 연평균 약

산사태 재해는 일차적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며 이차적으로는 주택 도

로 및 농작물 파손 등의 재산피해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성 예측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인명 재산 산림생
태계의 파괴를 저감할 수 있다
셋째 산림병해충 발생예측을 통한 조기방제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지구온
난화와 기후변화 현상은 새로운 산림병해충의 유입과 돌발성 병해충의 확산을 야기
하며 산림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
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년

실제로 산림병해충 피해발생은 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면적이 확대되면서

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효과적인 방제노력

을 통해 피해지가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솔잎혹파리 피해는
가한 이후

년

년
인후

년

년

년

년

년

로증
년

로 크게 감소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또한
년

년

년에

를보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은
하여

년에는 경북 안동과 강원도에

피해 면적이 약
였으나

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피해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

년에

년에는 경기도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에 달했다 이후 총력적 대응으로
년에

돌발병해충인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년

로 감소하

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아열대성
꽃매미 대벌레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통계량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병해충의 발생위험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합
리적인 방제대책을 통해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평균 및 최저온도가 증가하면서 산림병해충
의 월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병해충 발
파리목 혹파리과의 임업해충이다 유충시기에 솔잎밑부분에 벌레혹 충영 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
액을 빨아먹어 기생당한 솔잎을 말라죽게 한다
소나무와 곰솔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소나무 주간 및 가지의 인편 또는 수피 밑에 정착하여 가는
실같은 입을 인피부에 꽂고 즙액을 흡수하여 가해한다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이다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며 솔수염하늘소
를 통해 나무에 옮는다
멕시코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수목병원균이며 기주식물은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해송 등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 매개충의 식해 등에 의한 상처로
감염되며 포자로 전파한다
몸길이는
이며 몸과 다리는 대나무처럼 가늘고 길며 몸 색깔은 주위환경에 따라 녹색
또는 갈색을 띤다 날개가 없으며 더듬이는 짧고 암컷은 몰에 한 쌍의 가시가 있다

생 위험도를 크게 높이며 병해충 발생이 지금까지와는 상이한 공간적 패턴을 가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발생예측과 조기방제 시스템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건강성을 유지하며 방제에 소요되는 예
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산림보전과 시업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고안한 산림생장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은 기후변화가 산림생장에 미치는 영
향을 행정구역 단위로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보전지역과 시업지역
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임목 수종의 생장과 기후조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조림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모형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
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잠재 에너지량을 도출할 수 있고 이는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과 잠재 친환경 에너지량 파악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산림병해충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꽃매미
의 월동 가능성을 통해 산림병해충 취약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의 공간패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을 통
해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 우선적인 방제를 준비하고 실시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과수 등의 피해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결과는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
후변화에 따른 산림생장과 병해충 발생 취약성이 너무 높은 지역의 경우 산림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산림이
아닌 지역도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으로 전용되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
람들의 삶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5절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3협동과제)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공급량이 높은 편이고 최근 웰빙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소
비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년

으로 약

년

에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

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산업이 기후변화 등 자연적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는 차 산업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 지구 평균에 비해 높은 해양환경 변
동으로 수산자원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업은 대표적인 온
실가스 배출산업으로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어선어업 및 양식업으로 유류가격의 상
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분 가격의 상승 측면
에서도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 기후변화는 악영향과 순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우선 악영향을
살펴보면 대표적 한류성 어종 명태 임연수어 등 의 생산 감소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명태의 경우 최근 국내 연안에서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저수온으로 인한 양
식생물 대량폐사 해파리 발생으로 인한 어획 활동 제약 및 관광산업 위축을 들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는 난류성 어종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어획 증대 및 새로운
상업어종 다랑어 등 출현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주로 어획되는 상업 어종은 오징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부유성 소형어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온상승 및 난류세력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로의 가
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어종인 참다랑어와 방어
등 새로운 상업어종이 대량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 어종은 가격이 높고 국내외에서
수요가 많은 어종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선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요인 및
프로세스 규명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현황과
향후 기후변화가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최근

년

년 동안의 전 세계 표층 수온을 살펴보면 매년 수온이 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년간
약
약

최근

상승하였으며 최근
상승하였고 최근

년

년간 전 세계 표층수온은 연간
년

년 동안에는 연간
년 동안에는 연간

상승하였다

자료 한인성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반까지 표층수온 편차를 각 대양별로 살펴본 결과

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표층수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상대적으로 북태평양의 수온상승이 낮았는데 북태평양의 경우
양은

북대서양은

남대서양은

인도양은

남태평
상승하였다

자료 한인성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논문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

세계해양자료센터

에서는

년 동안의 전 세계 해양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의 보유 열량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데 표층부근뿐만 아니라 중심층까지도 열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자료

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의 온난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
으로 전망하며 해수 표층온도의 빠른 상승이 수산자원 분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실
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풍부한 어장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명생

북미 지역에서 난류성 어종인 가자

미 넙치의 생산량 감소를 예측하며 송어와 농어를 비롯한 미국 한류해역에서 서식
하는 종들의 생산량이 최대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는 김이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라 수확기 단축 양생 조류의 빈번한 출몰 등으로 수
확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어류에 대한 이상현상도 나타나 지중해 북서지역은
한류해역이지만 최근 난류성 어종인 놀래기과 그루퍼 세네갈 서대 등이 미국 오대
호에서는 수온 상승에 따라

개 난류성 어종이 새롭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분야에서 수온 외 따른 중요한 문제로 해양산성화를 들 수 있는데 해양산성
화는 특히 패류 양식 해양생물종 다양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상청이 과거

년간 해양산성화 관측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년까지 일본 남방 외해역의
의 감소치

자료 한인성

가 약

년부터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혁명 후

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그림

년간

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 요인에 의하여 바다가 훨씬
급격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산호초 가운데

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데 수온상승에 따른 백화현상으로 산

호초가 괴사했던
년에는

그에 따르면 전 세계 열대

년보다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년에는 전체 산호초의

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은 브리핑 페이퍼를 통하여

심각한 해양산성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생물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에 따르면 열대 산호와 산호조류는 향후

년 사이에

그

감소하며 산호초의

성장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다가재 홍합 가리비 등 무척
추 동물은

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도가 되면 성장 저하 체중

감소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며 수산생물의 먹이로서 지구
의 탄소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랑크톤이

의 감소에 따라 산화도가 급

속히 감소하여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바다의

를약

떨어뜨려 바다의 산성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런

속도로 산성화가 진행되면

자료

세기말에는 산성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양산성화에 따라 전 세계 패류의 생산량
지하는 굴

만 톤 과 홍합

만 톤 중 각각

를차

만 톤 의 생산량은 이산화탄소가

으로 증가

하였을 경우 홍합은 전체 생산량의
예측되었다

굴은 전체 생산량의

가 감소할 것으로

해수의 산성화는 산호 석회조류와 같이 몸의 일부

를 석회질로 구성하는 생물들의 성장에 심각한 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게나
어류의 유생과 같이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물들은
도 발생이 저해될 수 있다 이정석 외

정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어류와 같은 해양생물은 체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 해양에 용해되어 들어온

는 쉽게 체내로 확산되어 해양

동물의 체액을 산성화시키며 해양 동물에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절 기구
를 가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된 체내

및

농도에 의하여 생리적 기능은

교란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선 등
(2)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해 표층수온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년간
년간은

년 의 우리나라 연근
상승하였으며 연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전 세계 연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의 약 배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년

년 을 나누어 살펴보면 연간

세계 연평균 표층수온 상승의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자료 한인성

상승하여 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염분 장기 변동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정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년부터

분 변동 경향을 살펴보면 염분은 최근
났는데 표층의 경우 최근

년까지 최근

년간 한반도 평균 염

년간 대부분의 해역에서 하강 현상이 나타

년간 동해가

남해가

서해가

각

각 하강하였다 그림

자료 한인성

최근 기후변화와과 관련하여 동해 중심층부의 용존산소 농도 감소 경향이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해 중심층부의 용존산소는 주로 동해고유수
가 형성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해역에서 해수의 냉각침강과 함께 공급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존산소 농도의 변화는 수온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
으며 특히 동해 중심층부의 산소공급은 동해 북부에서 냉각 침강되어 남하하는 중
층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용존산소 장기변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이 수
행한

년의 한국근해 해양조사에서 얻어진 용존산소 농도를 각 해역별 수

심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역에서 용존산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존산
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서해에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고 동해 남해 순이다 최근
년간

년 용존산소 수심별 장기변동을 살펴보면 동해 서해 남해 모든

해역에서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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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어선어업의 영향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크
게 한류성과 난류성 부어류와 저어류 단년생과 다년생 정착성과 회유성 어종 등으
로 크게 대별된다
어류의

전략 선택이론

느 정도 잘 구분할 수 있다

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류들을 어
전략 선택이론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떤

개체군의 수가 갑자기 대폭 감소했다면 그 개체군은 바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개체
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한다 처음에는 성장계수 에 의존하여 지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증가한 후에는 최대수용능력 혹은 환경수용력
영향을 받아 증가 속도가 감소되어 개체군의 증가는

값에

모양의 로지스틱 곡선을 따

르게 된다 한 어류의 개체군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면 자
연재해에 의한 개체군의 감소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값을 가져야 서식장에서의 종족유지가 가능하며 최대수용능력

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안정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어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없지
만 서식장 내에 존재하는 한정된 먹이생물에 대한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들의 개체군 크기는 평상시

값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후손을 낳

는 것보다는 생존능력이 강한 후손을 만들어 먹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전략
을 세운다 이와 같이 생물종들은 서식환경의 상태에 따라 생존전략을 달리하는데
전자처럼 주로 물리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체군의 습성을 조절하는 것을

전

략이라 하며 살오징어 멸치 꽁치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등 부어류 단년생 어류들
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후자처럼 생물학적 이유로 적응된 전략을

전략이라 하

고 참조기 갈치 가자미류 등 저어류 다년생 어류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수온 상승은 전략 어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해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종의 분포가 북상
하고 있으며

전략 어종인 살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 명태

임연수어 등 한류성 어종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인성

(2) 국내 양식어업의 영향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식업의 피해는 주로 저수온 저염분 등 물리환경 변화에 의
한 폐사 와 적조 및 해파리 대량발생 등 유해생물 발생에 의한 폐사 로 구분할 수
있다

저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대량 폐사는 대표적으로

년 월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 발생한 이상 수온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림

이 시기 충남 전남 경남

주변 연안에서는 평년에 비하여

수온이 낮은 저수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돔 쥐치 우럭 등 양식생물의 대량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은 총
원 피해어가는

어가 피해물량은

백만

만 미로 경남지역에서는 돔류 및 쥐치 충

남지역에서는 우럭 및 전복 전남지역에서는 주로 돔류의 폐사가 발생하였다 지자
체별 피해규모를 보면 여수 고흥 등 전남 지역의 피해가 총
많았으며 태안 서산 등 충남 지역의 피해가
지역의 피해는

백만 원으로 가장

백만 원 통영 사천 거제 등 경남

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동사원인은 외부에 특이한 증상이 없고 해부 결과 혈액이 점액으로 응고된 점으로
보아 급격한 수온변화로 인한 폐사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
고 지방비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하였다

백만 원을 피해어가에 복구비로 지원

여수

거제

12.0

14.0

10.0
13.0

8.0

12.0

6.0
4.0

11.0

2.0
10.0

0.0
1/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

6

9 12 15 18 21

1/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

6

9 12 15 18 21

주 붉은색은 평년치 푸른색은 관측치임
자료 한인성

저염분 수괴 발생에 따른 양식생물 대량 폐사는 주로 제주도 주변 패류 연안양식
어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뚜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년

이하의 저염분 수괴가 제주도 서방해역을 통과하면서 대규모 양식패류 대량
폐사가 발생하여 약

억 원의 경제적 피해와

였다

자료 한인성

톤의 패류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하

빈산소수괴는 부영양화된 폐쇄성 및 반폐쇄성 내만해역에서 표층수온이 상승하여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되고 강우 등에 의한 육수 유입이 증가하여 해수의 밀도성층
이 강하게 발달하는 하계에 저층의 용존산소가

이하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빈

산소수괴는 일반적으로 가막만 여수신항 광양만 등 남해의 내만에서 주로 발생하
는데 정량적인 피해 규모는 산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해역에서는 피조개 등 살포식
패류 양식이 성행하여 빈산소수괴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년대 중반 이후 코클로디니움

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적조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적조
발생의 원인은 하계 일사량 등 기상요소와 표층수온 수온성층 쿠로시오 강수량 연
안용승 냉수대 등의 해양환경적 요소 및 생물종간 경쟁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적조는 대부분 여름에 발생하고 있는데 최초 발생일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하순에서 월 초순에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기간 역시
매년 차이가 크다 적조 피해액은 적조 피해 통계가 시작된
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기록되었다 그림

한편 적조 외에도

년과

일로

년 가장 크게 나타나
년이 피해가 큰 해로

년대 후반부터 보름달물해파리와 노

무라입깃해파리 등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면서 수산업은 물론 관광산업 등 타 산업부
문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 한인성

(1)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구조 변화 전망
차 평가보고서
은

에 사용된

개 모델 중 해양모델의 해상도가 가장 높

모델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수온과 염분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

석 결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년 후 수온은

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염분은 약
에 사용된 모델 중

를 통해 제공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개 모델을 제외한

홈페이지

개 모델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주변해역의 수온 및 염분의 변동성을 앙상블 평균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델

자료 한인성

국가

실제 처리
모델자료
사이즈

모델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을 모두 포괄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는 없었으나 공통된 값을 가진 영역에 대해 계절별 수온과 염분 평균값을 산출하
였다
해역은

개 모델을 종합한 결과
세기에 비해

의 결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주변

세기에는 수온이 높아지고 염분 농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자료 한인성

자료 한인성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동경대학 기후시스템센터
국립환경연구소

일본 지구환경프론티어연구센터

개발된 전구 대기해양결합모델

의 버전

일본

에 의해 공동으로

고해상도 모델을 이용하여 수온

장과 염분장 및 유속장의 미래 예측 분포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격자 체계는
수평격자체계와 σ

하이브리드 연직격자체계이며

수평해상도는

약

연직해상도는

는 사회경제 배출시나리오로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는데
통일적인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층 수심

이다

의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예측연구에 있어서
가

년에 공표한 온실가스 배출시나

리오이다
의

세기

나리오 예측 결과의 원자료

년부터
년부터

년까지 월평균 재현 자료와

시

년까지 월평균 를 분석하였다

시

나리오는 전체 에너지원의 균형을 중시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상황으로 온
실효과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세기 말에

세기 말의 약 배

가 되도

록 설정한 시나리오이다 모델링 결과의 재분석 결과를 통하여 미래 한반도 주변 해
역 물리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층 수온분포의 경우
한반도 주변 전 연근해에서

년 대비

년에는

수온이 상승하며 특히 동해 중부 연근해역을 중

심으로 수온 상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년에는

의 수온 상승이 나타나

며 특히 동해 북부해역 및 황해 중북부해역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그림

자료 한인성

(2) 주요 양식품종 적지 변화 예측
양식생물의 적정 사육온도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양식생물의 적정 해역을 판
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은 서서히 일
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층 수온 상승 정도는 연간
년 이상 지속될 경우

로

가 상승하는 것인데 이는 충분히 양식생물이 변화하는

수온에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년경까지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 주요 양식생물의 적정 해역 변화에 대한 고찰은 미래 양식산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산대학교의
전국

모델 결과를 통해 예측된

년부터

년까지

년 간격의

개 지점의 수온 변화 경향을 통하여 주요 양식생물의 적정 해역 변화를 예측하

였다 전반적으로 주요 해산어류의 사육최적수온은

내외로 나타났다 표

자료 한인성

모델
지

모델을 적용 앙상블 평균값 이용 을 통한

년 간격의 연안 연평균 표층수온은

주
자료 한인성

년

년

년

그림

년

과 같다

년

년부터

년까

한편 우리나라 해역의 최저 및 최고 수온이라 할 수 있는 월과 월의 표층 수온
은

그림

그림

과 같다

주
자료 한인성

년

년

년

년

년

주
자료 한인성

년

년

년

년

년

볼락의 경우 사육최적수온은

이상으로

년에는 서해 도 일부 도서지방

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연안의 연평균 수온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

연안에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의 사육최적수온은

로서

년에는 겨울철에도 감포 울기 연안 소

리도 및 제주도 주변해역 등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는 서해 남부

일부 도서지방을 제외하고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계 및 춘계를 중심으로

농어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어의 경우는 사육최적수온이
도는

이하

이상이다

로서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으로 폐사온
년에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속초 부산까지의 동

해안이 적수온대에 포함되며 현재 주 양식지역인 남부지방의 경우

를 훨씬 상

회하여 여름철 양식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나
홍도 주변 해역 및 서해 중부지방이 적합한 양식적지로 판단된다
자주복은 사육최적수온이
에 따라

로 폐사온도는

이하

이상이다 이

년에는 여름철 죽변 울기 연안까지 동해 중남부 해역과 서해지역 중

완도 부도 선미도 주변 해역이 여름철 적수온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숭어의 경우 사육최적수온이
로

이고 폐사온도는

이하

이상으

년에는 여름철 울릉도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해 연안이 양식적지로 나

타났다 그러나 남해연안과 제주도주변 연안은 모두

에 근접하는 수온 상승이

예측되어 여름철 이 지역에서의 양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중적인 양식품종인 넙치의 경우 사육최적수온이

로서 현재 제주

도 주변해역과 남해 연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넙치 양식
도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년에는 동해 중부해역 및 동해남부 해역까지 양식적

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온이

이상일 경우 넙치 폐사가 일어나 현

재 주 양식지역인 제주도와 남해 연안 일부 지역에서의 여름철 양식은 부적합할 것
으로 보인다
참돔과 감성돔 역시 대표적인 난류성 양식품종으로 사육최적수온은
알려져 있다 감성돔은

로

년에는 여름철 대부분의 해역이 적수온대에 포함되어 전

국 연안에서 감성돔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돔은 참돔 감성돔에 비하여 사육최적수온이 약

낮은

로 알려져 있

다 돌돔 역시 여름철 전국 대부분의 연안에서 적수온대에 포함되어 있어 춘계 추
계에 전국 연안 어디에서나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피볼락은 사육최적수온이

로서

년에는 겨울철에도 제주도 주변해역

및 남해 일부 연안에서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는 전국 대부분이 적
수온대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여 주로 춘계와 추계를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역에서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분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업자원량 및 어획량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은 생물경제
모델링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생

물학적 자원평가 모델

과 어업인의 어업활동 모델을 동시에 분

석하여 어업환경 변화로부터의 자원량 및 어획사망계수 수준 변화에 따른 자원량의
동태적 변화뿐만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인 동태효과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다
어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획노력량

이 투입되어 어획사망계수

이 증가하고 상업적 어업인은 투입된 어획노력량 수준에 따른 어획량
얻게 되지만 어업자원량

은식

과 같이 자연사망량과 더불어 어획량

수준
을
만큼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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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어획량

에 시장가격

을 곱하고 여기에 어업비용

을 제하면 해당어

종의 어획활동으로부터 어업이익 π 이 산출된다 π

어업관리수단

어업자원 어종

어획노력량

자원량 변화 Δ

상업적 어업
어업이익 변화 Δπ

어획량

가입량
어획량

성장량
시장가격

자연사망량
어업비용

이러한 어획활동에 있어 기후변화나 어업자원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수단
등이 취해지게 된다면 어획사망계수

수준에 영향을 끼치거나 직접적으로 어획량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 통제수단이나 어획노력량 관리수단이 취
해지게 되면 식

와 같은 어획량 함수식에서 어획능률계수

수준이 통제되게 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사망계수

와 어획노력량
의 수준이 감소하

게 된다

또한

등과 같은 어획량 관리수단이 취해지면 어획량 자체가 통제되므로 역

시 어획사망계수의 수준이 낮아져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어업관리수단 조치 전후의 어업이익 변화는 식
사용에 따라 감소된 어획사망계수

과 같이 어업관리수단의

수준 즉 통제된 어획량

에 따라 달라진다

Δπ
생물경제모델링 방법 하에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효과 소득효과 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어업관리수단이 취해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어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어업관리수단을 취했을 경우의 등의 자원량 변화
정도로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어업관리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생물경제모델
링 방법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효과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나 어업관

리수단의 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물경제모델링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자원량 변화와 어업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방
법으로

그림

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축된다

생물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필요한 자료인식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생물경제모델 구축

대상 어업자원의 생물학적

생물경제모델의 안정성 및

사회경제적 사전적 특성 규명

민감도 측정

대상 어업자원의 수리적
자원동태모델 구축

생물경제모델의 적합성 확인

자원동태모델 평가 등을 위한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어업관리수단 평가

자원평가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잉여생산량 모델은
어업자원량 평가 및 자원동태모형으로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어업자원의 변동량
을 나타내는 가입량 성장량 자연사망량이 하나의 단일함수 형태로 평가된다 잉여
생산량 모델은 자원군의 크기 변화만 다루게 되므로 그 자원군의 연령분포와 같은
세부적인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자원량 평가지표 예를 들어 단위어
획노력당 어획량

와 어획량 자료만 있으면 모델 추정이 가능하므로 적은 생

물학적 자료를 가지고 자원량 동태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 처음으로 잉여생산량 모델을 사용하여 태평양 넙치 자원량을 평
가했는데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자원량의 변화를 다음의 식
로 나타냈다 여기서    은
본원적 성장률

와 같은 형태

기 때의 자원량  는 기 때의 자원량 은 자원의
그리고 는 최대 자원량 수준

을 의

미한다

      ∙  ∙    


순간어획량  은 어획사망계수

낼 수 있다

와 현재 자원량의 곱으로써 식

와 같이 나타


 ⋅

어획사망계수

는 어획능률계수

와 어획노력량

의 곱이므로 식

는 식

과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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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잉여생산량 모델은 자원의 성장곡선이나 어획노력량과 어획량간의 균
형관계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된 잉
여생산량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어업생산 모형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스틱 모형 외에
고 가정하여

는식

로

과 같이 자원군 크기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의 개체군 성장식을 적용하여 지수함수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델에서와 같이 지속가능한 생산량은 어업자원의 성장량과 같은데 이
는 다음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이 자원량 밀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는 다음의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ln    ln   




∞ 은 어업자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 즉
 는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의 평균이다 여기서 ln 를 소거하여 식


∞  

의 우변을 확대하면 다음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로 나누면 식
의 양변을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ln 



여기서  는 어업에 투입된 어획노력량 수준이다 식
면 다음의 식

 에 대해 정리하
을 ln 

와 같다

ln 
  ln∞  

식
음의 식

를 지수화하면

는 다
모델에서의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의 평균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리고 식

는 다음의 식


   
  





와 같이 대체되어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식

모델은
를 다음의 식

와 같이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식

는 다음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다시 식

은

방법에 따라 식

을 도출할 수 있다

  
ln 
    ln 
    ln 
  ln 
  
   


식

   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
의 우변항을 ln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단위노력당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자료를 이용하여 식

의 생물경제모형의 변

수를 추정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량 및 어획량 변화 등을 계측
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가 수산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생물경제모형 중 하
나인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원적 자원의 성장률

최대 자원량

어획능률계수

를 추정할 수 있다 자원량과 기후변화 인자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어종의 회유경로상의 수심별 수온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현실적
으로 자원량 자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위노력당 어획량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균형 자원량 및 균형 어획량을 전망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심별 수온 예측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유경로상 수심
별 수온의 추세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생물경제모델에 대입하여 향후

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

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현재의 수온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즉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발생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향후
한 다음

년 동안의 자원량과 어획량 차이를 예측

의 사회적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변화를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획되는 어종인 고등어 갈치 멸치 삼치
참조기 오징어 등 개 어종이다

(1) 고등어
고등어 어획량은

년대 들어 평균

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위노력

당 어획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고등어 어
획량과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앞의 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성장률 은
자원량

은

어획능률계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는

을 이용한
는

최대

톤으로 도출되었다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면

식

감소하였다 그런데

수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수심의 수온이

상승하

수심의 수온은 장기적으로 연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따른

는 연간

증가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고등어 자원량은 기후변화

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증가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을 때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가치는

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갈치
갈치 어획량은
증가세에서

년대 들어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년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갈치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어

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능률계수

는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성장률 은

최대자원량

은

톤으로 도출되었다

어획

갈치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수심과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

상승하면

승하면

는

증가하였다

수심의 수온은
따른

는 연간

감소하는 반면

수심에
수심의 수온

수심의 수온이

수심의 수온은 장기적으로 연간

상
상승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및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갈치 자원량은 기

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감소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을
때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는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가치

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멸치
멸치 어획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멸치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성장률 은
자원량

은

어획능률계수

최대

톤으로 나타났다

멸치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상승하면

는

는

증가하였다

수심에 대해 통계적
수심의 수온이

수심의 수온은 장기적으로 연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따른

는 연간

증가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멸치 자원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증가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을 때보다 증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가치는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억

(4) 삼치
삼치는

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어획되어 대체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단위노력당 어획량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치의 어획량
과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은

어획능률계수

는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성장률

최대자원량

은

톤으로 도출되었

다

삼치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수심

수심

수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심의 수온이
수심의 수온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온은 장기적으로 각각 연간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따른

는 각각

및

감소하는 반면

증가하였다

수심의 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는 연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삼치 자원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감소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
을 때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치는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참조기
참조기는 한동안 어획량이 줄었다가

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단위노력당

어획량도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참조기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성장률 은

최대자원량

은

어획능률계수

는

톤으로 나타났다

참조기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수심

수심

수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심의 수온이
수온이

상승하면

는

상승하면 각각

감소하는 반면
증가하였다

온은 장기적으로 각각 연간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따른

및

수심의
수심의 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는 연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참조기 자원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증가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
을 때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치는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오징어
오징어는

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징어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률 은
었다

어획능률계수

는

모델을 분석한 결과 본원적

최대자원량

은

톤으로 도출되

오징어 자원량 어획량 과 수심별 수온 사이의 인관관계는

수심

수심

수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및

수심의 수온이

상승하면

면

수심의 수온이

상승하면

온은 장기적으로 각각 연간

는 각각
증가하였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온 변화에 따른

감소하는 반
및

수심의 수

수심의 수온은
는 연간

증가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후변화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온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자원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없을 경우의 자원량보다 증가하며 어획량 수준도 기후변화가 없
을 때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치는

년 동안 발생하는 어획금액의 경제적

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어종에 대해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등어 멸치 참조기 오
징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증가하는 반면 갈치와 삼치는 감소
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편익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어종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이 자원량 및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그
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은 기후변화가 수심별 수온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추
세로 전망을 한 결과이므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하는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수산분야 기후변화의 경제
적 영향의 계측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생물경제모형에 기후변화
인자가 더욱 정교하게 반영된다면 한층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를 위해서는 해당 어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1)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개념은
이후

제 차 보고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제 차 보고서에서도
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고 제 차 보고서에서 비로소 생물 물리적 영향

평가 중심의 연구 내용이 사회경제적 취약성 평가까지 그 응용 범위가 큰 폭으로 확
대되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완화 및 적응정책
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할지 아니면 취약한 지역이나 부문을 파악하여 적응전략을 개발할 것인
지 등 평가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 과정 설계 시공간적 단위 불확실성
등에 대한 고려 기후 이외의 요인 등이 달라지므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고 이는 지역

의 지리적 여건 기반시설 인구적 특성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김남의

지역에 기반을 둔 수산업은 자연환경 수산업 특성

제도적 여건 등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에도 지역
별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수산업의 세부 업종 분포가 다르
므로 업종별로도 취약성에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법제화 되었다
본법

녹색성장 기

제 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 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조사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 기본법
정 및 신설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제 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를 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농어업 및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년마다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취약성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 명료한 방법론 개발 및 관련 연
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혹은 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취약성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취약성 평가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정의는 관점 방법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유가영 외

는 취약성을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극

한 상태 로 정의하고 비기후적 요소를 취약성에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포괄적
인 사회경제적 고려 적응능력 개념 등을 도입하였다

는 기후 변화 피

해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 상태 로 보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관계를 통해 외부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기
후변화 취약성 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을 경우 전
체 시스템의 적응능력이 낮으면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후
변화의 영향이 높을지라도 적응능력 또한 높으면 그 시스템은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지역 어떤 분야가 기후변화에 취약
한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취약성 평가가 필요
하다 이버들 외

생물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단위 및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여러 측면을 통합한 지표를 사용
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성은 추상적 개념이고 직접적으로 측정
관찰될 수 없으므로 취약성 지표 연구에서 취약성의 개념 틀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리변수
유가영 외

를 이용해야 한다
는 우리나라

개 시도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

고 지역별 취약성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적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또한 고재경

은 경기도

수행하였다 이상호

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능력의 가중치를 분석하

였고 이상호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수산업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취약성 연
구는 많지 않다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한화진 외
기후변화 변동예측을 하였고 박종화

가 연근해 어황과 어업자원 변동을 중심으

로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장동호 외
다루었고 박성쾌 외

가 수산자원의

는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관계를

는 어장형성과 어황변화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가 수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이버들 외

가 수산분야의 정량적인 지표로 지역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체로 이버들 외

의 방법론을 따랐으나 취약성 평가를 위한 대리변

수 선정에 차이를 두었고 지역별로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1) 취약성 지수 구성 및 산정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비교를 목적으로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민감도
적응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여 취약성 평가를 시도하였다 취약성 평가에 지역
뿐만 아니라 업종별 비교를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의 방법론을 따르면서 취약성 지표 구성에 대리변수의 가중치를 자의적 부여가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분류

중분류

기법을 통해 결과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버들 외

소분류

자료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관측자료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총조사
수산정보포털
수산정보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
재해백서
지역소득통계
안정행정부
재정정책과
행정조직편람
수산정보포털
어업총조사
어업총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간

취약성은 기후에 대한 노출과 해당 시스템의 민감도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적
응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약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기후변화가
현 시스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나타내며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구성된
다 이들 요소는 함수관계로 취약성 지표를 구성하는데 기후에 대한 노출과 기후변
화에 대한 민감도가 클수록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
력이 클수록 이를 상쇄하게 된다
지역별 자료에 기초한 지역별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고 각 업종 및 지역별 자료를
생산규모 기준으로 업종별 자료로 전환하고 이를 종합하여 업종별 지수로 산정하였
다

수산업의 세부적인 취약성 대리변수는

성하였으며 이버들 외

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

의 방법론을 따랐다 기후노출은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

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

조업 및 정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 유해 생물 출현 빈도 로 민감도는 어업의 인력 및 자본의 규모
구성의 다양성

생산 어종

수산분야 재난피해 규모 로 적응능력은 지역의 제도적 역량

촌의 사회적 자본

어

수산분야 물적 인프라 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기후노출과 관련된 생물 물리적 자료의 경우 장기적
인 변화를 반응하기 위해 최대한 과거 자료를 이용하였고 민감도와 적응능력 관련
자료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년의 평균자료를 이용하였다
취약성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해안에 접한

개 시 도로 하고 시 군 구로 세분화

하여 사용할 경우 가용 자료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광역시 시도별로 취약
성 평가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업종별로 나누어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기후노출은 기후 특성 기후 변동 극한 기후의 빈도와 크기 등 기후와 관련된 자
극에 현재 시스템이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리적인 위치와 기후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재경 외

기존 연구에서 많이 채용된 통상적인 기후노출의

요소로 기온 상승 강우 변화 호우 가뭄 혹서의 빈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수산분
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층수온 염분 용존산소와 같은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리변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관측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표층수온

염도 용존산소이며

이들의 변화는 수산자원의 서식 조건을 근본

업종별 가용 자료가 미비하여 업종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수온 변화를 기후노출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생물 물리적 자료는 해당 광역시 도와 가까운 정선관측치의 평균치를 시계열 자료로 구하였고
처음 년간 평균치와 최근 년간의 평균치를 비교한 변화율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년간

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직접적이다 이버들 외
이에 더해 본 연구는 파도 너울 또는 바람 와 해수면 상승 변수를 조업 및 정주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으로 기후노출의 변수로 추가하였고 적조와
해파리를 유해 생물 출현에 대한 기후노출의 변수로 추가하였다 해수면 상승과 파
도 너울 바람을 고려한 것은 수산업의 지역 근거지가 대부분 연안에 있다는 점에서
해안 침식 침수에 따른 피해를 유발하여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해 생물 출현 빈도는 기후변화로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상의 변화
를 뜻한다 예를 들어 유해 해파리 출현과 적조 현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해 해파리 출현 빈도와 적조 빈도를 대리변수로 사
용하였다

이버들 외

민감도는 기후변화의 자극에 의해 해당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
다 기후변화에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시스템의 지형
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의 특성 인프라 시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시스템의 민감도에 영
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등은 넓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 중 일부는 적응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고재경 외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노출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변수를 민감도로 규정
하고 어업생산 자본 인력 규모 생산 어종 구성의 다양성 수산분야 재난피해 규모
를 대리변수로 구성하였다 민감도 요인 중 어업의 인력 및 자본의 규모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업 종사자
수 어선 수 양식장 면적을 대리변수로 채택하였다 생산 어종 구성의 다양성은 다
양성이 작을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허쉬만 허핀달 지수
로 기후변화의 민감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재난피해 규모는 어
평균치의 비교는 이상값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해 해파리 출현 빈도는
년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쉬만 허핀달 지수
는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발된
것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
는 어종구성의 다양성이 작을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모든 어
종별 생산비중을 제곱한 값을 합하여 어종구성의 다양성 집중도 지표를 측정함 계산식은 다음
과 같다


 



 




단

어종 수

어종별 생산비중

업생산액 대비 수산분야 재난피해액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적응능력은 기후노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저감하는 요소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저감이 인위적인 대응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의 보
유 여부도 평가되어야 한다 적응능력은 현재 시스템이 기후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므로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
다 고재경 외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능력 거버넌스 교육 건강 등을 적

응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르되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변수로서 경제적 능력과 제도적 역량 수산업의 물적 인프라 어촌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의 경제적 능력과 제도적 역량은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인당 지역내총생산
다

재정자립도 인구당 공무원 수로 측정하였

물적 인프라는 지역 수산업의 근거지이자 재난시 피항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

어항 지방어항의 규모 어선규모 대비 와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공어초 시설 규모 수산 종묘 방류 규모 이상 어업생산 대비 를 대리변수로
채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입인의 자율적 역량을 나

타내는 것으로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수산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은 수산자본을 관리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
적 자본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는 최근
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조직률 어입인의 학력과 연령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버들 외
(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 지표는 서로 다른 단위와 성질을 지
닌 세부 대리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개별 변수나 자료
가 표현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된 속성을 한층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특성
이 있다 이버들 외

취약성 평가 지표는 다음 식

와 같이 산정되며 이버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이다
수산자원 조성의 경우 근해어업보다는 연안어업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하여 인공어초 시설규모
는 연안어업의 어류 등의 생산금액에 대비한 규모를 수산종묘 방류 규모는 연안어업의 해조류
를 제외한 생산금액에 대비한 규모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버들 외

들 외

의 연구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기후노출과 민감도에 해당하는 변수는

취약성과 양

의 관계가 있지만 적응능력은 음 의 관계에 있으므로 적응능력에 해

당하는 변수에는 실제 계산 과정에서 음의 값을 부여하였다
  

 ·







  지역의 취약성 평가 지표
 

지역의 표준화된 대리변수 의 값
 대리변수 의 가중치

여러 대리변수를 하나의 지표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변수들이 동일한 기준
으로 합산될 수 있도록 표준화
에는

스코어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표준화

방법 스케일 재조정

전자는 모든 자료들을 평균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준편차는 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자료 값이

그 분포의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몇 배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된 확률변수인 값
으로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자료가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후자는

에서 사용한

자료의 범위에 기초하여 과

방법으로 표준편차가 아닌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만일 자료가 이상치

를 포함하고 있다면 변환된 값이 왜곡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두 방법을 모두 실행한 뒤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여
도출하였다

  

  




대리변수 의 평균 

대리변수 의 표준편차

  min
  
max  min
min

대리변수 의 최소값 max

대리변수 의 최대값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를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 평가기준과 대안을 계층적 구조로 파악하
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로 구성된 대리변수별로 가중치 를 산정하기 위해

기법을 사

용하였다
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누고 이러
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

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방법으

로 정성적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문

가 설문을 통해 두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행렬을 구할 수 있는
데 이 때 행렬의  는 요소 에 대한 요소 의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 행렬의 최대고유치

를 구하면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 즉 다음 식

에서 은 행렬

의 최대고유치 벡터가 되고 이 식은 개

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이 아닌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를 풀이하면 세부변수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를 구할 수 있다
 ∙  ∙

따라서 응답자가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했다면 다음이 식

가 성립된다



       

 



max

      ≠max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수산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을
일

일 동안 실시하여

년 월

부를 회수하였고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응답에 대해

평균치를 구하여 최종적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는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산정책연구소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등의 전문가 명이다

(1) 가중치 산정 결과
취약성 지수의
화 노출

가중치 결과는 표

와 같다 대분류 항목의 경우 기후변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응능력

민감도

순이

다 즉 수산분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자연적 조건이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 보다 기후변화의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의 경우 수온변화 생산어종 구성의 다양성

재난피해 규모 등이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기후노출 내에서는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

의 가중

치가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업 및 정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

유해 생물 출현 빈도

해양의 물리적 특성 내에서는 수온변화

순이다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의 가중치 비중이 배 이상 높게 나타

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조업 및 정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해양의 물리적 특성 내에서는 해수면 상승

이 파도 너울 바람

높게 나타났다 유해 생물 출현 빈도에서는 적조

가 해파리

보다

보다 배 이

상 높았다
민감도 내에서는 수산분야 재난피해 규모
구성의 다양성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산 어종

어업생산 자본 인력 규모

순이다 즉 어업의 인력 및 자

본보다 재난피해와 생산어종 구성의 다양성이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판단
된다 어업생산 자본 인력 규모 내에서는 양식장 면적
수

종사자 수

어선

순으로 나타났다
적응능력 내에서는 수산분야 물적 인프라

어촌의 사회적 자본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 지역의 제도적 역량

이 비슷한 수준이다 즉 국

가 어항 지방어항 보유규모와 어업인 조직률에서 높은 가중치가 나타나 이 변수들이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산분야 물적 인프
라 내에서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보유규모
설 규모

종묘방류 규모

인공어초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촌의 사회적 자본 내에서는 어업인 조직률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업인 연령

과 어업인 학력

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제도적 역량 내에서는 재정자립도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당 지역내총생산

공무원 규모

순으

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취약성 평가 분석 결과
각 변수를 표준화 하고
를 도출한 결과는 표

기법으로 가중치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취약성 지표
와 같다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분석한 결과 기후노출에서는 부산 경북 경남 울산 강원
등의 지역에서 기후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은 취약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기후노출이 높은 지역은 동해권을 중심으로 수온 상
승 해수면 상승 적조 발생 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민감도 측면에서는 강원 경북 경남 인천 제주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경기 울산 충남 부산의 경우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인 강원 경북 경남의 경우 재난피해가 많거
나 생산 구성이 단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적응능력의 경우 경남 전남 부산 제주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적응능력
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남 전남 등의 지역은 어업인 조직률 재정자립도 물적 인프
라 등이 낮아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지표를 종합한 취약성 지수는 표

과 같

다 경남 경북 부산 전남 강원 등 동남해권이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
해 경기 전북 인천 충남 등 서해권이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 지수

가 높은 지역은 기후노출이 높고 적응능력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기후노출과 적응
능력의 가중치가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과 경북은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높고 적응능력이 낮게 나타나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
로 평가된다 부산의 경우 기후노출은 높고 적응능력은 낮으나 민감도가 낮고 기후
노출과 적응능력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점이 반영되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적응능력이 크고 민감도와 기후 노출이 낮은 지역일수록 취약성
이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와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낮고 적응능력이 뛰어나 취약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3) 업종별 취약성 평가 분석 결과
지역별 자료를 생산규모 기준으로 업종별 자료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업종별 지
수를 산정하였다 지표별 업종별 취약성 평가 결과는 아래의 표

과 같다 기후

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분석결과 기후
노출에서는 대형트롤 대형선망 장어통발 쌍끌이서남 쌍끌이 등의 순으로 기후 노
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기타통발 동해구 정치망 기선권현망 등은
취약성이 낮았다 기후변화의 노출이 높은 업종은 동남해권 조업 업종을 중심으로
수온 상승 유해 생물 출현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민감도 부문에서는 장어통발 기타통발 기선권현망 동해구트롤 등 생산구성이 단

순한 업종을 중심으로 민감하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정치망 동해구 연안선망 연
안복합 등은 민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적응능력을 살펴보면 장어통발 대형선망 대형트롤 쌍끌이서남 등에서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연안선망 새우조망 소형선망 기선권현망 외끌
이 등에서 적응능력이 높았다
업종별 취약성 평가의 종합적 결과는 표

과 같다 장어통발 기선권현망 쌍

끌이서남 대형트롤 동해구트롤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연안개량안
강망 주목망 근해봉수망 근해형망 등이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 지
수가 높은 업종은 기후노출이 높을수록 민감도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장어통발 기선권현망 쌍끌이서남 동해구트롤
등의 경우 기후노출과 민감도는 높은 반면 적응능력은 낮아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
었다 이에 반해 연망개량안강망 근해형망 주목망의 경우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낮
고 적응능력이 높아 취약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은 매년 약

상승해 주요 연근해 어종인 고등

어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종은 현저히 줄어들
고 있어 기후변화로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
구는 이에 근거하여 적응정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수산업 분야의 지역별 업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전문가 설문에 근거한 가중치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취
약성 지표를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세
가지 요소의 가중치 결과는 기후노출이 가장 높았고 적응능력 민감도의 순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성의 구성 요소 중에 인간의 적극적인 대응 능력보다 기후
여건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북 경남 부산 등 동남해권이 취약성이
높은 반면 경기 전북 인천 등 서해권이 취약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동남해권은 수
산업이 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큰 지역인 반면 적응능력은 오히려 부족
하여 전체적인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업종별 취약성 평
가 결과를 살펴보면 장어통발 기선권현망 쌍끌이서남 대형트롤 동해구트롤이 취
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연안개량안강망 주목망 근해봉수망 근해형망 등이 취약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 지수가 높은 업종은 기후노출이 높을수록 민감도
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적응능력이 큰
업종인 장어통발 기선권현망 쌍끌이서남 등에서 취약성이 낮았다
이처럼 종합적인 취약성 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업종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
화의 완화 및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느 지역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업종별
어떤 적응 전략이 필요한지 등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약성의 개념과 지표 선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 비해 가용한 자료를 보다
더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별 업종별 구분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
며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온에 따라 서식하는 어종을 구별하는 등과 같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업종별 취약성 분석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및 수산분야 국외 대응 사례

(1) 인식 조사 배경 및 개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농업분야나 산림분야
에 비해 부족한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물리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
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수산물 생산의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수산물 생산자
인 어업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탐색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
인의 경험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수산물 생산에서 기후변
화의 체감 정도와 그 영향을 예측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명 양식어업

명의 어업인 어선어업

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어업별 모집단 규모
를 감안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약

주간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며 후자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험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부 정책 인지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이다
본 조사에서 어업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다음
명중
대

명이 남성으로

표

와 같다 전체 응답자

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중졸 이하

연령은

가 가장 많았다 어업별로 보면 어선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식어업의

학력 수준이 높으며 연령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도에 해당하는 남해가
력은
답자의

년 이상이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어업종사 경
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수산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

가 가입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어선어업이 양식어업에 비해 보험 가입

률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는 날씨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업인의 기후변화 인식 정도
어업인이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업인이 생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으면서 기후변화와 밀접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는 수온 변화 해수면 상승 바다 생물 변화 기상이변 해적생물 출현에 대해 그 체
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체감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온 변화 해수면 상승 바다 생물 변화
등 기후변화를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몇 차례 경

내수면 어업인의 경우 수온 변화 기상이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험 약간 경험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가 기후변화를 경험하였다 표

특히 수온변화와 기상이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별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어선어업이 양식어업에 비
해 체감 정도가 높았다 기후변화 체감 정도의 추이에 대해서는 매년 빈도수가 증가
하거나 변화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응답이

로 상당수의 어업인이 기후변화

를 점점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식어업에 비해
어선어업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표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모두 부정
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어선어업의

양식어업의

가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으로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생산량 감소 가 가장 응답이 많았다 그림

또한 어업인들은 향

후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
망한 의견이 많았는데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어선어업 양식어
업 모두

에 달했다 그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나타났다 표
양식 방법 개선

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대응 방법으로 어선어업은 어구 어법 개선
이다 그림

이에 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어업인도 대응한다는 어업인과 비슷한 비중인

에 달했으며 대응하지 않고 있

는 이유로는 어선어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모름
기후변화에 인간이 대응하기 어려움

양식어업은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양식어업의 경우
그러나 기

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향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필요성에 대해
서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업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가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잘 모름 전혀 모름으로 답해 전반적으로 정책 인지도가 낮았다 표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정보 제공 강화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개발
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확충

등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어업별로

살펴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확충이 어선어업에 비
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양식어업이 어선어업에 비해 적조 등 자연재해
위험이 더 큰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의 시사점
어업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어업인은

로 상당

히 많았으며 기후변화의 빈도와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어업인도

에 달하

여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았다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미
치는 영향은 생산량 감소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향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해 어업인의 절반가량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

정부는
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하였고
년구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보완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력을 보였으나 나머지 절반가량은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응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응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후변화를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있지만 어업인의

년부터 수산업 분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인

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 개발 재해 대비 경영안전망 확충 등에 대해
서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어업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
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도 어업인이 생산 현장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부분
을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향후 수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인과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정부는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년마다 수행
하도록
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림축산식품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 체감하는 정보를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1) 유럽연합(EU)
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었고
다

이하

년도까지 차
차

을 통하여 진행되
가 추진되었

에서는 기후변화가 더욱 부각되어 완화와 적응의 효율적 방안 마련이 강

조되고 있다
해양 부문에서는 해양 산성화와 해류 변화에 기후 부문은 기후 평가 모델을 이용
하여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세부 지역의 기후 변화에 초점이 있으며 해양 및 기후
부문의 영향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통합해양정책은 해양환경에 대한 기후 데이터와 수산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 시점부터

년까지의 광역화된 기후변화의 위협과 그에 대한

충격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및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당 기관 및 다수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
하고 통합하면서 축적된 정보에 기초하여 통합해양정책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한편 유럽해양수산기금

도 해양수

산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와 향후 변화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탄력적인 사업
기후 변화에 대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개선
기후조건에서 현재 및 향후 변화에 적합한 적지 확인
해양 및 해양문제에 대한 기후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
(2) 미국
미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된 어류 및 야생생물의 이동에 따른 생활 범위 변화
와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통합적 관찰 모니터링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기후 충격
에 따른 어류 야생생물 등 생태계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관측 정보를
통합화할 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및 경영평가와 같은 의사결정도구를 개발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어종 및 생태계 반응을 이해하기 위
한 평가와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양 산성화 문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 분야

개의 행동

조치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저감
육지로부터 기인되는 해양산성화 유인 축소 해양산성화에 적응하고 완화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해양산성화의 원인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주정부의 투자 확
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정책결정담당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참여 활성화 등
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호주
호주는 의회의 요청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적응체계
를 수립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실천계획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계획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활동과 향후 몇 년 안에 나타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 기후변화적응체계
로 부문별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을 시행하고 있다 수자원 연안지역 생물다양
성 농업 어업 임업 보건 관광 정주 기반시설계획 자연재해관리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성 감소를 위한 가능한 잠재적 적응활동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수산분
야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조류 바람 강수량 변화 해양 영양화 및 산성
화 등 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과 내수면 어류와 양식 어류의 위협요인 분석 주요
수산자원 새우 연어 등 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행동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분야 행동계획은 년 이내의 단기 계획과 년 이내의 중기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단기 계획은 수산실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의 수산업에 대한 영향과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 환경의 위기를 인정하고 기후변화가
양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관련 수산 업계와 이해당사자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기 계획은 해수면 온도 변화 해양 산성화
등의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을
분석한다
(4) 일본
일본의 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크게 기상피해 등의 발생 상황을 감안한
지구온난화 대응책 과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에 관련된 기술개발 을 중점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기상피해 등의 발생 상황을 감안한 지구온난화 대응책 은 기존의 정책으
로 근해에 대한 거시적 영향 평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지구
온난화가 연안과 내만 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적응정책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양식장 패조장 간석지 등의 정비사업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정
비 방법이나 정비 이후 관리 방향에 대해 재점검하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이 어항이
나 어촌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에 관련된 기술 개발 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종합 예측모델 구축 및 종합 평가 부처간 협력 산학연 협력 등
세계 식료수급에 관한 중장기 예측
국제 식료수급동향 정보의 일괄 수집 분석 성과 제공
고수온내성 양식품종 개발

(5) 캐나다
캐나다의 수산 해양 과학자들은 캐나다의 어업관리 해양보호지역 멸종위기 종
해상안전 및 보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산 및 해양 부문에 기후변화 적응 서비스 프로그램
년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개의 대형분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과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영향 이해를 위한 연구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응용된 새로운 이론의 과학적 정립
수산자원 어로어업 및 양식업 지역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도
모니터링 및 평가
(6) 국외 사례의 시사점
국외 사례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수산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기본
이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는 통합해양정책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기후 데이터와 수산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통합적 관찰 모니터링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후변화
에 대한 적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호주도 여러 기후변화 요인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수산업과 기후 사이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그에 기초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해양산성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야별로 대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양산성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 정책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호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여 공유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기
후변화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동 대응 체제를 구
축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국외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기후변
화와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 중심의 대응 및 체계가 구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분야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의 관측
및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기
후변화 해양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괴의 장기 변동
예측 기법을 개발하며 지구규모 기후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 해양 반응을 구명하
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양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관측 자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관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며 다양한 무인 양방향 차원 관측이 가능한 관측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어장변화 파악을 위한 관측시스템 구축은 현재

년대 초반부터 국립수산과

학원에서 추진 중인 근해해양조사 및 연안정지관측 등 대규모 관측 시스템이 운영되
고 있는데 관측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관측 계류부이를 활용한
관측 등이 체계적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장환경 관측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다
첨단 무인 관측기술을 통한 실시간 이상해황 정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기인 수산재해 다발해역에 대한 자동 어장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산자원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 조사
연안어장 활용 신규가입종 및 미기록종에 대한 장기변동조사
주요 수산자원 산란 성육장 파악 및 보존을 위한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양방향 통신 및 음향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군형성 및 어군행동에 대한 모니
터링 기법 개발
수산질병 유발 독성 플랑크톤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측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을 고
려한 고해상도 해양 예측 모델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해서는 우선 예측 모델을 통한 미래 시나리오 구축
분석
발

취약성 분석에 따른 적응정책 마련

수산 분야의 취약성

적응 정책 실현을 위한 적응 기술 개

적응기술의 보급을 통한 적응 역량 고취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델 기반

의 예측 기술 개발은 적응 정책 수립 및 보급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중요하게 시행되
어야 할 부분으로 해양 모델 생태계 모델 수산자원 변동 모델 등 다양한 모델 개발
을 통하여 향후 해양의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장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한반도 최적합 해양 대기 기후모델 구축
기후변화 기인 이상해황 발생메커니즘 규명 및 모델 개발
주요 어종별 생물 물리 결합모델을 통한 자원량 추정 기법 개발
고해상도 해류모델을 활용한 주요 회유성 어종 회유경로 추정 기술 개발
기반의

실시간 양식어장 예측 정보 제공 기술 개발

주요 수산자원 별 서식지 평가 모델 개발

어로어업의 적응 대책으로는 저비용 어선어업 활용 기술 개발
초생산력 및 잠재생산력 분석
변화 분석

생태계 먹이망 구조변화 분석

어장탐색 기술 개발

주요 어장의 기

부유성 어종 분포역

내수면 어장환경 변화 파악 및 자원관리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저비용 어선어업 활용 기술 개발은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저비용 수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기법을 활용한

어업 비용 저감 부분은 이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갈치 오징어
와 같은 집어등

이 필요한 어업에서는 일본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지만 향후 기존 집어등에 비해 어업효율을 높이는 등 기술적인 향상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어장의 기초생산력 및 잠재생산력 분석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생산력을 산
정하여 산정한 생산력에 부합하는

총허용어획량 을 산정하는 등 과학적인 수

산자원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생산력 및 잠재생산력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
가 부족하여 아직 우리나라 해역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생태계 먹이망 구조변화 분석은 해양생태계 혹은 수산생태계에서 영양염에서 고
차영양단계까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며 먹이망 단계에서 어떤 단계
가 가장 취약한가를 파악하여 수산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
호 및 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해역특성별
접근이 필요하다
부유성 어종 분포역 변화 분석은 상업적인 가치가 높은 어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업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유성 어종은 환경의 변
화 특히 물리적인 요소 및 먹이생물의 분포에 따라 분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수온
등 물리적인 예측자료 및 생태계 모델을 통한 먹이생물 예측 정보를 통하여 과학적
인 분포역 변화 파악이 필요하다
어장탐색 기술 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으로 어장이 달라지는 경우
적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어장탐색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 수산 변동 경향 파악을 위한 인공위성 센서 및 알고리즘 기술 개발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먹이생물 정량적 변동 경향 파악 기술 개발
원양어업 지원을 위한 종합 어장 탐색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원격탐사 기법 활용 주요 어획대상 생물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음향탐지 기법을 통한 어종식별 시스템 개발
내수면 어장환경 변화 파악 및 자원관리 정책은 내수면 환경이 가뭄 홍수 등 수자
원 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자원 적응 대책과 공동으로 마련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면 어업과 내수면 환경을 각각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와 환경부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조성 부문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마련 및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등을 활용한 연안 자원 활성화 를 기후변
화 요인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원조성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자원조성 및 방류사업의 효과 극대화
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및 내수면 환경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자원조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정착성 어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서식환경 조성 기법 개발
친생태계적 방류어종 선별 기법 및 방류기법 개발
하천 해양 회유어종에 대한 자원관리 기법 개발 및 생태계 기반 하천 어도 기술 개발
주요 상업어종에 대한 첨단 순치 기법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방안
구축

양식어업의 적응정책으로는 친환경 고효율 양식기법 도입
및 수급 대책

최적 양식사료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내온성 양식품종 개발 및 열대성 아열대성 수산질

병 제어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친환경 고효율 양식기법 도입은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 및 안

정적인 식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수산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다영양 입
체양식

기법의 도입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순환여과형 양식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최적 양식사료 개발 및 수급 대책은 미성어 사료 사용 억제를 통한 연근해의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기후변화 및 국제 어분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료를 개발하
는 것으로 미래 양식어업의 투입재 개선을 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내온성 양식품종 개발은 온난화로 인한 양식환경 및 양식적지 변
화에 대응하여 육종기술 등 선진 유전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식품종
을 개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내온 내병성 고부가가치 양식생물 육종 기술 개발
내재해성 양식시설물 개발 기술 및 운영 체제 개발
수온상승에 따른 주요 양식어종의 양식적지 재산정 기술 개발
양식장 어장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양식관리 지원 정보 개발
열대 아열대성 수산질병 제어기술은 새로운 수산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적응정책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질병에 대한
관련 백신 개발 양식생물 이동병원

및

접종기법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아열대성 수산질병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신규 아열대성 질병에 대응한 수산분야 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
어패류를 대상으로 한 수산질병 제어 관련 기술 개발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한 신규 항생제 및 백신 자동 접종 관련 기술 개발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의 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오염원 경감 기술 개발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위생처리장치 및 정화기술 개발
이밖에 기후변화로 달라진 환경에서 양식생물 대량 폐사 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를 최소화하는 기술과 극한 기상환경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양식생물 폐사 메커니즘 규명
주요 양식생물을 대상으로 한 최적서식수온 및 한계수온 설정 기법 개발
을 활용한 양식생물 폐사 대응 시스템 개발
실시간 관측자료 및 단기예측정보를 활용한 양식과정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극한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동형 가두리 양식시설 기술 개발
연안양식어장 보호를 위한 유빙예보시스템 개발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호의 적응대책으로는 유해생물 대량발생 피해최소화 대
책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생태계 보호 대책

갯벌 생태계의 보존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유해생물 대량발생 피해 최소화 대책은 현재 해파리와 적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
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최근 새로운 독성플랑크톤의 대량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
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해역의 상류역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들에 일어나는 생물에 의한 피해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생태계 보호 대책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를 통해 수집한 정보로써 연안생태계를 보호하고 연안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공간 정책 등 정책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갯벌 생태계의 보존 대책 마련은 현재 해양보호 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대책이 수
행되고 있는데 갯벌 활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기존 대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산성화에 대응한 적응 대책으로는 해양산성화 대응 어장피해 저감대책 마련
및 해양산성화 진행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산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적응 대책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산호초 어패류 양식어업 등에 대한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해
역에 대한 해양산성화 영향 파악을 위한 관측 정보 및 극한 환경 실험이 가능한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산성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고정관측점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대기 해양 이산화탄소 분압 연속 관측
패류 및 어류양식장을 기반으로 한 어패류의 해양산성화 영향 심층 분석
해양산성화 영향에 따른 피질 및 각질 변동 경향 분석 기법 개발
무인 해양산성화 관측 기술 개발
해양산성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 먹이사슬 영향 분석

수산분야의 기후변화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족한 반면 기후변화의 영

향을 관측 예측하는 작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관련 정보의 제약으로 더욱 어렵기 때
문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와 정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어업인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의 어업인 인식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인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므로 대응 지침서나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해파
리 모니터링과 같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개발이 요청된다 아울러 최근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가
법제화되었는데 어업인의 정보를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4협동과제)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분야 영향 분석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에 따른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난
세기 후반 홍수 가뭄 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촌지역은
온도

년부터

년 사이에 도시지역은 총 누적 상승온도가

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보다 높았고 연평균 강수량도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인 반면

로 세계 평균 누적 상승

증가하였다

년 동안 지구 평균의 약 배인

가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의 정도와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
은 단순한 기온 증가를 넘어서서 기존에 유지되었던 장마의 패턴이 무너지고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증가 여름철 폭
염 일수의 빈도 및 강도의 증가 남해안 해면상승 현상 및 미생물의 증식 등의 다양
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식품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홍수
허리케인 그리고 다른 극한 기후현상이 빈번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극단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홍수 가뭄 등은 농업시
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식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기후변화 즉 온난화는 대부분의 경우 가뭄과 폭염을 유발하고 생산시기를
단축시키며 홍수와 토양의 염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농업은 본질적으로 환경 의존형 산업이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흡수구이자 배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김정선
김정선

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효과는 농업생태계의 변화 및 농경지 면적이나
작물재배 기간 재배지역 변경 등의 직접적인 변화 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쳐 직 간접적으로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다음의

자료 강기경 외

그림

과 같다

지구온난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문제나 식품안전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곡물가격의 폭등과

년 세계

년의 배추파동으로 인한 국내 채소 값 폭등 사태 등이나 국

내 농 축산물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를 감안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기
상이변은 농산물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
승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기상이변은 주요 곡물생산국들로 하여금 수출물량을 감축하게 하여 사회적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전 세계적으로 식
량부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 및 식량 수입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강기경 이덕배 나영은 최인명 이충근 박규현 김진호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도전과 과제

기후변화는 농업생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
물에서 염려되는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 맥각병 등인데 이러한 균류가 생산하는
독소는 습도 기온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
수준이 비교되었다

기후변화가 신선농산물의 식품안전에

가지 위험요인들이 선정되었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험

남반구가 특히 취약한 위험요인은 지표수로 인한 수자원 오염

가뭄으로 인한 미생물학적 오염 병해충으로 인한 농약사용 증가에 따른 화학적 오
염이다 홍수가 녹색잎채소의 미생물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임이 밝혀진
바가 있고

지표 박테리아 오염수준 및 동물매개감염 병원균의 검출과 기온 및 강

수량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관개용수가 신선식품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규명된 바가 있다

호

(1) 외식업계 농‧축산물 소비행태
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농 축산물 원료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품제조업의 경우 농 축산물 품목들 중
하는 업체는
외식업은

이며 각 업체당 평균 취급 품목은
의 업체가

급하는 평균 품목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개 이상의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취

개로 조사되었다 반면 식품제조업체나 외식업체와는 다르

게 일반가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균

개만을 취급

이상 의 가구가

개 이상의 품목 가구당 평

개 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품목별 농축수산 이용에 있어서

제조업은 생산을 위한 품목의 원료를 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외식업이나 일반 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품목 수가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품목별로 소비량과 금액 및 부문별 소비량 비중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에 제시되었으며 쌀을 제외한 곡류 및 두류는 제조업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높았고 과채 과실류는 일반가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2) 일반가구의 농‧축산물 소비행태
일반가구의 농축수산물 구매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년 전국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연간 총 물량을 살펴볼 때 쌀
총 구매량은

개 시도 일반가
대부분의 품목

품목별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만여 톤 배추

만여 톤 등 전체 조사품목에 대한

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구매비용은

조

산되었다 품목별 가구당 회당 평균 구매량을 살펴보면 쌀

여억 원으로 추
배추

우유

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실류 중에서는 수박의 회당 평균 구매
량이

으로 가장 많고 감귤

과

배

매량이 닭고기가

포도

의 순으로 구매량이 많았으나 사

등은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육류의 경우 평균 구
으로 가장 많으며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농 축산물 구매현황을 구매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쌀의 경우 가구당 회
당 약 만 천원 정도 쇠고기의 경우 회당 약 만 천원 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3) 기후변화가 원료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및 원료수급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은 농
업환경에 잠재적인 혜택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생산 시기는 짧아지고 가뭄과 폭염 등의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토양의 염도 증가 등
의 가상재해가 다발하게 될 것이다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식량가용성 식량공급안정성 식
량접근성 식량 활용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식량가용성은 기후와 사회경제적 변화
뿐만 아니라 무역 원조 재고 등의 영향을 받는다 식량안정성은 지역편차가 존재하
며 황폐한 토지와 물 부족으로 열대 저개발국은 생산잠재력 감소에 직면하며 세계
적으로 식량생산은 작은 기온상승과 함께 증가될 것이지만 그 이상의 기온에서는 감
소하게 된다 국지적 강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는 식량공급안정성과 접
근성에 영향을 주어 식량수급의 불안정과 경작지의 감소 등 더 악화될 전망이다 또
한 기후변화는 식량 활용성에도 영향을 주어 물 부족 지역에서는 식량 가공 및 소비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년 전체 곡물 생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억

만 톤으로 이 중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만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었고 나머지는 산지에서 소비 또는 활용되었다 육류 및 육류제
품은 억
보이는데

만 톤이 소비되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육류소비는 큰 차이를
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보면 개도국은 평균

로 조사되었다

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지수가 전월대비
시작한

이고 선진국은
는 세계식품가격

올랐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계식품가격지수가 집계되기

년 이후 최고치이다 특히 유지류의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곡류

및 육류의 가격도 비교적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이변으로 작황 부
진과 더불어

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국의 소득 확대로 식생활패턴

이 바뀌어 식품수요가 증가함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기계 보급과 관개시설
개선으로 단위 면적당 세계 곡물생산량은 지난

여 년간

정도 늘어났지만 생

산성 향상만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는

만 톤에서

년과 비교하여 볼 때 쌀의 경우

만 톤에서

만 톤으로 채소

만 톤으로 쌀이나 채소 등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돼지고기는
가

만 톤에서

만 톤에서

만 톤 쇠고기는

만 톤에서

만 톤 닭고기

만 톤으로 육류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

량의 변화추이는 무엇보다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곡류
및 채소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 소비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식량 순수입량도

년에 비해

년에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 과일류 육류 등의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
고 있으며 곡류의 경우

년 곡물가격상승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년 대비 약간 수입이

증가하였다

식량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식품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
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의 심화는 농업생태계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온 증가로 인해 주곡인 쌀을 재배함에 있어서 적합한 기상환경
의 균형이 깨지고 이에 따른 작물체내의 생리 생화학적인 교란현상으로 정상적인
생육을 위축시켜 작물의 수량과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보고

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농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온도상승과 강수량 부족
으로 유럽의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최근

년간 와인생산의 감소로 인해

상당한 농업부문의 손실이 있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도 옥수수나 과일류의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증에 따른 기후변화와 생산량 변화를 연구한 한화진
의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량 편차자료와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쌀 수량이 미래

에 어떻게 변할 것인

가를 예측하였다 여기에서는
하며 강수량은 약

년에 비해

증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지금처럼 온도가 상승할 경우

년 평균 벼 수확량은 현재보다 약
경우

년대의 기온은 약

감소하고 곡창지대인 남서해안지방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일 모형을 활용한 김창길 심교문

의 연구에서도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당 벼 수량의 전국평균은 평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지역

평년

1℃ 상승시
수량

2℃ 상승시

평년 대비

출처 김창길 심교문

수량

평년 대비

3℃ 상승시
수량

평년 대비

4℃ 상승시
수량

평년 대비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처럼 농 축산물의 생산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성 및 폐사율
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경작지 감소와 수자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
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생태계
와 농약 잔류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타 식량생산의 주요 요소와 함께 기후변
화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 따르면 기타 식량생산의 주요 요소와 함께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으로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문제와 관련이 큰 농지 인
구 등의 요인을 살펴보면
년 세계 인구는

년까지 농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억 명을 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

데 기후변화는 일부 긍정적 영향과 함께 강우량 및 기온의 변화는 지역별 다양한 영

향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측면에서

년까지 억 천만 명이 증가한

위해 식량생산은 현재 수준에서

억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증가해야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식

량 생산량은 수요를 미충족하게 되는 상황이며 세계 농산물 공급증가율도
년에는 연
으로 기온이

년에는 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

상승하면 전 세계의 농산물가격은 최대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추가적인 칼로리의 공급이 덜 필요한 영양상
태가 좋은 사람들의 비중의 증가로 세계 식품수요의 증가율의 둔화 예상된다 이러
한 수요 증가의 속도 감소는 곡류위주에서 육류위주의 식사형태로의 이행을 의미하
는 것이다
(4)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지의 변화
농산물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는 주산지의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농산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
다 사과의 경우 주산지가 경북에서 강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만 생산
되던 원예작물이 남해안 지역을 거쳐 전북까지 북상하였고 특히 한라봉은 현재 전
남 고흥과 경남 거제 및 전북 김제까지 북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남부지역과 해안지역이 아열대기후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 채소
류 과실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망고 키위 한라
봉 감귤 등의 고온성 작물의 재배가능 지역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나
라에서는 불가능했던 열대작물과 열대과수의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재배면적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푸드시스템과 식품유통
식품생산 가공 및 포장 분배 및 소매 소비를 포함하는 푸드시스템활동은 자연자
원 투입재 기술 등의 식품생산 원료 등급 보관 등의 가공 및 포장 수송 마케팅
광고 등의 분배 및 소매 습득 조리 사교 등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푸드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적인 후생에 기여하고 식량안보 측면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 식량 활
용성 에도 기여하고 있다 푸드시스템안의 모든 과정을 합하여 농장에서 포크까지
김창길

기후변화가 농산물생산유통에 미치는 영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또는 쟁기에서 접시까지 로 특징지워지는 푸드체인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푸드시스템과 푸드체인 사이의 주요 개념적 차이는 푸드시스템이 동시에 상호작용
하는 프로세스의 집합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반면 푸드체인은 사람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일어나는 해야 할 활동의 순서를 포함하는 선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푸드시스템의 개념은 원인과 결과 관계 및 피드백 루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자들에게 유용한 반면 기술적으로 발견된 정책적 권고사항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는 푸드체인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는 생산되는 식품의 수량과 종류 및 생산에 따른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푸드체인을 포함하는 푸드시스템의 성과 실현에 있어서 중요 요인이 된다 따라
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운송을 포함하는 유통 인프라의 손상 또는 파
괴를 야기하여 푸드시스템과 연관된 비농업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부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푸드시스템을 둘러
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적인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할 수 있다
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주체 간에 농
축수산물 소비현황의 흐름을 파악하여 푸드체인 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와 같다 푸드체인 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원료가 제

조업과 외식업을 통해 소비되는 물량은 각각

와

로 추산되었다 반면

정도는 일반 가구에 직접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을 통해
일반 가구에 제공되는 비중

로 나타나 식품제조업에서 농축수산원료를 가공하

여 일반 가구에 제공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구매처와 판매처 등
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그림

에 제시되었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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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먼저 식품제조업은 주로 유통업체와 산지직구매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자체 대리점 및 직영매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해 식품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식업의 경우는 주로 유통업체와 도매 및 농수산
물유통센터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된 모든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후변화가 농산물 유통에 미치는 영향
년 세계 전체 곡물 생산은
거래되고 나머지

억

만 톤으로 이 중에서

가 산지에서 소비 또는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사용되고 있다 주요 곡물류의 상황을 살펴보면 쌀은 약
용되며

가 산지에서 사용된다 밀은 생산량의 약

지에서

가 사용된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 중요한 식물성 기름인 콩기름 생산에 사용된다

가 식량으로

의 가공미가 식량에 사
를 식량으로 사용하고 산

가 에탄올 생산을 위한 바이오

가량은 사료용이며 나머지

산을 위해 사용된다 전 세계 콩 생산량 중 약

만이 무역으로

는 식용 또는 식품 생

는 식량으로 사용되고

는가

통계를 보면 세계 식품가격

은 최근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
자료

이처럼 많은 농산물 특히 곡류가 산지에서 소비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산
지에서의 생산 감소는 무역에 따른 국제거래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식품가격의 상승
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량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순수입국가에서
는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하여 가공식품 생산 및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특히 제조업체나 외식업체에서 원료구입처로 유통업체와 도매 및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 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유통비용의 감축을 위한 노력과 국내 생산량 확보가 무
엇보다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이 기후 의존적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 곡류 과실류 축산물
등 농업생산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은
아열대 또는 열대 채소와 과수 등의 새로운 작목 도입을 가능케 하여 식품분야의 기
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감
소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홍수 가뭄 태풍 등의 기상
재해로 인해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 심화되어 가격 등락 및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초
래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농 축산물의 생산변화는 농산물의 유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직접적인 생산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저탄소 정책추진으로 인해 녹색물
류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력이 기대된다 특히 아열대 현상으
로 초래되는 주산지 변동에 따라 산지유통 시설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새로운
산지유통시설 및 신규작목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유통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으로써 저탄소 녹색물류의 중요성 증가에 따
른 물류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활용으로 가공 포장 수송
등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물류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저탄소 녹색식품에 대한
소비증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식품 의 유통비중 증가 및 녹색소비 증가로 저탄소
농산물에 때한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3) 식품유통과 안전관리
식품의 유통 측면에서

출범으로 인해 국제교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식품유통

에 따른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낮
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식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년과 비교하여

년의 식품

수입량은 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산의 경우 배 이상 증가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의 확대로 증

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
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인 식품가격의 상승을 유도함에 따라 건강에 유익한 식품
들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이

김창길

기후변화가 농산물생산유통에 미치는 영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나 보존 전처리 및 조리 등의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영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식품
및 수인성 매개 병원균의 오염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외식 증가 등의 식습관 변화
및 식품의 대량생산체제는 식중독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식품안전 부문의 연구들은 환경부문
에서 시작하여

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초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연구를 시작하였고 뒤를 이어 복지부에서는

년에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적응

대책 연구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식품분야의 경우 식품군별로 문제점을 분류하
고 대책을 마련

등 관련 제도 강화에 따른 생산 안전성 강화 등의 연구를

포함하는 국내 식품안전 규정 및 체계 보완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질병발생 사
례 식품안전 관련자들의 습관이나 행태관리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매개성 질환
연구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별 식품안전에 대한 영향력은 차 생산 부문인 농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효율의 감소와 농작물 피해

는 생물적 병해

충의 증가로 인해 영양결핍이나 공기오염 극한의 온도와 수분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공급이나 식품안전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동물들이 받게 되는 열스
트레스로 인해 건강이나 성장 및 번식 등에 직접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사료공급량
이나 사료품질 목초 꼴 등의 사료작물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영양변화는 동물에 간접
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밖에도 병원 매개체와 병원체 보균 동물의 발생률 및 범위
증가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게 되는 등 축산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식품의 제조와 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차적인 생산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해요소의 변화로 인해 식품 취급과 가공 및 교역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변화되고 있는 위
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온도상승으로 인해 식품의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
는 수정된 위생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선택에 있어서는 기
후변화로 인해 식중독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과 위생여건의 악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대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등에
김정선 정기혜 신호성 정진욱 윤시몬 김은정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
진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희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제 회 식품안전열린포럼 발표자료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식품 소비의 욕구
증대로 연계되고 있으나 생산부문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외식증가 및 즉석섭취식품

신선한 과일 및 야채

날것 또는 최소한으로 조리된 식품의 소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은 급증하고 있
다 기후변화에 의한 식품수급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위험요인은 기
후변화로 인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체 관련 질환 등 잠재적 위해발생률이 증가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료 정명섭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학기술위원회

년

월호 재인용 및 미국 국가과

원자료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 간
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 식품가공 전 과정인 식품원재료 공급 제조 유통
소비 단계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잠재적 오염원들이 상존한다 표

참조 이

러한 오염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법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등을 제시하고 교육함으로서 식품가공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등 식품안
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1) 동물건강과 동물원성 감염증
기후변화에 의하여 야간 온도가 상승되면 매개체나 동물 보균 숙주의 범위 증가
또는 과다하게 되어 바이러스의 전염성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뭄 가뭄 후
김정선
정명섭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보건복지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 호
월호 재인용

폭우나 홍수에 의해 모기 절지동물 진드기 등 매개동물의 확산이 대표적인 현상이
다 모기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뇌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극도의 추위 습도 가
뭄에 노출된 가축들은 질병에 대한 동물 민감성 증가하게 되어 소 유방염
등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생물유래 식품매개질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는 기온이나 수온이 증가할 경우 식

인성 질병을 유발시키기 쉽다 기후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병원성 세균
으로는

등이 있다 표
은 출혈성 대장염

또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그 외에 급성 염증성 탈수

미생물

자료 정명섭

기후변화와 식품안전관리

숙주

월호 재인용

및

원자료

초성다발성신경병증
막염

을 일으키는

을 일으키는

와 뇌수

등이 대표적으로 위험한 세균이

다 식품 사료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세균들의 생존 증식 감염능력은 온도 강우
홍수 습도 바람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예로 온도와 습도가 올라간 후 주일 동안
에 감염된 어린이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3) 곰팡이독소 오염
곰팡이독소는 주로 옥수수 밀 보리 귀리 콩 쌀과 같은 곡류와 땅콩 무화과 열
매 목화씨 사과 등 다양한 농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 온도 습도 강우량 해충
가뭄

토양 등이 곰팡이 독소 생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기형 발생 면역억제

신경독

곰팡이독소는 발암
등을 유

발하는 물질이다 표

(4) 유해 해조류 증가
온난화

배출 증가 폭우 및 홍수가 발생되면 해수면 및 표면 온도 증가하고

해수 표면 영양소가 변화하며 물 단층화 가속 및 염도 감소 및 산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의하여
등의 유해 해조류가 발생 증가하게 된다 유해 해조류는 호흡 및
소화 장애를 기억상실 발작 기능장애 및 피부염증을 유발해 어류 조류 사람 등에
치명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독제가 없다 해조류 독소는 무미 무취이며 내열성 및 내산성의
특징이 있다 강수량이 많아져 홍수가 나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물 분뇨나 비료

토양 등으로부터 질소
식물성 플랑크톤
필요로 하는 규조

와 인

이 유출되어 바닷물의 영양성분이 증가된다 또한
성장이 급증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성장에 규소

보다는 쌍편모조류

를

가 주류를 이룬다

(5) 잔류농약
기후변화는 해충 피해 해충 번식률 해충 치사율 작물의 해충 내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약의 사용량과 사용빈도는 증가되고 있으며 고온현상
때문에 농약의 분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온현상과 강우량 증가는 옥수수 면화 감자 대두 밀과 같은 작물을 생산 재배할
경우 농약의 사용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두에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년도 브라질에 폭우가 내린 후 대

의 사용이 증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6)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후변화는 인수공통질병이나 동물 질병의 발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양식 어류의 신종 질병 발생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증
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수준이 증가될 것이다
진드기매개 질병

등이 기후변화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질병이다 또한 항생제 처리가 필요한 소 유방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의 증가도 식품 중 잔류약품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7) 환경 오염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농약 화학비료 유기물질 중금속 병원성세균

등이 토양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오염시키게 된다
로 인해

와

년

에서 홍수

이 토양에 오염되었고 목초를 먹고 생산된 소의 우유에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또

년

에 의해 기름이 유출되었

을 때 물에서는 가크롬 망간 니켈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과 톨루엔 페놀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된 보고가 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수은의 메틸화
가 촉진되어 어류의 수은
해수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에 의한 홍수로 국토의
소

섭취가 증가해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도 메틸하가 증가된다 방글라데시의
가 침수되고 농사철에는 가뭄이 반복되어 토양에 비

가 오염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비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하여 농장분변의 지하수 유입 등으
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침출수가 향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와 먹는 물 수돗물 포함 에 대한 위생 및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은 다소 높다
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식중
독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실천하는 정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산 농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부분 약

의 응답자들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안전

하다는 응답은

정도로 나타나 국내산 농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것으

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전성과 관련하여 품질인증 마크와 원산지
표시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와 이해
수준은 높았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항목들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실천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보도로 얻고 있고

는 기후
는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
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강화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 모델 개발

(1) MRA 모델
미생물 위해 평가 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미생물
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최신의 식품안전관리기법이다 식품안전상 영향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중독 세균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

다
모델을 기초로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하였다

자료

모델은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

모델은 기후변화가 수질 식품안

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온과 생굴 및 농업용

박경진

미생물학적 식품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식품 및 식중독 세균 우선순위 결정

수의 장염비브리오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로 평가

된 바가 있다
(2) APSIM 모델
밀의 작물수확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후상황 하에 잎마름병의 원인을 탐구하고
모델

모델을 통해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적 모델이 밀 재배의

모의실험에 더 효과적이었다

통계적 모델 동적 모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통계적 모델과 동적 모델 둘 다 잘 수행되었지만 동적 모델

의 예상 결과가

통계적 모델보다 더 잘 묘사되었다
(3) 통계적 모델
기후와 밀 잎마름병의 지역적 연관성을 위한 통계적 모델 다중선형회귀모형 이 개
발된 바가 있다

질병과 기온과 강수의 상관관계와

과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었는데 강수는
나지 않았다

질병과 기온

질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

기후 변화가 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잎마름병에 대

해서는 기후변화 특히 높은 기온 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였다
체서피크만 지표수 온도는 지난

년간

년마다

씩 상승해왔다 체서

피크만의 환경변화와 비브리오 패혈증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와 비브
리오 패혈 등의 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한 데이터세트와 기후변
화로 인해 체서피크 만의 비브리오 패혈증에 영향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다
(4) CERES 재배모델
재배 모델과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중

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는 중국의 식량안보
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가졌다 모의실험을 한 수확량

모델은 작물수확량 예측
과 관측된 수

확량이 거의 일치하였다
와

에 의해 개발된 계량경제모델을 사용하여

농장의 매상 총 이

익을 산출한 결과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고온에 취약한 남부지방은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의 기후변화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붉은 곰팡이 이삭잎마름병의 위험증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기
호 논리학의 기후를 기반으로 한 회귀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이삭잎마름병
발생이 개화 이후의

일 강수일수와 연관되어 있고 개화 전 높은 온도가 질병발생

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년간 대부분의 중

국지역에서 밀 개화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고 이삭잎마름병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5) 기후변화 적응 통합모델
는 기후변화에 대한 복합작업이다 유럽지역의 기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를

에 적용하

여 균의 성장과 곰팡이 독소 생산도 통합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통합모델 구축 은 예측의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계 를
고려한 통합영향평가모델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기후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통합영향평가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해외
연구기관에서 구동 중인 부문별 영향평가 및 분야 간 연계 영향평가모델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통합모델의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로서 산림생태계 부문과 수질 부문
의 통합영향평가 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정책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였
다 특히 기후변화 통합 수질 예측 평가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모델인
를 통한

시나리오와 식생분포취약성 평가모델인

림 분포 변화 결과를 유역 수질모델

전성우 외

를 통한 산

의 입력 자료로 변환 후 유기적으로 구동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및 통합모델 개발

하여 통합영향평가체계를 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책들을 시나리오화하여
통합모델에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기후 지형 등 유사한 환경적 요
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 환경성의 전략프로젝트

에 이용된 통합평가모델 체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간이통합영향평가모델 체계 개발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첫 번째 수준 즉 일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영향 평가 및 이에 따른 결과의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부문별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마지막 단계의 통합보다는 일관된 자료를 이용하고 일관된 체계에
의한 부문간 연계 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입력정보
의 불확실성 평가 및 신뢰도 제고 방안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문별 영향평
가와 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모델 통합 및 적용을 위한 연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중심에서 저탄소 시스
템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기술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여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 모델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참여 정책의사도구
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장염 발생 예측모델8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방문자료를 바탕으로 장염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기
후변화에 따라 장염 발생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신호성 등

은

기상청 기후자료

년 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자료와
를 이용하여 온도와 장염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온이 평균
천명당 평균

최광림
신호성 등
평가원

건

중가 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의 장염 발생은 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식품의약품안전

주 종속변수 시 군 구별 주간 장염환자 발생건수
자료 신호성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온도(℃)

자료 신호성 등
품안전평가원

기상청

CI(95%) 하한(℃)

CI(95%) 상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식품의약

자료와 식중독 감시자료를 활용한 식중독 예측모형은 크게 식중독 지

수와 발생 예측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 광역시의 기온 상대습도에 따른 주

단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식중독 환자의 수는
주간 평균기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신호성 등

년간 식중독 발생

자료를 기초로 기후변화의 시간지연 효과와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할 경우 식
중독 발생률이 증가하였는데 발생건수는 기온
상승 시

기온

상승 시

상승 시

기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환자 수의 경우 기온
기온

상승 시

시

기온

기온

상승 시

상승 시

상승 시
기온

상승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주
자료 신호성 등
품안전평가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식품의약

(7) 식중독지수에 근거한 식중독 발생 예측모델83
식중독의 발생 예측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분류하면 식중독 감시자료에 기반한
집단 식중독 발생 예측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자료로 구분된다 식중독 감시자

신호성 등
평가원
주용성 외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식품의약품안전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료의 경우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시 군 구 보건소
를 통하여 신고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감시자료의 경우 식중독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히 식중독인 자료인데 반해 신고 및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미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자료의 경우 식중
독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를 근간으로 하는 것인데 역학
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발생수준은 감시자료보다 훨씬 실제에 가까울
수 있으나 명백히 식중독에 의한 방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식중독 발생으로 인
한 환자 수준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식중독 지수는 집단 식중독 감시자료를 활용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식중독 발생건수와 기상조건과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식중독지수를 개발한
다 식중독지수는 과

사이의 숫자이고 높을수록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식중독 발생예보는 지수값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는데 식중독 지
수가 이상

미만일 경우 관심단계

의 경우 경고단계 그리고

이상

이상

미만은 주의단계

이상

미만

이하는 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최근에 개

발된 식중독 지수의 경우 식중독 원인균 별로 발생을 예측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식중독 지수와 최근 개발된 식중독 자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자료 주용성 외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지수의 경우 기상요소에 따른 식중독발생 예측을 목적으로 하지만 짧은 기

간 동안의 식중독 발생의 전체적 경향에 관심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일반적
인 발생예측에 목적이 있지 않다 식중독지수
예측을 원인균별로 추정하면

표

에 기반하여

년 식중독 발생

과 같은데 전국적으로

여건의 식중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병원성
대장균

자료 주용성 외

황색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살모레라

노로
바이러스

기타

합계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 예측 모델

식중독 예측 모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예측기법은
귀모형이다 질병발생을 묘사하는 분포로

분포에 기반한 회

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독립

변수는 예측 모형마다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상요소로는 최대
기온과 강수량 습도 등이 주로 사용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질병발생의
계절성을 반영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시간단위를 주기성을 표현하는 조화함수로
변형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간 주기성

을 가지고 사인함수와 코사인 함수

로 표시되는 최대 주기 조화함수인
를 조화함수로 변형하는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cos    sin  

을 회귀식에 반영하였다 시간단위

   
   

  는 한 주기 동안 반영될 계절성의 수를 의미하며  는 숫자로 표시된 주 단위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변수로 연도변수도 분석에 사용되곤 하는데 이는 기후
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상요소의 시간지연 효과

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에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온도와 같은 노출변수의 시간지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예

주 동안 노출변수의 영향을 산출하여야 한다 노출변수간의 연쇄 상호연

관 등의

를 줄이기 위해 스플라인이나 다항 시간지연 효과 모형
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지연 효과의 일반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log         

여기에서






              

는 노출변수를 나타내며 시간 동안의 지연 효과는   로   는 현

재시점이 되며   은 바로 전 시간대의 노출변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 발생 건수에 대한 최고기온의 시간지연 효과는
주단위로 계산하고

주로 제한하며 각 주 시간 지연 온도변화는 차원식을

이용한다

식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로 기온 이외에 강수량이나 습도가 주로 적
용된다 강수량보다는 습도가 더 중요한 변수이나 장래예측값을 추정하기 위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습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수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
간에 해당하는

년 년간의 시 군 구별 주간 강수량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식중독 발생예측은

개 시 군 구를 기반으로 하고 발생건수는 시 군 구별 주간

의료기간 방문횟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군 구를

개 사용한 것은 분석모형에

적용된 기상요소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 군 구를 구분하는 단위인

개를 기준으

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생건수 역시 주간으로 시간구분을 하였는데 동일 주
에서 여러번 방문을 하더라도 건으로 조사되었다 식중독 발생건수는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하였는데 입원과 외래에 대한 가중치 없이 모두 건으로 구분하였
다

표

에는 식중독 예측 모델에 포함된 질병군이다

질병군

식중독 분석 대상 질병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년간
수는 년 동안 총

백여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증가하여

년도에는

년

여만 건을 시작으로 연도

여만 건이다 성별 연령별 평균 요양일수는

인데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
가 가장 길었고

년 자료로 유병건
일

세 이상 노인의 요양일수

세 청장년층의 요양일수가 가장 짧았다

변수

설명

언급된 분석방법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 최종 모형은 다음식과 같다


    



 

 

          sin     cos            



여기에서        은 최고기온의 차원 다항함수 영향을 나타내며    는
강수량 변화로 인한 효과 sin    cos  는 장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성


의 효과







      는

최고기온 변수의 주간 시간지연 효과

생에 영향을 미치는 연도의 효과
를 나타낸다

 는

는

식중독 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는 더미변수

최종 분석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강수량 연도 비노인

변수를 제외하고 계절성이나 기온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주간 강수량의 증가는 식중독 발생건수와 음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비가 오는
경우 의료기관방문이 쉽지 않은 것도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군 구
행정단위별 주간 발생량의 차이가 강수량이 평균

상승함에 따라 상대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강수량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변수 효과는 기준연도를

년으로 고정할 경우

년에 비해 모두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연도의 변수도 기온이나 비노인 변수들의 영향에 비교
하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면 비노인은 노인에
비해 상재위험도가

주 통계적 유의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 시 군 구별 주간 식중독발생예측건수를 주간 최고기온과

을 그린 것이다 발생예측은 크게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위쪽은 비노인 집단의
식중독 발생건수를 예측한 결과이며 아래 것은 노인집단의 식중독 발생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구분하여 그리면

그림

과 같다

노인집단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기온과 상관성을 보이나 비노인 집단처럼 뚜렷한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비노인 집단의 경우 변곡점이 곳에서 나타나는데 아랫

변곡적의 아래부분은 기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이나 첫 번째 변곡점과 두 번째 변곡
점 사이에서는 기온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변곡점 이후
에서는 기온과의 양의 상관성이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노인의 경우 비노인 집단에
서처럼 변곡점도 뚜렷하지 않고 변곡점 사이에서 기온과의 상관성도 명확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두 번째 변곡점 이후 기온과의 양의 상관성이 관찰된다

변곡점은

와

이가 존재한다 표

에서 형성되었는데 노인집단과 비노인집단에 약간의 차
변곡점 전후의 기울기는 단위기온 상승에 따른 시 군 구 주

간 식중독 발생건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노인과 비노인을 모두 고려한 모형 전
체 에서

이후에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주간 시 군 구 발생건수도

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평균 주간 시 군 구 발생건수가
증가를 의미한다
에서는

와

건이므로 이는

사이에서는 건 정도 감소하며 최하위 구간

건 증가한다

비노인 집단은 노인 집단에 비해 기온 상승에 따라 평균 배 이상 높은 발생 경향
이 관찰되었다 노인집단에서 변곡점
발생건수가

건 증가하나 비노인 집단은

이후 기온이
건 증가하여

상승함에 따라 식중독
배 많은 발생건수 증가

속도를 보여준다
그림

는 식중독 발생에서 기온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축은 상대위험도를 보여주며 차원의 한쪽 면은 최고기온의 영향을 다른 쪽은 최고
기온의 시간지연 효과를 나타내 준다 가장 앞쪽에 보이는 단면선은 주 후의 기온
의 영향을 보여주며 제일 위쪽은 곡선은 주후의 기온의 영향을 보여준다 시간지연
효과는 주후 주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주에는 다시 상승하였다가 주째는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기온의 시간지연 효과만을 살펴보면 주의 시간지연
효과는 식중독 발생이 평균
는

주째

상대위험도
주째

증가하며

주째는 상대위험도

의 상대위험도를 나타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 예측 모델

식품매개질환의 발생예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간

청구자료로

개 시 군 구의 주별 식중독 발생건수로 전체 분석자료 개수

는

건의 시 군 구별 주간 병원이용건수를 활용하였다 발생건수 역시 주간으로
시간구분을 하였는데 동일 주

에서 여러 번 방문을 하더라도 건으로 조사되

었다 식품을 매개로 한 환자 식품매개질환 발생건수는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하
였는데 입원과 외래에 대한 가중치 없이 모두 건으로 구분하였다

표

에는

식중독으로 간주하여 본 연구에 반영된 질병코드들이 정리되어 있다 분석 시 군 구
를

개 사용한 것은 분석모형에 적용된 기상요소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 군 구

를 구분하는 단위인

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분

질병군(ICD-10)

식중독 분석 대상 질병군

기후변화와 설사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부가모형
을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설사병 발생의 시간지연
효과

그리고 계절성

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계절성 효과란

설사병 발생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에 반영된 것으로서
와

가 사용한 방법을 본 연구에서도 이용하였

다 또한 온도변수의 시간지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

가 사용한 방법에

따라 주 동안의 온도영향을 모델에 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질병발생과의 연관성 분석의 경우 질병발생에 있어서 시간경과에 따
른 변이성과 지역적 분포의 차이 문제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노출
인구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 작은 차이가 큰 변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의 시 공간적 변이성을 반영하기 위해
준모수적 방법인 스플라인 회귀
기존의

이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회귀분석 방법에서 보다 발전된 분석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기온과 식품관련 질병 발생의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의 관계를 도
식화 하면 특정 온도를 전후하여 분포가 바뀌어

또는

형태의 분포를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온도의 계수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변
곡점

혹은 역치

설사병 발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의 영향을 중심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김동진 신호성

재인용

일반적으로 식중독 예측모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예측기법은
기반을 둔 회귀모형이다 질병발생을 묘사하는 분포로

분포에

이 가장 잘 맞기 때문

이다 독립변수는 예측 모형마다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상요소
로는 최고기온과 강수량 습도 등이 주로 사용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질
병발생의 계절성을 반영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시간단위를 주기성을 표현하는 조
화함수로 변형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간 주기성

을 가지고 사인함수와 코

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주기 조화함수인

을 회귀식에 반영하였다

시간단위를 조화함수로 변형하는 방법은 아래식과 같다
    cos    sin  

   
   

  는 한 주기 동안 반영될 계절성의 수를 의미하며  는 숫자로 표시된 주 단위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변수로 연도변수도 분석에 사용되곤 하는데 이는 기후
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상요소의 시간지연효과

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에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온도와 같은 노출변수의 시간지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예

주 동안 노출변수의 영향을 산출하여야 한다 노출변수간의 연쇄 상호연

관 등의

를 줄이기 위해 스플라인이나 다항 시간지연효과 모형
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지연 효과의 일반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log         






              

여기에서 는 노출변수를 나타내며 시간 동안의 지연효과는   로   는 현재시
점이 되며   은 바로 전 시간대의 노출변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 발생 건수에 대한 최고기온의 시간지연 효과는 주단위로
계산하고

신호성 등

주로 제한하며 각 주 시간 지연 온도변화는 차원식을 이용한다

신호성 등

재인용

식중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로 기온 이외에 강수량이나 습도가 주로 적
용된다 강수량보다는 습도가 더 중요한 변수이나 장래 예측값을 추정하기 위해 기
후변화 시나리오에 습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수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기간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년 년간의 시 군 구별 주간 강수량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개 시 군 구의 년간 주별 식중독 발생건수 종속변수는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주별 최고기온 주간강수량 연도별 특이한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 변수 연도별 해당 주간을 나타내는 주

변 수

설 명

시 군 구별 주간 식중독 발생건수가
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최고기온

과 주간의 차 다항분포

를 적용

하였다 주간 총 강수량은 특별한 변수변환이나 지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변수 자
체의 영향을 살펴보고 시간은

과

으로 이루어지는 최대 주기 조화함수인

을 사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in       cos        

위 식은 평균 주간 시 군 구별 식중독 발생률




시간지연효과   
    

          

  sin     cos    

연계함수

와

강수량

과 장기 시간효과

로 인한 외래의료기관 방문건수 주간 가
년에는 전국평균

 

는

 

과 차다항 주간
및

계절성

의 선형관계를 표시한다

  는

로 로그분포를 의미한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간
여

 

년부터
년 전국 평균

년까지 자료로 식중독으
건에서 연도별 증가하

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해의료기관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인구밀도 가장 높은 서울이 많았고 광
주가 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 군 구간의
큰 이유는 계절성과 함께 주간 방문건수이기 때문에 높은

값의 편차가

값을 보일 수밖에 없으

며 특히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지역의 편차가 눈에 띤다

2003
평균

그림

SD

2004
평균

SD

2005
평균

SD

2006
평균

SD

2007
평균

SD

2008
평균

SD

2010
평균

SD

의 연도별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외래이용건수를 보면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많았고 남해안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 외래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별 연도별 주간 평균 식중독 입원이용 발생건수는 광주가 가장 많아서
년

건에서

년

건으로

배 급증하였고 서울은

건으로 증가하였다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건수의
서 더욱 강한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년

건에서

년

값은 외래방문건수 보다 높아

년 광주에서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고

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
평균

SD

2004
평균

SD

2005
평균

SD

2006
평균

2007

SD

평균

SD

2008
평균

SD

2010
평균

SD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을 위한 최종 분석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주간 강수량의 증가는 식중독 발생건수와 음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의 영향도 있
을 것이고 비가 내릴 경우 의료기관방문이 쉽지 않은 것도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군 구 행정단위별 주간 발생량의 차이가 강수량이 평균
따라 상대위험도가

상승함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강수량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연도별 변수 효과는 기준연도를

년으로 고정할 경우

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연도의 변수도 기온의 영향에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변수명

Estimate

Std. Error

시 군 구별 주간 식중독 의료이용 횟수를 주간 최고기온과
이다 식중독 발생 예측결과를 구분하여 그리면

그림

Pr(>|z|)

을 그린 것
과 같다

구 분

변수

예측값

95%CI

식중독 발생건수는 기온과 뚜렷한 상관성이 관찰된다 변곡점이 곳에서 나타나는
데

의 첫 번째 변곡점까지는 기온이

수도

상승함에 따라 주간 시 군 구 발생건

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첫 번째 변곡점과 두 번째 변곡점 사이에서는

기온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 두 번째 변곡점 이후에서

는 기온과의 양의 상관성이 보다 뚜렷이 관찰되어
구 발생건수도

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인용건수는
따라
기온이

그림

상승함에 따라 주간 시 군

증가하고
상승함에 따라

년 기준

건 일 때 기온이

년 평균 외래이용건수

상승함에

건 를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하였다

는 식중독 발생에서 기온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축은 상대위험도를 보여주며 차원의 한쪽 면은 최고기온의 영향을 다른 쪽은 최고

기온의 시간지연 효과를 나타내 준다 가장 앞쪽에 보이는 단면선은 주후의 기온의
영향을 보여주며 제일 위쪽은 곡선은 주후의 기온의 영향을 보여준다 시간지연효
과는 주후 주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주에는 유지되었다가 주째는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년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 방문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를 바탕으로 우리나리의 미래 식중독 발생예측을 수행
하였다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인용건수는

년 기준

함에 따라

년 평균 외래이용률

건 증가하였고

로 할 경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인한 평균 외래이용건수는 전국에서

건 일 때 기온이

상승

건 을 기준으

건 증가하였다 식중독 평균발생으로
년

건

년

건

년

건이

예측되고 많이 발생하는 도시는 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남
경북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도

2019

2020

2021

2024

2025

2029

2030

2050

2080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방문건수에 근거한

세기 말 미래 발생예측을 수행하였다 표

인한 외래인용건수는
기온이

년 평균 외래이용건수

상승함에 따라

건 증가하여

까지 상승하므로 식중독 발생은
하는

년 식중독으로 인한 외래평균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RCP 시나리오

주 식중독 발생예측은
년부터
발생예측모델에 근거함

식중독으로

건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년에는 한반도 평균 온도가

건

의 증가를 보이고

까지 상승

건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RCP 8.5
(940 ppm)

RCP 4.5
(540 ppm)

년까지 평균 외래이용건수를 기준으로 개발된 식중독

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및 대응전략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지역 농식품 구매나 탄소발자국 정보 개선 등을 통하
여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속한 도
시화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 농가인구 감소 등은 현저한 형태의 사회적 핵심 요인들
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적은 열량의 식품을
잘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식품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농 식품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점점 더 소비 선택에 있어서 지역 농 식품 구
매나 탄소발자국이 적은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홍보가 요구된다
식품수요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식품수요 감
소와 더불어 식품 소비패턴이 현재의 농작물에서 육류 기반의 소비로 변화가 새로운
트랜드가 될 것이다 반면 전 세계 농업생산 성장률은 지난

년 동안 연

에서

년에서
년까지 연

년까지의 연

년부터

년까지 연

등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년에서
년까지 전세계적으

로 작물생산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품종 개발과
재배관리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재배

관리 기술의 개발 및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법의 개발이나 병해충 예찰
망 구축과 방제시스템 개발 물의 소모량을 적게 할 수 있는 작목과 품종의 전환 등
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적응정책의 일환으로 영국은 재배
지 변동에 따른 지역별 식량생산계획 및 내재해성 품종개발 분야가 주요 관심 대상
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품목별 생산현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이양
및 파종시기 조정 적절한 시비관리 고온 내성 품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년 제 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시

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차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민들이 유기 통합작물 관리 등의 환경지속농업기술을 선택하고 탄소발자국 인
증의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일부 농민들은 유기 통합작물 관리 등
의 환경지속농업기술을 선택하고 있으나 탄소발자국 계산에 대한 표준방법의 미비
초기단계의 인증 양식 등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그들의 농업 관
행을 적응을 통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기후
변화뿐 아니라 불충분한 정부정책과 연계된 시장 환경 속에서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변화된 식량수요에 부합되고 지역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식생활 패턴 변화를 유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변화된 식량수요에 부합됨
과 동시에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도전을 받
게 될 것이다

년 한국의 농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대응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고 탄소를 고정시키는 완화와 기후변화에 적합한 성장을 모색하는 적
응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완화는 작물 믹스의 변화로 토양내 탄소고착량 뿌리깊은 식물을 보다

많이 재배하거나 경작체계를 변화시켜 메탄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쌀 품종
및 부산물을 사용하고 다년생작물에서 녹색초지 혼농 임업으로 옮겨가는 토
지이용을 권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육 및 사료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적응은 연구를 통하여 생물학적 기술을 포함하는 품종 개량 및 생물적
및 무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방법을 개발하고 도로 물 저장시설 등 물
리적 지원과 자금지원 투입물 지식 등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합한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식습관의
변화도 주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우선적으로 이용 가용한 식품 위주의 소비로 전
환하여 곡류 생산이 감소하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유지하도록 뿌리식품 및 구근식
물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육류 및 육가공품은 두류 등의 단백질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완화 및 적응 능력이 행동으로 반드시 전환되지는 않으며 예기치 않은
재난 발생의 가능성과 생태계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적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또는 정
책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등의 발생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생산과 유통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 및 유통업
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정책
개발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의 영
향은 생산량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친환경적인 물류 소비 증가 등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관련 문제들과 연
관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품 유통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첫째 미생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허용수준
이나 환경오염물질 및 화학 잔류물질 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후변화 환경
에서 화학물질의 오염이나 축적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질병발생동향을 면밀히 파
악하여 식인성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할 수 있는 질병감시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식

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곰팡이 독소 등의 오염으
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농업규범
관리

이나 병해충종합

및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가뭄 염도 곤충 저항성 의 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후변

화가 식품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안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게 하여 기후변화
로 인한 식품안전상의 문제를 감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비 행동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탄소발자국 탄소성적 녹색식품 등의 식

품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활용정도는 매
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실천 의식을 유도할 필요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유통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
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체단체 식
품업계 등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정책수립 시 기후변화로 인해 식품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요인들이 푸드체인의 시작 단계인 생산과정 뿐만 아니
라 유통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확대 도매

시장의 물류시스템 개선 저온 유통 시스템의 확대 산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
템 구축 등 산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식업의 경우는 주로 유통업체
와 도매 및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된 모든 식품을 소
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유통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식업체의 대응전략으로써 전처리 등 식재료 가공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상승 부담이 식재료가 되는 농
축산물 구입시 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외식업체에서 전처리 식재료의 사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식재료 사용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도 전처리시설 등
의 인프라 확충의 필요하다

또한 일반소비자들의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가 늘어나

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의 경우도
규모

을 통한 품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소

표준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의 제도적 강화방안으로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에 대한
신속한 감지시스템 구축 및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및 식중독지수 이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위생경고 전달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관련한 식품안전통계 등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관리 및 공유 국제 네트워크 및 협조체계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김희선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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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의 확보는 농장에서의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정에서의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강화와 대응방안 환경과 식품안전 간의 상호관계까지 다방
면의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식품안전은 푸드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안전확보 방법의 수행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민감한 원
료 제품 해충 유통 및 보관 등의 적응 완화 방안과 분야별 효과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생산자 생산업체
와 유통업계에서는 식품안전을 책임자를 선정하고 식품안전책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위생수칙에 관한 위생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농산물 재배 및 식품생산 관리에 적용하며 종사자들에게 자체위생교육의 강화
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위생관리 실무기술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실
제 소비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식품의 선택 보관 조리에 있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푸드시스템 차원의 통
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시간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먼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매행동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반면 잠재 수요
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는 생산자에게 있어서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매우 중
요하게 느끼고 있어 기후변화를 의식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잠재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은 상당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수
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제
품의 소개에서 탄소 상쇄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선택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선택에 수
반되는 추가지불비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농식품 가격의 상승과 식품선택과 관련된 부정적인 환
경변화를 인식하여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지출과 식습관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환경문제에 의식적인 소비자들은 지역에
서 생산되어 더 낮은 탄소발자국을 가지는 식품을 선호하며 점점 희소해지고 있는
토지와 수자원을 이용하여 많은 투입물이 필요한 곡물로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식품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탄소발자국 표시제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식품분야 탄소발자국 표시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 식품관
련 실천항목들 중 가장 낮은 인지도 행동도 및 실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록 환경변화를 의식한 행동을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식품에 대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잠재적인 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식 방향성 공정성 및 소득 등의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
식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방향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에 직면할 경우 정확한 실행
방향을 알려줄 정부나 기업 등에 의존적 행태를 취하게 되며 행동에 따라 직접적으
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의 편리성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공정성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에 대
한 책임감을 생산자와 다른 소비자들과 나눠가질 수 있다고 느낄 때 공정하다고 판
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소득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
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되어야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행위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및 생산자단체들은 소비자의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통해 지식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와 합법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행
동을 쉽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나 생산
자가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공정무
역 등과 같이 직접적인 만족이 없을지라도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
할 필요가 있다

김정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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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완화와 적응이라고 볼 때 식품분야
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에 더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축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
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둔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특히 식품 관련 환경 및 식품의 생산단계
농 수 축산물 및 수입식품 식품 관련 유해물질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강화와 함께 부처 간 및 국제적 협력 등
의 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차원의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강화라
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간의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 및 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강화 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식중독 발생 예측 및 대응
기후변화로 농축산업과 수산어업이 변화하고 이로써 전반적인 푸드체인
과 식생활까지도 변화하게 된다 식품안전의 대부분의 문제가 최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관리가 어려우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농장단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을 추구하면서 신선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공처리를 최소화한 최소가공방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위해인자들 중에서 특히 생물학적 위해인자들에 대한 제거기술이 관심을
얻게 되었으나 생물학적 위해인자는 농장단계에서 이미 자연계에 함께 존재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공방식 없이 제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곰팡이 독소의
경우에도 곰팡이의 존재 및 증식으로 인해 독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생물학적
그리고 화학물질의 제거라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이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방법을 통하여 곰팡이 번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
김정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보건복지

호

록 저장 보존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측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점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들 모두 문제의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산 후 가공 및 보관 유통과정에서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온도 관리기술을 적용해야 하므로 에너지의 소모가 야기될 것
이다 이는 또 다른 기후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도에 대한 논의도 향후 필요할 것이다 식품안전을 고집하였다가는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와 식량 확보의 문
제 양쪽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가 조리된 식품을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서도 식품의 위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해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
인물질의 특성을 소비자가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패턴을 파악하여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위험물질을 식품으로부터 섭취하여 위해가 발생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어민 생산자 그
리고 업계의 조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 학계가 함께 정보를 공
유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위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실시해야 하겠다 마지
막으로 인재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는 인재와 천재를 잘 구분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합리적
으로 위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식중독지수는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식중독
발생예측방법과 구분이 된다 특히 식중독지수의 경우 집단식중독 발생에 다양한 요
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자재에 위험요소가 존재해야 하
고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식품의 조리와 저장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식중독에 대한 예방 및 위생과 면역체계 또한 식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중독 감시체계에 따르면 집단
식중독의 발생은 일정한 경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식중독 발생이 기상요소 이외에 식품의 가공 및 조리 저장에 관련
된 정책 및 산업 수준 개인의 위생관념 등이 모두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식중독 발생예측은 개인수준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증상의 발
현양상에 관한 것으로 기상요소를 주요한 변수로 상정한 것이다 본 예측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나머지 변수는 현재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즉 식자
재의 생산이나 가공 및 운반 처리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의 준수는 가까운 미래에

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가정에는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나
개인의 위생관념 또한 현재적 수준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도 포함한다
식중독지수는 복잡한 현상을 예측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미래

년 정도에

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반면 예측모형은 보다 먼 장래에도 적용되는 식중
독 발생예측이다 본 연구결과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식중독 발생은 주
간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정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의 영향이 식중
독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식품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변화나 개인의
위생 관념의 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은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변수의 영향을 추정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나 향후 연구 방법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본다
(2) 아플라톡신 예방관리93
기후변화는 아플라톡신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계별로 아플라
톡신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아래와 같다
추수 이전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서 추수 무렵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아플
라톡신의 오염이 증가한다 또한 독소가 존재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오랜 가뭄상태에 노출되면 곰팡이에 오염이 된다 곰팡이는 서늘한
기온에서는 잘 성장하지 않으며 기온이 상승하면 아플라톡신 농도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수 이후 농작물은 소비까지 수송과 저장과정을 거친다 이때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농작물의 수분과 온도변화가 발생하여 오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온지역 및 재배기간 중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관개종법 수행되고 용
수가 영매와 잎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플라톡신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증가하므로 조기파종으로 온도의 영향을 줄여
야 한다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충에 내성이 있는 교잡종을 파종하고 농약으로
곤충 곰팡이 감염 기타 해충으로 야기된 손상 최소화 한다
옥현희 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기후변화와 식품 중 아플라톡신의 오염 예방 전략

다양한 곤충들이 동면할 수 있는 장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 후 동절기에 나무
에 남아 있는 잔존물은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가지를 잘라내고 재배기간 이전에 적절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수확과정에서 곰팡이 화학물질 비료 독성물질 등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용된 콘테이너 장비 및 기기는 깨끗한 용액으로 세척하여 저장해야 한다

가공 단계 종사자의 청결 유지 가공 시 적합한 의복 착용 식품위생 및 일반적인
위생 절차에 대해 훈련이 필요하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원재료가 가공 및 저장되는 장소와 최종제품이 가공 및 저
장되는 장소를 분리한다
껍질이 벗겨진 알곡은 가능한 신속하게 건조시켜 곰팡이가 성정하지 않는 수준으
로 수분활성도를 즉시 낮춰야 한다

년 월 튀니지아에서 개최된 곰팡이 독소에 관한 제 차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반 권장사항중의 한 가지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품과 동물사료 중의 곰팡이 독소 오염 제어를 위해서는
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포함해

(1) 통합적 전략적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강화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으로써 푸드시스템은 취약하지만 대응능력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인도 겐지스 평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유의 생산은
가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에 대해 빈약한 시장과 인프라
구축 및 빈약한 가공 및 보관 기능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응집력을 가진 농촌지역에
서는 우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영양상태가 나빠지는 등 식량 안보상 취
약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활기찬 시장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 적절한 가공 및 보
관 기능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대응능력을 지닌 도시지역에서는 우유에 대한 접근성
을 유지시켜 영양상태가 좋게 유지시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게 된다
또한 푸드시스템의 세 가지 산출물 식량안보 환경보호 사회적 후생 이 종종 다른
수준의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경제성장과 환경서비스의 보호 사이의 갈등과 같이 푸드시스템과 식량안보는 매우
경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출물을 평가하는데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하는 평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농
촌 개발전략은 농민들을 소득생성을 위한 황금작물에 투자를 장려하거나 또는 지역
에서 소비되는 주곡작물 생산에 집중하게 하는데 있어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서로 다른 농민과 지역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해 더
또는 덜 적합할 뿐 아니라 다른 식량 안보와 다른 환경적 성과에 관련되어 있다 또
한 단기에서는 푸드시스템의 산출물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게 되며 관리자 및 의사
결정권자들은 종종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충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에 관심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은 푸드시스템 상 상충관계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시적으
로 여섯 가지 푸드시스템의 결과 지역생산 식품가격 농업소득 농업 온실가스 배출
운송 온실가스 배출 사회적 가치 사이에 잠재적인 상충관계를 두 개의 가상적인
푸드시스템 지역생산 지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에 거미줄도표에 도시하고 비
교하였다 식품의 지역생산이 지지되는 푸드시스템에서는 높은 농업소득 뿐 아니라
높은 식품가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온실가스배출량은 식품을 운반하는 경
우보다 높을 수 있으며 지역 식품생산에 대한 지원이 없는 푸드시스템의 경우 식품
가격은 저렴하지만 농업소득은 나빠지게 되고 식품의 운송은 온실가스배출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

지역생산

지역생산

3

3

사회적가치

2

식품가격

사회적가치

2

1

1

0

0

운송온실가스배출

농업소득

농업온실가스배출

운송온실가스배출

식품가격

농업소득

농업온실가스배출

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푸드시스템이 가지는 통합적 전략
적 측면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아직도

과 보조적인 단체들에 의해

국제 기후정책 의제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 수자원 오염에 대한 대응전략
수자원은 홍수 범람 산사태로 인해 미생물들과 화학적 오염원이 다른 장소로 이
동하면서 오염된다 가장 중요한 대응전략은 주변 수자원의 통제 관리 및 처리를 발
전시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상재해 발생한 후 샘플링을 통해 오염 수준을
결정하고 수자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부들에게 용수를 통
제하는 법 수자원 선택 물을 처리하는 법 수질의 샘플링 계획과 기준 을 교육시키
는 것과 산사태나 지하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 예상 지역을 계획하는 것
또한 중요한 대응전략이다 지표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확한 후 농산물을 살균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수를 처리하
는 것은 높은 중요성으로 평가받았지만 화학적 오염을 다루는 것은 다소 실행 가능
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생산 환경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대응전략
농부들에게 미생물학적 위험에 대해 인식을 바로 세워줌으로써 분변의 사용과 같
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수확한 후부터 파종 전까지
의 휴지기 동안 생산환경을 재정비하는 것 또한 가장 높은 중요하고 이 때 기상예측
시스템도 요구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생물의 생존 증가에 대해서는 개인 건강 및
위생의 관리와 저온 냉동 유통체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이다
지역 차원에서 예방백신접종과 유행병의 조기경고를 통해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정부와 국제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미생물
생존 및 적응 조사 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4) 생산 환경의 화학적 오염에 대한 대응전략
기상예보와 해충 관리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농약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
고 해충을 모니터링 하여 농부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통합
적 해충관리가 중요하다 곰팡이독소 저감화를 위해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차원에서 예측 수단과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변화하는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완화와 적응이라고 볼 때 식품
분야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에 더 많
은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축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대응에 중점
을 둔다
(1) 푸드체인과 식품안전관리제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이미 국제 기후변화 수준을 뛰어 넘었고 향후에도 급속하
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로 농축산업과 수산어업이 변화하고 이로써
전반적인 푸드체인

과 식생활까지도 변화하게 된다 식품안전의 대부분

의 문제가 최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관리가 어려우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은 생산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와 그림

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및 제조에서 유통까지 오염 가능한 위험요인들과 적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현재 국내의 식품안전관리제도별 관리영역을 각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와

같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였고 생산
이전에 대한 관리 또한 제조가공단계에 관리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저장보관유통에 대한 현재의 관리제도는 전체 푸드체인에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리사각지대로 분석되어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보다는

와

제도 안에서 저장보관유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강화되고 특히 이력추전관리제도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제도
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식품안전관제도는 품질과 안전
보증 외에 문화적 경영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자료

재구성

자료

재구성

구분

주

이력추적관리

GAP

GMP

GHP

HACCP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일부 관리되고 있는 영역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서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입신고기관
제조국 제조공장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있음
현재 관리영역
향후 관리의 확대가 필요한 영역

자료 권오건

국제적

도입을 통한 식품안전향상 서울특별시 세미나 발표자료 재인용

(2)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활성화 방안

인증제도 개선 절차의 통합 간소화 인증기준의 내실화로 위해요소 관리강화 교
육 및 훈련 강화
인증 활성화 유통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선도조직 운영 정책사업과

의 연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 농 축산물 구매시 우려 요인 사전 예방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
물 기생충 이물질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정보 제공 활성화 정부조직 인프라 감축에 의한 올바
른 선택을 위한 정보 확대 제공은 공공기관의 필수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시민
들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탄소라벨이 부착되고 있는 제품 분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영국의 경우 토마토 팩에서부터 자동차 즉 모든 상품에 대한 탄소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들이 이러한 친환경 전략에 더욱 많이 노
출될 수 있도록 라벨링 제도를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제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인식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
한 기업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저탄소 가공공정을 도입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센티브 등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앞서 말했듯이 아직 탄소라벨링 제도가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감안하여 탄소 성적 표지제도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
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 마케팅 계획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식품안전사고 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건강
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식품안전사고는 이물검출이나 단순 식중독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해요인 증
가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와 같은 푸드체인

전과

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오염된 식재료가 시장으로 출하된 후 위해요
인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식품을 시장에서 빠르게 회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멜라민 사건

불량만두소

김치기생충란

등

식품이력추적제도는 그림

와 같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단계의 모든 단계에

이력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기록 저장 관리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추적을 바탕으로 신속한 원인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고발생 원인이 되
는 상품을 푸드체인

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
이상기후현상으로 가축의 질병발생 농산물의 품질저하 수산물의 변화 등으로 식
품안전에 위협을 줄 위해식품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이력추적제
도에서 관리되는 이력사항 이외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을 추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농산물의 경우 재배온도 및 습도가 농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정보 기재
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온도 및 습도를 표시하는 방안과 축산물의 경우 목초
지와 기온을 기록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물의 질병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한 수산물은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어류의 집단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해수온도는 어
류의 생장에 중요함에 따라 생산정보에 이와 같은 특이사항을 표시하게 하고 가공식
품의 경우 유통 및 판매 보관의 과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사
각지대로 분류됨에 따라 유통과정 또는 판매점에서의 진열시 보관온도 및 습도를 기록
하게 한다 향후에는 품목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통합과 더불어
기후변화시스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통합된 이력추적제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3) 푸드체인 단계별 기후변화에 의한 잠재적 오염원과 식품안전관리제도 적용
표

에는 푸드체인의 각 단계별 오염경로와 잠재적 오염원을 구분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과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오염 가능
한 위험요인은 이미 언듭되었던 미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
된다 이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현황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관리가 강화
또는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기술되어 있다

자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주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는 수입 전 위생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서 제조단계부
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제품은 수입검사시 정밀 무작위 검사완화
위해우려 정보시 모니터링 검사 및 현지조사 등을 받게 됨
또한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해서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
를 도입하였고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품 표시인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국정부에 불법 수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음식점 위생등급평가는
년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대상의 위생등급 평가제도로 종사자 개인위생과 조리장 위생관리 등을 평가
하는 제도임

(1) 기후변화 대응 통합적 푸드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농업부문과 환경부문의 정책 프로그램을 상호 보완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식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
하다

소비자가 로컬푸드 녹색식품 등 다양한 표시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 운영을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법령 정비를 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분담하여야 한다 탄소성적표시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방향은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래 환경 변화 대응 규제 합리화 소비

자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문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
였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연구에 따르면 넓은 해양에서 저장 및

흡수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수행 체계 개편과 신규
사업을 개발을 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조기경보시스템
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신규 위해인자에
대한 위해평가툴 개발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매뉴얼 개선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
경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처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분야를 대표하는 협
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재난형 신종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
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대응하여야 한
다
김창길
곽노성
정기혜
황진환 외
김용수 외
김정선 외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연구
식품분야 탄소성적 표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 분석 및 관리체계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식품 관련 기술의 활용 분야
개발된 식중독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식품분야
의 사회 경제적 비용부담을 산출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 소비 행위 관련 교육과 훈련이 필
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및 탄소배출감소 제품을 적극적
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식량안보 환경보호 및 사회적 후생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 푸드시스템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문진산

기후변화가 동물 질병과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7절 데이터마이닝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델 구축(5협동과제)

데이터마이닝의 개념과 방법론

데이터마이닝

은 새로운 영역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식발견 및 데이터마이닝

년도에
국제학술

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현재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데이터마이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데이터마이닝이란 의미 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동화되거나 반자
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데이터마이닝의 또 다른 정의로서 가트너 그룹

은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및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인식 기술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
소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추
세 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데이터마이닝은 통계학과 기계학습
인공지능으로도 알려짐 으로 알려진 두 학문분야의 공통점에서 존재한다
데이터를 탐색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다양한 기법들은 통계학분야에서 오랫동안 존
재해 왔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선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주성분
분석 등이 포함된다 충분한 데이터와 계산능력을 가진 데이터마이닝의 응용분야에
서는 이러한 고전적인 통계학의 핵심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은 데이터마이닝을 규모와 속도의 통계학
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한 개념은 규모 속도 및 단순성의
통계학

이다 이 경우에 단순성이란 알고리

즘의 단순성뿐만 아니라 추론논리의 단순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통계환경에서는 데이터가 희소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계산하고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결정하는 데 동일한 표본이 사용된다 그 결과 추론을 위해
사용되는 신뢰구간과 가설검정에 대한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
으며 또한 이러한 한계점들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표본

으로 모델을 적합시킨 후 다른 표본으로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이터마이닝의 이
론적인 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데이터마이닝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가장 중요한 계기는 데이터의 증가에 있다
년 당시 대규모 유통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테라바이트 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에 매일 천만건의 거래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반면에

년 가장 큰 규모의 회사들

은 전자문서 형태로 수십 메가바이트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만을 갖고 있었
다

년에 생산된 정보의 두 배에 해당되는 엑사바이트의 정보가

되었고 이 중

년에 생산

의 정보는 미국에서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데이터가 증가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와 지식베이스가 확장되어서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이에 대한 가용성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각 사건당 보다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다 바코드
위성

장치 마우스 클릭 기록정보 및 위치추적
데이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동안 정보창출을 위해 엄청나게 크고 새로운 활동무
대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매점 쇼핑 도서검색 또
는 카탈로그 쇼핑 등과 같이 사람들의 수많은 반복행위들은 인터넷상에 있다 마케
팅의 초점이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고객과 고객의 욕구로 이동함에 따라서 매우 상세
한 고객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졌다 데이터마이닝에서 사용되는 많은 탐색적
분석적 기법들은 현재와 같은 연산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데이터 저장과 검색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빠르고 지속적인 연산능력의 향
상은 데이터마이닝을 발전시키는 핵심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상의 매출이 신장된 여러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국방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사
람의 의사결정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데이터마이닝
의 기법과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국방분야에서는 미사일
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데이터마
이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정보기관은 엄청난 양으로 도청되는 통신들 가운데 특
히 중요성이 높은 통신을 찾아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보
안전문가들은 패킷별로 네트워크에 위협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
고 의료분야에서는 의학연구자들이 암의 재발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을 사용한다
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최고 우량고객들과 가장 일치하는 개인들을 파악하기 위

해서 또는 개별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할 것인가를 미리 추정하기 위해 그리고
파산가능성이 높은 대출신청자를 식별하기 위해 인구통계학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들
을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파산 확률을 계산하거나 전화
잡지 등의 가입서비스를 포기할 것 같은 고객들을 식별하기 위해 이탈 확률을 로지
스틱 회귀분석 등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고객관리
를 통해 할인 또는 다른 유인책들을 선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데이터 수집 능력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수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 데이터로부
터 가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창의적 작업은 인간의 몫으로 여겨 왔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추론 인지 등
학문의 진전으로 인해 작업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 및 정보화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정보들은 대개 방대한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어 지금까지 사용
하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혹은 데이터베이스

기법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마이닝은 일부 연구
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미리 정해진 어떤 특정한 가설이나
조건 없이 데이터를 뒤적거리는 데이터 훑어내기
져 왔지만
이영섭

년대 후반과

의 한 형태로써 알려

년대 초에 마케팅 분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데이터마이닝이 가치 있는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면서 회사

이윤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찾아내는 솔루션으로 데이터로부터 무엇인가를 발굴한다
는 뜻의 데이터마이닝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의 기본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의 기계학습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길준 외 명

즉 현실 세계

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감춰진 유용한 정보를 캐내고자 하는 욕구가 기계학습에서 사
용된 기법을 데이터베이스에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기계학습은 규칙을 찾아내기 위
한 자동화된 유도과정
세트

이라 할 수 있다 기계학습에서는 트레이닝

라 불리는 적은 양의 실험실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들

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기계학습 작업은 현실세계의 데이터베이스
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는 갱신이 수시로 이
루어지는 등 다이내믹하고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더욱이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마이닝에서는 현실세계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트레이닝 세트로 간주해서 이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캐내는
일련의 작업이다
데이터마이닝은 크게 컴퓨터 과학의 관점

경영 정보 시스템 관점

통계적 관

점 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은 패턴 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통계적 수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된 거대한 자료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하고
흥미가 있는 새로운 관계 성향 패턴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 정보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혹은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값진 정보를 사용자가 전
문적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통틀어 데이터
마이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
료분석

및 모형 선택

으로 정의한다 여러 서적이나

논문에 의하면 데이터마이닝과 지식 발견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념이 소개되던 초창기에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용어는 특히 통계학자 데이터
베이스 연구가 그리고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한 반면 지식 발견의 경우는 인공 지능
이나 전문가 시스템 관련 연구에 주로 등장했다
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지식 발견과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

에서

지식 발견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프로세스의 전 과정 이라고 정
의했고 데이터마이닝은 지식 발견 프로세스 중에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기법을 적용하는 특정 단계라고 제안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은 기존의 조회 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기존의 조회방식이 지원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사용하려는 것
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무시한 채

정도를 차지하는 기본 정보는

이내의 숨겨진 정보만을 찾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의 가치는 그야말로 무한하다 데이터마이
닝에서 얻고자 하는 지식은 연관

분류

순서

등

에 관한 지식들이다

(1) 자료수집
데이터마이닝은 대체로 수십 기가에 이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러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러나 방
대한 양의 데이터를 살피는 것은 시간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많은 인내를 요하게 되
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자료수집이다 자료수집이
란 방대한 자료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작은 양의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추출된 데이터를

라고 한다

(2) 자료탐색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
출하는 기법들을 제공한다 데이터 분포의 시각화를 통해 이상치를 판단하고 연관성
이 적은 변수와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변수를 제거한다
(3) 자료변환
탐색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모형화 단계에서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변
환 수량화 그룹화 같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고 조정한다
(4) 모형화
데이터마이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화 즉 모델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통해서 예측모형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모델링 이전의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본격적인 데이터마이닝이 시작된다
(5) 평가
단계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단
계에서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이 제공되는 평가도구를 이용한다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현업에 적용시키게 된다
데이터마이닝의 기법에는 전통적 통계 예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평균 군집화

등이 있다 전통적인 통계기법들은 오랜 역사와 탄탄한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검증된 기법으로 타 기법들에 비해 월등하다
반면 데이터 값들의 정규분표 공분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통계학적

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에 다수의 범주형
있을 때 이들을 가변수
우침

변수가 포함되어

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신뢰도가 낮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계
학습 이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는 데이터 분석 작업에 항상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실제로 기계학습을 근간으로 하는 기법들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기
법을 통해 도출되는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1)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마이닝의 분류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과거에 수
집된 데이트의 레코드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 즉 부류별 특성을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분류모형을 나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장남식 외 명
만들어진 분류모형은 새로운 레코드를 분류하고 해당 부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새로운 레코드의 분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분류모형 의
사결정나무 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레코드의 속성 값을 질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다른 모든 속성의 값을 묻지 않고도
레코드의 부류 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레코드를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나무 모형 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의사결정나무 기법의 핵심이다
의사결정나무는 목표 변수의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이산형일 때는 분류

나무

연속형일 때는 회귀나무

로 나뉜다 이 때

이산형이란 신용상태 좋음 나쁨 은행대출여부 가능 불가능 처럼 제한된 몇 개의 값
만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연속형이란 범죄율 평균 집 값 교육연수처럼 숫자 자체
에 의미가 있는 경우로 어떤 값도 선택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는 순환적 분할
하는 기법으로 노드
라서

그림

와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나무를 구축
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드는 그 기능에 따

와 같이 뿌리 노드
종단 노드

하위 노드
또는

중간 노드

상위 노드
로 구성

된다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노드를 뿌리 노드라 하는데 이 노드에는 모든 관측치를
포함한다 입력 변수 중에서 분리기준이 될 변수가 선택되고 그 변수의 범주가 병합
되는 등의 규칙에 의하여 하나의 노드를 나누게 되면 바로 밑에 개 이상의 노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하위 노드라 한다 이 때 하위노드의 상위에 있는 노드는 상위
노드이고 하위 노드는 상위 노드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
고 위의 노드를 나누게 되고 이 때 더 이상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노드를 종단 노
드라 하며 이는 각 나무 줄기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시작되는 노드도 아
니고 맨 끝의 노드도 아닌 나무 구조의 중간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노드를 중간
노드라 한다 각각의 노드를 뿌리 노드로부터 종단 노드까지 연결해 주는 것을 가지
라고 하고 이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가 나무의 깊이

가 된다

의사결정나무의 장점은 분석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분류 또
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신경망

판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분류나 예측의 근거를 알려

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분석 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데
이터를 구성하는 속성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을 경우에도 모형을 구축할 때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들을 자동으로 제외시키기 때문에 데이터 선정이 용이하다
는 점 연속형이나 명목형 데이터 값들을 기록된 그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발견 프로세스 중 데이터의 변환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노력을 단축시키는 점
어떠한 속성들이 각각의 부류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형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이 있다
의사결정나무의 단점으로는 나이나 소득 등과 같은 연속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
력이 신경망이나 통계기법에 비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예측력도 감소한다 따라서
데이터에 다수의 연속형 변수 속성 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값들을 그룹화하여 이산
형

이나 범주형 값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치우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부류가 주가나 주택의 가격등과 같은 연속형
변수의 형태를 취하며 이것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에는 적
합하지 않다 또한 모형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가
능한 한 많이 포함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마케팅에서 의사결정나무는 세분화
분류

예측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세분화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각 그룹별 특성을 발견하
는 경우 또는 각 고객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는 시장 세분화나 고객 세분화에 이용될 수 있다 분류는 관측치를 여러 입력 변수
들에 근거하여 목표 변수의 범주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된다 이는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우량 또는 불량으로 분류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예측은 자료로부터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는 고객 속성에 따라 대출 한도액을 예측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
(2) 신경망(Neural Networks) 모형
신경망은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학습해 가는 두뇌의 신경망 활동을 흉내 내어 자신
이 가진 데이터로부터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일반화함
으로써 특히 향후를 예측

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기법이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나 패턴을 찾아내는 유연
한 비선형 모형

의 하나로 신경생리학과의 유사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통계적 예측모형에 비해 보다 흥미롭게 여겨지고 있다 신경망은
신경생리학분야에서 두뇌의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신경의 작업을 설명
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형화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년대 이후 생물학적 활동의 모형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성능의 진보 신경망 이론에 대한 통계학적인 접목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
면서 최근에는 데이터마이닝에 있어서 유용한 기법이 되고 있다
신경망에 관한 연구는

년 워렌 맥컬럭

과 월터 피츠

로부터 시작되었다 맥컬럭과 피츠의 모형은 네트워크 내의 단순한 요
소들의 연결을 통하여 무한한 컴퓨팅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들의 모형은 인간 두뇌에 관한 최초의 논리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
우 크며 따라서 이 맥컬럭과 피츠의 모형이 신경망 이론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후

년에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

이 두 뉴런 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학습규칙을 발표하였으며 프랭크 로젠블럿
은

년에 퍼셉트론

이라는 최초의 신경망 모형을 발표하

였다 이 모형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아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퍼셉트론 모형은 당시에 매우 가능성이 큰 연구로 여겨졌으
나 그 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민스키

와 패퍼트

가 퍼셉트론즈 라는 저서를 통해 퍼셉트론 모형을 수학적으로 철
저히 분석하여 그 모형의 단점들을 밝혀내고 난 후에는 신경망에 관련된 연구는 약
년간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다가 퍼셉트론의 문제점을 네트워크 구성시 한 개
의 계층을 더 추가해 구성한 다층 퍼셉트론

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신경망 연구에 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은닉층
과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선형분리 문제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은닉층의 노드와 출력 노드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같은 비선형 활성함수를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단층퍼셉트
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선형분리 불가능 문제에 대해 학습능력을 갖게 된다
이 때의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가능이면서 연속적인 출력함수로서 신
경망의 활성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그모이드 형태의 출력함수에는 로지
스틱
수 엘리오트

함수 쌍곡 탄젠트

함수 역 탄젠트

함

함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층 퍼셉트론의 출력층은 시그모이

드 곡면들 즉 기저 함수들

의 선형결합이다 따라서 다층퍼셉트론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강현철 외 명

다층퍼셉트론에서 여러

개의 은닉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의 은닉층을 사용한다 은닉층
의 마디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분류능력이 향상되어 더 많은 패턴을 인식할 수 있지
만 자칫 과잉맞춤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것은 마치 의사결정나무 구축시 모든
레코드들을 완벽하게 분류할 때까지 나무를 확장하여 새로운 레코드에 대한 예측력
을 감소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의사결정나무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나무의
확장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신경망에서는 적정한 은닉마디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망 모형은 통계학적 모형과는 달리 그 자체의 귀납적 특성으로 인해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수립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통계학적 모형에서 요구되는 엄
격한 가정

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통계학적 방법론들

은 엄격한 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용범위에 제한을 받거나 가정을 위배한 경
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나 사용기법의 적정성 등이 문제시된다 반면 인간
의 뇌의 신경조직을 모방하여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신경망은 고도의 병렬분산처리
를 하는 모형으로서 이러한 통계학적 가정에 전혀 구
애받지 않으며 통계학적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비모수
비선형

모형이다

신경망 모형의 장점은 신용평가 카드 도용패턴 분석 수요 및 판매 예측 고객세
분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산업분야의 다양

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입력 변수와 목표 변수의 관계를 그리기가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입력 변수와 목표
변수의 속성이 연속형이나 이산형인 경우를 모두 다룰 수가 있다 또한 신경망 기법
을 지원하는 상용화된 데이터마이닝 제품이 많으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도 사용이 간편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제품 선택의 폭이 넓고 취
득하기가 쉽다
단점으로는 망을 설계하는 작업과 다양한 매개변수

값을 설정하는 작

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과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 명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반해 신경망은
인간이 어떠한 현상을 인지하게 되는 것처럼 쉽게 설명되지 않는 내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제공할 뿐 어떠한 변수가 중요한지 어떻게 상
호작용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결과물을 주게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 종종
블랙박스

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대출심사의 기준이나 이탈고객의 특성

파악 등과 같이 결과의 근거가 요구되는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설명력
보다는 더욱 정확한 예측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
우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입력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망을 형성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며 예측력도 감소한다 이 경우에는 통계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해 변수
를 선별한 후 신경망을 구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평균 군집화는 데이터마이닝의 군집화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이 기법은
속성으로 구성되는 각각의 레코드를 벡터로 표시하여

개의

차원의 데이터 공간

에 나타낼 때 유사한 특성을 갖는 레코드들은 서로 근접하여 위치한다는 가정에 근
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문자

는

개의 군집을 의미한다

차원 공간에서 적용하는 예로 레코드들을 종류

평균군집화 기법을

의 군집 부류 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레코드들 중에서 개의 레코드를 임의로 선택하여 각 군집의 중심값으
로 지정한 후 나머지 레코드들이 소속될 군집을 결정한다 단 소속 군집의 결정 기
준은 각 레코드와 개 중심값의 직선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중심값으로 한다 레코
드의 좌표   와 첫 번째 중심값의 좌표   의 직선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로
써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다음 단계로는 각 군집에 속한 레코드들의 중심값을 재측정한다 즉 첫 번째 군집
의 새로운 중심값은 군집에 속한 레코드들의 월수입 평균값과 연령 평균값이 된다
중심값이 구해지면 첫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레코드에 대해 군집의 중심값과 직
선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근접한 군집에 포함시킨 후 군집간의 경계선을 표시한다
새로운 군집이 형성되면 이전 단계의 과정을 중심값의 이동이 미비할 때까지 즉 경
계선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단계별 과정을 그림

와

같이 나타내었다

평균 군집화의 장점으로는

평균군집화 기법을 지원하는 상용화된 제품이 많

으며 사용 또한 쉽고 간편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양을 갖춘 제품을 이용하
여 손쉽게 문제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군집분석 이외에도 분류 예측을 위
한 선행작업 특이 오류값이나 결측치 처리작업 등 다양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균 군집화의 단점은 속성들의 형태가 다르거나 같은 형태의 속성이라도 값의
범위가 다양할 경우 거리 측정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사용자가 지정한
값에 따라 데이터를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데 실제 데이터의 구조가 이 값보다

작거나 큰 수의 군집 특성을 갖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군집
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4) 연관성 규칙(Association Rule)
연관성 규칙이란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의 관련성을 파악하
여 둘 이상의 항목들로 구성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는 탐색적 자료분석 방법이며
마케팅에서 손님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품목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장
바구니분석

이라고도 한다 데이터마이닝의 분야 중에서도

연관성 규칙은 대표적인 발견 위주의 데이터마이닝으로 고객의 구매 상품 간의 관계
를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다
연관성 규칙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로 맥주와 기저귀 기의 예
가 있다 이지은

미국의 대형 편의점의 고객 구매 데이터에서 일회용 아기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맥주도 같이 산다는 연관 규칙을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발견
하였는데 실제 고객을 조사한 결과 보통 아내가 남편에게 기저귀를 사오라고 하면
남편이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도 같이 사간다는 것이다 연관성 규칙을 위한 입력 데
이터는 거래

데이터로 각 레코드는 고객이 한번에 구입한 품목

들

로 구성된다 즉 각 거래에서 고객이 구입한 상품과 구입 날짜로 구성되는 이른바
장바구니 데이터

이다 이러한 연관성 규칙은 특히 유통업체에

서 바코드 기술의 도입으로 개개의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어 그 활용
도가 높다 연관성 규칙의 측도로는 지지도
가 있다 지지도는 전체 거래

와 신뢰도

중에서 두 품목

와

향상도

를 동시에 포함한 거래

의 비율로서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품목을 결정하는
측도로 쓰이며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신뢰도는 품목
거래

를 포함한 거래

중에서 품목

와

를 동시에 포함한

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지도를 갖는 품목들 사이

에서 규칙을 생성하는 측도로 쓰이며 품목
어 있을 확률이라 볼 수 있다 신뢰도는 식

가 포함되어 있을 때 품목

도 포함되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향상도는 전체 거래
비

중에서 품목

가 포함되어 있을 때 품목

에 대한

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를 포함한 거래

의 비율

대

가 포함된 거래의 비율
와

로서

가 서로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일 경우

  ∩         이므로 향상도는 이 된다 향상도가 보다 작을 경우에는

대한
는

에

의 영향력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하며 향상도가 보다 큰 경우에
의 영향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향상도는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연관성 분석의 결과는
고 하고

부분을

면 동시에 품목

로 표현되며 이때

부분을

라고 한다 장바구니 분석에서의 해석은 품목

도 구매한다 라고 표현한다 지금까지

라

를 구매하

에 하나의 품목인

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때로는 여러 개의 품목들로 이루어진 집합으로도 볼 수 있으
며 이 때 각 품목들을

이라하면

를 포함한 거래의 수

의 모든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의 수

는

안

이다

연관성 규칙의 장점은 교차판매 묶음판매 상품의 진열 쿠폰 배부 카탈로그 디자
인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관성 분석의 결과는 이해와 적용이 용이
하다 수많은 거래 품목을 포함하는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 계산의 수가 크게 증가
하기는 하지만 분석을 위한 계산은 상당히 간단하며 단순한 결과만을 위해서는 기
초적인 워크시트의 사용법만을 알고 있는 분석자도 분석이 가능한 점 또한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품목들이 동일한 빈도를 갖지 못하거나 거래수가 적은 품목
의 경우 규칙 발견 과정 중 제외되기 쉬운 점을 들 수 있다
(5)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도 학습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분리하는 초평면 중에서 자료들과 거리가 먼 초평면을 찾는 방법이다 즉
너저분한 패턴들의 분포들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기준선 평면 을 찾아내는 알고
리즘이며 이를 다차원 벡터 패턴 경우까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킨 것이
다 복잡하게는 음성 인식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차원 평면 내 여러 개의 점들이 분

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 패턴 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몇 개의 선들
이 있다 관건은 다차원 공간에서 분류의 기준이 되는 선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나무는 레벨이나 깊이 위주로 분류의 기준을 찾
아내는 데 반해 서포트 벡터 머신은 패턴들이 분포되어 있는 다차원 공산 상에서의
분류 기준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 두 범주를 갖는 관측값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으나 최근에 와서야 그 성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과

에 의해 잘 소개되고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의 목적은 주어진 많은 데이터들을 가능한 멀리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최적
의 초평면을 찾는 것이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최적 초평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쳐 형성된다

개의 객체로 이루어진 표본에서 번째 객체를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  로
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분류된 범주를  가

또는

의 두 가지 범주를 갖는다고

하면 두 범주를 구분해 주는 초평면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여기서 두 개의 범주를
완전히 구분해 주는 분리 초평면을    ′      과 같이 나타내며 이 초평면을 최
적 초평면이라한다 이때 분리 초평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범주 을 가진 객체를
지나는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범주
 이다

여기서

을 가진 객체를 지나는 초평면 사이의 거리는

는 단위길이를 갖는 초평면과 직교하는 벡터이다 이 거리를

마진

이라 한다 그림

를 통해 마진을 최대화 시키는
′ 
  

 

따라서 선형

은 식

와 같은 최적화문제

와 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    ≥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보다 신경망 분석이 분류율이 좋다 의사결정나무가 각 변
수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 기준을 찾지만 신경망 모형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동시에 고려하므로 유연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신경망 분석보다 분류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경망 모형은 분류율을 최
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율을 최대로 하면서 더 나아
가 분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최대화 하는 것까지 고려한다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 전략 중 하나가 데이터마이닝이었다 당시 오바마 캠프의 대변인은 데이터마
이닝은 우리의 핵무기 코드 라고 밝혔을 정도였으며 캠프 내부에는 철저한 보안 아
래 데이터마이닝팀이 꾸려졌다 특히 오바마 캠프는

년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선을 겨냥해 데이터마이닝팀을 강화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목해야 할 점은 오바
마 캠프의 데이터마이닝팀이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해 정확한 미래 예측을 보여줬
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터마이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잠재적 지지자까
지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 및 분
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를 포함한 기업 및 기관들의 파트너 쉽을 통해

명의 유전자

의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

하였으며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전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질병에 대한 빠
른 진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난치병 및 불치병에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공유
하여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최신

기술 결합으로 치료

확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미국 국립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 서비스
는 알약의 제조사와 사용자간의 유기적인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약 정보를 제공하
고 남녀노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 검색 서비스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사용자의 질병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질병의 분포 및 추세를 예측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는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회사 웰포인트

는 의료진의 진단과 환자 치료에

만 명에

대한 환자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
고 있다 환자의 증상 면담결과 진단 연구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사례를
고려하여 최적의 진단 및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과 억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

자료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색 분석하여 초안에 결과를 제시하여 제공해준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상황에 가장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치료 및 진료를 줄여 환자 및 의료보험
회사의 진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령층에 대한 효
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과학
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구글

에서는 감기 와 관련된 검색어 분석을 통한 독감예보 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글 홈페이지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등 사용자가 남긴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쿼리의 빈도를 조사하여 독감이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미국
질병 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실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미국의 보건 당국보다 훨씬 앞서 지역별 독감 유행 정보를 제공하였고 감기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문화 경제 스포츠 등에도 적용하여 의미있는

자료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자료 뉴욕타임즈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국 국세청에서는 탈세 방지 시스템을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있다 탈세와
사기로 인해 국가의 재정 위기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탈세 및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사기
방지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소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통합 및 지능형 감시 시
스템을 담고 있다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세금 누락 및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탈세 조사를 진행함으로 탈세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에 범죄 및 탈세 관련 사건을 미리 방
지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위험관리시스템
을 통해 국가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질병 금융위
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가 및 국민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
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많은 데이터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
는 전천후 국가 위험 관리 체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는 유전자 색인 시스템을 통해 유전자 분석표를 대조함으로써 단시간에 범인

검거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유전자 정보 은행
에는
정보만 만

개 모든 주와 연방정부가 수집한 미제 사건 용의자 및 실종자에 대한
건의 유전자 정보와 범죄자

만명의 유전자 정보가

분석표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과학적 수사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획기적
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과거의 범죄 기록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지역 및 발생 시각
을 예측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이
용하여 효율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와 순찰 시스템으로 범죄 예방 및 범죄율을 감소
시키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국내 유가 예보 서비스를 통하여 급격한 유가변동에 대응하
고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감소를 위해 국내 주유소 유가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
고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예측모델을
개발 및 유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유가정보 예측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유가 예보 서비스를 통해 국제
유가에 민감한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고 유가 변동에 대한 유기적인 대처와 미
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가 변동으로 인한 사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
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유가정보서비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본에서는 택시 및 내비게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차 주행의 스피

드를 계산하여 얻어진 교통 정보와 수집된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최적의 교
통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의 사용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 공유로 최적
의 교통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 졌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
및 효율이 증대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노무라연구소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기후변화관련 식품분야 논문초록 분석

(1) 텍스트 마이닝 개요
금융 제조업 등 사회 많은 분야에서 컴퓨터의 발전과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빅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기법들은 통계학과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던 기법들을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에 맞도록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
가로 인하여 기존의 정형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하는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자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데

와

그 중 대표적인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
내는 기술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정형 또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처리과
정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방대한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최근에 산업공학 건축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등

와

과

텍스트 마이닝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용량 언어자원을 통하여 컴퓨터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술된 정보를 깊이 분석하고 데이터마이닝 분야에 이용되는 복잡
한 통계적 규칙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발굴해야 한다
(2) 텍스트 마이닝 과정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은 크게 자연어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텍스트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기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
용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의미를 가지
는 단어 이하의 요소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자연어 처리 과정이라 하며
제거 단계와

단계로 나뉘는데

전치사와 같이 분석에 불필요한 용어 예

제거는 일반 동사나
등 를 제거하는 단계이며

단계는 같은 어원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을 다시 어원으로 표현함으로써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묶어주는 역할 예
을 수행한다

문서 단어 행렬 표

과 같이 자연어 처리과정을 통하여 문장을 단어의 집합을

문서를 나타내는 행과 단어를 나타내는 열로 이루어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정형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하고자하는 분석에 따라 단어를 행으로 문서
를 열로 나타내는 행렬인 단어 문서 행렬
다

표

로도 표현 가능하

에서  은 문서의 수  은 단어의 수  는  번째 문서에  번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된 행렬을 이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함으로써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Ter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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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마이닝 관련 선행 연구
감미아 외

는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세 개의 신문기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및 논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의 키워드 단순빈도 분석과 군집화 및 분류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경
제 문화 국제 사회 정치 및 사설 분야에서의 신문사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문화 전반 경제 전반 정치 분야에서 통합진보당 이슈에 대한 신문기
사들에 전반적인 내용과 논조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회분야의 대
강 사업에 대한 긍정 부정 논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재윤 외

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요 기법인 문헌 글러스터링과 문헌 유사

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의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군집단위
지적구조 분석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기록관리학 영역의 핵심적인 주제 영역은 전
자기록관리 디지털보존

기록 관리정책 제도

기록물 기술 목록 기록 관리학

영역 교육 이었으며 문헌단위 지적구조 분석을 통하여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주제
영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기별 분석을 통해서는 기록
정보서비스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수연 외

는 전체 문헌집단으로부터 초기 질의어에 대한 연관용어 선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을 찾기 위해 연관성 규칙과 용어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
여 연관용어 선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관성 규칙 기법으로는
고리즘이 용어 군집화 기법에서는 연관성 측도로 사용한

알

계수가 가장 좋은 성

능을 나타냈음을 제시하였다
전성해

는 일자 번호 인적사항 분류 지역정보 등을 갖고 있는 서지적 정보

와 기술사항 정리된 용어 재료 분석 구조 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갖는 데이터인

특허 데이터는 분류와 회귀 그리고 군집화로 대표되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허데이터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 효과적인 특허 데이터의 분석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기영 외

는 글로벌 철강회사인 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이

용한 산업트렌드 분석을 시도해 경쟁사 전략 관심국가의 시장변화 해외사업장 여
론 등을 파악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례 분석으로 철강산업
을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이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면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진욱 외

는 텍스트의 주관성 분석 극성 분석 극성의 정도 분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 중 텍스트에 대한 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
어 한글 텍스트에 나타난 저자의 의견 및 태도가 긍정 중립 또는 부정인지를 판단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텍스트의 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긍정 중립 부정 훈련
데이터 각각에 대하여 빈번하게 나타난 어절을 이용 하여 빈도수 기반으로 점수가
부여된 긍정 중립 부정 패턴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진영 외

는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사회위험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사회위험 이슈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비교 검토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대부분의 사회위험 이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송혜지 외

는

의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외국 학술지에 나

타난 한국의 경제 분야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논문들의 주제가 한국의
경제 이슈와 연관이 있으며 토픽모델링과의 결합을 통해 시기별 연구동향 변화를
확인하고 토픽 모델링과 경제학 주제 분류와의 유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1) 자료 수집 및 단어 추출
기후변화

와 관련성이 높은 식품분야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에서

사용하여

년도부터

과

년까지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총

에서 제목과 초록을 수집하였다 그림

두 키워드를
개의 영문 논문들

개의 논문들 중
으며 나머지

개의 논문은 초록이 제공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

개의 논문 초록에서 사용된 총 단어의 수는

에 특수문자와 숫자를 제거한 후의 개수는
다

개의 불필요한 단어
개로써 총

개의 단어가 제거되었

를 제거한 후의 단어 개수는

을 갖는 단어를 찾는 과정
수는

개로

을 거치면서
개의 문서와

개이다 이 중
개이고 어근

개의 단어를 변환하고 남은 개

개의 단어들을 얻었다

전체 문서수를 고려하였을 때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어들 예를 들
면 전체 문서에서의 출현 빈도가
하 인 단어들이 전체 단어의
잡음

번 이하 또는 전체문서 출현 상대빈도가

이

를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으로 작용을 하여 단어 문헌 행렬에 의미 있는 소수의 잠재적인 요인들
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이 분야

의 전문가적인 지식

을 반영하여 전체 문서에서 출현빈도가

상인 단어들 중 그 단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선택된
정을

그림

이

개만을 고려하였으며 이 과

에 요약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최종적인 단어 문헌 행렬에는 총
있다

개의 단어의 빈도를 그래프를 그림

문서 중

개의 문서 와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과 같이 나타내었다 총

개 이상의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로는
가 있으며

개 이상의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는

개의

Step 1

Document

Term

(Count)
4500

(Count)
62667
162 articles without abstracts removed

Step 2

Document

Term

4338

62667
35944 special characters and numbers removed

Step 3

Document

Term

4338

26723
93 stop words removed

Step 4

Document

Term

4338

26630
6596 terms removed after stemming

Step 5

Document

Term

4338

20034
Terms with relative frequencies across documents
greater than 0.6% selected based on Expert Knowledge

Step 6

Document

Term

4338

68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어의 빈도에 대하여 그림
가 많은 단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과 같이 빈도수

로 나타내었다

분석에 앞서 각각의 문서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측정하고 그 빈도수를 전체 문서
중 몇 개의 문서에서 출현하는지 여부를 보정하는 방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논문 초록은 전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한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록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각각의 문서에서 각 단어의 빈도수가 아니라 각각의 문서에 출현했는지 여
부만을 반영하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표

에서와 같

이 특정 단어의 연도별 추세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들을 년 단위로 단어의 총
출현 빈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2) 단어-문서 행렬 생성
수집된 논문 초록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용어 문서 행렬
을 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버전의 패키지

등

를

사용하였다 이 패키지는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함수들을 포함한 패키지로써 앞
서 언급한 불필요한 용어
과정

를 제거하거나 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를 찾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용

한다 각 단계 별 필요한 함수들의 이용방법은 패키지 사용설명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에

차원의 행렬을 구성하였다

×

(3) 단어들 간의 계층적 군집분석
군집분석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용어들이 어떻게 군집을 이루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자율 군집

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방법은
의 한 방법으로써 수집된 논문들을 분류하는데 알

려져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논문에 나타난 용어들의 비유사성

을

바탕으로 계층에 따라 어떻게 용어 들이 군집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중 하나인

방법을 사용하여 용어들 간의 비유사성은

개별대상간의 거리로 측정을 하였으며

군집의 수는 실루엣

방법

과 현장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집단간의 유사성
을 가장 크게 하는 군집의 수를 찾았다
(4) 연도별 군집의 상대 출현빈도
연도별로 논문에서 주로 다뤄지는 분야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어
들 간의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로 얻는 군집들을 바탕으로 각 연도별로 전체 논문
들에서 각 주제들 즉 군집이 얼마나 많이 다루어 졌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식

와

같이 연도별 평균 상대 빈도 
   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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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연도의 총 문서의 수    는  연도  번째 문서에 나타난  번째 용
어의 빈도수  는  번째 군집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지수 집합

그리고

 는  번째 군집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의미한다

(5) 문서의 분류
특정 문서가 어느 분야의 논문인지를 분류하기 위해 용어들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별 상대 비중을 계산한다 주제별 상대 비중은 각각의 군집 즉
주제 분야 에 포함 된 용어들이 한 문서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 지를
보여주며 어떤 문서의 군집        에 대한 상대 비중은 식

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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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문서가  개의 군집들 중 어떤 군집에 포함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시 변수   는  번째 문서에서  번째 용어의 빈도수  는  번째 군집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지수 집합 그리고  는  번째 군집에 포함되는 단어의 수를 의미한다

총

개의 용어들 중에서 계층적 군집방법을 통해 표

과 같이 개의 군집을

형성한다 각 군집에 포함되는 용어의 수는 계층적 군집방법에서 용어들 간의 비유
사성을 바탕으로 군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비유사성 의 의미
는 임의의 두 용어가 함께 한 문서에 나타나면 유사성이 높은 것이고 각각 다른 문서
에 나타나면 비유사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같은 군집 안에 있는 용어들은
다른 군집에 있는 용어들에 비해서 한 문서에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은 한 논문의 초록에
서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각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용어들을 바탕으로
그 군집이 나타내는 주제를 추정할 수 있다

표

에서와 같이 식품 분야의 전문

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군집에 주제어를 부여하였으며

그림

에서는 기후변

화와 관련하여 논문에서 어떤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군집의 수
  일 때 식

를 이용하여 연도 별로 주제들의 상대 출현빈도를 살펴보았다

주제가
전체 논문의 약
년도에는 논문의

인 군집 는 지난 년 동안
이상에서 꾸준하게 다뤄졌으며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데
에서 언급되었지만

언급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약

년도에는 전체 논문의 약

가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주제인 군집

또한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

가 주제인 군

집 과 는 지난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전체의

의 논문에서 다뤄졌음을

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표

는 단어들의 계층적 군집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의 수

일 때 식

를 적용하여 각 문서들이 어떤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 처음 개의
문서와 마지막 문서 개의 결과를 보여준다 문서 은 군집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주로 군집

과 군집

부터 군집

까지의

의 주제 각각

와

가 다른 두 군집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문서
군집

은 주로 군집

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고

군집

과

의 주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문서를 주어진 개의

군집 중 하나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비중이 가장 큰 군집으로 지정하여 분류
하였다 예를 들어
문서

와 문서

표

에 보여진 것 같이 문서

의 경우는 군집

은 군집

로 분류되지만

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에 맞추어 영문 학술지에 게제된 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 마
이닝의 기법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지난 년간 학술지에서 다뤄진 주
제들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용어의 계층적 군집방법을 통해 찾아낸 개의 주제어들
에 각각의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은 새로운 연구를 시
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유사한 논문들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특정 연구 주제가 최근 학술지에서 주로 다뤄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기후 변화 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에 대해 처음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적용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특히 한국어로 게재된 논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기후 변화와 식품에 관련된 충분한 양의 논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를 다른 두 언어들로 표현할 경우 예를 들면
과 기후

두 용어를 하나의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년도 별로 관련성이 높은

개의 논문들을

찾고 분석하였고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가에 따라 다
른 논문 자료가 선택될 수 있다는 선택적 편의

가 발생할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헌 검색 프로그램이나 논문 데이터 베이스를 통
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전문가에 의한 편의를 최
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

(1) 메타분석 방법론
메타분석은 분석의 분석 을 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메타분석 이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한 여러 연구의 분석 결과들을 분석하는 것

을

의미하며 같은 목표를 가진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
인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김지은

메타분석은 각 연구의 표본을 종

합함으로써 더 큰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각 결과를 자료로 사
용하는 것과 사용되는 자료들이 가진 결점들로부터의 편견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복잡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연구 방법이나 조건 등 각 연구의 차이가
갖는 효과를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동안 메타분석법은 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시한 실험 연구를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집하고 각 연구 결과의 척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효
과 크기

를 계산하여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의학 분야

와 관련하여 인류보건 분야에 국한되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농학 분야에 이를 적용한 이후에 환경변수가 작물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
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최근

는 수집된 연구에서 필요

한 정보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셋을 생성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방
법으로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적응방안의 적응완화 미래 생산량
전망 등을 도출하였다 그림

또한 적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지역에

서 밀 쌀 옥수수 등의 생산량이 기후변화에 의해 감소할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 농업분야 메타분석 선행연구
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밀 생산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를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개의 논문으로부터

개의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고려된 변수는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의 변화량 강수량의 변화
량 적응 방안 중 파종시기 변경의 시행 여부이며 전체 데이터 셋으로부터 기후변화

와 관련된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의 변화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고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한

개의 논문에서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랜덤

효과를 고려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기후변화 인자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는 세계적으로 여러 작물들에 대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을 메타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년까지 출판된 연구들로부터

차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와
개의 논문과

년부터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주요작
물인 밀 옥수수 쌀을 대해 각각

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변수는 범

주변수로 열대지역과 온대지역을 구분하는 지역변수 적응 방안의 적용 유무에 대한
변수 식물의 대사가

인지

인지 구분하는 변수와 기후변화 관련 변수로써 온도

의 변화 강수량의 변화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주요작물에 대하여 온도가 생
산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과 적응방안 적용 유무에 따라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이 분석은

개 연구의

타난 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음영으로 나
개의 부스트랩 표본을 이용한 회귀상수의

신뢰구간의 영역을 나타낸다 우선 데이터의 수를 보면 밀은 주로 온대지역에서 재
배하며 쌀은 주로 열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옥수수는 온대지역과 열

대지역의 구분 없이 재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옥수수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열대지역과 온대지역 모두 생산량이 감소하나 적응방안
을 적용한 경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옥수수
생산량의 증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적응방안을 적용 유무에 따른 추세선의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신뢰구간이 다른 추세선을 포함하는 경우도 나타
나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적응방안의 이점이 확실히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밀의 경우 적응방안의 적용 유무에 따른 추세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열대지역의 경우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을 완화시킬 뿐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
재배지인 온대지역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증가할수록 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쌀의 경우도 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응방안을 적용했을 경우 주 재배
지인 열대지역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료

두 번째로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며 모형적합 결과는 표
지역
온도의 변화 Δ

개의 데이터로 선형회귀모형을 적합하였으

와 같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적응방안 적용 유무

열대지역

온대지역

강수량의 변화 Δ

식물의 대사과정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Δ

이다

*

Δ

**

Δ

***

Δ

***

주

은
가
보다 작은 경우

유의수준이

보다 작은 경우

는

가

보다 작은 경우

은

가

일 때 적응방안 적용 유무 변수와 온도의 변화 강수량의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지역과 식물의 대사과정
은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온도가
감소하는 반면 강수량이
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경우 작물 생산량은

증가할 경우 작물 생산량은

증가할 경우 작물 생산량은

증가하며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여기에 적응 방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응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작
물 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과 작물의 구분 없이 적응방안의 적용 유무의 결과 차이를 제시한
개의 연구의

개의 데이터를 통해 온도의 변화와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의 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림

른 작물 생산량의 변화 그래프

은 온도의 변화와 적응방안 적용 유무에 따

와 온도의 변화에 대해 적응 방안 적용 유무에 따른

생산량 변화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
른 작물 생산량의 변화 그래프

강수량의 변화와 적응방안 적용 유무에 따

와 강수량의 변화에 대해 적응 방안 적용 유무에

따른 생산량 변화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산량

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응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음에
도

이상에서도 생산량의 증가를 보이는 쌀에 대한 일부 연구에 의한 결과가 원인

으로써 다른 작물에 비해 쌀이 온도 증가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와 의 그래프에서

개의 붓스트랩 표본을 이용한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음영

부분이 을 포함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응 방안에 대한 이점은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와

모두 적응 방안 적용에 따른 기울기가 거의 평행하여 변화가 없다는 점 적응

방안 적용 유무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

와

에서 기울기의 변화

가 에 가까운 점 으로 미루어 온도의 변화와 강수량의 변화에서 적용방안의 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가 상수로서 온도의 변화와 적응 방안 적용 유무 강수량의 변화와
적응 방안의 적용 유무 사이에는 교호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그림

는 각 적응방안의 종류에 따른 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되었다

은 각 적응 방안을 나타내며
을
방안

는 품종 변경 방안

는 관개용수량 최적화 또는 조절 방안
을

는 기술 진보를 포함한 기타 방안

변경 방안과 품종 변경 방안을 둘 다 적용한 경우

을

는 비료 최적화 방안

을

는 파종시기 변경

을

는 파종시기

를 나타낸다

를 둘 다 적용한 데이터를 제공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김창길 외
연구이다 붉은색 선은 표준 오차의 범위를 나타내며

축

의

의 경우 적응 방

안의 이점이 오차 범위 안에 있으므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유의한 적응
방안 중 가장 이점을 보이는 적응 방안은 품종 변경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응방안 적용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적응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 혹은 적응방안
을 고려한 결과만을 제시한 연구를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비료 최적화 방안을
기타 방안으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관개용수량을 고려한 연구만이 생산량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품종 변경 방안과 품종과 파종시기를 둘 다 변경하는 방안

자료

외에는 데이터의 수가 작다는 점으로 미루어 어느 적응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결과는

개 연구의

리오의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나리오에서 그림

년으로 잡은 경우

와 시간의 간격을

수를 살펴보면

년대를 제외한

년대의 데이터의

후반에의 데이터의

년대의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상이 감소하는 결과값을 가지며

이상이

에서

데이터 수는

세기 후반에

세기 전반에

세기

이상의 감소하는 결과값을 갖는다 감소하는

결과값을 갖는 데이터 중 작물 생산량이

들은

에서 각 연대별 데이터의

년대의 작물 생산량을 예측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대와

반에

로 나누어 시간의 흐

년대까지의 작물 생산량을 예측한 데이터가

년 이후로는 데이터의 수보다 많으며
미루어

와 같이 시간의 간격을

년으로 잡은 경우

름에 따른 작물 생산량의 변화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시나

이상 감소하는 데이터 수는

로 증가하며 작물 생산량이
에서

세기 후반에

세기 전

이상 감소하는

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부

세기 전반에 있어 되도록 빨리 적응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작물 생산량의 감소

위험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적응방안을 보다 체계

화하거나 새로운 적응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평균 생산량이 감소할 위험을 피할 필요
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료

(1) CERES
는
에 포함된 생육모형으로 대상 작물에 따라 쌀일
경우

보리일 경우

콩일 경우

으로

나누어진다
는

의

노력으로 다년간에 걸쳐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종류의 작물모형을 동일한 입출
력 파일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시킨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농장의 정밀관
리에서부터 한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부문
에서 이용되고 있다 김대준 외

은 토지 날씨 농작물 관리 및 실험

계획에 관한 정보를 토양 식물 대기 관계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작물모형에 입력하
여 주어진 기간 동안 생장과 발육 잠재수량을 모의한다

출처

(2) M-GAZE
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와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
이 공동 개발한

모형을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대책 연구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전지구 작물 수확량 예측 모형이다

출처

(3) ORYZA 2000
은

년 국제미작연구소와 네덜란드

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것으로 품종특성 모수 기상 및 재배관련 정보자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논벼
의 생장과 발육을 모의하는 벼 전용 작물 모형이다 이충근 외

출처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비율과 정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농산물 산출의 생물학적 반응의 불확실성 영향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불확
실성 등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는 시스템 관점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불

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에 사용할 자료로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 변
화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수집하기 위해 구글 학술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및

등에서 기후변화 와 쌀 생산량 그리
와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개의 논문

및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그 중 여러 기후 변화 인자 중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작물생육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쌀 생산량에 대한 결과 값을
추출할 수 있고 국내 남한 의 미래 쌀 생산량 예측한 중복되지 않은 개의 연구를 선
정하였다 표
농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해 쌀 생산량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파종시기
변경 여부 및 품종 변경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해당 변수들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쌀 생산량의 변화율
각 연구에서 결과는 크게 쌀 생산량과 쌀 생산량의 변화율로 제시되었다 쌀 생산
량을 결과로 제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

을 통해 쌀 생산량의 변화율로 변환

이 가능하지만 쌀 생산량의 변화율을 결과로 제시한 경우 쌀 생산량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쌀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용희

의

연구 결과는 기준연도의 쌀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쌀 생산량으로 변환이 불가
능하다 쌀 생산량의 변화율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각 연구마다 상이한 기준
연도 쌀 생산량이 미래 쌀 생산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기도 한다 수집한
개별 연구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연구의 기준연도 범
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년부터

년까지를 기준연도로 설정하였다

미래연도 쌀 생산량  기준연도 쌀 생산량
쌀 생산량의 변화율     × 
기준연도 쌀 생산량

이산화탄소 농도
본 연구에서 수집하여 사용한 개별 연구들은 기온 및 강수량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
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는 크게
시나리오로 나뉜다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의 세부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농도의 자료

는

차 평가보고서

에서 탄소 순환 모형인

과

의 결과로 산

출된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시나리오의 세부 시나리오별 이

산화탄소 농도 자료는

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나리오와
므로

차 평가보고서
시나리오 둘 다

년 간격으로 농도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으

년 사이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 연도별 이산화탄

소 농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각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간에 맞게 평균을 구하여 사
용하였다

표

은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의

년 단위 평균을 나타낸다

시나리오는 미래 사회 구조의 사회경제적 가정에 따라 지역주의를 지향하
며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경우의
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우의
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시나리오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환경과 경제 발
시나리오 그리고 국제주의를 지향하여 경제발전

시나리오 등이 있다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인

시나리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인

시나리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인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인
뉘며
적응방안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로 나

시나리오의 숫자는 복사강제력을 의미한다
적용 여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적응방안이 존재하지만 그 중 메타분석에 사용
되는 개의 연구에서 고려된 파종시기 변경
변경

과 품종

의 적용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파종시기 변경은

매 해마다 최적의 파종일에 맞춰 쌀을 재배하는 방안이며 품종 변경은 매 해마다
최적의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방안이다 해당 적응방안을 적용한 경우

적용하

지 않은 경우를 으로 표시하였고 농업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적응방안이 고려된 연
구가 있었으나 해당 자료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간 편의를 줄이기 위한 전처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여러 종류의 대기대순환모형
을 사용하여 결과를 제시한 신용희
사용 중인

에 대해서는 현재 기상청에서

과 수집된 연구들에서 사용된

에대

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재배 품종을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구분하
여 연구한 이충근 등

과 김창길 등

의 경우는 같은 조건에서 품종에 따른

결과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도시별로 결과를 제시한 이태석
의 경우는
하고 이충근 등

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제안한

와 김창길 등

개 농업기후지대에 따라 분류

이 제안한 구분 기준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산화탄소 시비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개별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표
개별 연구로부터 취합한 자료의 수는
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로써 표

에 요약하였으며

와 같이 자료의 구조를 생

본 연구의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앞서 자료탐색을 통해 적응방안의 효과를 살
펴보았다

그림

와 같이 적응방안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

분하여 그린 자료의 산점도를 보면 대체로 적응방안을 적용한 자료가 적응방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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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경우 쌀 생산량의 변화율이 약

구간에서 겹치는 자료

가 상당수 존재하여 적응방안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

와 같이 적응방안 적용 유무에 따라 쌀 생산량의 변화율이 감소를 나타내는 자
료 수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기준연도의 자료는 기준 값이므로 제외하였고 적응방
안 적용 유무에 따른 자료의 수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으로 나누었으며 각 이산화탄소 농도 범주가 갖는 자료의 수에
서 감소를 나타내는 자료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을 보면 적응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쌀 생산량의 변화율

이 감소하는 자료의 비율이 증가하는 자료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쌀이 밀이나 보리 등 다른 작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
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며

등

김창길 등

이 언급했던 기

후변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적응방안의 효과는 명
백하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쌀 생산량의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료의 수가 증가하지만 적응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자료
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적응방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방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식

과 같은 선형 회귀 모형을 고려하였다 쌀 생산량의 변화율

로 기후변화에 대한 변수인 이산화탄소 농도

을 종속변수

와 기후변화 대응책인 적응방안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적응방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미래 기후변화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산화탄소 농
도와 적용방안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였다
                 ×      ∼     
  쌀 생산량의 변화율  
   이산화탄소 농도 
    적응방안 적용 여부 적용   미적용   

식

을 통해 추정된 계수는 표

과 같고 선형 회귀 식에서 고려된 이산

화탄소 및 적응 방안의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α

를 보인다 적응

방안의 적용 없이 기후변화의 영향만 고려할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할 때 쌀 생산량의 변화율은 약
다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응방안이 적용된

증가에 대해 쌀 생산량의 변화율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어떠한 적응 방안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
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적응방안을 적용할 경우 쌀 생산
량이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기후변화 대응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식

의 모형을 통하여 적응방안의 효과를 알 수 있으나 이는 적응방안의 종류

가 다르더라도 쌀 생산량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따
라서 적응방안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

와 같이 선형 회귀

모형을 고려하였다 적응방안 적용 여부 변수를 적응방안의 종류에 따라 파종시기
변경 여부

와 품종 변경 여부

소 농도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였다

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적응 방안과 이산화탄

                       ×        ×     
 ∼    
  쌀 생산량의 변화율  
   이산화탄소 농도  
    적응 방법 중 파종시기 변경 여부 적용   미적용  
    적응 방법 중 품종 변경 여부 적용   미적용  

표

과 같이 식

의 선형 회귀 모형에서도 고려된 이산화탄소 및 적응

방안들의 효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α

를 보이며 적응방안의 효

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른 쌀 생산량의 변화율을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또한 식

의 선형 회귀 모형에서 적응방안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된 각 회귀식을 그림

의 회귀직선위에 나타내었다 다른 적

응 방안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생산량의 변화율은 약

증가할 때 쌀

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해서 적응 방안 중 파종 시기 변경만을 적용할 때는 쌀 생산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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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이 오히려
할 때는

증가하고 품종 변경만을 적용하면

그리고 둘 다 적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된 두 가지 적응 방안은 모두 쌀 생산량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품종 변경이 파종시기 변경보다는 동일
한 이산화탄소 변화량에 대해 쌀 생산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을 작성하기 위해 산출되었던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 값을 식

의

선형 회귀식에 대입하여 적응방안 적용 여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쌀
생산량의 변화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방안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며
용한 경우

그림

그림

는 품종 변경을 적용한 경우

그림

은 적응

은 파종시가 변경을 적
그림

는 파종시기 변경

과 품종 변경을 둘 다 적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또한 각 조건별 시간에 대해 중기적
관점에서

년의 예측 값을 장기적 관점에서

에 나타내었다

년의 예측 값을 선택하여 표

적응방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며
시나리오에서

년에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에서

년에는

로 가장 크게 감소할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년대에 감소하는 폭이

가장 작게 예측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폭이 커지는 다른 시나리오와는
달리

년에는

감소한 것에 비해

년에는 보다 작은

감소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적응방안이 적용된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
으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적응방안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적응방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나리오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게 증가하였고 적응방안을 비교했을 때 품종 변경이 파종
시기 변경보다 쌀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 시나리오는
오

이며 가장 작은 변동성을 갖는 시나리오는

시나리
시나리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쌀 생산량의 증가 범위
에 대해 파종시기 변경 방안의 경우

년에는

의 범위를 갖는 반면 품종 변경의 경우
에는

년에는
년에는

년

의 범위를 갖는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성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폭이 큰 시나리오일수록 큰
변동성을 갖고 적응방안의 경우 품종변경 방안이 파종시기 변경 방안보다 큰 변동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국내 쌀 생산량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인자로 고려하고 쌀 생산량의 변화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적응 방안들 중 품종 변경과 파종시기 변경을 추가로 고
려하여 쌀 생산량의 변화율에 대한 선형 모형을 적합하였다 연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준 년도 대비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적응방안을 고려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라 파종시기 변경을 적용할 때
적용할 때

품종 변경 적용할 때

증가함에 따
두 적응방안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이며 적응방안의 종류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갖는 방안은 품종변경 방안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변동성은 온실
가스 배출 시나리오가 갖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큰 변동
성을 갖게 되며 미래의 쌀 생산량의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
후변화 예측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
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응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쌀 생산량의 감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며 적응방안을 고
려할 경우에는 품종변경 방안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써 효율적일 것이다 국내 쌀
생산량의 변화율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응방안을 적용했을 때의 증가율이
적응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
가는 적응방안의 적용을 통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 적응방안에 대해서 파종시기를 변경하는 것보다 품종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각 기후조건에서 최적의 품종으로 재배한 경우를 나타내므로
현재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며 전세계적으로 보여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적응방안 적용 여부만을 고려한 모형의 적합도
에 비해 적응방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적합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응방안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적
응방안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모형이 보다 타당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적응방안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없

다 잔차 분석 결과에서 특이한 형태가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적합된 선형 회귀모형
에서 고려된 효과들이 분석 자료 내에서 쌀 생산 변화율의 전체 변동을 약

정도

만 설명할 수 있고 설명되지 않는 변동 부분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효과들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량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
한 선행 연구들

등

등

에서는 기온과 강수량을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적인 인자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후적인
요인들의 존재를 인식하여 모형 개발에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메타분석에 이용된 개
별적 연구들에서 기온이나 강수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
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연구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기온 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연구들이 누적되어 간다면 추후 동일한 주제의 메타분석에서 기후
변화가 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효율적인 적응 방안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8절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기초로 한 대응 전략수립
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의 기술
개발 비전은 효과적인 적응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 생산 기반 구축 으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관련 기술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분야별 최적의 기술개발 전략수립
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영향분석이
필요하며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
야 기후변화 영향분석 모형개발에 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개발은 크게 품종개발과 생산
기술을 포괄하는 적응기술과 생산시설 현대화와 조기경보 및 피해경감 기술 등과 관
련된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로 나누어 접근한다 각 분야별로

개의 핵심기

술을 유형화하고 각 핵심기술별로 구체적인 주요기술을 발굴하며 각 분야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야별 중점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모색을 위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
분석을 통해 분야별 핵심전략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기술개발이 지원되도록
한다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의 경우

관련분야 기술의 융복합화와 신소득작목 개발이 중요한 전략이며 강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에서는 조기감시체계 구축과 적응품종개발 및 병해충 또

는 질병 발생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사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체

계 구축이 중요한 전략이며 약점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서는 취약성 평

가 및 재배지대 재설정과 기후변화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도출된 주요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핵심기술이 개발
되어 추진되도록 한다

강점

약점

우수한 관련분야 농업기술 보유

기후변화대응 통합적 정책 부재

기술 기후 기상부문 세계

적응분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적 기술수준

기후변화대응 연구 인프라 취약

산학연 연계 체계 및 공동연구

기술과 정책연계 미약

체계 확립

기후변화 연구인력 부족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 정책 추
진 의지
기회

전략

전략

정부의 기후변화 연구투자 확대

농림수산 정보기술 기상기술의

기후변화대응 농식품부 세부시행

강수량 증가에 의한 수자원 풍부

융복합을 통한 기술력 조기확보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목

온난화로 아열대작물 도입 신소득

아열대 열대 과일 등 신소득작목

표 설정

원 창출 가능

의 재배기술개발 보급 확대

기후변화 정책사업과 연계된 기

고온성 작물의 재배영역 확대

기존 국가간 협력체계를 통한 선

술개발 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 확산

진기후변화 대응 기술도입

위협

전략

전략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한반도 지

기존 농업환경변동조사 체계활용

식량안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구온난화 속도

기후변화 감시체계 조기 구축

글로벌 식량생산 예측기술 확보

기상이변과 재해빈도 증가

인프라를 활용한 기상재해조기

멀티스케일 모델구축을 통해 정

온도에 민감한 채소 수급불안

경보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책 현장 기술의 연계강화

재배적지 이동과 재배면적 감소

농업기술 역량을 활용한 기후변화

농림수산분야 관측체계의 고도화

작물의 수량감소와 품질저하

적응 품종 및 재배기술 조기개발

재해 취약성 평가항목 확대 및 재

병해충 잡초의 활동증대

을 통해 적응역량 제고

배지대 재설정

유기물 분해촉진으로 지력저하

병해충 질병 발생감시 및 예측체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연안 어종의 변화와 해양산성화

계 구축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우선순위 평가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 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우선 농업 산림 수산
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목록들을 작성하고 영향평가 적응기술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의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각 분야별로 특성이 상이하나 분야별 특
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술개
발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영향평가는 농림수산 생태계 및 생산성 변동 모니터
링 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술 개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기술개발의 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적응기술은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식품 생산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및 질병 관
리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 자원관리 및 이용 기술 개발의 개 하위범주
로 구분하였다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은 농림수산식품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
이상기상 대비 농림수산식품 재해 조기경보 및 기반 시스템 구축 피해 경감 기술
개발의 개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작성한 인벤토리를 기초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각 협동과제 연구진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조사표는 점 척도

방식의 질문과 점 척도를 이용한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가장 큰 범주인 영향평가 적응기술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과 각각의
핵심과제들은

방식의 질문을 이용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주요내용에 나열한 기

술 개발 목록들은 점 척도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열한 기술
들이 많고 각 기술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적합하지 않으며

점 척도로 질문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총
야

방식을 활용한 질문

부의 설문응답을 확보하였다 농업분

명 산림분야 명 수산분야 명 식품분야 명 경제 등 기타분야 명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였다
먼저 제 계층인 대분류의 쌍대비교 계측 결과를 살펴보면 영향평가
지 및 기반구축 기술
었다

는

적응기술

피해방

의 순으로 영향평가의 우선순위가 계측되

제 계층인 핵심과제의 쌍대비교 계측결과를 보면 영향평가에서는 농림수산 생태
계 및 생산성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

으로 가장 높았다 적응기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및 질병 관리기술 개발 이

로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

술에서는 이상기상 대비 농림수산식품 재해 조기경보 및 기반 시스템 구축 이
로 높게 계측되었다

영향평가의 주요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기상재해
발생 모니터링 및 농림수산식품 기상재해

구축 이

으로 가장 높게 계측되

었다 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수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과
농림수산분야 돌발 병해충 및 질병 예찰 정보화시스템 구축 이 각각

과

로 우선순위가 높게 계측되었다 상위에 위치한 하위 주요 기술들은 점 척도 중요
도 평가 결과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영향평가 농림수산 생태계 및
생산성 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 하위 주요 기술들의 우선
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모니터링이 영향평가나 취약성 평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의 주요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농림수산 돌발
병해충 및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이

으로 가장 높게 계측되었다 이어서 기

후변화에 적응성과 생장량이 우수한 농림수산물 품종 육성 이
확산 경로분석 및 예방 기술 개발
관리 기술 개발

농림수산 질병

농림수산 돌발병해충 및 질병 친환경 종합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저항성 농림수산분야 품종개발 이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제 계층의 핵심과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및 질병 관리기술 개발의 가중
치가 높아 해당 주요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후변화 적응 품종의 주요 기술인 기후변화에 적응성과 생장량이 우수한 농림수산물

영향
평가

품종 육성 이 위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저항성 농림수산분야 품종 개발 이 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적응 품종 육성이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핵심 기술임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적응
기술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 개발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풍 폭설 가뭄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

이상기상 폭염 강

로 가장 높게 계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경보를 통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
식품 관련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 개발 이

기후변화 유래 신규 위해인자 병해

충 및 질병 식중독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

로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의 주요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낮게 계측된
것이 특징이다

피해
방지
및
기반
구축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로드맵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연구비 등을
필요로 한다 향후

년 후인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영향평가 적응기술 피

해방지 및 기반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시기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별 과제별 로드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농업부분 기후변화 적응
로드맵

과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의 총괄하는 농촌진흥청의 단계
중장기 계획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농림수산식품 영향평가 분야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상세기후도 작성 및 극최저기
온 분석지도 제작은 이미 상세기후도 작성 기초연구가 이루어져 극최저기온 분석지
도를 포함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하다 인공위성 및

년까지 개년 과제로의 수행이 필요

기반 농림수산 생태계 원격탐사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는

까지 개년간의 다년차과제로 수행하여 생태계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
스템이 완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상재해 발생 모니터링 및
년까지 차 연구와

구축 과제는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가 필요

하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와 수입 농림수산 분야의
주요 수출국 이상기상과 생산실태 모니터링 과제의 경우도 단계의 기술개발이 필
요하다 원격탐사 및 고정조사 표본점을 활용한 토지이용 피복변화 모니터링 과제
는

년까지 첨단 무인 관측기술을 이용한 이상기상 이상해황 정보 시스

템 구축 과제는

년까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와의 분야별 감시교류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네트워킹 구축과제는
년까지 차 연구

년까지 차 연구의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농림수산 생태계 영향평
가 과제는

년까지 차 연구와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

구추진 농림수산분야 생육 및 생산성 예측모델 개발과제도
연구

년까지 차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수행이 바람직하다 농림수산분

야 생산성 예측모형은 사회경제적 모형개발의 기초가 되는 연구로 지속적인 연구 및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제는

농림수산생태계 통합영향평가모델 구축

년까지 이루어져 관련된 분야의 영향평가시스템이 완비되도록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로드맵은 한국농촌경제연구
에서 제시한
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과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년까지 기
술개발 로드맵을 참고하였다 김창길 외 인
농촌진흥청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 환경자원변동 및 경제적 손실비용 예측모형
개발과제와 식품분야 통합모형인 기후 푸드시스템모형개발 과제는

년까

지 개년 과제를 통해 관련분야 모형개발을 완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기술개발 분야는 취약성 평가지표개발 과제와
예측모형을 활용한 취약성평가 과제는

년까지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식

품안전사고 발생 예측모델과 병해충 취약성평가 과제는

년까지 수행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에 따라는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과제는 자연재
해가 빈발해질 것으로 보여

년까지 차 연구

년까지 차 연

구 등 단계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고
해상도

기법 활용 기술개발 과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년까지 년차 연구를 통해 관련분야 연구성과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 적응기술개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품종개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저항성 품종개발은

년까지의 차 연구와

년까지의 차 연

구 등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는 이미 기존에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기초로

년까지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며 생산적지 재설정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분야 지침서 개발은

년까지 차 연구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과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수산 자원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
분야는 농업용수 효율화 기술개발은

년까지 차 연구와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며 물관리 지침 개발 과제의 경우도
년까지 차 연구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수행이 바람직하다

경사지 토양유실 방지 기술개발과 서식환경 조성기법 개발과제는
제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년까지 과

농림수산식품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분야에서 생산기술 현대화 기술개발의 경우 내재
해성 생산시설물 개발 및 운영체계 기술개발 과제와 내재해성 시설기준 설정 과제는
년까지 개년간의 수행이 필요하다 수리시설 및 관배수시스템의 개선기술
개발 과제는

년까지의 개년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상 대비 재해

조기경보 및 기반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년까지 차 연구

년까

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피해경감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피해양상 메커
니즘 규명 과제와 현장 작업자 폭염피해 예방기술 과제는

년까지 개년 과제

수행이 바람직하다 재해보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이상기상 및 기상재해 피해양상조사
및 피해산정 기준설정 과제는

년까지 차 연구와

년까지 차 연구

등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통합시스템 고도화와 농림수산
식품 분야 최적기온 및 한계기온 설정 기법 개발과제는

년까지 개년 과제로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식품 수급안정 및 안전사고 발생 저감화 기술개발 과
제와

활용 농림수산식물 폐사 대응 시스템 개발과제는

제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년까지 개년 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중점 과제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과제 선정은 해당 분야별로 다양
한 기술과제가 발굴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술과제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분야별 핵심과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제시된 기술개발 과제 우선순위와 분
야별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시토록 한다
첫째 영향평가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우선 농림수산 생태계 변동 및 모니터링 체
계 구축에서 기상재해 발생 모니터링 및 농림수산식품 기상재해
화에 따른 농림수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구축

기후변

농림수산분야 돌발 병해충 및

질병 예찰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의 세 과제를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술개발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 생산지역 변동 및
생산적지 지도 작성

기후변화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모델 개

발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과제는 이미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제
이나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생산적지 지도 및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모형개발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기술개발 분
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과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수
산식품분야 병해충 또는 질병 취약성 평가 에 관한 연구과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적응기술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성과 생장량이 우수한 품종육성 과 기후변화 대응 저항성 품종개발 의 과제를
들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식품 생산기술개발 분야 과제로는 기후변화 대
응 농림수산식품 재배기술 농업지대 및 작부체계 변경기술 과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수산물 생산적지 재설정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및
질병관리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농림수산 돌발병해충 및 질병 조기진단 기술개발 과
제와 농림수산 질병 확산 경로분석 및 예방 기술개발

농림수산 돌발병해충 및 질

병 친환경 종합관리 기술개발 과제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 자원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 분야의 과제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효율화 기술개발 과
제를 들 수 있다
셋째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의 핵심과제로 우선 농림수산식품 생산시설 현대
화 분야에서 중점과제로 가뭄 홍수 등 재해대비 수자원관리시스템 개발 과 기후
변화 대응 농림수산 시설 안전성 내재해성 시설기준 설정 과제를 들 수 있다 이상
기상 대비 농림수산식품 재해 조기경보 및 기반시스템 구축의 핵심과제 분야에서는
이상기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과제와 농림수산식품관련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

개발

기후변화 유래 신규 위해인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중점과제를 들 수

있다 피해경감 기술개발에 관한 핵심과제의 중점과제로는 농림수산식품 이상기상
및 기상재해 피해 양상조사 및 피해산정기준 설정 과 기후변화 영향 농림수산식품
수급 부족 및 안전사고 발생 저감화 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들 수 있다

부록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문가 조사표

「기후변화 적응 R&D 관련 전문가 조사」

효과적인 설문응답을 위하여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향평가

적응기술

영향평가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

적응기술

피해방지 및
기반구축 기술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주요 항목

2

3

4

5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주요 항목

3

4

5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주요 항목

2

2

3

4

5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주요 항목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3, 매우 중요=5, )
1

2

3

4

5

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목표달성도
이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
해 분야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종합적인 비전
과 연구개발의 체계를 제시하며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기술보고서 제시하는데 당초 목표가 있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위한 최적 모형을 통해 신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분석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이 실효성 있게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주요 연구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보면 제 세부의 경우 국내외의 주요 모
형 소개를 통해 경제적 영향분석 방법론을 체계화하였으며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신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선정을 통해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졌고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제 협동의 경우 생산성 예측을 위한 모델링 로드맵 작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
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분석 모듈 모델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게 개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 협동의 경우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 평가모델이 타당성을 가지고 비교분석 되
었고 산림분야 기후변화 취약성이 타당성 있게 평가되었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

립이 실효성 있게 구축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 협동의 경우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수
산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분석 모델링 시스템이 실용성 있게 개발되었으며 기
후변화 대응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 협동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 프로세스 분석 및 평가모델 비교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최적모델을 활용한 영향평가 결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었으며 기후변
화 적응 기술개발 프레임이 실효성 있게 설계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 협동의 경우 데이터마이닝과 메타분석 방법론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분석
결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분야 기여도
이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적응기
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관련 농업경
영 교육과 영농지도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 산업적 측
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문 기후변화 적응기술 실천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생산자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며 기온상승으로 고온성 및 아
열대성 작물의 재배가능지역 확대 월동작물의 저온피해 감소 상록활엽수림의 침엽
수림 대체에 의한 산림의 토양수분함량 및 지하수위 증가 온대성 갈치 참조기 등
어획량 증가 등 생산자들에게 기후변화의 기회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소득
원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도입의 시장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해 농가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
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선순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제
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이용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함
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또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술기반 모형과 농업
경제 기반 모형의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방법을 개
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산림생장모형과 임분재적 변화 예
측 모형 개발 분야의 연구는 초기단계 수준인데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생
장모형과 방법론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 산림 병충인 꽃매미의
겨울철 알 폐사율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앞으로 다양한 병해충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리적 특성이 검증된다면 이를 고려하
여 보다 개선된 병해충 취약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연구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
구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기후변화
영향 추세 분석 메타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텍스트 마이닝과 메타분석을
연계한 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메타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는
데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쌀이 아닌 다른 작물로 확장이 가능하며 농
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세부 항목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각 세부

항목에 대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객관적인 기
후변화 영향 평가가 가능하며 영향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장

연구개발 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연구개발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등숙기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학균

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농어촌과 환경

김창길

비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농업기상 과학 융합

기상기술정책지

김창길

비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분석모형 비교

친환경농업연구

김창길

비

정학균

비

정학균

비

벼 병해충 피해면적
발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내산 망고의 소비의향
요인분석

농업경영 정책연구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계속)

기후인자가 임목의
연륜생장에 미치는 영향

윤미해

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소나무
임분의 재적 추정

한국임학회지

김문일

비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의 특성 분석

수산경영론집

김봉태

비

배규용

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관련
식품분야 논문초록 분석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중국 베이징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김창길
김창길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

정학균

기후변화가 벼 병해충 피해면적 발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창길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형
구축

김창길
김창길

국립식량과학원
워크숍
국립식량과학원
더플라자호텔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영향평가 모델 구축

국립식량과학원 층
강당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계속)

고종한

서울대학교 공학관

고종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평창

고종한

중국

대학교

고종한

제주도 호텔 오션 스위트

고종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 과학관 국제회의장

고종한

고종한

김봉태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의 특성
분석

부경대학교 수산과학관
국제회의실

김정선

기후변화와 대응한 식품안전관리강화
정책과제

서울 잠실 롯데호텔

김정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방안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동
호
보건대학원 층

김정선
이서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방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이서희
김정선
신호성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모형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김정선

수산물 중 메틸수은에 대한 위해 편익 분석

더케이서울호텔

교육 및 지도활용
제2기 유기농산업반
(충북 지역 5급 이하
공무원 40명 대상)

•장소: 충북자치연수원
•내용: 기후변화 대응 방안 강의

베트남 연수생(20명)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기후변화 대응 방안 강의

산림자원조사본부
전직원(52명)

•장소: 한국 등산‧트레킹 지원센터(대전)
•내용: 생장목편 DB 활용
생장목편 DB를 활용한 산림생장 모형을
통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종별 산림생장 변화

홍보실적(신문, 방송, 저널 등)

기타

기상기술정책(2013.12)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 농업 기상
2013-12-02
과학 융합 전략

월간잡지

농어촌과 환경(2013.06)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2013-06-03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과제

2013-07-27

중앙Radio

KBS1라디오(싱싱 농수산)

중앙전문지

한국영농신문

기후온난화가농업부문향후대처방안 2014-01-06

중앙전문지

원예산업신문

기후변화와 국내 원예산업

중앙일간지

연합뉴스, 아이아투데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인식조사 결과
뉴스1

월간잡지

보건복지포럼

기후변화가 식중독 및 수인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적 2013-03-01
영향 분석

월간잡지

보건복지포럼

기후변화와 통합적 푸드시스템

2014-06-16
2014-11-13

2013-12-02

기타 활용 및 홍보실적(단행본 발간, CD 제작 등)

2014-03-18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영향평가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관련 연구성과물로 보급, 홍보함.
모델 구축 자료집

2014-09-25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 자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 국제심
료집을 발간하여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 분석
포지엄 자료집
및 모형 관련 연구결과와 정보를 공유

기타 홍보실적
￮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
를 개최하였음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
개최

￮ 기조발제
에서는
과 미국의 농업분
야 기후변화 영향분석 자료를 기초로 식량안보 이슈를 진
단하고 미래 전망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함 미래에 대한 식
량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영향분석 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적인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됨 기후변화 시대 식량안
보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유럽 일
본 중국 호주 한국 등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토록 함 식
량안보 이슈는 글로벌 핵심 어젠다의 하나이므로 이번 국
제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는 향후 자료집을 발간하여 기
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대책 수립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국가와
등 국제기구의 해당분야 기
초자료로 활용함
￮발표내용 및 발표자
세기 세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기후변화하

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식량안보

진단과

장기전망

관점

년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안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관점 전종안 선임연구원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한국 시각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시각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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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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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각
선임연구원

성과활용 계획
이 연구개발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국가 기후변화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 지자체 포함 의 농업생산 체제 재편 및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을 통해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등 농림수산식품분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장
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 육성
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심화와 인구증가의 추세 하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
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 대응전략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식
량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
른 나라와의 협력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
른 농림수산식품부문 변화에 대한 국제적 정보 공유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공동대응책 모색에 있어서 국가단위의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간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들이
다수 있다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이 논문들이 국내외 유명 학회지에 발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와 각 협동과제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이 연
구내용을 응용하여 좋은 학술 및 정책 논문이 발간할 계획이다 학회지에 발간된 논
문들은 정책적으로 각 분야에서 학술적인 개선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으며 개선된 방법론들은 향후 다른 연구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학회 및 세미나 등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홍보 및 활용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세부 및 협동과제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연구에서
인용되어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과제를 기초로 정부 유관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연합하여 민 관 연 통합적
기후변화 모델링 인프라 구축이 검토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의 사례와 같이 통합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이
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기술정보

미국 프랑스 네델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델들이 미래
기후 조건에서 작물의 생육과 수량 예측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델의 개량을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작물 및 경제
모델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농업분야의 차세대 기후변화 영향 평

가를 위한 모델 개선 프로젝트
가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 분과중의
하나가 작물모델 개선 분과로 이 분과의 중요 목표 중 개화기 경의 고온이 각종 작물의
에 미치는 영향 평가 모듈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델란드

대학 및

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작물의 수량과 생육을 모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는

기술 원격탐사

기술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생산 예측 유럽의
지역별 잠재 수량성 평가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산림분야 연구의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
한 산림의 영향 기작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존 모델 개량과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산림경영 및 산림 탄소량 정량화를
위해

년대 초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조사를 통해 방대한

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위성영상과 같은 원격탐사자료를 지상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국가 및
전 세계의 탄소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임목의 광합성 기작을 기
반으로 생 물리 확학적 과정기반모형을 개발하여 산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산
림 탄소 동태를 추정하고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예측과
관리 정책 반영을 위해 기후변화 영향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관리 재해 토지피복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교란인자를 고려한 모형들도 고안되고 있다 캐나다 산림청
은 전통적인 산림생장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란인자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들과
인간의 활동 조림

벌채

토지피복변화 등 을 포함한 산림탄소수지모형
을 개발하여

의

에 따른 탄소수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
다 미국의

기후변화가 식생의 변화 및 탄소 동태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모델을 보완하여 생물지리학 생물지구화학

화재 모듈을 포함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유럽 오스트리

아에 위치한 국제응용시스템연구소
에서는 기후변화와 산림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시나리오에 따
른 에너지의 수급량을 예측하여 목재의 공급과 수요의 평형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여 다양한 국가의 산림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용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업의

구축 모니터링 검증 등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모형과 연계되어 산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토지이용과
자원 공급량 예측 분야에도 활용 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수온 변화 용
존산소 변화가 수생생물의 분포와 재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온난화와
용존산소의 감소 경향은 수생생물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외부 환경 변화의 생물반응을
탐색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통해 이를 전세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리오 하에서 수생생물의 중량이 평균

종의 수생생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년에서

년 사이 고배출 시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적

으로는 열대 지역과 중위도 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아

이상 중량이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되었다
수산업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호주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중요한 수산자원인 닭새우

등에 대해 특화된 취약성 평

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수온 상승에 따른 닭새우의 장기적인 자원 변동을 예측하고 먹이사슬 관계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수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한 취약성 평가의 사례로 호주 수산업의 기후
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마련에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의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사망이나 질병 원인의

가 안전하지 못한

물과 위생 때문이고

는 오염된 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와 함께 홍수 지진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으로 물과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설사병과 동물매개질병의 발생을 증가시켜 인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
료시설을 파괴하여 광범위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 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단기 적응전략은 수질관리 위생관리 필수적인 백신접종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행동은 시스템 관점으로부터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푸드체인을 포함하는 푸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인
과 결과 관계 및 피드백 고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유럽연
합은 식품안전분야의 좋은 사례로서

또는

와 같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전체 식품 뿐 아니라 사료까지 포함시켜 적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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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작형 배추와 무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 분석

한국농림기상학회지
김정호 이정환

년대 초의 쌀 단수 정체에 관한 요인 분석

농촌경제

김정호

쌀 단수의 변동과 전망

김창길 외 인

농촌경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 대응 전북의 미래 농업기술 개발 전략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외 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편저
료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영향평가 모델구축 자료집

연구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대응전략

농업전망

발표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김창길

미곡 생산의 기상영향 분석

농업경영 정책연구

미국 기후변화 영향분석 유관기관 방문 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영은 외 인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국외 동향

한국국제농

업개발학회지
노수정 이상학 조재환

수입 오렌지와 국내산 과일 수요의 가격 및 지출 탄력성 추정

농촌경제
노재선 권오상 조승현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와 농업생태계 변동 연구동향

농촌진흥청
불러

기후변수와 쌀 단수간의 인과성 및 이상기후가 쌀 단수에 미치는

지구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생태계 변화 지구온난화 농업생태계 지각변동
생활과 농약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

기후변화 대응 농업환경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책 추진현황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단계

서형호

연구동향분석보고서

기후 변화가 과수 재배에 미치는 영향

국회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중장기 계획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심포지엄 자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심교문 외 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벼 생육 및 생산성 평가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환경부 기상청

제 차 기후변화학술대회 발표자료

심교문 외 인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벼 생산량 변화

제 차 한국농림

기상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심교문 외 인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진로 탐색
심교문 외 인
모사

기후온난화 대비 강원농업의

제 회 강원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움 강원도농업기술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국내 가을 쌀보리의 잠재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심교문 외

세기 한국의 농업기상재해 특징

심교문 외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최근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가을보리 안전재배지대 구분

한국농림기상학회

지
오인수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
교 대학원

유가영 김인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유승환 최진용 이상현 오윤경 박나영

고해상도 기후시나리오를 이용한 논용수 수요량

및 단위용수량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윤성탁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지구온난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윤성호 외

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기후변화와 농업생산의 전망과 대책

이계임 최지현 박준기

과실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이계임 최지현

모형을 이용한 과실의 계절별 수요 분석

농촌경제

이기광 고광근 이중우

농작물 생산량과 기상요소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환경과학회

지
이버들 김봉태 조용성

국내 수산 부문의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수산경

영론집
이변우 외

대기 중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기후자원 식생의 순 차생산

력 및 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이상돈

한국작물학회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이성우 외

프로빗 프로빗모형 응용

이양수 외

대한토목학회

박영사

기후변동에 따른 농업기후자원량 변동성 연구

이용선 정학균 심송보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기상 요인이 청과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이우균

한반도 산림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경제학적 분석

이윤선 이승호
이정택 외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환경부
기후변화가 벼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연구

우리나라 최근

년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후자원 분포

한국환경농학회

지
이정택
이정환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서진교

한미

시선집중 제 호
이종훈

도작과학

이지혜 송경환 이상호
영 정책연구

를 해부한다

토양과 비료
쇠고기와 오렌지

연구시리즈

인스티튜트
선진문화사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에 의한 사과 재배지역 유형화

농업경

임채일 이정수 최지원 최정숙

과실 구매 행태 및 기후도 분석

한국원예과학기술

지
장남정 안정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

연구

보고서 전북발전연구원
전성우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부문의 변화예측 원격탐사기법과

기법의 활용

서울

난지농업연구

여름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벼농사지대의 생산성 재평가

한국

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학위논문
전승종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감귤재배지 변동과 금후 연구방안
통권 호

정유란 조경숙 이변우
농림기상학회
정태호

열대과일의 수입 및 유통현황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식품유통연구

연구보고서

조덕래 조재환

주요 과실류의 수급 분석 및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용성 이우균

기후변화 적응부분 지표 개발 및 지수 산정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

터
조용수 이용호

세계농업 전망모형

운용 개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조은영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제천

쌀생산과학

향문사

최광용 권원태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 겨울철 강수형태 변화

한석호 외 인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 예측모형 개발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이병훈 박미성 승준호 양현석 신성철
연구

정책연구보고

한재환 외 인

기상요인을 고려한 단수 예측모형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발표자료집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화진 외

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외

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

책 평가연구원
한화진 외

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황진환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생태계 농업

해양수산부

김창길 박현태 이상민 주현정 권오상 로버트멘델존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이변우 김다익 김동진
비 실험

벼 등숙기 고온에 따른 등숙 특성 변화의 품종간 비교를 위한 예

한국작물학회

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이충근 곽강수 김준환 손지영 양원하

미래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재배시기 조정이 벼

생태형별 생육기간과 생육온도에 미치는 영향
이충근 김준환 손지영 양운호 윤영환 최경진 김광수
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적응기술 평가
심교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

한국작물학회지
생육모의 연구에 의한 한반도에서
한국농립기상학회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과 농업부문 적응대책 세계곤충학회 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추계확술발표 대회 논문집

심교문 민성현 김용석 정명표 황해 김석철 소규호

김제 벼 보리 이모작 논에서 벼 재

배기간 동안의 순생태계   교환량에 대한 환경요인 분석
홍자영 안중배 심교문
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이산화타소 배증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농업생산성 변화 예측 연

년도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논문집



공우석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지표식물 선정

곽한빈 이우균 이시영 원명수 이명보 구교상
간의 관계 분석

한국

한국기상학회지
산불 발생 분포와 지형 지리 기상 인자

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김문일 이우균 박태진 곽한빈 변정연 남기준 이경학 손영모 원형규 이상민

간벌강도

및 주기에 따른 동적 흉고직경 생장예측 모형개발 기존 수확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임학회지
김은숙 김경민 이정빈 이승호 김종찬
부 바이오매스의 공간규모 확장
김찬수 박지훈 장동호
이산변화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와 임상도를 이용한 지상
한국임학회지

위성영상과 임상통계를 이용한 충남해안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재균 이우균 노대균 김성호 최정기 이영진
량과 지형 기후 인자의 관계
산림청

한국임학회지

임업통계 연보

산림과학원

임목재적 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

송국만 김찬수 문명옥 김문홍

한라산 소나무림의 분포와 변화

이상태 배상원 장석창 황재홍 정준모 김현섭
의 관계연구

이정택

지역별 잣나무의 연륜생장과 기후인자와

기반산림관리시스템및산림변화예측모델개발
기후변화교과서 한반도의 농업과 육상생태계

임종환 신준환

한국환경과학회지

한국임학회지

이우균과 이종수

임종환

중부지방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반경생장

최재천과 최용상 엮음 도요새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 이동과 식물계절 변화

농업전망

제

한국임학회지

자연보존

장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부문 영향과 관리방향

농업전망

전성우 박용하 정휘철 이동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
정재훈 허준 유수홍 김경민 이정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알고리즘과 계절별

이용한 단양군 지역의 지상부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추정
최요순 오승찬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깁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위성영상을
한국지형공간보학회지

폐탄광 지역 산림훼손지 복구를 위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한화진 안소은 최은진 한기주 이정택 김해동 손요환 박용하 조광우 윤정호 이은애 김승만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한화진 안소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곽한빈 이우균 박태진 권태협 박선민
취약성 평가

고재경 외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

로

환경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년
유가영 외

농식품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평가 법적 근거 최초 마련
월

보도자료

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

이경선 이시마츠 아츠시
향

를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해양산성화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이버들 외

국내 수산 부문의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수상경영론집

이상호 외

농업부문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업경제연구

이정석 외 인

해수중 용존   농도 증가가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사례 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일본 기상청
장창익 이재봉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의 영향과 대책

야의 현황과 대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후변화에 대한 농수산학 분

정명생 정명화 임경희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 현안분석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인성

식품수급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요인 및 프로세스

미발간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

강금지 노성윤 류혜숙 이혜숙 최성숙

종합보고서

쉽게 배우는 영양판정

수학사

강기경 이덕배 나영은 최인명 이충근 박규현 김진호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도전과

과제
곽노성

식품 분야 탄소성적 표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민생활체육회
김남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체육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장바구니 크기가 연관규칙 척도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 윤미은 승정자

케어복지사를 위한 노인영양

김용수 김우선 최한주 이종화 정명섭 오상석
및 관리 체계 연구
김인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화여자대학교
검색 분석 기술

김정선 정기혜 신호성 정진욱 윤시몬 김은정
김정선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김정선 정진욱 윤시몬 이수형 박지은 김경은
방안 연구
김창길

보건복지

년제

호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연구

김창길 심교문
김창길

교육과학사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 분석

빅데이터 가치와 도입 전략
책 추진방안

경영정보학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농산물생산유통에 미치는 영향

농업전망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심포지엄 자료

집
김희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대한민국정부
문은숙

제 회 식품안전열린포럼 발표자료

제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문진산

기후변화가 동물 질병과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

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박갑만

한국산 담수어류의 기생충 감염 실태 및 기후변화에서 중간숙주로서 병원체 전파
에 미치는 영향

박경진 하상도 오덕환
우선순위 결정
박기환

미생물학적 식품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식품 및 식중독 세균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

박영란 홍백의
박혜련

데이터마이닝

연령층별 영양상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박우창 승현우 용환승

신승식

한국자연보호학회지

개념 및 기법

보건복지부

서울 자유아카데미

지역사회영향학회지

국민건강통계
해양수산부문 청정개발체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호성 이수형 김동진 이종경 최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

실비용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안현철 한인구 김경재 연관규칙기법과 분류모형을 결합한 상품추천시스템

인터넷

옥현이 심재호 박기환 전향숙

기후변화와 식품 중 아플라톡신의 오염 예방 전략 한국식품위

생안전성학회
우희동

유전자재조합원료 이력관리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

윤성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백화점의 고객이탈예측 모형 연구

한국마케팅저

널
윤태중 조기종 이미경 정명섭 배연재
이미경 김준영 김종성

기후변화와 식품해충

곤충연구지

기후변화가 살충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이민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 홍보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이연정 김경재
장영주

다중모형조합기법을 이용한 상품추천시스템

지능정보연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관련 입법조사회답

전성우 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및 통합모델 개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기

후변화적응센터
전주상 김종성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정기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정기혜

영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및 국가 대응을 위한 아젠다 개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인동 김남규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학문 분야 중심 및 융합

키워드 추천 서비스
주문배

지능정보연구

우리나라의 품목별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주용성 외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모델 개발

차명화 양지혜 오세욱 이화정 김동술 정명섭 류경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기관리 대

응 시스템 구축방안
최광림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최광선

건국대학교 대학원

시대의 하이브리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사례

검색 분석기

술
최지현

기후변화에 따른 외식산업 영향과 대응전략 식품 외식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심포
지엄 자료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 분석 및 관리

체계 연구
한화진 외

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책 평가연구원
해양경찰청
허행금

탄소발자국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지침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인식도

한국환경정

현윤진 한희준 최희석 박준형 이규하 곽기영 김남규
대응

정보 패키징 방법론

황진환 박광석 김형석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국가 현안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연구

해양수산부

한국무역연구원

감미아 송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

정보연구
고봉현

기후변화가 제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기상청

제주발전포럼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 사례집

김대준 김수옥 문경환 윤진일
물생산 전망

기후조건의 작물생육모의에 근거한 우리나라 곡

한국농림기상학회지

김민경 허승오 권순익 정구복 손연규 하상건 이덕배
에 따른 밭토양의 토양 유실량 변화 예측
김수연 정영미

우리나라 강우량 변화 시나리오

한국토양비료학회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연관용어 선정에 관란 실험적 연구

한국

정보관리학회지
김창길 정학균 한석호 김정승 문동현
방안

연구보고서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길준 이순희 장광훈

프로로그와 자연어 처리

김수옥 정유란 김승희 최인명 윤진일
품종 재배적지 탐색

홍진출판사

미래 시나리오가 기후조건하에서의 사과 후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김진욱 이선숙 용환승

한글 텍스트의 오피니언 분류 자동화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데이터베이스
민기영 김훈태 지용구
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트렌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도입 연구

사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변정연 이우균 최성호 오수현 유성진 권태성 성주한 우재욱
생태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송혜지 박경수 정혜은 송민

시공간 정보기반 산림

대한원격탐사학회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의 경제연구 동향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신용희

아태지역 쌀 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신형진 박근애 박민지 김성준
라 산림식생분포의 변화 전망
신정욱 윤성철

한국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따른 우리나

한국지리정보학회지
년 기후변화가 고추 탄저병 살균제 살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신진철 이충근 윤영환 강양순
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성반응과 기술적 대응 한국작

심교문 노기안 소규호 김건엽 정현철 이덕배

지구온난화에 따른 벼 생육 및 생산성

변화 예측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원진영 김대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사회위험 이슈 도출

한국위기관리논집

윤동균 정상옥 김성준

기후변화가 논 필요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공학회

이상철 최성호 이우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분포 취약성 평가

한국임학회

지
이상혁 최재용 이유미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미선나무의 분포변화 예측

농업과

학연구
이영섭 역서

데이터마이닝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교우사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이충근 김준환 손지영 양운호 윤영환 최경진 김광수

생육모의 연구에 의한 한반도에

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벼 생산성 및 적응기술 평가
이충근 윤영환 김준환 손지영 이은영 김연규
따른 한반도 쌀 수량성 변화 분석
이지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작물모형 이용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한국작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의 마이닝 알고리즘

이태석 최진용 유승환 이상현 오윤경
및 생산량 변화 분석
전성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논벼의 소비수량

한국농공학회

특허정보 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텍스트 마이닝

장남식 홍성완 장재호
장창익 이재봉

데이터 마이닝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대청미디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의 영향과 대책

정유란 김수옥 윤진일

최저기온과 휴면심도 기반의 동해위험도를 활용한

포도의 내동성 지도 제작
정유란 김진희 김수옥 서희철 윤진일

한국농림기상학회지
겨울기온 상승에 따른 복숭아 나무 장호원황도

품종의 결과지에 대한 동상해위험 공간분석
정유란 조경숙 이변우

한림연구보고서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벼농사지대의 생산성 재평가

한

국농림기상학회지
조성진 조창현

농경사회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화진

글로벌

기후연구

대 선진 사례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홍은미 최진용 이상현 유승환 강문성
산량 산정

활용 연구

한국농공학회논문집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를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논벼 증발

기후변화가 짐바브웨 옥수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모의
한국농공학회 논문집

고재경 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

로

환경정책

김남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

개 시 군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

구학회 초록집
농림축산식품부
년
박성쾌 외
박종화

농식품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평가 법적 근거 최초 마련
월

일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연근해의 온난화와 어업자원 변동

유가영 외

이버들 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지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

이경선 이시마츠 아츠시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해양산성화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국내 수산 부문의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수상경영론집

이상호 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적응능력의 다중속성 분석

이상호 외

농업부문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이정석 이규태 김찬국 박건호 이종현 박영규 강성길

한국지역경제연구
농업경제연구

해수중 용존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사례 연구
장동호 외

보도자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지역단위의 현장연구

농도 증가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전남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제 차 기후변화 학술대회
정명생 정명화 임경희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 현안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인성
한화진 외

식품수급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요인 및 프로세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미발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상청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일본 기상청

강금지 노성윤 류혜숙 이혜숙 최성숙

쉽게 배우는 영양판정

강기경 이덕배 나영은 최인명 이충근 박규현 김진호

수학사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도전과

과제
곽노성

식품 분야 탄소성적 표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국민생활체육회
김남규

생활체육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장바구니 크기가 연관규칙 척도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 윤미은 승정자

케어복지사를 위한 노인영양

김용수 김우선 최한주 이종화 정명섭 오상석
및 관리 체계 연구
김인현

빅데이터 가치와 도입 전략
책 추진방안

교육과학사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 분석
검색 분석 기술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김정선 정진욱 윤시몬 이수형 박지은 김경은
방안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선 정기혜 신호성 정진욱 윤시몬 김은정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년제

호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

김창길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 연구

김창길 심교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기후변화가 농산물생산유통에 미치는 영향

김희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대한민국정부

농업전망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제 회 식품안전열린포럼 발표자료

제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은숙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
문진산

기후변화가 동물 질병과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

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박갑만

한국산 담수어류의 기생충 감염 실태 및 기후변화에서 중간숙주로서 병원체 전파
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연보호학회지

박경진 하상도 오덕환

미생물학적 식품안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식품 및 식중독 세균

우선순위 결정
박기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

박영란 홍백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박우창 승현우 용환승
박혜련

데이터마이닝

연령층별 영양상태

보건복지부

개념 및 기법

보건복지부

서울 자유아카데미

지역사회영향학회지

국민건강통계

신승식

해양수산부문 청정개발체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호성 이수형 김동진 이종경 최성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 경제적 손

실비용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안현철 한인구 김경재 연관규칙기법과 분류모형을 결합한 상품추천시스템
옥현이 심재호 박기환 전향숙

인터넷

기후변화와 식품 중 아플라톡신의 오염 예방 전략 한국식품

위생안전성학회
우희동

유전자재조합원료 이력관리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

윤성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백화점의 고객이탈예측 모형 연구

한국마케팅저

널
윤태중 조기종 이미경 정명섭 배연재
이미경 김준영 김종성

기후변화와 식품해충

곤충연구지

기후변화가 살충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이민석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 홍보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이연정 김경재
장영주

다중모형조합기법을 이용한 상품추천시스템

지능정보연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관련 입법조사회답

전성우 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및 통합모델 개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기

후변화적응센터
전주상 김종성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영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 분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기혜

년도 식품안전관리의 변화와 전망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및 국가 대응을 위한 아젠다 개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인동 김남규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학문 분야 중심 및 융합

키워드 추천 서비스
주문배

지능정보연구

우리나라의 품목별 식품 이력추적제도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주용성 외

국내 기후 권역별 식중독발생 예측모델 개발

차명화 양지혜 오세욱 이화정 김동술 정명섭 류경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기관리 대

응 시스템 구축방안
최광림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개발 및 적용 연구

최광선

건국대학교 대학원

시대의 하이브리드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사례

검색 분석기

술
최지현

기후변화에 따른 외식산업 영향과 대응전략

식품 외식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 분석 및 관리

체계 연구
한화진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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