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2011년 12월

제4권 제2호, pp. 57-64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비교분석과 물관리

부문 적용 필요성에 관한연구

채희문*·박두호**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on Climate Change and Necessity of Application for Water 

Management

Hee Mun Chee* and Doo Ho Park**

접수일자: 2011년 8월 22일/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7일

요 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

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기후변화 비용추정,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비용평가 모델

ABSTRACT Although it is uncertain that the cause of changed pattern of the natural disaster related to water (i.e. flood and

drought) is due to excessive carbon dioxide yielded from economic activity or the increased number of sunspots, it is apparent

that there have been unusual climate change that directly affects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Due to such a frequent unusual

weather activities, there have been increased natural disaster and the most direct and major reason is considered as climate

change. As we see, the climate change necessarily causes social costs. Especially, the effects on the water resource due to flood

and drought take the considerable part of such costs.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work to develop a new economic analysis

technique to be used in pursuing appropriate adaptation project in field of the amount of cost damage through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water resource. The models appeared in many reports for cos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were various (e.g., PAGE, DICE, AIM, IMAGE, MERGE, and etc.) and this report summariz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o asses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f the water management, we defined the field of the water management on cli-

mate change. The results help post-study in field of the climate change’s social-economic effect assessment, can be employed for

the prioritizing process of the national fund'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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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지구적 단위 및 국가적 차

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1990년 제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7년 제4차 보고

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

야의 예측과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이외 많은 연구보고

서에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예측

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과 기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학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된 예는 스턴보고서(Stern, 200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를 경제학적 개념인

외부효과(externality)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

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부효과와는 다음과 같이 분명

히 구분이 됨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외부효과는, 첫째,

원인과 결과가 전지구적이다. 둘째, 영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셋째,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넷째, 회복하

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의 충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시장의 실

패(market failure)와 함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예상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아니다. 이처럼 일

반적으로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의 외부효과와 뚜렷한 구

분을 가지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해 기존의 경제모형

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방법론들

은 그들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역별 비용분석 사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비용 추정 방법 및 모형을 비

교분석하고, 특히 물관리 분야의 사회적비용 추정을 위

해 기후변화가 물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

지하고, 기후변화가 국가 수자원 관리에 중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변수에 의해 전

통적인 수자원관리 부문인 이수, 치수, 수질 및 하천 환

경 등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국

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부문별 대안들의 효과성 또한 평가가 가능

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2.1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영향은 접어두더라도 우

리나라의 지난 100년간 6대도시 평균기온 1.7 oC, 강수량

19%가 증가하였으며, 40여 년간 해수면은 8 cm가 상승하

였다(관계부처합동, 2010). 이와 같이 최근의 기후는 과거

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평균온도

변화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나 전형적인 계절 패턴의 일

부 변화로 때늦은 폭설 또는 추위를 경험하기도 한다. 농

작물 산지의 이동과 수온의 변화로 인해 바다에서 수확하

는 어류 종류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강수패턴 또한 안

정적인 패턴에서 불안전한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홍수발

생 빈도도 증가 추세에 있다. 기상청 산하 25개 관측소 기

준으로 10년간(19992008년) 1일 100 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85회로 19701980년의 221회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2000~2009년) 남해해역의 수

온이 1.7 oC 높아지면서 남해바다가 아열대로 변하고 이

로 인해 폭풍, 해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결과 등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토해양

부, 2010).

2.2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피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과거 드물게 발생하

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

증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950년대 48.1억 달러에서 1970년대 151.7억 달

러,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690.6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

가세에 있다.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의 기상재해로 인

한 연평균 피해액은 690.6억 달러로 1950년대의 48.1억

달러에 비해 14.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1950년 이후 연

평균 피해액이 94.7%씩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

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

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학적 접근 필요성

기상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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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공

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한다. 간접피해를 포함

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

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도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에 대

한 시급성을 암시한다. 둘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

과 추정은 기상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사

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적응정책이나 완화를 위한 투자는 기

후변화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

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대비한 예방적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추정은 기후변

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한 적절한 원조수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기상이변이 발생하였을 경

우, 정부의 긴급한 재원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하

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

난발생지역에 무한정 투입할 수가 없으므로 적절한 원조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마련은 쉽지 않

다. 또한 어느 지역에 얼마의 수준을 보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제

적 파급효과 추정은 재난발생시 손실을 입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복구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정보

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복구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은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해 리스

크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사들에게 예상 가능한 피해범주

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취

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한다.

3. 기후변화와 물관리

3.1 기후변화의 물분야 영향

OECD(2008)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상황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그 배출량은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까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과 물 부족으로 인류의 극한 생존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류

공동의 인식과 함께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에 대

한 관련성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재까지

수자원에 관한 이슈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분석과 정책적

방안 구축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기

후변화 또한 수자원 분석, 운영 및 정책적 함의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수자원에 대한 이용가

능성 및 질적인 수자원 확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정성호, 2008).

그림 3에서와 같이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물관리 분야에 다양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의 원인은 기온상

승에 의한 집중호우를 비롯한 강우패턴의 변화와 수온 상

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1차, 2차, 3차 영향을 받게 된다(표 1).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물관리 분야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때는 여러 파급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의 대부분을 차지

그림 1. 기상재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그림 2. 기후변화의 물분야 영향(권형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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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PCC(2007a)에 기술된 기후변화가 물 분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및 열 흡수 증

가로 전지구 평균 기온 및 해수면의 상승이 진행되며 이

는 빙하·빙모·남극빙상의 융해, 바닷물의 열팽창, 증발산

량의 증가, 적설량의 감소 등의 1차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시 큰 폭의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와 태풍의 증가, 극심한 가뭄 등 과

거 데이터와 경험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

킨다. 또한 그러한 기후변화는 수문패턴을 다양한 방식으

로 변화시키는데 그 촉발제로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를 꼽

을 수 있다. 이 온난화는 다시금 주요 기후 시스템을 변화

시켜 일시적이며 산발적인 강우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며 유출량과 지표수 및 지하수, 유량흐름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수나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 더욱이 하천과 해안 환경은 온도, 수질, 유황(流

況), 토사유출, 유역·연안지역 외부환경 등 기후변화로 인

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간 활동의 변화 또한 하천과 해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이렇듯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이용 및 질과 양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삶에서 물과 관련되지 않은 분

야를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

든 부문들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기

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2 기후변화 물분야 적용 필요성

IPCC(2007b)의 ‘기후변화와 물’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언급하는데 있어 수자

원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적

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와 자연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연구의 부족

과 정책결정자들이 지역별로, 국가별로, 혹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 입안에 요구되어지는 연구가 미

비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 특히 자산(asse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주요 자산으로는 인간의

건강, 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물공급, 위생 등과

관련되어져 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인구증가 및 수입

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공간적

으로나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측

면의 순영향을 합한 것은 생태계와 인류의 유지에 요구되

어지는 미래 수자원관리에 큰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요금

책정 메커니즘, 물 저장, 곡물 생산기술과 같은 수단을 통

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취수량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요관리는 각 부문 사이에 발생하는 물부족과

이로 인한 경쟁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급 측면 관리는 자원이용가능성이 급

변하고 인구가 더 취약한 지역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공급관리는 증가된 수자원 저장 능력, 수

로에서의 취수량, 강수량 보존과 이용 및 물저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물관리

분야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모르고 있는 것

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관

리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크게 알려진 것과 알려지

표 1. 기후변화의 수자원 원인과 영향정의

기후원인 강우패턴 변화, 기온상승, 수온상승

1차 영향
집중호우증가, 강우강도증가, 적설량감소, 유량변화, 유수의 환경변화, 갈수빈도증가, 하천수온상승, 호수/늪/저수지 

수온증가, 해수면/해수온 상승

2차 영향
삼림식생변화, 물질순환변화, 사면붕괴재해, 농지환경변화, 도시열섬화, 하도변화, 해충증가, 해안침식, 천해지역 생태

계 영향

3차 영향 유출토사량 변화, 생물환경변화, 곡물생산량변화, 하천호소 수질변화, 질병/전염병 변화, 해안종의 변화

그림 3. 기후변화가 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국토교통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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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문사상(주로,

기온, 강수량, 증발산량 및 해빙 등)의 변화는 유출량에

영향을 미쳐 가뭄과 홍수 사상을 일으키고 이는 상대적으

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에서 다소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문학 주기 내에서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취소화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그

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사회적 혹은

물리적 시스템에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가장 긴급한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체계의 예

상되는 변화를 다룬 IPCC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인간사

회 및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는 담수 자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

는 관찰 기록과 기후 예측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

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수자원 이용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

실성을 기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수문학적, 사회경제

적 시스템의 복합성, 많은 모델과 영향평가 기법의 복잡

한 성격,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 부여 여부

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그 하위 단위로나 물로 인한 스트레스(물리적 혹은 경제

적 부족)를 유발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

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이는 물의 물리적인 부족

의 증가 혹은 감소를 포함하며 그러한 물리적인 부족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부족 지역을 대체하게 된다. 예를 들

어 Arnell(2006)은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으로 유출량의 감

소를 일으켜 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고,

Menzel et al.(2007)은 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

는 인구가 1995년 23억 명에서 2020년에는 5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는 물이용가능성의 감소보다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의

그림 4. 지구온난화가 하천 유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식화(국토교통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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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인한 취수량의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부 아시아와 동부 아시아를 포함한 물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는 유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1

인당 물이용가능성의 증가에 반해 가정용수나 농업용수

를 위한 수자원 저장 여부에 의해 접근성이 결정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충분한 적응기재

없이는 우기에 발생하는 홍수와 건기에 발생하는 가뭄의

빈도와 강도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4.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 있어 국내 초

기 연구는 단순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서 출발하여 환경

정책평가연구원(2005)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다. 기존의 연구가 단순 영향 평가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면 이 연구 이후 연구들은 적응문제를 다루기 시작하

였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및 대응방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국책연

구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국내도 국외연구와 비슷하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적응비용 분석을 계획하고 있을 뿐

물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

이다. 연구계획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비용이 산정된 연

구는 환경부(2009)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A1B 시나리오

에 대한 2100년 추정 기후변화 누적 피해비용은 4,483억

달러이며, 온실가스 누적 저감비용은 1,635억 달러로 산

정하고 있다. 연구의 벼생산과 초과사망자에 의한 경제적

피해비용 산정결과는 표 2와 같다.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 불완전성의 이유

로 미래의 시장경제에 적용되지 못할 분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는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 비용은 즉

시 발생하는데 비해 이윤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사회경

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IPCC의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평가가 주를 이

루고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는 Stern

(2007)에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시작으

로 하여 World Bank(2010), UNFCCC(2007), JRC(2009) 등

에 이르고 있다. 표 3은 대표적인 보고서의 기후변화 적

응비용 산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기후변화 비용산정 모델 비교

스턴보고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관련한

RECCS(Regional Economics of Climate Change Studies)를

운영하며 관련 연구들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SEI(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U.S. Center에서 PAGE2002 등을 이용하여 2008년 5월 연

구를 완료하였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영국 정부의 자금

을 받아 각 국가별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적 공동대응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기후변화 문제의 특

성상 온실가스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UNFCCC와 Kyoto-

Protocol이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동대

응의 분류 및 고려사항은 그림 5와 같다.

많은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용

표 2.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기온상승
벼생산에 대한 경제적 피해비용 초과사망의 경제적 피해비용

피해가격(억원) 2008년 GDP 대비 피해가격(10억원) 2008년 GDP 대비

1 335 0.003% 1,064 0.104%

2 5,147 0.050% 2,128 0.208%

2 9,958 0.097% 3,180 0.311%

3 14,769 0.144% 4,256 0.416%

표 3. 국외 기후변화 적응비용 산정

보고서 적용범위 적응비용

World Bank 개발도상국 한정 $28-$100 billion

Stern Review OECD 회원국 $15-$150 billion, GDP의 0.05-0.5% 

UNFCCC 전지구적 $8-$130 billion, 5-20% 증가(사회기반시설부문)

JRC 유럽지역 2020년 $1,337million, 2080년 $3,441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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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PAGE2002

(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2002) 모델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PAGE2002 모델은 유럽집행위원

회 환경부, 유럽집행위원회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사결정용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로, 근사적인 확

률분포를 위해 투입변수들의 확률적 샘플링을 빠르게 실

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모델의 산출물로는 기온변화, 기

후변화피해, 적응비용, 주어진 CO
2,
 SO

2
 배출시나리오에서

지역수준의 저감비용 등이 있다. 이 모델은 전지구를 대

상으로 하는 모델로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온도변

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한다(환경부 2009).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초기연구가 전지구적인 적응과

대응에 관련되어졌다면 최근 연구 동향은 Downscaling한

GCM 시나리오를 활용한 국지적이고 국가나 유역단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가 주를 이루어

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는 소규모의 특정영역에 대한 사

회경제적 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

자원 예산분석과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모델은 상향식(bottom-up)모델과 하향식(top-down)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상향식 모

델이 대부분이며 이는 개별 기술의 보급 수준 및 투자와

운영비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

공급, 가격 등 상호연계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상향식 모델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경제모형과 기후변화 모형을 통합

한 통합모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경제 통합

모형은 크게 최적화와 평가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적화 모형은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

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하는 방법이며, 평가 모형은 소

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 구성원들 간의 반응에 제약 조건

을 주어 경제 주체의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평가 모

형에서는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가격이나 비용을 찾아가

며, 경제 주체들의 행태 및 상호작용을 경제학적으로 모

형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정책 적용에 사용되며

정책평가모델과 정책최적화모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모델(policy evaluation model)은 단일정책의 효

과분석에 적용되며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며 정책최

적화모델(policy optimization model)은 비용-편익분석과 최적

화 정책분석에 적용된다. 표 4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비용

평가 모델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필

요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 모델들에 대해 비교 검토

하였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

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그림 5. 공동대응을 위한 분류 및 고려사항

표 4. 대표적 기후변화 비용평가 모델의 특징

모델 분류 집합 (aggregation) 기간 Step 비선형(Non-Linearity) 기후입력자료 비고

IMAGE 평가

경제, 비경제 

damage에 대한 

분리된 기능

1990-2100

0.5년

임계혼합(mixed threshold)보다 위

쪽 직선,  0아래; 모든 임계 기준은 

0 으로 정하지만 정책은 다양함

월별온도, 

강우, 운량

지형, 토양특성, 인구의 농

업수요 기능, GDP, 농경지

면적, 농업공급량

DICE 최적화
1가지 기능
(function)

1965-2105

10년
2차 방정식 지구평균기온 피해는 GDP와 선형

PAGE 평가
1가지 기능
(function)

1990-2100

2-25년
2차 방정식

지구평균기온

(수준, 비율별)
피해는 GDP와 선형

MERGE 최적화
2가지 기능

(시장, non-market)

1990-2250

10년/25년
Hockey-stick

Market impact

(지역평균기온)
Non-market

(지구평균기온)

소비와 시장피해는 선형, 

비시장 피해는 선형, 지수

형태 모두 활용

AIM 평가

분리 모델, 각 영향 

카테고리에 대한 

기능

1990-2100

5년
복합(complex)

일별, 월별 지역 

기온, 강우, 함

수율, 운량

인구밀도와 가뭄, 말라리

아 위험을 함수화, 기술과 

농업생산성 함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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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으며 PAGE모델의 경우 국내연구에서도 적용되

어진 바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분야가 미치

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 인식에 목적을 두고 있

다. 연구결과 물분야는 기후변화로 가우패턴의 변화를 일

으키며 그 결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1차적 영향에

의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2, 3차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

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

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물관리 분야 정의에 따른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 평가 결과는 향후 전개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물론 유역별 방재계획,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

료와 이론적 근거제시 등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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