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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
제도적기반마련추진
-「기후변화대책기본법」발의관련-

신재생에너지‘R&D 통한 핵심기술확보해야’
현재세계의탑아젠다(Top Agenda)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온실가스감축이다.

앞으로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더욱 제한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도 날로 커져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노력과함께신재생에너지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언론인으로서최고의명예인퓰리처상을세번이나수상한미국뉴욕타임스의국제전문

기자겸컬럼니스트인토마스L. 프리드만은현시대를‘에너지-기후시대’라며화석에너지

등희소자원에대한수요급증, 석유독재자(petrodictators)로의대규모부의이동, 파괴적인

기후변화, 빈곤층의쇄락, 생태적다양성의급속한소멸을‘에너지-기후시대의5개특징’

이라고하 다. 또한이러한절망적상황에서살아남는유일한방법은‘녹색혁명’이라고

강조하 다. 다시 말해‘지옥의 연료’이자‘더러운 연료’인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시스템에서‘천국의 연료’이자‘깨끗한 연료’인 풍력과 수력·태양력 등 신

재생에너지성장시스템으로모든시스템을바꾸는것이고, 이것을가능케해주는‘에너지

테크놀로지(ET)’산업을주도하는기업이나국가가미래를지배하게될것이라고단언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추진하여야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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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명박대통령도지난1월

6일 정보통신(IT)기술을 잇는 녹색기술(GT·Green

Technology) 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자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린뉴딜 계획을

확정 발표하 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순히 예산

증액만으로이들을따라잡기는거의불가능하다.

국, 덴마크, 독일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거래소 시장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의새로운비전으로제시

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 사업 등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선진국에비해출발이늦다. 현재우리나라의태양광

원천기술의경우79%, 풍력은100%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기술개발없이보급률올리기에급급하게되면, 엄청난재원을

핵심기술과 부품수입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몇몇 외국회사들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린뉴딜성공의핵심은연구개발(R&D)을통한신재생

에너지핵심기술의확보임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발의배경과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년 5억9천만톤), 19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OECD 30개국가중1위(90.1% 증가) 국가로

2013년이후에는온실가스감축의무가부과되어온실가스

저감대책수립과더불어기후변화를최소화해야할국제적인

의무를지게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에놓여있다. 

온실가스감축의무국으로지정되는것은우리사회의기본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

어야하는거대한프로젝트이다. 기후변화에대한국가차원

에서의 적극적 대응 및 적응대책 마련과 기후변화대책법이

시급히마련되어야하는이유는우리나라가더이상개도국의

지위를주장할수없는현실에서, 국제법적의무부담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와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월 13일『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제출하 다.

법안의주요내용
법안의 대표적 특징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구체적으로명문화하여제시하

으며둘째, 배출권거래제의실시를위한별도법령의마련을

규정하 고 셋째, 관련 세제(일명‘탄소세’)의 도입을 위한

조항을마련하 다.

1⃞배출감축목표의설정
정부법안을비롯기존의법안들은배출감축목표를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지않다. 이는감축목표량이없는상태에서감축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을2010년대비 2050년까지 60%이상낮추도록명문화하 다.@

다만 감축목표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불충분하고 국제협상에서

미리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목표년도 및 저감목표를 수정할

수있도록하 다.

2⃞배출권거래
배출권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감축목표에 기반한

배출총량을각국가별, 지역별로결정하고이를각각의사업단위

별로 할당하고, 또이를사업자들이자유롭게시장에서거래할수

있도록해야한다.@ 현재EU는할당거래제(cap and trade system)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Cap & Trade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측정기술, 데이터

축적, 배출권거래의방법 등의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당장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대한 감축

의무량할당을전제하고있으므로,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에해를

주지않으면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세 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를 위한 근거규정만 기본법에 두고

구체적인내용은별도법령을마련하도록하 다. 국가경제발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학계, 산업계, 정부 등과 긴 히 논의하여

신중하게추진되어야할것이다.

3⃞탄소세의도입
법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세제의 신설과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세제 신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본다. 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기후변화 기본

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이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부정적이던 미국도오바마정부출범이후기후변화관련

법제정을준비하는등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청정개발체제추진등저탄소녹색성장의토대를마련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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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가아닌기회로삼아야!

얼마 전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폴란드 포즈난에서 막을 내렸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게을리 할 수 없기에 이번 총회에서 192개국이 모여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향후기후변화체제(Post-2012) 마련을위한작업계획을세웠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 전략과 이를

구체화한‘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은경제성장과온실가스배출을탈동조화(decoupling)하고기후변화라는

위기를경제성장의기회로바꾸기위한패러다임의전환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발리 로드맵’이 채택

됨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91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98.7%로 OECD 국가 중

최고의증가세를보 기에실로발등에초대형불이떨어진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위기로 보기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우리 경제·사회체제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R&D 투자증대를통해경제성장의패턴을개선하고삶의질을향상시킬것이다.

2013년에는새로운기후변화체제가출범하게될것이다. 비록현재는전세계적인

금융 한파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졌지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기일 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저탄소에너지인프라, 저탄소녹색성장을촉진하는중요한계기로삼고, 더나아가

우리나라가환경경제국가로발돋움할기회로만들어야할것이다.

고윤화 |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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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방향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거친 이후, 인류가 화석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데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원인과

향은매스컴등을통해이미널리알려져있어일반론

적인 논의는 피하고, 농림수산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가농림수산업부문에미치는 향과이에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한다.

1. 기후변화가농림수산업에미치는 향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CO2 배출량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배출량의 2.5%수준(1,470만CO2톤, 2005년)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문은 아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주 배출원은 크게 경종분야(논·밭

재배)와축산분야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경종분야는

농업부문배출량의61%(900만CO2톤발생)를차지하는데,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질소비료와 벼 재배 시 논에서

최희종 |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단장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메탄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축산분야는농업부문의39%(570만CO2톤발생)를

차지하는데, 소와같은반추가축장내발효, 축분분해를

통해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증가의 요인이다.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림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3%를 흡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을 주고 있고,

수산부문의 해조류도 같은 양의 열대산림보다 CO2를

5~10배이상흡수하여온실가스저감의중요한요인이

되고있다.

기후변화와농림수산업의관계

농림수산부문에서는그간탄소배출을줄이고환경을

보전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로인한기후변화의문제점을인식하고90년대

중반부터 농약과 비료 사용 감축, 친환경 농업 확대,

축산분뇨의 자원화, 조림과 도시 숲 조성 및 겨울철

사료 작물 재배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흡수원을늘리기위하여정책적노력을해왔다.

그 결과 매년 0.5%(1990~2005년) 정도씩 온실가스

배출량을감축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부문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다른산업과비교할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업분야에대하여매우직접적인 향을미치고

있고농림어업인을포함한전국민에게큰위협이되고

있다. 

두드러진기후변화로작물재배한계선변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난 100년간

(1906~2005년) 세계평균기온은0.74℃상승한데반해,

우리나라는 그 두 배인 1.5℃나 상승하 고 이러한

변화는농림어업부문에상당히큰 향을미치고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작물재배 한계선의 변화이다.

작물재배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여 과거 사과의 주산지

던경남과전남남부지역에서는더이상사과가재배

되지 않고, 대신 강원도 양구 등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철 고랭지 채소를 주로 재배했던 강원도는

사과 이외에 배, 복숭아와 같은 온대성 과수의 재배

적지가 되어가고 있다. 녹차의 경우, 그 재배가 전남

보성, 경남하동에서한정되어있었으나최근에는강원도

고성 차가 소비자에게 친숙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보리도70년대금강이남에서만재배되었던것과달리

경기도강화에서도재배가가능해졌다. 또하나의주목할

만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인 제주

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데, 최근망고,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등의 열대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에제주의특산품인감귤과한라봉은고흥과거제에

이어전남나주에서재배되고있다.

산림식생대의변화

산림분야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림생태계의 큰

변화를목격하고있는데가장특징적인것은평균기온의

변동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다. 실례로 남부해안

지역에주로분포하는동백나무가서울일부지역에서도

월동하면서꽃과열매를맺고있고, 아열대종인소철과

야자수류수종들이전남과경남지역에서그분포를넓혀

가고 있다. 농작물과는 달리 산림분야의 식생대이동과

관련하여서는기후변화의속도와수종의이동속도간의

차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구역사를기초하여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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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이동속도는 100년에 약 4~200킬로미터이다.

중위도지역의 경우 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기존의

기후대는 위도로는 극지방 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고도는 150미터 정도 상향 이동한다. 따라서 미세한

크기의종자를가진식물을제외하고는현재의기후변화

속도와이동속도간의차이로인하여생육여건에장애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소멸되는 종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수중생태의변화

이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농작물이나 수목의 경우와

달리어류들은본능적으로서식에적합한수온과먹이를

찾아이동을한다. 한반도근해의수온상승으로인하여

난류성어종인고등어, 갈치, 오징어의어획량이증가되고,

겨울철 출어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한반도근해에선보기힘들던아열대성어종인

독가시치, 흑새치, 보라문어 등 새로운 어종들이 출현

하고 있다. 이동성이 강한 어류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동성이취약하거나정착성이강한어류들은수온변화

에의 적응력이 약하여 수중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호와 해조류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생물들이 수온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갯녹음현상이동해안과제주도및서해안일부에서

일어나고있다. 

이상과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농림

수산업분야에있어서큰위기요인이되고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생산여건의변화가기회요인이될수도있어

향후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요구되는상황이다.

2. 농림수산분야기후변화적응및감축대책

농식품부에서는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의감소추세,

낮은 배출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축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경종농업·시설원예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기후변화대응을위한노력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체계적기후변화적응(adaptation)대책추진을

위하여농림수산업부문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추진

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은 농작물 품종 및 신 양식어종

개발, 재배적지 연구, 수산·산림자원 변동예측 등

중장기 향에대한분석을포함하고있다.

둘째, 온실가스의적극적인감축을위하여,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

육성(친환경농업단지조성, 화학비료사용절감), 바이오

매스생산증대및에너지화(바이오매스에너지마을조성,

축분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등), 저탄소형 농수산 자재·

기자재 산업 육성(시설원예 및 집어등에 LED 조명등

개발) 및R&D 투자확대를추진하고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건조성의 차원에서,

녹색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유채재배추진, 바다숲조성(연안생태계복원),

농산어촌생태관광활성화, 녹색문화운동확산(겨울철

녹색국토조성을위해Green Korea 운동전개), 먹거리

녹색문화운동확산( 로컬푸드운동, 푸드마일리지운동

활성화) 사업을추진중이다.

넷째, 온실가스배출감축및에너지수요관리를위해,

축산농가의 축분자원화 시설 설치(액비 저장조, 공동

자원화시설), 농어업분야에너지수요관리를위해시설

원예농가 에너지 절감추진(시설채소 및 집어등 LED

조명등교체, 지열난방), 육상양식어장의지하해수활용

재배적지변화, 병충해발생증가,
기상재해, 농작물 품질저하, 
산림식생대 변화, 
갯녹음 현상 발생심화 등

난방비 절감, 이모작 확대, 
아ㆍ열대작물 및 수종 재배가능,
난류성 어종 어획량 증가 등

위 기 요 인 기 회 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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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다. 

다섯째,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통계시스템구축및온실가스인벤토리

(통계)를구축하고있으며, 마지막으로국제사회의기후

변화대응에맞춘 로벌리더십강구차원에서해외조림

사업 및 국제산림 협력사업 확대, 해조류 CO2 흡수원

인정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북한 황폐 산림복구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 저탄소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농산물 LCI(Life Cycle

Inventory)를 구축하고 농업분야 탄소 라벨링제를

마련하고있다.

3. 지구온난화의위기를저탄소녹색성장의기회로

이제까지 농림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즉농림수산부문이단순히식량

생산을 위한 분야라든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일부

도움이되는분야라든지하는편협한사고에서우리나라

녹색성장을이끌어갈수있는선도분야가될수있다는

적극적인사고로의전환을할필요가있다. 

‘렉서스와올리브나무’, ‘Hot, Flat and Crowded’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토마스 프리드먼은 녹색전략

실천방안으로바이오에탄올, 산림보전, 저탄소농업경작을

제시하는 등 농림수산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이명박대통령은2009년 2월 토마스 프리드먼 접견 시

“녹색성장은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야만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언급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바이오에너지

농림수산업이 녹색성장을 구현할 첫 번째 가능성은

신재생에너지의하나인바이오에너지에서찾을수있다.

유채, 산림부산물, 축산분뇨, 해조류 등을 이용하면

에탄올, 메탄가스등바이오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데,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환경에대한부정적 향은거의

없으면서새로운소득과고용창출을이끌어낼수있는

분야이다. 가능성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뭇

가사리에서도 발견된다. 우뭇가사리에서 펄프를 추출

할 수 있고, 우뭇가사리 펄프는 나무를 잘라 만든 펄프

보다 톤당 100~150달러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도방지하는효과가있다. 아울러부산물인우무로

바이오에탄올 제조도 가능하여 상업화가 이뤄질 경우

유용한녹색산업의모델이될것이다.

농림수산업과산업분야의협력와연계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림수산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간 자원순환형 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 부문에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

시키고, 배출되는탄소나열은농림수산업에활용하거나

식품제조 부산물이나 도시 음식물 쓰레기를 농축산

부산물과 같이 처리하여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등의

다양한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본격

실시할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공업부문에머무를것이

아니라농림수산부문에도적극반 될것으로본다.

농림수산업 부문 녹색성장의 전망이 밝은 것이 사실

이지만, 보완해나갈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R&D,

기술력, 및제도적기반등에서부족한것이많다. 지속적인

보완및투자를통하여극복해나가야할부분이다.

기후변화는세계모든나라와세계인의문제

끝으로기후변화는특정국가나특정인의문제가아닌

세계 모든 나라와 세계인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

하고자한다. 앞서기후변화가농림수산업부문에미치는

향과이에대한대책, 그리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계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

후손에게건강하고풍요로운삶의터전을물려주기위해

모두가한마음으로뭉칠때기후변화라는인류의위기를

극복하고녹색성장을이루어나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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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적응과
방재전략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최근제4차

보고서를통해21세기말지구의평균기온이최대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대로 평균기온이 6.4℃

상승한다면 아시아에서만 연간 700만 명 이상이 가뭄

및홍수피해에직면할것으로예측된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100년간한반도의기온은1.5℃올라가지구평균상승

기온(0.74℃)의 2배를 초과하는 증가 정도를 보 다.

기상청에서는2007년한반도지역을대상으로한지역

기후모형(RCM)결과를발표하 다. 그결과에따르면,

30년(1971~2000년) 평균대비21세기말한반도기온은

4℃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를 전망하 으며, 특히

극한저온현상빈도는감소하고폭염과같은극한고온

현상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측하 다.

이러한기후변화의 향으로인하여이미자연재난은

이전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 대비 2000

서상덕 |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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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들어 일강우량, 시간강우량은 각각 59.4㎜, 2.8

㎜/hr 증가하 고, 한반도를 내습한 태풍 역시 중심부

기압이 7hPa 감소하여 그 세기가 강화되고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을 통해 12만

4천명에 달하는 이재민과 9조 3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다행히 지난해 여름철은 하늘이 도와준 덕분으로

1958년이후가장적은인명피해를기록하 으나, 일시에

쏟아져내리는강우강도는결코만만치않았다. 하루에

내린최대일우량은265㎜ 고, 일일 80㎜이상내리는

집중호우일수도예년과비슷한13일에달했다.

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소방방재청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규모화하는 홍수 가뭄 등 자연

재난에적극대응하기위해2008년 6월 5일‘기후변화

대응과’를 신설하 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양상을 예측하여 지역, 재난별

대처계획을수립, 대응하여야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결코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현재까지 자연재난의 예측은

인간의 역을뛰어넘는신의 역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가장 중

요한것은재난대처역량으로는어찌할수없는 역에

대한획기적이고지속적인대비를하여야한다. 즉우리

국토의 신속한‘체질강화’작업이다. 국토의 체질강화

작업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국토가 자연재난에 순응할

수있는능력을키우는일과기후변화로인한극한자연

재난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물을 강화하는

두가지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첫째, 국토의자연재난순응능력을키우기위한방안

으로, 4대강살리기와같은하천의자연생태계를복원

하고, 저류지를 조성하여 우리 국토의 물 저장능력을

키워 자연재해예방·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려경제위기를극복하는원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도시곳곳에빗물을머금고가둘수있는시설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에대비하고, 여름철홍수기에바다로

쏟아버리는귀한빗물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

할것이다.

둘째, 극한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시설 강화를 위해

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측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이용

하여 과거의 재난강도를 토대로 정해진 현재의 제반

방재기준을 앞으로는 더욱더 혹독해질 환경에 맞추어

재설정하는 일과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보강과 개조를

하는일역시게을리해서는안될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강한 녹색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기후변화가 거역

할 수없는운명일지라도앉아서방관할 수만은없다.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위협을 녹색국토

조성을통해극복하려는노력을다해야한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제작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던 재난 화‘투모로’나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불편한진실’이사실이아니고교훈으로남게해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항상 차가운 줄로만 알고 냄비

속에 멋모르고 앉아 있다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자기도모르게삶아져어리석게죽는개구리가되는일은

없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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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
중장기발전전략

따뜻했던지난겨울, 지구온난화

지난 겨울은 겨울이라고 하기에 무척이나 따뜻했던

기간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1.9℃로평년보다 1.5℃높아최근45년간다섯

번째로따뜻했던겨울로나타났고, 특히2월전국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3.5℃높은 4.3℃를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 2007년과 공동으로 최고 1위를 차지

했다. 2월막판에 몰아친 한파가 아니었다면 기상관측

이래최고로따뜻한2월이되었을것이다. 이와더불어

전국을강타하고있는최악의가뭄으로식수원댐뿐만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의 일부 발원지까지도 말라가고

있다고한다. 

“기후변화”, 신문·방송 등 너무도 많은 미디어에서

강조하고 있고 금세기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감

되지않았던지구온난화라는그이름이어느틈에우리

주위에조용히다가들고있다.

김성균 | 기상청기후정책과장
(skkim@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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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이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을 통한 온실가스의 증가가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이없는듯하다. 하지만이런기후변화를예측하고

어떻게적응해나갈지를과학적으로풀이하는기후변화

과학은아직까지일반인들에게는생소하기만한분야이다.

기후변화과학은 기후시스템 구성요소를 관측하고

(감시), 지구온난화의 발생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며

(탐지), 기후변화 발생 메커니즘 파악 및 기후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대기-해양-생태계-빙권-지권 등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여(분석), 지구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를 전망(예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과학은 기후변화의

감시, 탐지, 분석, 예측을 포괄하는 과학이다. 이러한

기후변화과학분야는우리가알고있는기후변화대응책,

즉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선진국에못미치는기후변화과학분야

미국, 국, 일본등기상선진국에서는198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대규모예산과인력을지원해운 중에있다.

미국의 연반정부 차원의 전 지구 기후연구프로그램

(USGCRP)과 기후변화과학프로그램(CCSP), 국의

기후변화프로그램(UKCCP)과 기후변화 향프로그램

(UKCIP)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본도 관측 및

감시를기반으로한기후변화예측분야에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부 환경

기술연구개발사업(G7) 및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후변화과학 선진국과 비교하 을 때 기후

변화과학분야에대한연구투자가미흡하고전문인력이

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기상청의기후변화과학의발전전략

이에 기상청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근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과 기후

변화 미래예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중이다. 기후변화과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을 통해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과학 분야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가능할것이다.

기후변화과학발전의단기전략

기상청에서수립하는기후변화과학중장기발전전략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전략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제공과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여 추진

된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후

변화감시망을 추진하고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해양 탄소순환 변동 감시체계를

구축할예정이며, 독자적인지구시스템모델로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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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기술 및 지원

체계를확보할계획이다. 

또한, 한반도기후변화백서발간및기후변화정보센터

(www.climate.go.kr) 확대 개편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정보활용 촉진과 홍보

활동도강화할예정이다. 이와함께IPCC 보고서집필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및 세계기상기구

(WMO)의온실가스세계자료센터와의교류협력강화등

국제사회와의공조체계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다.

기후변화과학발전의중기전략

중기전략은향후5년이내추진될내용으로우리나라

독자모델에바탕을둔기후변화예측및평가체계구축과

기후변화감시및탐지자료의고품질화, 그리고기후변화

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그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를중심으로한 3차원입체기후변화감시체계를

완성하고우리나라에WMO 온실가스측정기술분야에

있어 세계표준센터를 유치하며, 우리나라 독자적인

지구시스템모델과고해상도의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

리오를 생산·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관련 국제

기구진출확대를위한인력과기후변화국제협상에있어

중요한역할을하는IPCC 제5차보고서(2013년예정)에

저자로참여할수있는인력등기후변화과학분야국제

전문가를육성할계획이다.

기후변화과학발전의장기전략

마지막으로장기전략은우리나라기후변화과학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10년간추진될내용이다. 주요내용은환경부와의협력

사업으로 지구환경위성을 통한 전지구 환경변화 감시

체계를구축하고지구시스템모델과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축적한기술을이용하여기후변화시나리오작성등개발

도상국의기후변화과학기술개발을돕고, 더나아가기후

변화국제교육훈련센터를설립하는것까지계획중이다.

기후변화과학발전은기후변화대응의근간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1999년)이수립된지도10년이지났다. 2008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과 그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었다. 그간

기후변화과학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기후변화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고체계적인발전전략이부재했던것또한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립될 기후변화과학 중장기

발전전략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과학 수준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과학 정보는

결코하루아침에얻어지는것이아니다. 아직은선진국에

비해미흡하지만치 하게준비하고여러분야와기관이

한몸같이 움직여 추진한다면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기후변화

과학의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한국가기후변화대응

추진, 저탄소녹색성장으로가는길이그안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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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최적활용을위한
기상자원분석보고서발행

-일사량, 일조시간, 운량등 14개기상요소분석-

이산화탄소절감노력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때문

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07

보고서에의하면우리가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지않으면

2100년까지 최대 6.4℃의 기온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러한 급격한 기온상승은

우리의 건강을 포함한 사회·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

향을 미친다. 또한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포함한환경변화가우리의삶의질및생존에커다란

위협을초래한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2005년 27Gton이며 2030년경에 약 56% 상승한 42Gton

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전지구적으로화석연료의배출을

줄이려는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수력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대처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개발이시급하다. 

태양광발전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산업은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다. 2002년에 550MW를

생산할수있는태양전지가세계적으로거래되었다. 2007년은

2002년에비해7배가증가하 다. 2008년까지9GW에해당

하는태양전지가전세계적으로설치되어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를

완화할수있으며오염물질을방출하지않고연료를사용할

필요가 없어 외국으로부터 석유의존도를 줄여 경제적인

이익을볼수있다. 단점으로는보완책이있기는하나구름이

많이 낀 날은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없으며 특히 밤에는

전기를 전혀 생산할 수 없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넓은면적의땅이필요하다. 

@

김진배 | 기상청자료관리서비스팀장
(kimjb@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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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대처하는신재생에너지

현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은줄이며경제개발은지속하고자하는게각나라에서

도전하고 있는 문제이다.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이산화

탄소를줄여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는방안이다. 

중국의신재생에너지

중국의경우2020년까지태양광발전을통하여 1.8GW의

전력을생산할계획이다. 참고로수력(300GW), 핵(40GW),

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에너지(30GW), 풍력(30GW)의 신

재생에너지개발계획을가지고있다. 중국의경우태양열,

태양판, 풍력의 제조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기술은노출하지않고있다. 

유럽연합의신재생에너지

유럽연합(EU)의“2020”정책에의하면2020년까지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20%를 신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등)에서 충당하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EU는

27개의국가로구성되어있다. 독일의연구에의하면유럽의

경우 2050년까지 100GW정도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된태양에너지로부터생산된전력을수입할계획이다. 

미국의신재생에너지

미국의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립계획(U.S. Plan

for 2050)에의하면미국에서사용하는총에너지의35%와

미국에서사용하는전기의69%를태양광발전에서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건설에4,000억불을투자할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생물자원, 지열, 태양력)를 개발하여 2100년까지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90%를충당할계획을가지고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비용을현재의전기료인5cents/kWh로공급계획이다.

태양광발전에의한기술발달로전기료는매년감소하고있다.

1980년 21.83＄/Watt, 1990년 6.07＄/Watt,

2005년2.70＄/Watt이다. 

미국은적어도800km×800km 면적의태양판을미국의

남서지역에 설치 예정이다. 여기서 받는 태양에너지의

2.5%만전기로전환해도2006년사용한미국의총에너지와

같다. 미국의태양광발전장기계획(U.S. Plan for 2050)에

의하면 현재 공장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17억

톤을 감축시키며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를

태양에너지로 대체시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62%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2100년까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생물연료등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을 2005년 수준의 92%까지 줄일

수있다.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하며 외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경감시키며 안정된 국민경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태양광등) 개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리나라

에서태양에너지자원이풍부하게산재되어있는지역을조사

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며 기후

변화 대처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의 일환으로 기상청에서는

2008년 12월 말“태양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본 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소개하고자한다.@ 

태양에너지최적활용을위한기상자원분석보고서

보고서를 쓴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한 최적지

선정시필요한여러기상요소의자료및분석결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출판 결과가 없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상요소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 및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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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서14개기상요소를분석

하 으며 이들 요소는 ①일사량, ②일조

시간, ③강수량, ④강수일수, ⑤강수계속시간,

⑥평균기온, ⑦평균 최고기온, ⑧평균 최저기온,

⑨운량, ⑩상대습도, ⑪안개일수, ⑫황사일수, ⑬연무

일수, ⑭박무일수이다. 

14개 기상요소를 분석한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 위도,

경도, 지형의 향, 식생의 향, 인구 수, 대기오염 정도

등에 따라 각종 기상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태양광 발전소

최적지 선정, 태양광발전소의 유지 등에 필요한 14개 기상

요소를 분석하 다. 현재까지 태양에너지 연구가 대부분

실험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측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연구가 필요하며, 일사분석은 국내에 연구가 일부 되어

있으나 이들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연계한 해석은 미비

하다. 또한태양광발전소설립시기후변화에의한일사량의

변화등기상요소들의장기간분석이필요하다.

분석위치는기상청의일사관측22지점(대관령,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원주, 수원,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안동, 포항,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목포, 흑산도, 제주, 고산, 진주)이며,

22지점 이외의 기상요소는 보고서에 모든 기상요소가

등치선으로도표시되어있으므로지점과지점사이의등치선을

참고하여값을유추할수있다. 자료의분석기간은1988년

부터 2007년까지 20년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20년 평균

값을사용한이유는일사량및이에따른기상요소는태양의

자연스러운 활동변화에 의해 약 10년 주기로 밝게 혹은

어둡게 빛났다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이수십년임을감안할때, 그리고기후변화를고려하여

20년평균값을취하 다. 

“태양에너지 최적 활용을 위한 기상자원 분석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및 정책 결정자, 태양에너지 활용 및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설립된 혹은

주변지역의 기상요소를 알고자 할 경우, 연구 목적 등의

자료로도활용될수있다. 

보고서의장점은태양광발전소최적지선정을위한14개

기상요소를 분석하 기 때문에 각각의 기상요소를 상호

비교하므로서 선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일사관측 22지점의 관측 자료를 분석

하 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하 지만 14개 기상요소 각각의 등치선 분포로 지점과

지점간의값을유추할수는있으며, 향후저해상도를보완한

고해상도기상자원지도가개발될계획이다.

Climate Change Science

그림 1. 20년(1988~2007년) 평균 일사량 분포도 그림 2. 20년(1988~2007년) 평균 운량 분포도



과거난류의 향을많이받은황해

현재황해, 동중국해및남해는해수중에떠다니는생물체나

바닥에 사는 생물체의 분포에 있어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 여기서황해의경우는생물체의종류, 분포및절대량에

향을미치는요소가쿠로시오난류의지류인쯔시마난류와

황해 온난수(Yellow Sea Warm Current)이다. 즉 이러한

황해 온난수의 유입량과 분포가 황해 생태계에 결정적인

향을미치는것이다.

황해의기후변화

화분화석의연구에의하면, 약 1만3천년전에서1만년전

사이에는 황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남해는 현재보다 춥고

건조했으며해저바닥은초원으로덮여있었다. 그러다가약

1만년에서6천년전사이에따뜻하고습윤한기후로바뀌고

온대성 활엽수가 자라는 환경이 되었다. 그 이후 약 6천년

전에서 약 2천5백년 전 사이에 그 앞의 기후보다 약간 더

추운 상태로 바뀌었다. 그 이후 약 2천 5백년 전 부터 현재

까지는 산림 중에는 소나무 속(Pinus)이 지배적인데 이는

기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개간을 포함한 인간의

개입으로인한것인지확실하지않다. 

과거자연재해가인류생존을위협

과거2천5백년전북유럽의경우에는부족들간의정치적

상황이 대단히 불안했다. 즉 서로 토에 대하여 매우 민감

하게반응을하면서그경계선에대하여엄 해졌고따라서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 다. 이때 전 세계 인구는 약 1억

6000만 정도 다. 당시 대부분의 사회는 간신히 생존하는

정도 으며 가뭄이 두 해 이상 지속되면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웠다. 이때의 인류의 삶은 슬픔과 기쁨, 행운과 불행의

폭이 기후변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보다 더 크게 향을

받았고 자연의 변화에 쉽게 노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지속된 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사람들은 굶주림, 양

부족및질병으로생존에위협을받기도했을것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급속히 팽창하는

농경지 확보를 위한 부족간의

경쟁은 토확장을 위한

탐욕스러운

황해와동중국해의과거기후및
환경은어떠했을까?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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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일 |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hilee@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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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삼림이

급속히 파손되었으며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생명의위협이늘앞에놓여있는긴장이

극도로 치닫던 사회 다. 이 시기 또한 유럽에서는

참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참나무가 바닥나자 주민

들은 소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한 시기이기도하다. 이로

인한 목재 사용으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황폐화되기도

하 다. 

기록을보면약2천4백년전에는인구증가와함께식량이

부족하자 이웃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는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 는데 이는 유럽 대초원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구가 너무 더워지면서 가뭄이 발생하고

이로인하여식량부족과함께사람들이생명의위협을느낀

것이전쟁의원인으로나타났던것이다. 즉기후가급격하게

더워지거나추워지면자연생태계의생물들도생존을위하여

서로 서식지에서 경쟁하고 먹이싸움과 자리싸움을 하듯이

인간도 결국 자연환경 속의 한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에

존재한다는뜻이된다.

@@

겨울몬순에 향을받았던황해와동중국해의고기후

전 지구의 과거 기후, 즉 고기후 연구를 보면서 한반도

주변해역인황해, 동중국해및남해에고기후연구의일종인

고몬순(paleo-monsoon)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고기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빙하기 때는 겨울 몬순이 지배적이었

으며 간빙기 때는 여름 몬순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해에 분포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유공충의 계절별 분포를 보면, 겨울 몬순이 지배적이라는

징후가 보인다. 즉 겨울철에 유공충의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있고유공충의먹이가되는식물성플랑크톤또한

겨울에생산성이가장높게나타난다. 이러한사실은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해의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생산성은 여름

몬순보다는 겨울 몬순에 의해 더욱 강한 향을 받는다는

것을의미한다. 

중요해양자원으로연구되어야할황해와동중국해

한반도와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황해와 동중국해는

우리나라의관광자원뿐만아니라해양자원으로서도커다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해역을 아름다운

청정해역으로 잘 관리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고기후 등

기후변화를포함한다양한연구를할필요가있다. 최근몇년

전에 양자강의 중류에 산샤댐을 완공하므로서 양자강의

담수유입의 급격히 줄어들면서 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해의

해수특성과염분에 향을미칠지도모른다는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특히 해양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예로서 고기후와 고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

연구, 해저및해수에서의퇴적물의이동및분포, 부유물질의

연구, 생산성, 생물다양성, 해양오염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기초 자료의

축적이필요하다. 

해양환경보전을위한대책마련필요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건처럼 해상위의 물동량의 증가로 이런 기름유출

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더욱더많아지고있다. 따라서좀더

철저한해양환경보전을위한정부와연구자들의대책마련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중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이

절대적으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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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인해발생될피해

현재 지구 위의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다. 이렇게

빙하가 꾸준히 녹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붕괴되는것은앞으로대규모의생물체멸종과생태계붕괴,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해산물도 지구온난화로

곧 멸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뭄이 가속화되면서

전지구의많은곳이더많은물부족국가로될것이다. 

이산화탄소배출절감을위한노력

한반도의기온도21세기말에약4℃상승을예측하고있고

이로인하여한반도주변해양의바닷물은산성화가가속화

될 것이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현재의 바닷물의 맛이

독특한 소금끼 있는 바다 고유의 맛이 아닌 거의 신 식초

또는와인맛이날지도모른다. 이제그냥손을놓고지켜만

볼것이아니라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이산화탄소의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대체에너지 등 기술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모든 곳에서 물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므

로써기후변화를조금이라도완화시킬수있는방법과홍보를

통한 캠페인 운동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노력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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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라니냐전망: 2009년

기상청은엘니뇨현상을감시하고예측하기위해

전지구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운

전세계적으로 이상기상을 몰고 오는 엘니뇨현상은 지구

온난화가가속화되는1970년대후반부터그강도와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82~1983년 동안

발생했던 엘니뇨는 전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는

엘니뇨와 관련된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켜 주었고, 이후 엘니뇨현상에 대한

연구가폭발적으로증가하는계기가되었다. 엘니뇨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997~1998년에 발생했던 엘니뇨

현상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피해를현저히줄이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현재, 기상청

기후예측과에서는엘니뇨현상을감시하고예측하기위하여

전지구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운 하고있다.

기상청의장기예측시스템

기상청에서운 하는장기예측시스템은전지구기후예측

모델, 전 지구 해수면온도 예측 모델, 통계 분석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1), 전 지구 해수면온도 예측 모델은

다시 역학 모델인 엘니뇨 예측 모델과 통계 모델인 결합

패턴 투 모델(Coupled Pattern Projection Model,

CPPM), 지연선형회귀모델(Lagged Linear Regression

Model, LLRM) 및 Persistence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전지구해수면온도예측자료는전지구해수면온도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4개 모델의 결과들을 앙상블한 값으로,

이 때 생산된 전 지구 해수면 온도예측 값이 전 지구 기후

예측모델의입력자료로사용되며, 엘니뇨예측을위해서는

적도 태평양상의 Nino3.4 지역(5°S~5°N, 170°W

~120°W)의평균해수면온도온도편차인Nino3.4 지수를

계산한다.@ 

윤원태 | 기상청기후예측과장
(wtyun@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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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Nino3.4 지역의 상태

현재 Nino3.4 지역의 해수면온도 편차는 2008년 12월

이후부터약한라니냐조건을만족하고있다. 그러나라니냐

발생의 정의에 따라 라니냐 조건을 만족하는 해수면 온도

편차가6개월이상지속될때라니냐현상이발생한것으로

보기때문에현재라니냐현상이발생했다고하지는않으며

혼란을막기위해저수온상태라고정의하고자한다.

현재의 저수온 상태는 적도 부근에서 2008년 10월 이후

부터 양의 남방진동지수와 동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대기상태가반 된것으로보고있다. 현재의저수온

상태가지속되어라니냐로발전될것인지는아직도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하층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상태가

지속되는것을방해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엘니뇨모델의예측결과에따른봄·여름전망

기상청엘니뇨모델의예측결과에따르면봄철에는약한

라니냐 조건을 만족하지만 여름철에는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WMO와 함께 국제기후연구소(IRI)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21개 엘니뇨 모델 예측 결과를 취합

하고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그림 2),

2월~4월 기간에는 절반 이상의 모델이 라니냐 조건을

만족하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모델들이 중립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다. IRI의 엘니뇨 확률 예측 결과에서도 2월

~4월에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9%이지만, 3월~5월

에는48%, 그리고그이후에는25%로줄어들고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9년 봄철까지는 저수온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는 중립 상태를

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그림 2. 기상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엘니뇨 모델 예측결과
(국제기후연구소 제공)

그림 1. 기상청 장기예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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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온실가스농도현황

세계기상기구(WMO1))에서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 지구적 감시와 분석을 통하여,

기후·기상·대기질예측능력을강화하고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지원하는 과학적 평가로 활용하고자

지구대기감시(GAW2))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사항으로는 대기 화학조성과 이들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전 지구적 장기 관측 지원, 관측자료의 품질 보증과

관리, 이용자에게고품질의정보와적절한서비스제공등이

구체적활동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기후변화감시 요소 중 가장 이슈화 되어있는 온실가스

관측결과에 대한 사항은 WMO GAW 온실가스 세계자료

센터(WDCGG 3), 일본)에서 수집, 관리, 배포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발간하는 전 지구 온실가스

현황 보고서를 통하여 주요 관측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기중에존재하면서가장기후변화 향력이큰온실가스

3종(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과

온실가스이면서 오존파괴물질(ODS4))에 해당하는 요소

2종(염화불화탄소-11(CFC-11), 염화불화탄소-12(CFC-

12)), 그리고, 기타 미량온실가스가주요대상물질로보고

되고있다.

2007년 관측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최신 4차 보고서

(2008년 11월 발간)의 주요 내용은 오존파괴물질(ODS :

CFC-11, CFC-12)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사실을 핵심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층권 오존층 파괴가 주요 지구

환경문제로이슈화되면서, 국제사회는 1987년에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 고, 이 효과로 CFC-11과 CFC-12의

감소가 1990년 초부터 관측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1(a) 검은색).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를

함께상정하여2010년시점을예측비교하여보면, 몬트리올

의정서효과로CFC-11, CFC-12가50%이상감축되었다고

예측하고있다. 

그림 1(b)는모든오존파괴물질(ODSs)를대상으로이산화

탄소를 기준으로 방출량을 산정하여 보면 CFC-11, CFC-

12와 마찬가지로 1990년 초부터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2010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의 효과로

11GtCO2/year의 감축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측하 다.

이 수치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년)의 감축 목표치인 2GtCO2/year의 5배

이상에해당되는수치이다.

김상백 | 기상청기후변화과학대책과
(sbkim1971@kma.go.kr)

1)@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GAW : Global Atmosphere Watch 
3)@WDCGG :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4)@ODS : Ozone Depleting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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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

질소(N2O)의 2007년전지구평균농도는각각383.1ppm,

1789ppb, 320.9ppb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1750년

이전산업시대의농도(이산화탄소280ppm, 메탄 700ppb,

아산화질소 270ppb로 가정)에 비해 각각 37%, 156%,

19% 상승된 수준이며, 이 중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의

2007년 증가율은 최근의 증가수준과 비슷하지만, 메탄은

1998년이후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표1).

표1의 수치는 IPCC 4차보고서와 일부 다르지만, 이는

통계에 사용된 사이트의 수가 상이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7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

질소의 농도는 각각 390.0ppm, 1892ppb, 321.2ppb로

나타났다. (2007년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08년6월발간)

그림 2에서는 WMO GAW 이산화탄소 관측사이트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오존파괴물질(ODS)의 연 평균 농도와 방출량에 대한
관측결과와 예측결과. (a) 대표적 오존파괴물질인
CFC-11, CFC-12와 (b) 모든 오존파괴물질 ODSs

그림 2. WMO GAW 이산화탄소 관측 네트워크(메탄도 이와 유사함)

표 1. 2007년 전 지구 평균 주요 온실가스 연평균 농도와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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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기후그리고우리가마시는공기
-WMO사무총장의 2009년 세계기상의날기념메시지

세계기상기구와 국제 기상공동체는 매년 세계기상의 날인 3월 23일이 되면

기념행사를 거행하는데, 1950년 바로 이날 WMO 협약이 발효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WMO는 그 전신인 국제기상기구(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MO)의 임무를 계승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국제기상기구는 1873년 9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1차 국제기상

총회를 계기로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관측의 조정 및 측기 표준화 등

국제 기상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WMO로 재편된 지 1년 후인

1951년에는 UN 산하 전문기구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오늘날 188개 회원

국을 보유한 WMO는 물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까지 그 활동 역을

넓혀왔다.

매년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할 때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이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지난 2007년 6월 제59차

WMO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금년 주제를“날씨, 기후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 정하 다. 이 주제는 지구촌 공동체들이 유엔 천년개발목표(MDG)

중 특히 보건, 식량, 물 안보 그리고 빈곤 퇴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기에 매우 적절하고, 아울러 자연재해의 예방과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다. 물론 그 자연재해의 90

퍼센트는 날씨, 기후 그리고 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WMO가

담당하는 분야이다. 더욱이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날씨, 기후,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성분, 인간 건강에 미치는 향 간에 서로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점차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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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은 주거, 식량생산, 에너지

공급 그리고 삶의 양식을 기후 및 환경 여건에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그럭저럭 날씨와 기후의 향에 잘 적응했다.

그러나 최근 수 십 년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급증과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뤄

지면서 인류의 건강에 악 향을 주는 기체와 입자를 배출

하게 되었다. 공기의 질이 나빠지면서 천식, 심장병,

폐암 그리고 다른 많은 질환들의 발생이 늘어나거나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공기오염은 초목, 농작물, 생태계를

파괴시켜 지구촌 경제, 식량 및 식수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협하고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460~377년 BC)는

미신 대신 과학적 관찰을 신뢰하 으며, 질병을 체계적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도덕적·

전문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기원전 5세기에 쓴 그의

저서“공기, 물 그리고 장소에 관하여”는 기후, 물 공급

그리고 지역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향을 다루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삶의 지구물리학적 조건을 비교

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시기에는 자연이 흙,

공기, 불, 물 즉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는데,

이 원소들은 그 성질상 각각 추위, 건조함, 뜨거움, 그리고

축축함과 연관되어 있다. 만일 이들이 인체 안에 올바른

양만큼 올바른 곳에 있다면 몸이 건강해지고, 평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고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공기

중의 미량 기체와 입자가 기후, 날씨 그리고 공기의 질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상·기후·대기화학 전문가들은 의료 전문가들과 환경

전문가들에게 대기 중 기체 및 부유입자의 분포, 농도,

이동에 관한 예측과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날씨, 기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공헌하고 있다.

일찍이 1950년대에

WMO는 이미 대기

조성의 관측과 분석을

조정하는 일에 착수

하 다. 이제는 전통

적인 기상 및 수문

관측요소 외에도 온실

가스, 에어로졸, 오존에

관한 정보가 지상

관측소, 원격탐사장치, 풍선에 매달아 하는 고층관측 존데,

항공기, 위성 등으로 이뤄진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이들은 변화하는 대기 화학

조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 고, 날씨와 기후가 공기 질에

미치는 향에 관해 그리고 역으로 공기 안에 포함된

물질이 날씨와 기후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도록 과학적

기초를 다져왔다. 이처럼 WMO가 대기 질과 관련하여

혁신적으로 벌이는 활동을 입증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데 국제 극 및 지구물리의 해에 때맞춰 발족된

과학 연구 활동들이 그것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WMO

회원국 기상수문관서(NMHSs)들의 업무과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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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WMO는 지상오존, 스모그,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점차 바뀌고

있는 우리의 대기를 평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이 물질들 중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산업용, 도시

생활용, 차량용으로 연소한 직접적 결과로 나온 것들이다.

WMO는 대기 조성과 관련된 세가지 주요 국제적 협약을

발족시킨 기구이다. 이들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장기

월경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1979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협약(1985년),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1994년)

이다. 오늘날 WMO는 이와

같은 전 지구적 행동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계속 지원

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부산물인 수많은

대기오염물질들은우리가현재

우리의기후에서감지하고있는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다.

이는우리가지금까지천문학적

지구물리학적 효과일 것이라

고만 생각했던 자연적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WMO가 유엔환경프로그램

(UNEP)와 공동후원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07년에 제4차 평가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 다.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 원인은 인류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IPCC는 또한 따뜻해지는

기후의 결과로 홍수, 가뭄, 그리고 기타 극단적인 날씨,

특히 혹서와 같은 기후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 다. 이는 인간의 건강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며 오염을 심화시키고 더 많은 산불을 촉발시킬

것이다.

바람, 비, 눈, 햇빛, 그리고 온도 등은 대기오염물질의

수송과 지속성에 다양하게 향을 준다. 도시의 열은

오염물질을 가두며, 비와 눈은 대기 오염물질을 땅과

바다로 씻어 내리게 한다. 과학자들은 대기오염 패턴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기상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대기 질 예측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기여하며, 보다전통적방식의기상예보를보완한다.

지난 30년간 지역 차원의

대기질 예측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정보를 해당

지역사회에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는 일은 여전한 도전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

질 예보를 발표하는 기상수문

관서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

많은 수가 그 지방에 맞고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색깔로

표시된 다양한 대기질 지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별로 대기질 정보를 통보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WMO는 훈련을 통해 대기질

자료와 그들의 사회적 편익의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들

자료가 지금처럼 필요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정하기를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

2백만의 유아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존, 대기부유 입자, 오염물질로 인해 특히

개도국과 같은 곳에서는 호흡기 및 심장 질환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질 예보는 필수적인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공하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을 완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도시들이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도시오염은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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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있는

많은 대도시들은 대기질 감시 기능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공기오염을 감시하고 다룰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일이 이들 국가에게는 부가적이고

점차 중요해지는 도전이다. WMO의 전 지구대기감시

(Global Atmospheric Watch: GAW)와 세계날씨연구

프로그램(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me:

WWRP)은 WMO 회원국의 기상수문관서들을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기질 서비스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대기오염 예보를 개선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 예보를 관장하는 일 외에도, WMO는

대기오염연구를 증진하고 있다. 대기 중 부유분진(에어로

졸)은 구름의 형성과 강수는 물론 지표면, 구름, 대기에

의한 열의 흡수 또는 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는 저층 대기에 있는 대부분의 에어로졸을 수일

내에 씻어내긴 하지만, 일부 입자들은 보다 더 건조한

기단이나 고층 대기에서 여러 향을 끼치면서 더 오랫동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에어로졸 연구는 주요 연구 분야가

되었고, 차세대 기후 및 날씨 예측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대기 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래와 먼지이다.

이들은 시정을 악화시키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국지

기후에 향을 끼친다. 모래 및 먼지폭풍이 일으키는

도전 문제를 다루는 일이 WMO 주도의“모래·먼지 폭풍

경보, 평가 및 통보 체계”가 추구하는 주 목표이며, 이는

모래·먼지폭풍 향 연구 및 평가는 물론 모래 및 먼지

폭풍에 대한 일일 예보의 발전과 그 결과를 전 지구 현업

센터로 이관하는 일을 도모한다. 몇몇 WMO 회원국들과

파트너기구들은 피해가 특히 큰 북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대륙을 대상으로 모래 먼지 폭풍 현상에 대한 연구와

예보에 전념하고 있다.

또는 WMO회원국의 기상수문관서들과 일부 WMO

파트너 기구들은 환경 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 화산분출, 공기를

통한 전염병 창궐 또는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환경비상시,

기상전문가들은 그 위험물질의 후속 확산과 전파를 예측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WMO는 비상대응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WMO 지역특별기상센터들이

공기중 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수치모델을 개발하도록

주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원자력기구(IAE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파트너

기구들과 긴 히 협력하고 있다.

대기 질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WMO와 그 회원국

기상수문관서들은 가장 실질적이고 정통한 정보를 정책

결정자와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날씨, 기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서로 긴 히 관련되어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모든 공동체들과 섹터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그 중요성이 금년 8월 31부터

9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3차 세계기후회의

(WCC-3)에 제대로 반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기상수문관서들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나는 200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가 모든

WMO 회원국들과 파트너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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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기후: 2008년

기상청 기후정책과

전 지구 기온 특성

육상과해상을포함한2008년의전지구평균기온은표1과

같이 20세기 평균(13.9℃)보다 0.49℃ 높아 2001년과 같은

8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하 다. 전 지구의 육지 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0.81℃ 높아 6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 으며, 해상의 평균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0.37℃

더 높아 10번째로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반구별 평균기온은 북반구의 경우 20세기 보다

0.59℃, 남반구의 경우 0.38℃ 높았으며, 북반구는 8번째로

높은해, 남반구는 9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대륙별

2008년 기온 편차를 보면, 대륙지역을 위주로 그림 2와

같이 고위도에 위치한 유럽과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

에서 평년(1961~1990년)보다 1~4℃ 높은 기온을 보 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양의 기온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콜럼비아, 알래스카, 캐나다 및 미중부

지역에서는 평년(1961~1990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기록하 다. 2008년 1월에는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남동부지역은 극단적인 저온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터키 일부지역은 50년 만에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다.

반면 호주, 유럽 및 북아시아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특히, 호주의 1월 평균기온이 평년

(1961~1990년)보다 1.23℃ 보다 1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3월에는 역시 호주 남부지역에서는

열파(heat wave)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남부 수도인

Adelaide는 최고기온이 35℃가 넘는 날이 15일동안

지속되어 최고기록이 경신되었다. 헝가리에서는 9월 동안

극단적 이상고온과 저온현상으로 기온의 큰 변화를 겪었다.

Szeged도시는 9월 7일 37.6℃(100℉)로 1946년 36.7℃

(98℉) 보다 높은 기온을 보 으며. 9월 15일에는

Sopron도시에서 8.6℃(47℉)로 1925년 Zalaegerszeg

에서 기록한 10.5℃(51℉) 보다 낮아 10일 사이에 약

30℃의 매우 심한 기온변화가 관측되었다. 

전 지구 강수량 특성

2008년 전 지구의 강수량(그림 3과 4)은 평년

(1961~1990년)보다 많았으며, 연간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

곳이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하와이, 미국 서부와 중남부,

알래스카 남서부, 아프리카 남동부, 유럽 남부, 인디아 북부,

아르헨티나 일부, 우루과이, 동아시아, 브라질 동안, 호주

남부 등지에서 평년보다 건조한 경향을 보 다. 반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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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 지구 연평균기온편차(℃) 그림 2. 2008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편차(℃)

순위 년도 기온편차(℃) 기온편차(℉)

1 2005 +0.61 +1.10

2 1998 +0.58 +1.04

3 2002 +0.56 +1.01

3 2003 +0.56 +1.01

5 2006 +0.55 +0.99

5 2007 +0.55 +0.99

7 2004 +0.53 +0.95

8 2001 +0.49 +0.88

8 2008 +0.49 +0.88

10 1997 +0.46 +0.83

표 1. 전 세계 평균기온순위(출처: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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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과 아프리카 서부, 미국 북동부와 중부,

남아메리카 북부, 아시아 남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 다.

주요 이상기후 현상 및 피해

⊙ 2008년 1월에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 다. 모잠비크에서는 16명의

사망자와 6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고, 인근의 잠비아

에서는 27명, 말라위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는 폭설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 다. 중국에서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50년 만에 최대의 폭설이 내려 약 7천

8백만 명이 폭설의 직·간접적 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60여명이 사망하 다.

⊙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홍수로 인해 12명의

사망자와 1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고, 필리핀 동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45명의 사망자와

31명의 부상자, 29만 4천 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약 2천 2백만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미국에서는 위스콘신 주 등에서 29년 만에

최고 기록인 196.3㎝의 폭설이 내렸다.

⊙ 3월에는 아프리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나미비아에서는 42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스리랑카에서는 호우로 인해 1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지난 1910년 이후 최대인 51㎝의 폭설이

내렸고, 위스콘신지역에서는 254.2㎝, 워키지역에서는

246.6㎝의 폭설이 내렸다.

⊙ 4월에는태풍너구리가중국남부를강타하여22명의

사망 및 실종자와 13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5월에는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호우로 28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또, 태풍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하여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240만명이상의이재민이발생하는엄청난피해를입혔다.

⊙ 6월에는중국북부지역에홍수가발생하여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 다. 관둥성

에서는415㎜의호우가내렸으며14만여채의가옥이피해를

입었다. 필리핀에서는 태풍 펑선으로 인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224명의 사망자와 374명의 실종자가 발생하 다. 

그림 3. 전 지구 연강수량 편차(㎜) 그림 4. 2008년 전 지구 연강수량 편차(㎜)



⊙ 7월에는태풍 갈매기가 타이완을 강타하여 2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태풍 풍웡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4만3천여가구의전기가중단되었다. 또, 허리케인

돌리가 카리브해 서부를 강타하여 과테말라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발생하 고 멕시코에서는 1명의 사망자와 2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 8월에는허리케인 구스타프가 아이티 및 도미니카

공화국 등을 강타하여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각각

59명과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으며 900여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는 몬순 호우로

인하여 27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하 다. 인도 남부에서는 강한 몬순으로 인한 호우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 베트남에서는 태풍

간무리로 인해 120명의 사망자와 44명의 실종자가 발생

하 다. 칠레남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 으며 1만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 9월에는이라크북부와이란의일부지역에서호우로

인한 홍수로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으며

수력발전소가파괴되는등의피해를입었다. 태풍실라코가

타이완을 강타하여 최고 1500㎜의 호우가 내려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도로 유실

및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 다. 허리케인 아이크가 미국,

아이티, 쿠바를 강타하여 곳곳에 홍수와 범람이 발생하 다.

이로인해미국에서는30명, 아이티에서는47명등의사망·

실종자가 발생하 으며 미국에서는 210만 여 가구와

기업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985년

이래 가장 많은 최대 660㎜의 호우로 인한 홍수로 4명의

사망자와 최소 1천 4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 다.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호우로 16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7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태풍 하구핏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을 강타하여 베트남에서는 37명, 중국에서는

12명, 필리핀에서는 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 다.

베트남에서는수천가구의홍수피해가, 중국에서는광둥성과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인명 피해와 40만ha의 농지가 침수

되었고 9억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 다. 2008년

중 가장 강력했던 태풍 장미가 타이완을 강타하여 최고

11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 다. 인도에서는 몬순의 향으로 26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여 173명의 사망자와 2천 4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 다. 한편, 호주 멜버른과 그 주변 지역은

9월 강수가 12㎜에 불과하여 1855년 이래 가장 가물었던

시기로 기록되었다. 

⊙ 10월에는 코스타리카에서 40년 만에 최대인

2100㎜의 호우가 내리고 온두라스에서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 예멘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약 100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 고, 1700여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 11월에는 베트남 중부 및 북부 지방에서 1984년

이래 가장 많은 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8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브라질

남부 지방에 홍수가 발생하여 84명의 사망자와 1백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다. 

⊙ 12월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아드리아해의

바닷물이 려들면서 홍수가 발생하여 산마르코 광장 등

도시 전역이 1.5m나 잠겨 관광객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는 20년만의 대홍수로 기록되었다.

(출처: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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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기후예측을선도할
WMO 장기예보선도센터

기상청 기후예측과

기상청은 오는 제14차 WMO CBS1) 총회(2008년 3월

25일∼4월 2일, 크로아티아)에서“WMO 장기예보 다중

모델앙상블 선도센터(WMO Lead Center for Long-

Range Forecast Multi-Model Ensemble, 이하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로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005년 10월 WMO GPC2) 회의(한국)에서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설립을 처음 제안한 후 여러

관련 국제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발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6년 11월에

개최된 WMO CBS 특별회의(한국)에서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 이 결정 되었다.

이후 기상청은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의 자료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을 확립하 으며, 민감한 주변

경쟁국들의 경계를 미국기상청과의 공동 설립으로 풀어

나갔다. 그 결과, 2008년 4월 WMO CBS 장기예보

전문가회의(중국)에서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가 인정을

받게되었고, 이제WMO의최종인준을 앞두고 있다.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의 주요 기능은 GPC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술을 개발

및 향상시켜, 이를 WMO 회원국에게 홈페이지

(www.wmolc.org)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WMO가

지정한 GPC는 전 세계에 9개(우리나라 포함)가 있는데,

각국의 자료 관련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GPC 자료를

한꺼번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각 GPC마다 고유의

자료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 자료를 비교, 분석

하거나, 예측기술 개발에 사용하려면 통일된 자료형식이

필요하다. 이에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는 자료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모든 GPC, 각국 기상청, 지역기후센터의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세계 기후예측 분야를 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상청이 기후예측의

정확도향상이검증된다중모델앙상블예측기술을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개발한 다중모델

앙상블 기술은 WMO가 미래의 기후예측기술로 선정

(2008년 9월)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는 국가간 기후예측 기술교류

및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개도국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WMO도 우리 선도

센터를 환 하고 있다. 

최근 2007년과 2008년 겨울에는 WMO 장기예보 선도

1)@CBS (Commission of Basic Systems): 기본체계위원회

2)@GPC (Global Producing Center): WMO 전 지구 장기예측자료생산센터. 현재 9개 센터(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국, 프랑스, 유럽중기예보센터, 일본, 중국) 지정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홈페이지



센터가 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방제를 위한 국제적 대응

요청에 부응하여 WMO, 국제기후연구소(미국), 남아프리카

가뭄감시센터에 아프리카지역의 강수량, 기온 등 계절예측

자료를제공하기도하 다.

앞으로도 WMO 장기예보 선도센터는 발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세계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경감과 전 세계 기후예측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10년 제32차 IPCC 총회
한국유치추진
-개최후보지로‘부산광역시’를선정

기상청 기후정책과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기후변화가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한 가운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주관부처로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구현 및 국제사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에 열릴 제32차

IPCC 총회의 한국 유치를 환경부 및 외교통상부와 공동

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이며 21세기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대 현안

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12월에 코펜하겐에서 발리

로드맵에 의한 2013년 이후의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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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평가결과 발표 장면

선도센터 설립 전 선도센터 설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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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올해를‘기후변화의 해’로

지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스위스에서 열린 제29차 총회(2008년 8월

31일~9월 4일)에서 한국으로서는 처음 이회성 계명대

교수가 IPCC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관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역할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은환경부및외교통상부와공동으로 2010년제32차

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의 범

정부적 노력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IPCC 총회를

지방도시에 유치하기로 정하고 후보도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가

2010년 제32차 IPCC 총회 개최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이와 관련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 으며 지난 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개최 후보지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한 바 있다. 

⊙ 지난 2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지자

체의 발표 및 평가를 통해 부산광역시를 총회 개최도시로

최종선정하게되었다. 이번에선정된도시는향후기상청과

환경부 및 외교통상부와 함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총회 유치 및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올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0차 IPCC 총회에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2010년 제32차 총회의 한국 유치를

공식 표명할 예정이며,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에 인도

네시아에서 열릴 제31차 총회에서 다음 총회를 개최할

국가가 확정된다.

⊙ IPCC 총회는 매년 한두 차례 개최하며 각국에서

전 세계 정부대표 수백 여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과학,

향·적응 및 취약성, 완화(저감)분야를 검토하고 토의

하는 기상과 기후 관련 회의로는 최대 국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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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chedule
국제회의일정

4월20일 터키 안탈리아, 제39차 IPCC 의장단 회의

4월 21일 ~  4월23일 터키 안탈리아, 제30차 IPCC 총회

5월 18일 ~  5월 21일 한국 서울, C40 제3차 정상회의

6월 1일 ~  6월 12일 독일 본,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

6월 3일 ~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 제61차 WMO 집행이사회 회의

8월 31일 ~  9월 4일 스위스 제네바, 제3차 세계기후회의(WCC-3)

11월 18일 ~ 11월 27일 한국 서울, 제15차 WMO 대기과학위원회 회의

12월 7일 ~ 12월18일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