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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제는실천으로대응해야

2009년 5월 27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협약이없을경우,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은2030년에404억톤까지증가할전망(2006년
온실가스배출량: 290억톤)이라고발표하 다.

제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발리로드맵’에따라2013년이후어떤
형태로든온실가스감축을해야할것으로예상되는우리나라로서는다시금온실가스감
축에의결의를다지게하는발표라고생각한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대한민국제17대이명박대통령이국가비전으로제시한‘저
탄소녹색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핵심적과제이며, 태양광과
풍력등신재생에너지에대한기술개발과관련산업의진흥못지않게일상생활에서어떻
게하면온실가스를함께줄일수있는지에대한획기적인국민운동이절실한시점이라
볼수있다.

이러한국민운동이바로‘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다.

작년 10월국내의기업계, 정부, 시민사회단체는다같이가정, 교통, 상업등국민의일
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그린스타트 네트워
크를 구성(32개 기관·단체로 출범, 현재 36개로 증가)하 으며, 지역네트워크 구성도
121개지자체(광역16개, 기초 109개)에서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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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창의와 열의가
정부의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간다면 1990년부터 2005
년까지온실가스증가율이98.7%로OECD 국가중최고의
증가세를보이고있는우리나라의온실가스증가도감소세
로돌아설수있고, 오히려세계적인모범적온실가스감축
국의반열에오를수있다고확신한다.

그린스타트운동은국민이보고체험함으로써동참을유
도하는국민운동차원의접근방법과제도적인설계와유인
체계(Incentive System)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확산하는접근방법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효율적
이다.

전자의 예로는 지난 4월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가주관이되어전국적으로약77만5천여명이참여한‘제1

회기후변화주간’행사가있다. 지역의많은주민들이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의 의미와 심각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줄이기체험활동을하 다. 이러한참여행사는 6
월에도 진행되는데, 소등(6.20)과 온실가스 진단
(6.22~6.27) 시범행사가그것이다.

온실가스진단행사는 16개시·도별로신청을받아진행
하는 오프라인 행사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물 형태의 온라인 행사로 구분되어 추
진된다.

학생들이과제로자기가정의전기와수도등의사용량을
파악하여제출하고, 담당교사가학생들과함께그린스타트
홈페이지의탄소발자국계산기에서이를시현하게되면많
은교육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후자의예로는탄소포인트제도를들수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등이 전기, 수도
등 사용을 줄이는 경우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시
범사업(’08.11~’09.6)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전국 지자
체로확대실시할예정이다. 24개지자체에서약 4만여가
구가참여하고있어향후계속확대될전망이다.

또한, 환경부는직장내에서자전거나대중교통을이용하
고, 구내식당에서 음식물 안남기기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린포인트라고 불리는 동 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
니라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도계속확산해나갈계획
으로있다.

이러한인센티브정책을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그
린스타트네트워크와함께녹색생활실천운동을열심히추
진해나가는한편, 민간기업과의협력관계도MOU 체결등
을 통해 강화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이 녹색문화로 더 한
층도약하는계기로삼을것이다.

환경부는‘그린스타트 운동’을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저탄소녹색사회를구축하기위한대표적범국민
실천운동으로브랜드화할계획이며, 이를위하여인적·제
도적지원을아끼지않을것임을약속드린다.

2013년새롭게출범하게되는新기후변화체제(포스트교
토체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하여다같이그린스타트운동에동참하여줄것을, 이
을읽는많은분들께당부드린다.

△ 가정·상업·교통·공공등비산업분야배출량이 43% 차지
△ 산업분야보다감축비용이낮고즉각적감축효과발생*

[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구성 현황(‘09. 5) ]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05) ]



녹색성장과
한국의미래

지난반세기동안대한민국국민들이보여준저력은정말놀라웠다. 우리는군사독

재체제를 스스로 극복해 자립적으로 민주화를 성공시켰으며‘한강의 기적’이라 불

리는 경제성장도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에서 OECD가입

국, 무역수지 10위권국가로한세대만에반전했고그토록헤어나기어렵다는금융

위기도세계에서가장빠르게극복해냈다. 이러한대한민국을향해세계인들은찬사

를보내고있다. 

하지만현재대한민국은또다시새로운위기에직면해있다. 최근의국제금융위기

와지구온난화로대표되는환경문제는우리나라에도엄청난파급효과를가져왔으며

수출부진과 에너지부족, 자연재해 증가, 마이너스 경제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커다란국민적시련을주고있다.

에너지부족, 기후변화, 금융위기등은최근국제사회가공통적으로직면한과제이

기때문에 우리가이위기를어떻게극복하느냐에따라한국의미래는달라진다. 21

세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세계의 흐름을 리드하거

나, 성공의 대열에서 도중하차하여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

라는조만간새롭게확립될지구촌경제질서에서재도약이냐몰락이냐의 갈림길에

처해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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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국가들은경제침체와에너지문제, 기후변화를동

시에 극복하기 위한 야심 찬 처방으로 녹색성장에 주목

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와 저탄

소 친환경 기술개발로 대표되는 녹색뉴딜을 통해 녹색

성장 구현과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위한 정

부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문제

의 해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천명하고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

시된이래이를실천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이어져왔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경보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제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것

이 사실이다. 지속가능을 저해하는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 환경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이 도처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확실한 처방

책이 없는 구호만으로는 환경위기를 극복 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개발 체제로는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하

지않다는것이입증되고있다. 환경성만강조하는경제

체제는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이다. 결국 인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도 만족시키고

환경도보호하는‘두마리토끼를쫓을수있는’실질적

인처방이필요한것이다. 풍요로운생활을바라는개개

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성공하

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지난 반세기동안 공산주의체제

의 몰락과 함께 입증되었으며, 경제개발을 통해 풍요로

운 생활을 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방식을 따

라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 나서는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제안은

설득력이전혀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성장
최근들어세계적인경제위기를경험하고있는국가들

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다. 이러한방안의일

환으로‘두마리토끼를쫓기위한’저탄소녹색성장개

념이 제시되었다. ‘녹색성장’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환경·개발 장관회의에서 한국 정

부와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주도하여

그개념을처음으로사용하 다. 역내환경관련국제회

의로는 처음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방안을 논의했고,

한국이 주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마련하 다.

UNEP에서도 2008년 경기침체와 지구온난화에 대처

하기 위해, 그린뉴딜정책(Green New Deal)과 녹색경

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를 마련했

다. 청정기술및자연기반시설에투자하는방향으로세

계 경제를 재조명해서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녹색 일자

리를창출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 

미국은버락오바마대통령의취임으로세계에서그린

리더십을주도적으로펼쳐나갈것으로보인다. 오바마의

주된 공약 중 하나는 국내 1,5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

너지계획과 5백만 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실행하여 온

실가스배출을2050년까지80%까지줄이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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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녹색뉴딜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으로 한국과

함께 UN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달

성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

적인역할을맡고있다. 

독일과덴마크등의유럽국가는신재생에너지개발에

앞장서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립도를 이루었다.

1973년국제석유파동당시덴마크의에너지수입의존도

는 99%나 되었지만 현재는 지역실정에 맞는 복합적 재

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완전한 에너지자립 국가가 되었

다. 인도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도 녹색성장 전략추

진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녹색성장, 한국의 신통합동력
우리나라는 2005년 아·태 지역 환경·개발장관회의

에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 으며, 2008년에

는향후 60년간의국가비전으로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

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성장 전략

을 제시하 다.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변화와 경기 침

체 시기에 녹색성장은 한국, 아시아를 넘어 한층 강한

주목을받고있다.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

국의 국가경쟁력과 리더십을 재평가 받고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를 넘어선 로벌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또다시도약할수있는기회가되리라믿는

다. 이를위해서는수단으로서의녹색이아닌이념과철

학이 바탕이 된 과정과 목적으로서의 녹색이 실현되어

야 하며, 건전한 환경윤리와 경제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녹색경 과 상생의 사회 재창조가 가능하다. 또한 아무

리잘계획된국정비전이라하더라도국민의이해와신

뢰가없다면가장핵심적부분이결여될수있다는사실

또한명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그린, 기술, 산업’에 치우친 단편적이고

협의의 정책을 넘어 한국의 강점을 살린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기술개발이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한국사회에또하나의불균형문제를초래할것이다. 녹

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확충, 기업경쟁력증진과 국토균형발전, 생활혁

명을포괄하는종합적국가비전으로교통, 건축, 문화등

모든사회·경제활동과사회시스템을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

의되어야한다. 녹색성장이경제 역의신성장동력발

굴을 넘어, 사회와 문화 역에서도 신통합동력으로 기

능한다면단기간에눈에보이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지

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진정한 국가 성장 동력을 확

보하게될것이다. 독일과덴마크등의국가가에너지자

립을달성하고국민의생태·문화의식이성숙한세계적

친환경국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저 얻어진 성과가

아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의 위기의식에서 장기

적비전을가지고 20년이상꾸준히추진된성과가다시

찾아온금융위기시기에조명받고있는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을 향해
정부의녹색성장정책추진을바라보는각계의의견은

다양하다. 최근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추진

중인녹색성장에대해많은견해차를보이고있다. 녹색

성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

고 개념적인 논의부터, 녹색성장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많은 견해가 산재하고 있다. 사회

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빠

른진행을비판하고견제하는목소리도높다. 짧은기간

내에 정책들이 긴박하게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기에 국

민들의 우려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제시 후 사회적으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

지 않은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경청해야

할비판도있겠지만정치-정략적인비판을위한비판도

다분히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기에 따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정책들은 다양

하게변할수있더라도그중심철학은확고히세워져야

한다. 녹색성장에대한사회적합의를위해서는우선저

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이념적인

방향설정을필요로한다. 녹색성장이란개념이‘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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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발전 패러다임’이며,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유례없는 시도’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녹색성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념적 방향이 필요 할 뿐 아니라

녹색성장의 확실한 개념정립을 통한 구체적 정책수립이

선결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사용된 녹색성장 개념은 지나치게 제한적으

로 해석되어 왔다. 저탄소를 실현하는 신재생에너지 기

술만을 생태적인 소비에 연관시켰으며 너무나 좁은 범

위로 녹색성장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저탄소 정책만을

녹색성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또한 녹색성장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

출 방안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녹색성장이 담고 있는 큰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성공

적인녹색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에너지, 경제위기, 환

경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정신적 활동에 녹색성

장의개념이투 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녹색성장은

저탄소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정

책에반 되어야할것이다. 

사회 저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인 폭넓은

의식개혁없이는녹색성장은이룩될수가없으며녹색

정치, 녹색경제, 녹색교육, 녹색소비, 녹색문화를 통한

사회전체적인변화를필요로한다. 녹색성장은사회전

반을 견인하는 국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새

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한 최초의 시도

다면녹색성장운동의성공적인실천이야말로우리가새

롭게도약할수있는초국가적인사업이라고생각한다. 

녹색성장의 새로운 비전은 환경보호와 인간의 욕구를

조율한 오늘날 인류가 보편적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위해 국민들모두의긍정적이고적극적참여

를통한녹색성장의명확한개념정의와사회적합의도

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 최대의 과제인 녹색성장은

특정 정치적 목적, 이념적 대립이나 투쟁수단이 되어서

는안되며현재위기의시대에새로운희망으로제시된

녹색성장으로대한민국재창조의시작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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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가 녹색혁명을이끈다

- 한국형 녹색뉴딜, 
위기극복과 미래성장을 견인한다 -

더운 여름의시작을 알리는 6월이다가왔다. 하지만, 로벌 경제위기의 한파

는여전히그매서운기세를늦추지않고있다. 하루빨리우리경제를성장궤도

에다시올려놓기위해서는, 구석구석에따뜻한온기를불어넣어긍정과희망의

새싹을틔워야한다. 

민간투자와소비가꽁꽁얼어붙어있는현실에서, 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요

구되고 있다. 미국, 국,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극복하기위해공공투자사업을확대하는내용의‘뉴딜사업’에나서고있다. 침체

국면을타개하는데에는과감한재량적재정정책의효과가컸다는역사적경험이

있기때문이다. 

미국오바마신정부의뉴딜리스트에는혼잡방지와에너지절감을위한도로·

교량등의개선, 수자원보호와홍수방지사업, 신재생에너지확충등이중요한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과 프랑스 정부도 철도투자 확대, 내륙수로 건설 등에

많은예산을투입할계획이라는소식이들려온다. 

손명수 | 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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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유심히살펴보면, 선진국의뉴딜은그기원이되었던1930년대미국의그것과는다른21세기적의미로진화

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당장의소비와투자를확대하면서도, 미래성장을위한튼튼한사회적인프라를만드는

데초점을두고있는것이다. 특히, 전지구적인환경문제인기후변화가경제적생존의문제로전환되어가고있는상

황에서, 온실가스를줄이는경제성장의견인차로서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떠한가?  선진국보다도오히려빠르게, 우리는지난해8월‘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발전의새

로운비전으로국제사회에널리알린바있다. 금년 1월에는잠재적인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한국형

녹색뉴딜프로젝트’를선정했다. 모두 9개의핵심사업중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수자원확보및중소댐건

설, 숲가꾸기, 에코리버복원사업등5개의과제가녹색SOC에해당하는사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낡은 공공토목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이야말로 한국형 녹색뉴딜의 본질과 효과를

간과하는단견이라고생각한다. 우선, 4대강살리기를비롯한녹색뉴딜은사업과정에서부터 고용효과와수직적·수

평적산업연관효과가커서경기부양에효과적이다. 또한, 단순한이전적정부지출과달리, SOC사업은그결과물이

두고두고사회적으로공유하는기간인프라로남아미래성장의발판이된다. 더욱이, 녹색SOC사업은기후변화에따

라빈발하는재해를예방하고온실가스를줄이는데크게기여한다. 다시말해, 한국형뉴딜은단기적경기부양과중장

기적성장잠재력확충을도모할수있고, 동시에온실가스감축과국토환경개선의성과도노릴수있어‘환경과경제

성장’이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을수있는사업들이다.

대표적인한국형뉴딜사업인4대강살리기사업과철도투자를살펴보자. 먼저, 4대강살리기는많은일자리를만들

어낼수있는생활 착형SOC프로젝트이자, 지역의생태·문화·관광등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사업이다. 오랫동

안멀어졌던우리의젖줄인강을물과생명이풍요롭게흘러넘치는안전하고친숙한생활·여가공간으로만듦으로

써국토르네상스와저탄소녹색생활혁명을이끌어낼수있는대역사(大役事)인것이다.

[ 고수부지 정비를 통한 하천활용 극대화 ]



각국이새삼다시눈을돌리고있는철도는어떠한가? 우리나라의철도는지난50년동안철도연장이10% 정도밖

에늘지않을정도로제자리에머물러왔다. 도로일변도의투자는혼잡비용과온실가스를늘이고대중교통의발달

에도저해요인이되어왔다. 철도는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는가장친환경적이고효율적인교통수단이다. 자동차에

비해온실가스배출량이승객수송은1/4, 화물운송은1/13에불과하다. 이점에서철도투자는단순한SOC 투자가아

니라환경투자이며에너지투자라고할수있다.

최근국제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은국가와기업의백년대계를판가름할핵심아젠다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우

리가선점한의제이지만, 이제는남들보다한발빠른구체적인실천이필요하다. 특히, 경제위기를먼저헤쳐나와

장래새롭게재편될국제경제질서를주도하기위해서는, 당장의위기극복차원이아니라미래를대비한녹색성장의

토대를튼튼히다져나가야하며, 녹색 SOC 프로젝트가바로그러한기반을마련해줄수있을것이다. 정부는속도

감있게녹색뉴딜을추진하여저탄소녹색국토와녹색생활혁명을구현하는데전력할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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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송 백만인km 234,776 231,018 30,269 29,172

규모 % 45 44 6 6

CO2 배출량
천톤(CO2) 35,386 14,379 542 1,008

% 69 28 1 2

배출원단위
CO2g/인km 150.7 62.2 17.9 34.6

비율(철도=1) 4.4 1.8 0.5 1

구 분 단 위 승용차 승합차 지하철 일반철도

[ 교통수단별 CO2 배출량(2001년) ]

< 여 객 >

총수송 백만인km 52,890 36,443 10,492 

규모 % 53 37 11 

CO2 배출량
천톤(CO2) 25,116 3,131 373 

% 88 11 1 

배출원단위
CO2g/톤km 474.9 85.9 35.6 

비율(철도=1) 13.3 2.4 1 

구 분 단 위 화물차 해운(국내) 일반철도

< 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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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 전후(예시도) ◑

【 시 행 전 】 【 시 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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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예정인 철도차량 종류 ◑

【한국형무인운전경량전철】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제2터미널)에도입될자기부상열차모형】

【한국형틸팅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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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과
산업계의대응전략

기후변화에대한인식
최근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의속도만큼“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뜨겁게 달아
오르고있다. 녹색성장이라는단어가일상화되었지만아
직도국민적인식은부족한상태이다.

최근 세계자연보호기금(WWF)는 기후변화는 과학자
들이예상했던것보다더빠르게, 더극단적인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온난화로 북극의 해빙은 5
년내에완전히녹아없어질가능성이있고이로인해전
세계 해수면이 금세기말까지 1m 넘게 상승하며 곡물생
산량이 매해 4천만톤 감소하게 되고 2003년 남부 유럽
에서3만 5천명이넘는사망자를냈던‘살인더위’가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
에관한정부간협의체)가2007년초세기말해수면상승
치를59cm로예상했던것과비교하면상황이더악화됐
다는것이다.

최근국제동향
오바마 미 행정부는 자동차 연비를 대폭 올리는 방안

을내놓은데이어지난 4월 22일지구의날을맞아‘새
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국가가 21세기의 로벌 경
제를선도한다’며, 2030년까지전력수요의20%를풍력
발전으로대체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제시하 다. 또한
최근에는지구온난화가스의배출제한과배출권거래를
위한에너지및기후변화법안이하원소위에서가결됨에

여한구 | 지식경제부기후변화정책과장
(hyeo@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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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기후변화대책마련을위한전세계공조에파란불
이켜졌다.

자원고갈 및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의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세계시장에
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저
탄소로의 전환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자발적으로
이행하지않더라도국제적규제를통해강제될가능성이
매우높다.

OECD 국가중에서감축목표를부여받지않은나라는
우리나라와멕시코뿐이고, 온실가스배출량과경제규모
등을고려할때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온실가스감축
에동참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 등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에 대한 국경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또
한다른나라들이탄소감축노력을하지않는경우이들
에대한관세부과를검토해야한다고발표한바있다.

EU 또한2012년이후유럽에서판매되는자동차의이
산화탄소배출량이 120g/km를초과할경우 3년간벌금
을단계적으로부과하고, 역내입출국항공사에대해배
출량상한을넘길경우 2012년부터탄소배출권구입을
의무화하기로결정하는등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를강
화하고있다.

UN 및 국제협상동향
UN 기후변화협약제13차당사국총회에서Post-2012

체제 협상을 위한 포괄적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
년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정하고 감축, 적응, 기술, 재원
등에대한협상이진행중이다.

Post-2012 협상은감축의무부담국의확대와협상프
로세스간관계설정등이주요쟁점이되고있다. Post-
2012 체제에서는더많은국가들의감축노력참여가요
구되는 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 및 중국, 인
도등주요개도국들의참여방안이주요한이슈이다.

지난3월개최된2009년 1차UN협상에서는개도국이
의무감축에동참할것을주장하는선진국과선진국이포
스트 교토체제 하 의무감축수준 등에 먼저 합의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하는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
하 다.

현재 6월 2차 UN협상이진행중인바의장주도의협
상초안을바탕으로본격적인협상모드로의전환이가속
화될전망이다

아울러, 교토의정서를탈퇴했던미국이기후변화리더십
을확보하기위하여주요국포럼(MEF)을진행하고있다.

기술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호하는 미국은 1차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4월 워싱턴)에서 감축을 위한 전환적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제안하 으며 2차 MEF(5월,
파리)에서는 각 국의 제안을 토대로 토의를 거쳐, MEF
에서논의할주요기술을제시하 다.

우리나라산업계의대응방향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세계 16위, 에너지부문

이탄화탄소배출량은세계9위를기록하고있지만2008
년부터 2012년까지선진국들이받게되는교토의정서상
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받지는않고있다.

우리나라는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등에너지다소비
형 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미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선진국수준의높은에너지효율을달성하여추가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여력은 적은 편이다. 이에 급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산업전반과 경제발
전에미치는파급효과가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저
탄소녹색성장의새로운국가비전을제시하고금년중우
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하셨
다. 이후녹색성장비전과구체적실행계획을담은‘녹색
성장기본법’이국회상정되어정부, 산업계, 시민단체등
과 함께 활발히 논의중이며,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발전
을향한다양한정책들이수립·추진되고있다.

정부는녹색성장에기반한지속가능발전을위한에너
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에
너지효율을 매년 2.6%씩 높여 에너지원단위를 46% 개
선하기로하 다.

우선에너지절약형신소재, 신공정의개발을지원하고
지식서비스·GT 등의첨단산업을육성하며하이브리드
카, LED 등 신성장동력제품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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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너지소비의 절대량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위해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07년
도의 17%에서 2030년에는 39%로 확대하기로 하 다.
또한그린에너지산업을미래핵심동력으로육성하기위
해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공기업의 녹
색기술구매확대등녹색기술활용도확대할계획이다.

기업입장에서도에너지효율향상, 산업공정개선등을
통한비용절감과지속가능한발전시스템구축을통한경
쟁력제고의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의 경 방식과는 달
리윤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가치를포함하고있어소비
자및일반인에게도매력적으로인식됨으로써, 기업의브
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더없는수단이될수있다. 소
비자가저탄소제품을구매하는등소비자가합리적인소
비문화를주도하는기후변화의‘주체’로거듭나기위한
인식의변화또한필요한시점이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거대한조류를피해갈수없는상
황에서위기를새로운전환의계기로삼는다면경쟁자보
다몇걸음앞서나갈수있는절호의찬스이기도한것이
다. ‘80년대 수출다변화 제도를 시행할 때 일본 제품에
려국내제품이경쟁력을모두잃어버릴것이라는우려

가있었지만, 보다우수한제품개발로국제경쟁력을키
워 오히려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리
대응채비를갖추고현명하게대처한다면우리경제가한
단계더도약할수있는길이열리리라믿는다.

또한기후변화협약을새로운기회의장으로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주목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이미 많은
고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국제사회의자본
이전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실제우리나라에서도온
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고있는데이를통한선진국의저감기술이나투자기법
등을벤치마킹하여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겠다.

탄소를배출할수있는권리또한새롭게형성된탄소
시장을통해거래가매우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 투
자전문기업이 등장하고 탄소펀드가 조성되는 등 탄소시
장을선점하려는선진국들의치열한주도권싸움이전개
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온실
가스저감사업과탄소시장이각광을받고있는지금새로
운시장진출은누구에게나열려있는기회인것이다. 

위기이자기회
코드그린(Code Green)이란책의저자로유명한토머

스프리드먼은“과거에는탄소소비의성장에기반을둔
나라가선진국이되었지만, 미래에는녹색·청정에너지
기술을장악한국가가세계의패권을쥐게될것”이라며
녹색혁명을예견하 다.

또한“향후최대성장잠재력을보유한 로벌산업은
신재생에너지(Energy), 에너지효율화(Efficiency), 환경
오염 저감(Environment) 등 녹색산업이며 녹색혁명을
위한지구차원의경쟁은이미시작됐다”고역설했다.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도이를대비한국내기술개발
시장의육성, 선진국과의공동기술개발이나이전에관한
협력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에너지 강국으
로자리매김하는초석으로삼아야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및 철강·기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적기반을보유하고있어녹색성장의잠재력은충분
하다.

최근세계최대풍력발전기업체인덴마크의베스타스,
태양광모듈업체인 오스트리아의 SSF사, 일본의 소닉저
팬도국내에신재생에너지시설을투자키로했다. 세계적
인녹색기업들이우리나라로눈을돌리고있는것이다.

과거에는환경과경제발전이서로상충하는것으로받
아들여졌지만저탄소녹색성장을계기로환경과성장이
함께가야한다는인식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탄소중립적(Carbon Neutral)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소공세적(Carbon Advantage) 발상으로전환한다면새
로운투자기회와일자리창출의기회로다가올것이다.

이제 녹색성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해야하는것이다. 정부뿐만아니라전국민이생
활의녹색혁명에주도적으로참여할때우리나라는세계
적인녹색성장의모범국가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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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계속배출하면
21세기인류와생태계의운명은? 

산소부족과독가스로질식사및대멸종초래

지난세기의꿈
100년전에인류는20세기는과학과기술이지배하리라

예측하 다. 특히전기의사용으로온도시가밤에도환하

며선이없는전화기의사용을예고하면서꿈에젖어있었

다. 실제로그렇게되었다. 과학의발전과기술개발덕분에

식량도 풍부해졌다. 전기도 풍부하게 사용하여 많은 도시

들이밤에도대낮처럼불을밝힐수있었으며많은일을하

기도하고여가활동도범위가다양해졌다. 먹을게늘어나

면 생물체의 개체 수는 늘어난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은약 200,000년 전에어디에서어떻게왔는지는모

르지만지구상에나타났다. 약190,000년간수렵과채집의

생활을하 다. 이는말이수렵과채집의생활이지오늘날

우리가생각하는인간의삶이아니라동물과같은생활이

었다. 점심시간에식사하러각자흩어지든, 아니면무리를

지어나가든사냥을하고나무열매를따먹는다고상상해

보라! 현재의인구로는분쟁만일어날것이다. 

약3,000년전에지구상의인구는약1억6000만명이었다. 산

업혁명이전에는약6억명이었다. 농업기술과과학의발달로먹

을게풍부해지자인구가늘어나기시작해현재는68억에달한

다. 산업혁명이후인간은자연이자생적으로견딜수있는힘의

3배이상으로자연을사용하며혹사시켰다. 그덕분에인구는

늘었고빈부의차이는있지만과거에비해비교적잘먹고있다.

21세기는어떤환경일까? 
21세기는어떨까? 즉앞으로100년간지구상에는어떤일

이일어나며우리에게는어떤 향을미칠까? 21세기에우

리인류가공동으로풀어야할과제는기후변화이다. 기후변

화는전염병, 양실조, 물부족, 인구증가및이동, 사회정

치경제의불안정초래, 무장대립을야기하기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농도가증가하면대기와해양의온도는올

라간다. 현재전지구적으로이산화탄소농도는꾸준히증

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시설에서 배출되고 있다. 우리

가매일먹는음식, 입고있는옷, 종이, 술, 안주, 자동차등

우리의일상생활에서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고생산되

는게있는가? 없다. 지구의온도를내리기위하여이산화

탄소를배출하지않는그무엇으로가야하는데현재론풍

력, 태양광발전소등신재생에너지개발외에는별다른대

안이없다. 

지구 46억년역사동안기후변화와이에따른환경의변

화로인한생물체의멸종과진화는이루헤아릴수도없이

많았다. 오히려지난10,000년이아마46억년역사동안가

장안정된기후 을것이다. 이덕분에아마농업이발달했

는지도모른다. 이러한안정되었던기후는 20세기에지구

를향해마지막미소를보냈는지도모른다.

신임철 | 기상청기상선진화담당관실
(icshin@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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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는390ppm이다. 산업혁

명이전에는 300ppm 이하이었다. 온도가낮았던빙하기

때는약 200ppm 정도 다. 모델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

만 만약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농도의 2배

(600ppm)가 되면 대기의 온도는 약 3℃ 상승하며 3배가

될경우약6℃의상승을예측하고있다. 이는지구에천재

지변적인변화를일으킬수있는온도상승이다. 지역기후

의경우전지구평균의2~3배상승할수도있다. 만약지

난10년간이산화탄소를배출하듯이인류가앞으로배출한

다면 2100년에는지구상의이산화탄소농도는 1,000ppm

에 도달하며 대기의평균기온이 6℃ 이상 상승한다. 그러

면어떤일이일어날까? 몇가지만논해보자. 

빙하의녹음과해수면상승
첫째로북극과그린란드의빙하, 서남극의빙하, 산에있

는 모든 빙하 등이 녹아 없어진다. 이로 인하여 해수면은

적어도 10m 이상상승한다. 그린란드빙하의경우온도가

1℃상승하면25%, 2℃상승하면60%, 3℃상승하면90%

정도없어진다. 예를들어 125,000년전지구의평균기온

은 현재보다 약 1℃ 정도 높았으며 해수면은 현재보다

4~6m 정도높았다. 만약이산화탄소의농도가현재보다2

배 증가하면 해수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물의 부피증가(즉

빙하의녹음에의한해수면상승을제외한것)만으로도해

수면은 1m 상승한다. 해수면 1m 상승은바다에서육지를

바라보았을때직선거리약160km 가물에잠김을의미한

다. 빙하녹음과해수면상승으로인한농경지손실, 거주지

손실, 지하수의염분침투, 인구이동등은해결하여야하나

뾰족한 방안이 현재론 없다. 그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노력이우리가할수있는일이다. 

두 번째로산호초를포함한많은생물종들이멸종하며

위도가높은지역에사는사람들과문화는사라지게된다.

강어귀에 사는 아시아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향을받으며태풍의강도또한강해져수억명

의피난민이발생한다. 런던이나뉴욕의지하에설치된여

러 귀중한 시설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사라

질것이다. 

건강위협
세번째로노인들은전례없던폭염으로인하여위험에

처하며가난한지역의어린이들은음식부족으로인하여

양실조가더욱더심해질것이다. 국가간빈부의격차또한

심해질것이다. 특히온도가높으며저지대에살고있으며

가난한국가들은적응능력이떨어지며허리케인이나태풍,

산불등에취약하게된다. 노약자나천식이나폐에문제가

있는아이들은특히대기오염물질이나매우높은기온상승

으로인해산불에서발생하는연기로인해더욱더취약하

게된다. 

경제에부정적 향
경제적인전망도밝지않다. 온도가 1~3℃상승할경우

대부분부정적인 향을미치나일부이익도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농도가1,000ppm 에도달할경우전지구의

모든 곳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에도막대한손실을초래한다. 수십억

의인구가물부족으로위험에처하게되며홍수피해또한

상상을초월할것이다. 

생물체의멸종
네번째로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로인하여바다의물

은신맛이나는산성으로변한다. 이경우탄산칼슘으로구

성된생물체는껍데기가녹아죽게된다. 이러한현상은해

양퇴적물을 이용한 고기후 연구에서 수많은 증거가 있다.

참고로해양생물의약50% 는껍데기가탄산칼슘(CaCO3)

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머지 50% 는 규산질(SiO2)로 구성

되어있으며주로해수의온도가낮은곳에살기때문에

해수의온도상승으로인하여규산질로이루어진

생물체또한죽음을피할수없다. 

열대우림지역은산불에

더욱 더 취약하며

몇몇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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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구결과에의하면이산화탄소흡수

원으로 작용하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는기능을하여엎친데덮친격으로이산

화탄소의양은더욱더증가하게된다. 지구상생

물체의적어도 50% 는 지구상에서 원히사라지는

멸종의운명을맞이할것이다.

지구가 이런 위험에 처하면 다급해진 인류는 성층권에

먼지를뿌려태양빛이지구에덜도달하도록하여지구의

온도를 낮추려 할지도 모른다(이를 geoengineering 이라

함). 하지만이러한방법도가능하지않다. 왜냐하면먼지

를뿌려태양광선을차단해서온도를낮춘다할지라도해

양의산성화로인한생태계의파괴는막지못한다. 또한인

간이배출한이산화탄소는계속증가할것이며이로인한

지구의온도는1000년은지속될것이다. 또한지구의온도

를낮추기위해다양한실험을행할시예측하지못했던부

작용도 위험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된구체적인연구결과에기반을둔정책개발이시급하

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인 압력이나

전쟁을일으키지않고평화적인방법의국제간협력이필

요하다.  

온도가상승하면왜, 어떻게생물체가멸종할까? : 
산소부족
온도가6℃정도상승하면어떻게해서생물체의멸종이

일어날까? 산소의부족이그원인이될수있다. 현재대기

중에산소는약21%를차지하며지구46억년역사동안비

교적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결과

들에의하면지구상에산소의양이30% 정도이었던때도

있었으며 13% 정도 던때도있었다. 지구의온도가상승

하면 건조해지며 습지는 말라버린다. 습지는 유기탄소를

저장하여대기중으로이산화탄소가배출되는양을줄이는

역할을 한다. 습지가 말라버리면 유기탄소가 습지에 적게

매장되어더욱더많은양의이산화탄소가배출된다. 이경

우더욱더많은양의산소를사용하게되어산소가결핍되

게된다. 

이러한산소결핍은많은동물들의지리적인분포차이를

야기했다. 즉대부분의동물들은그들이살수있는최대의

고도가있다. 예를들어인간의경우는5.1km 이상의높이

에서는 살수 없다. 산소가 결핍되면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최대 높이는 고도가 더욱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경우산소가많은곳에서살던생물체들은수백미터의

자그마한언덕조차넘을수없게되어살곳이없으며죽음

을맞이하게된다. 

해양의경우도육상의경우처럼산소의농도가줄어들면

생물체가살수있는 역이줄어든다. 지구온난화로인한

해수의온도상승은상황을더욱더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산소는차가운물에더욱더많이녹으므로온난화로더워

진해수에는산소가많이녹아있을수없어해수는산소가

결핍되게 된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온도상승으로

수심별 온도차이가 줄어들어 해수 순환이 느려져 대기와

해양의산소교환이떨어져해수에는산소의양이줄어들게

된다. 

이러한현상은이미현재전세계해양의대부분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즉 정상적인 해양은 물 1리터에 녹아있는

산소의양이 5~10ml 정도이다. 하지만현재인간이거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양은 저산소(물 1리터에 녹아 있는

산소의양이2ml 이하일경우)이다. 물속에녹아있는산소

는생물체의호흡에의해점점줄어들게되며0.5ml/l로떨

어지면생물체가대량멸종하게된다. 그리고곧해수속에

산소의양이하나도없는무산소(anoxic)환경이될것이다.

이러한현상은과거에무수히있었다. 

무산소환경은생물체가살수없으며산소없이살수있

는 박테리아만 우 거리는 해양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동해에서도약10,000년전에빙하의녹은물이해양에

유입되어표층의물이바다밑에가라않지못해산소공급

이중단되에박테리아만우 거리던동해의모습도있었

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산소부족은 생물체의 신진대사에

향을미치며생물체의크기나 역에변화를초래하기도

하며멸종을초래하기도한다. 산소의농도가낮은환경에

서는대사율(metabolic rate)이낮은생물체는겨우생존할

것이다. 이러한산소부족으로인한생물체의멸종은2~3

만년에걸쳐일어나며이시간은생물체가적응할시간이

없어멸종에이르게된다. 생물체가멸종하지않고적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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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살아남으려면100만년이상의시간이필요하다.@ 

온도가상승하면왜, 어떻게생물체가멸종할까? : 
죽음의독가스황화수소
마지막으로지구온난화와산소농도의감소는육지와해

양에 황화수소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황화수소는 산소가

매우적은환경에서황산염을먹고사는박테리아에의해서

만들어진다. 현재이러한현상은해수가외부의해양과연

결되어있지않은흑해(Black Sea)처럼해수의순환이잘

되지않는해양에서도일어나고있다. 박테리아로가득찬

해양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황화물(유황가스)로 가득 차

게되며시간이지나면서유황가스가수심이깊은곳에서

부터 점점 위로(수심이 얕은 곳으로)올라오면서 유황가스

에노출된주변의모든생물체는죽게된다. 마지막으로유

황가스가해양의표층에도달하게되며궁극적으로대기에

독가스인유황가스를내품게된다. 이러한일이일어나면

육상의경우산소가부족했을때처럼생태계는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된다. 해양도 처음에는

생태계가부서지다가마지막에는생물체가살지못하게되

는쓸쓸한환경으로바뀌게된다. 육상의식물들은건조한

온실상태의기후때문에죽게되고이로인하여동물들은

먹을음식이없어지게된다. 

이러한상황에인간이배출한이산화탄소와메탄의농도

증가가 지구의 온도를 6℃ 정도 상승시켜 뜨거운 공기가

산소부족과독가스로가득찬지구의생태계에마지막일

격을가하게된다 (이는실제로일어났으며과거에는인간

이배출한이산화탄소가아니라화산활동에서나온이산화

탄소이었다). 

이런상태가되면인간을포함하여동물들은살기위하여

조금이라도 시원한 언덕이나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지

만산소가없다. 또다시인간을포함한동물들이더위를피

하려고해안가로갈것이다. 이는마치텔레비전의과학프

로그램에서보듯이동물들이물을먹으려고물웅덩이에떼

를지어모이는모습과유사할것이다. 하지만유황가스로

가득찬공기를마시게될것이다. 폐가독가스로가득

찬 생물들은 대기에 약간은 남아있는

산소를 마시려고 숨을

헐떡거리게될것이다. 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로인한이

러한현상은우리와생물들의호흡기를파괴하여질식사하

게만든다. 비록당장죽지는않더라도2세를생산할에너

지(교배할힘)가없다. 이로인해인구수와생물체의개체

수는줄어들며우리의신체사이즈도작아진다. 비록이러

한독가스에살아남은몇몇종이있을지라도수세기에걸

쳐 멸종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다. 이러한멸종은지질학적인시간으로눈깜짝할사이에

일어난다. 대멸종이 일어났다. 마치 핵전쟁으로 황폐화되

어생물체하나존재하지않는쓸쓸한지구의모습일것이

다. 거의모든생물체가사라졌다. 

우리인간은이러한환경에서살아남을수있을까? 위에

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 200,000년 전에

나타났다. 그후현재까지지구의온도가현재보다6℃정

도상승하거나이산화탄소의농도가 1000ppm이 된적은

없었다. 지난 200,000년간이산화탄소의농도는300ppm

을넘었던적이없었으며메탄의농도는최대800ppb를넘

었던적이없었다. 현재이산화탄소의농도는 390ppm 이

며메탄의농도는1850ppm를넘어서고있다. 우리가만약

살아남는다면일부가살아남아새로운세계를형성하게될

것이다. 마치과거 200,000년전에우리의조상이살았듯

이. 이러한시대에살아남았던인류는몸의어딘가에유전

자정보가각인되어있을것이며세상의어딘가에일부찬

란했던문명의구조물들이당분간남아있을것이다. 

이러한생물체의멸종은인간이지구상에나타나기훨씬

이전에온도가6℃상승하 고대기중의이산화탄소의농

도가 1000ppm 정도 을 때 일어났던 자연의 현상이었

다. 새로운종의탄생과진화를위해선생물체의멸

종이필요하다. 이는자연의법칙이다. 고기

후의연구결과에의하면기후나환경

변화가 왔을 때 제일먼저 멸

종한 종은 구조가 복

잡한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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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었다. 이또한자연의법칙(law)이

다. 가장고등동물인인간도자연의법칙에

서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현재기후변화와이로인한환경변화로인하

여생태계가파괴되며자연재해가증가하고있다. 하

지만자연의입장에서보면새로운종을출현시키기위

한서곡일지도모른다. 마치홍수는지구상의흙과흙속에

있는 양분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며, 자연적으로 발생

하는산불은식물이싹트는걸도와주어새로운생명을탄

생시키듯이.

현재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가?
현재빙하의녹음으로인해심층수순환이약30% 붕괴

되었다. 심층수순환이란해양표층의물이 도차이에의

해서바다밑으로가라않는현상을의미한다. 심층수순환

의30%가붕괴되었다는의미는해수의순환이느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마치우리의심장에서우리몸구석구석에

혈액의공급이잘되지않음과비슷한개념이다. 해양에서

생물체의생존에필수적인산소는대기에서오며 양분은

육지로부터암석의풍화작용으로부터온다. 해수의순환이

느려졌음은해양의표층에서깊은곳으로열, 산소와 양

분의 공급이 느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빙하의 녹음으로

인한민물의해양유입때문에바다깊은곳에염분을공급

하지못함을의미한다. 즉생물체의생존에필수적인온도,

산소, 양분, 염분의공급이잘되지않음을의미한다. 이

로인하여바다속의생물체는산소가부족하게되어생물

체가죽고박테리아만우 거리게된다. 

또한 전지구적으로가뭄과홍수가증가하고있으며단

시간에집중적으로비가오는날도증가하고있다. 홍수가

일어나면많은양의유기탄소가강을통해바다로유입된

다. 가물경우건조해있던토양에갑자기비가내릴경우

또한많은양의유기탄소가강과바다로흘러간다. 집중호

우 또한 토양속의 유기탄소를 바다와 해양으로 운반시킨

다. 이모든경우유기탄소가물속의산소와결합해이산화

탄소는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용존산소)는줄어들게된다. 이러한현상들은궁극적으로

강이나해양의물이산소가고갈되어박테리아만살게된

다. 즉물이썩게된다. 세월이지남에따라물속은독가스

인유황가스로가득차며궁극적으로육지에방출되어육

지와해양의생물체를멸종시킨다. 

현재까지보았듯이우리가이산화탄소를계속배출한다

면우리의미래는매우위태롭다. 지구는산소가부족하고

독가스로가득차게될것임이분명하다. 이는소설이아니

다. 우리가곧직면하게될매우위험한상황이다. 세계적

으로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크게3가지가제시되고있다.

이들은 (1) 배출권거래제, (2) 신재생에너지개발, (3) 장기

간의적응방안이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7

년보고서는90% 이상의확신을가지고현재일어나고있

는기후변화가 인간의 향때문이라하 다. 하지만과학

계에선현재의기후변화는최대 30% 정도만인간의 향

때문이고70%는자연적인현상이라하 으며앞으로계속

더워지고변동성도큰자연의원래모습데로돌아간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개발이잠시온난화의속도를늦출수

는 있을지모른다. 하지만분명한것은만약자연적원인

으로온도가상승하고있다면우리가할수있는일은다윈

의진화론이말해주듯이장기간의적응방안이유일한방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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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산업혁명이후지속된공업화와산업화는인류의
생활을윤택하게만들었으나그부산물은인류생존에위협
적인 요소로 작용하 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선두로 한 온
실효과기체들의농도증가는대기온도를상승시켰고지구
의기후를단기간에걸쳐변화시키고있으며, 그 향과파
장은점점더심각해지고있다. 이때문에최근에는탄소의
양변화를관측하고그 향을예측하는것이과학적, 정치
적으로많은관심거리가되고있다. 특히대기-해양의탄소
교환메카니즘은기후변화와관련해앞으로우리가무엇을
해야할지에대한많은해답을제시하고있다.

실제로 해양은 해표면에서 항상 대기와 기체교환을
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대기와 해양의
물리적 Coupling 현상과
생지화학적

작용으로인해대부분표층해수중의기체양이대기와평행
상태가아니기때문이다. 특히산소는물에잘녹지않아해
양보다대기중에100배정도많은반면에이산화탄소는산
소와 달리 바닷물에 잘 녹고 반응도 쉽게 일어난다. 또한,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극지방
표층에서 만들어지는 차갑고 무거운 해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함유한상태에서심해로침강하고, 적도에서는따뜻한
물과심해에서올라오는용승현상으로인해해양에서대기
로 이산화탄소가 역 방출되기도 한다. 생물학적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는 쇄설물의 형태로 변형되어 저층수로 침강하
고탄산칼슘으로용해되어해저에퇴적되기도한다.

IPCC 보고서에따르면지구시스템간의복잡한상호작용
결과, 대기로방출된이산화탄소의약 57% 는대기에남아
있고, 13% 는육지식물에의해흡수되며, 나머지약30%
는해양으로흡수된다고하니해양의탄소흡수능
력은실로뛰어나다고할수있다. 국내외에
서 이러한 해양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온실효과
저감 기술 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활용한
기후변화종합감시

최창섭 | 국립해양조사원해양예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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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나, 해양대순환이 일어나는
1000년 이상의시간규모에서탄소를흡수

할 수 있는 해양의 자연적 흡수 능력을 과신하
고 인위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 흡수량이 포화된

해양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볼때우리는대기뿐아니라해양에녹아있는

탄소의연속적인관측과이해가요구되며, 그로부터두시
스템간의상호기체교환메커니즘을명확히구현할수있는
능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국 제 적 으 로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산하 GAW (Global Atmosphere Watch)
와 미국 NOAA 산하 ESRL (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호주 CSIRO등 에서 전 세계에 관측소를 두
고오존관련물질과온실기체를중심으로감시체제를운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면도에 있는 기상청 산하 기후

변화감시센터에서 여러 가지 대기 구성 성분을 관측하고
있다.

이어도해양과
학기지가완공된
2003년부터 국
립해양조사원으
로 이관된 2007
년까지관측하는
대기 환경 요소
는 오존과 에어
로졸뿐이었다.

대기환경에서오존의중요성을언급할나위는없지만오존
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구물질이라 할 수 있
는일산화탄소와이산화탄소등의분석시스템이함께필요
하다. 이들물질등은또한인간활동으로방출되므로지속
적인 관측은 근원지 규명과 방출량 추정에 필수적이다. 이
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바다위에있는기지로인간활동
이활발한육지로부터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 이곳의관
측자료는우리나라대기환경을평가하는데중요하게이용
될수있다. 특히, 이어도는중국에근접한곳에위치해있
어중국으로부터유입되어들어오는대기오염물질의 향
을 감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대기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기체의 유입을 장기 관측함으로써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에 의거한국제적“이산화탄소방출량거래 (CO2

emission trading)”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약을 이룰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해양조사원은 2007년부터 이어도해
양과학기지에서 국내 극지연구소 및 대학연구기관들과 함
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기체의 해양-대기 교환작용 등을
종합적으로관측하고있다. 

특히 2007년
11월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자
동관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기
지가 무인원격
시스템으로 운
되기 때문에 센

서의정기적인보정과Sampling, 측정자료처리등의과정
을자동화하 으나자료수집간격이조 하여이어도기지
관측자료수집처리시스템(SCADA)을통한실시간자료전송
체계는 갖추지 못하 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정량적 측
정 방법은 흡수분광분석법을 이용하 으며, NDIR(Non-
dispersive infrared analyzer) 기체분석기로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LI-COR제품을 사용하 다. 또한 미국 표준
연구소(NIST)의 표준 보정기체를 정기적으로 통과시켜 무
인으로 측정과 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측정값은
10초당한번씩저장되도록구성하 다. 대기시료주입구는
이어도기지 최상단 Roof Deck에 위치한 등대 꼭대기(약
40m높이)와 해표면에 가장 근접한 기지 최하부 Bottom
Deck 아래(약3m높이)에설치하 다.

2007년 11월
이후 대기 중 관
측한 결과를 분
석하여 본 결과,
단시간 변화 폭
이약 15ppm 이
상으로 매우 높
은 반면 일일최



2009 SUMMER 25

Climate Change Science

저 농도 변화는
약5ppm으로낮
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높
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기단이
단발적으로 이어
도를 지나가고
있음을 나타내

며, 이어도기지가그진원지에서멀지않음을나타낸다. 바
람장과기압배치를비교해보면, 그진원지가중국대륙또
는 한반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원지 추정
을위해서는backward trajectory 분석이요구된다.

(※참고: 2008 추계이어도연구학술세미나발표집)

2008년 12월에는해수중의이산화탄소와N2, O2를지속
적으로관측하는시스템을구축하 다. 관측센서는이어도
기지의해수면하부10m 정도에설치되었으며, 상부로부터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센서작동과
Sampling이가능한시스템으로써약두달에한번씩이루
어지는이어도기지정기점검시회수하여청소및CTD를이
용한센서값보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성하 다. 해수
중 이산화탄소 측정시스템의 도입으로 기후변화 원인물질

의 대기-해수중
농도와 시계열
변동 관측을 통
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조절능력을 평가
하는 역할을 수
행할것이다. 

또한 2009년 4월에는초정 GPS를설치하여이어도의
지각 변이율 관측을 시작하 으며, 축척된 자료는 해수면
관측자료와보정하여이어도해역의정확한해수면상승률
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수면 상승
률의 폭이 가장 가파른 곳은 남해안 제주도 지역으로써 전
세계 평균 1.8mm/yr를 웃도는 5.1mm/yr로 나타
나고있다. 외해에위치한이어
도 해역의

해수면상승률분석으로우리나라해수면상승률의보다정
확한비교·평가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이어도과학기지에서는 현재 오존, 대기와 해양의 이산화
탄소, 에어로졸, 미립자수등의환경요소와기초해양, 기상
요소들을 모두 관측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국제적으로도선도적인종합관측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안정적인 관측시스템 관리와 연구
활용사업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종합감시소로써 기지의 역
할을충실히해나갈것이다. 또한2009년완공되는가거초
해양과학기지에도동일한시스템을도입하여기후변화종합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관측,
연구 결과를 이어도 연구학술 세미나를 통해 공표하고, 국
제적연구성과로
유도하여 전 세
계에 이어도의
이름을 알리고
국제기후변화종
합감시소로써위
상을 드높일 것
이다.

기후변화가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향은
실로엄청나다. 이어도를비롯한외해해양관측기지에서의
장기적인기후변화종합관측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중국
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해양-대기의 지구온난화
구성성분변화와확산연구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또
한 그 성과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국내외 정책결정
의중요한지표가될것이다.



CLIMATE
CHANGE

NEWS

제32차 IPCC 총회, 부산에서열린다

최근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기구인『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

의체(IPCC)』의제30차총회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터키안탈리아에

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 4월 23일 오후 18시 26분(현지시각, 한국시각

4월 24일 00시26분)에 2010년에 열릴 제32차 IPCC 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부산이참가회원국의만장일치로결정되었다. 

○ 제32차 IPCC 총회의 한국 유치는 지난 2년 동안 범정부차원의 전략을

세워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세부 추진일정은 IPCC 사무국과 협의를 거

쳐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31차 IPCC 총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2010년 IPCC 총회의 한국 유

치가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와 함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총회 개최 준비에 들어

간다. 

○ 제32차 IPCC 총회에서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정보가 될 제5차 평

가보고서(2013년 발간예정) 작성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

다.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추세, 향평가, 적응, 저감에 대한 최신 분

석정보와정책수단등이다루어진다. 

○ IPCC 총회 개최 확정에따라전세계 190개국 450명이상의정부관계자

와 전문가 및 언론, NGO 등 약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

며, 개최지인부산광역시의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후변화에대한대

한민국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공고한 리더십을 확보하여 기후변화대응에

한단계더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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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기후정책과



이번제30차 IPCC 총회에 우리나라는기상청, 녹색성

장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

처에서총 11명의정부대표단이참석했다. 

○ 수석대표(기상청 박정규 기후과학국장)는 공식 발언을

통해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한국이 적극 동

참함을 표명하고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인‘저탄소 녹

색성장’정책을소개하 다. 

130여개 회원국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제30차 총회

의주요결정사항은다음과같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모델간 앙

상블에의한기후변화전망, 인위적원인에의한기후변

화의탐지및 향, 물관리·에너지·교통등사회인프

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극단적 기후와 재난에

대한위기관리등을제5차평가보고서에포함한다.  

○ 특히 그동안 지구 규모(Global Scale)로 평가되었던

기후변화 향 및 취약성을 지역 규모(Regional

Scale)로 평가하여 이에 대해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발

간하는데 대해 논의하 으나 합의되지 않아 다음 총회

로결정을연기했다. 

○ 한편,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전망되었던 것보다 급속

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기후변화와, 다가올 극단적

기후현상에 의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 일부

회원국에서우려를표명하 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금년 7월 베니스에서 개최될 제5차 평가보고서

Scoping Meeting(설계회의)에서논의하기로하 다. 

○ 또한, 지난 2007년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상금을 저개

발국의 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활용하

기로결정하 다.   

[참 고]
IPCC는 19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총회는 매년 한번이나 두번 개최하며 각국에서 수

백 명의 전 세계 과학자가 모여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향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보고서

(기후변화과학, 향·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저

감분야) 발간을 위한 검토와 토의를하며 기상과기

후관련회의로는가장규모가큰국제행사다.

[제30차총회에서 R. Pachauri IPCC 의장(맨왼쪽)이제32차총회한국개최를공식발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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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고도화를위한
대토론회개최결과

기상청 기후정책과

2009년 6월, 국제지속개발기구(IISD)는「Rising

Temperatures, Rising Tension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동지역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

면 강과 하천의 수량이 감소하고 대수층의 보유 지하수

량이 감소하며, 해수면을 상승시켜 결국 이 지역 전체

가 더욱 불모의 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

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격

화되고 있으며, 자원 확보를 위해 각 나라들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환경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경고하 다.

국제지속개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은 기후변

화의 원인규명, 예측 그리고 향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과학적으

로 제시하는 기후변화과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과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

의 어려움과 시행착오 그리고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과학 발전을 위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일 공군회관 사파이어홀에서 기상청장 및 녹색성

장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기후변화과학 고도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 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상청의 박정규 기후과학국장은‘기

후변화과학 역량강화’에 대해서 발표하 으며, (주)기술

과가치 기술정책본부 김승렬 박사는‘기후변화과학 원

천기술 고도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기후변화

과학 활동’을 기후변화 현상 파악과 미래 예측을 통한

기후지식과 정보생산을 위한 과학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기후지식과 정보는 사회·경제·산업 각 분야와 정부의

부처별 국가 전략 설정에서 의사결정의 핵심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렬 박사는 국내 기후변화과학 분야는 정보

산출을 위한 재원 및 환경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

하고 향후, 기후변화과학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추

진, 독자적인 정보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협력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 기후변화뉴스레터

Climate Change News



2009 SUMMER 29

Climate Change News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 토론의 사회를 맡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석준 교수는 기후변화과학은 기

후변화 대응의 길을 열어주는 등대로서, 리더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성을 인정해야하

며, 기후변화과학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과 더불어 협상 상대국의 정보

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에서 기후변화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은

팀장은 유럽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데이터

와 결과를 가지고 기후변화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

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 떠안아야 하는 감축량을 주장하고 있음

을 피력하면서 기후변화 과학정보는 기후변화 협상의

기초 자료이며, 기후변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과학정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의 김효정 파트너는‘기후변

화과학’용어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선택

과 집중’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선택된 부분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기후변화 메커니즘 규명

등 다른 분야도 더불어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

를 냈다.

반면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R&D 예산 확보에만 치우

칠 것이 아니라 예산투자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기후변화과학 고도화 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성공적으로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후변화과학 분야가 나아가야할 방

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과학을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분

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



기후변화과학 정보 활용 포럼 개최 결과

기상청 기후예측과

녹색성장 가시화를 위한『기후변화과학 정보 활용』포럼이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어관련부처및학계, 산업계등각계전문가를비롯한
250여명이행사에참석하 다. 

전병성 기상청장의 환 사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격려사
로시작된개회식에서녹색성장김형국공동위원장은축사를
통해기상청직원들의역할을독려하 다.

「한반도, 기후변화 안전지대인가?」라는 주제로기상청의박
정규기후과학국장, 연세대학교조원철교수, 환경정책평가연
구원 전성우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 는데, 박정규
기후과학국장은전지구및한반도의기후변화상황과향후전
망을소개하고, 이에대한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및기
상청의추진대책을설명함으로써과학적기반의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에 있어 기상청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 다. 조원
철교수는‘기후변화의실체는무엇인가?’라는제목으로전지

구적인기후변화의실체를기상현상별로이해시킴으로써구체
적인기후변화경향분석과인지및방재안전관리정책확립
에대한필요성을제시하 다. 또전성우연구위원은‘기후변
화로인한부분별 향및적용’이라는제목으로분야별(물관
리, 자연생태계, 농업, 보건, 산림, 해양수산자원) 기후변화적
응정책에대한추진현황및필요성을소개하 다.

그리고 패널 토의 시간에는 기후, 농업, 물관리, 보건, 산업
등기후변화적응분야의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기후변화
과학정보활용확산과이익창출방안」이라는주제로기후변
화에따른분야별문제발생현황과대응방안을공유하 다.
패널토의의열띤논의는최근기후변화에대한대중의관심
도가매우높아진현실을반 하고있었으며, 분야별 기후변
화과학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및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기상청의신뢰도있는정보생산과제공에대한필요성
을확산시키는기회가되었다.

기상청은이번포럼을통해, 기후변화과학정보에대한이해
를높이고각분야에서기후변화과학정보를효율적으로활용
하여실질적인이익창출과연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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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정보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향을 주고 있

으며, 더나아가패션, 유통, 보험,

레저, 관광 등 각종 산업에도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인식되고있다. 이와함께날씨문

화에 대한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

뀌어 가고 있다. 날씨와 함께, 날

씨 속에서 날씨를 즐기는 생활문

화를 만들어 가는 등 날씨정보에

대한가치와인식을새롭게전환해볼필요가있다.

생명, 문화, 미디어, 건강, 경제등우리사회각분야에잠재

적으로내재되어있는날씨정보의새로운가치를발견하고기

상문화의 대중화를 앞당기며, 날씨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

보기위해“열린 미래의 자리, 날씨 & Joy 포럼”을 계획하게

되었다.

지난4월15일(수)에개최된제1회포럼에는기상청장, 차장을

비롯하여 언론·과학·문화·보건·레저 분야 등의 전문가

60여명이참석한가운데환경부, 한국기상학회, 한국기상산업

진흥원의후원으로서울프라자호텔에서개최되었다. 이날포

럼에서는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

수가“새들의삶과날씨·기후”를

주제로특별강연을하 다.

이 포럼에서 윤무부 교수는 날

씨에 적응하는 새들의 행동변화

로서폭염에적응하기위해민물

가마우지나 백로들은 입을 벌리

고턱을움직여체온을조절하고,

꿩이나 딱새, 쇠유리새, 벙어리뻐

꾸기, 흰배지빠귀, 노랑할미새, 굴뚝새 등의 새들은 해발

800m 이상의산에가서번식하는등날씨변화에따른다양

한새들의적응사례를 상물을통해소개하 다. 

또한새들의서식변화로서매년우리나라에서관찰되는새

들의종류와개체수는기후변화와매우 접한관련이있음을

언급하 다. 그 중 여름철새인 황로의 서식지는원래열대지

방이지만점점우리나라에서많이발견되고있으며, 휘파람새

와때까치는최근논밭에서거의사라지고1,400m 이상의서

늘한고산지대에서단한쌍만이발견된점을들면서지구온

난화가조류와같은자연생태계에도 향을주고있다고강조

하 다. 

기상문화의대중화선도, 날씨 & Joy 포럼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서식시변화로인한번식지이동 : 평지조류 고산조류]

[제1회날씨 & Joy포럼]



겨울철새의경우, 야행성조류이면서같은백로과인해오라기와쇠백로, 왜가리, 황로등은겨울에많은개체가동남아시아로

월동하지않은채, 40년동안우리나라전국에서번식하며겨울을나고있다고한다.

이러한변화를통해지난40년동안우리나라에서발견되었던조류약350종중약 64종이사라지는등, 전체의약 18%가감

소한것으로발표되었다. 그리고이번포럼을계기로향후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생태기상학을발전시켜생물학과기상학분야

간의공동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조류독감과철새관련성, 새들의멸종과기후변화의연관성, 새소리가상쾌하게들리는이유등다양한궁금증에대한질

의응답이이루어졌다.

앞으로날씨와문화, 미디어, 건강, 경제등의여러분야에잠재된날씨정보의새로운가치발견을위해격월로포럼을개최해나

갈예정이며이를통해▲그린생활기상에대한이해확산▲녹색성장과관련된홍보강화▲기후변화와관련된정책방향설정

▲우리사회의다양한측면에대한지식정보공유등을통해날씨정보의새로운가치를발견하고기상문화의대중화를선도하

며, 향후관련분야의정책수립에도반 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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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있는여름철새] [사라지고있는겨울철새]

[사라지고있는텃새]

[사라지고있는나그네새]

[새들의삶과날씨·기후를주제로특별강연]



제4차기후연구공동워크숍
개최결과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는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

로 2009년 4월 16-17일에 제4차 기후연구 공동 워크숍

을 개최하 다. 기후연구 공동 워크숍은 최근에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해양

전문가의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2006

년 첫 워크숍을 개최한 이래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연구,

지구대기감시, 해양기상, 원격탐사 관련 전문가들과 해양

연구원의 해양기후변화 연구사업단 및 관련 전문가가 참

여하여, 두 기관의 연구결과 교류와 협력 방안을 도모하

다.

제4차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감시자료 구축, 기후변화

현황 및 메커니즘 이해, 기후모델링 현황 등 총 2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접합 모형을

이용한 기후 변화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이용한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 변동 특성 및 한반도 해역의

해양물리자료 DB 구축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 다. 또한

기후변화가 ENSO에 미치는 향과 동해 표층 해수에서

의 이산화탄소 변동에 대한 연구 결과도 논의되었다. 국

립기상연구소에서는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현황, 멀티모

델 앙상블, 대기-해양 접합 모델, 중규모 수치 모델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향 평가 및 예측 결과가 소개되었다.

관측 연구로써는 위성, 아고 플로트 (ARGO float) 및 다

양한 관측 자료를 통한 기후변화 감시 현황과 동아시아

강수및서울의기후변화분석결과들이소개되었다. 

기후공동 워크숍을 통하여 양 기관의 기후 및 기후변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추진

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분야로 기후 변화 연

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대응에두기관이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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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국립기상연구소 - 
국립방재연구소공동워크숍개최결과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가뭄에 대한 과학적 토론을 통한 방재차원의 가뭄 연구’

라는 주제로 제3회 국립기상연구소-국립방재연구소의 공

동워크숍이 2009년 4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전국 관

련기관에서 60여명이주제발표와종합토론에참여하 다.

개회식에서는 조하만 국립기상연구소장과 이원호 국립

방재연구소장이 개회사와 환 사를 하 으며, 국립방재연

구소의 심기오 연구관, 정태성 연구관, 국립기상연구소의

김규랑 연구관, 박준동 연구원, 차주완 연구사 등이 6건의

주제를 발표하 다. 이어 양 기관의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과장, 최 진 과장, 국립방

재연구소 심재현 팀장, 이종설 팀장의 지정 토론이 있었

으며, 국립기상연구소장과 국립방재연구소장의 종합 토론

으로워크숍을마무리하 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인‘가뭄의 상황진단 및 방재대응’에 대해서는

국립방재연구소에서 ’08~’09년 가뭄 상황과 방재 대응,

가뭄과 산불의 연관성 분석, 가뭄피해 저감을 위한 웹기

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발표하 다. 방재의

관점에서 본 가뭄과 산불 및 상황분석 시스템의 기본 분

석과 표출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 특히 공군에서는 폭격 훈련시 산불 방지를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모델과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정확한 기

상 및 토양수분 관측자료의 모니터링과 이에 근거한 산불

예측이필요함을제시하 다.

두 번째 주제인‘가뭄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가뭄연구정보센터, GPM

마이크로 센서를 이용한 우주에서의 가뭄 모니터링, 인공

강우 등 기상조절기술의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

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가뭄정보가 가뭄연구정

보센터를 통하여 공유되고 논의됨으로써 선진국의 통합가

뭄정보와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 소방방재청, 국토해

양부, 농어촌공사 등에서 운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자

료공유및효율화가앞으로도계속논의될것이다. 

제3회 국립방재연구소 - 국립기상연구소공동연구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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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chedule
국제회의일정

6월 30일 ~ 7월 3일 그린란드일루리사트 그린란드기후변화장관회의

8월 11일 ~  8월 12일 인천송도 2009 세계환경포럼

8월 17일 ~  8월 24일 한국대전 UNEP 세계환경회의

8월 31일 ~  9월 4일 스위스제네바 제3차세계기후회의(WCC-3)

10월 22일 ~ 10월 23일 인도뉴델리 기술개발및이전에관한기후변화고위급회의

10월 26일 ~ 10월 29일 인도네시아발리 제31차 IPCC 총회

11월 17일 ~ 11월 18일 미국워싱턴DC 제6차 지구관측그룹(GEO 총회)

11월 18일 ~ 11월 27일 한국서울 제15차 세계기상기구대기과학위원회회의

12월 7일 ~ 12월 18일 덴마크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