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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vii

연구요약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발굴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5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으로 「폭설적응형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
(강릉, 고성)」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홍
수, 폭염, 한파, 폭설 등 극한기후 피해가 큰 강원도의 현실과 비교하면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극한기후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큰 강원도 실정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는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략
적인 접근이 없이는 추가적인 사업지원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
도의 극한기후 피해로 인한 도민의 안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원도형 기후
변화 적응 선도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차원적인 분
석을 시행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황,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
후변화 위험성, 지역 주민들의 극한기후 인식 및 요구사항, 사회에서 바라보는
강원도의 극한 기후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의 극한기후 실제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미세먼지 등 폭염 등 고온피해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극한기후 피해가 매우 컸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잠재
적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폭염 등 고온과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
과, 대기오염과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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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 산불 등 재해보다도 최근 큰 이슈로 작용하는
미세먼지와 농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후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심각성만을
대표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국
가 자원과 밀접한 식수, 산림 등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후변화 유발 극
한기후 대응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에서 필
요한 기후변화 현안이슈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방향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강원도 필요사업과 환경부에 제안할 기후변화 적응 선
도 사업을 구분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도모한다. 넷째, 도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오
염, 가뭄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다섯째, 사업대상지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으로 시범 선
정한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
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민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도출된 주요 극한기후 이슈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살펴보았
다. 강원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군부대 사격 훈련이나 영농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사격 훈련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고, 산림 인근에서의 농업(실제는 산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활동으로
소각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강원도의 산불 위험성은 매
우 높으며 인재적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의
무강우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촌마을의 커니뮤니 회복과 활용을 통해 초기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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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
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미세먼지(PM10)가 지형 및 지역적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 춘천, 강릉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편은
지역이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상위 30%에 속한다. 큰 원인
은 우리나라의 주 풍향인 편서풍과 태백산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크게는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위주로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
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
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
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
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
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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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원도의 현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사업
을 발굴하였다. 산불은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미세먼지는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 고온은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 조
성을 전략적으로 제안한다. 산불 대응 커뮤니티, 미세먼지 Safe-Zone 조성, 가
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은 단기로 추진해야 하며,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은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불예방 교육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
대응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3차원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력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불 위험지역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원주택, 펜션 등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촌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
한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건축 구조 및 거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규정 등의 제약만으로는 효과적 예방이 어려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개인의
편익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 등은 재정적 또는
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발생원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오염원으로 다차원적 대책 없이는 피해 저감이 힘들다. 앞
선 사례들을 종합할 때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Zone(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
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중되는 시설이다. 버스정류장은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성장기 청소년,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빽빽한 가로수 계
획 또는 벽면 녹화를 함께 조성하면 광범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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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로수와 벽면녹화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들은 고압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복합
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성장기의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빗물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
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후 근본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
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물 부족 문제는
우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근본적인 물부족 문
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
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강원도는 에어트리와 같은 관광기능을 겸비한 고온 대응시설 조성이 필요하
다. 강원도에서 발생할 고온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현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남은 잔여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은 시설을 활
용하여 고온 대응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킨다면, 지역의 고온 문제, 올림픽
개최 후 재활용 문제, 관광 수입 보전 등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 기후변화, 극한기후,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산불, 폭염, 가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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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3~2012년) 자연재해 피해는 4배
가 증가하였고 재산 피해도 급증하여 연평균 2,000억 달러(약 204조원)의 손실
이 발생했다(뮌헨리 자연재해 보고서, 2013).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차
증가하여 기후변화가 현실도 다가오고 있다. 올해 일본 열도는 섭씨 40도를 웃
도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44명이 사망하고 1만 2천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일본이 폭염에 고통 받는 동안, 중국 상하이는 10호 태풍‘암필’로
1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필리핀은 폭우가 쏟아져 72만명이 넘는 이재민
이 발생하였다. 물의 나라 네덜란드는 최악의 가뭄으로 물길이 막혀 수상교통
에 큰 장애가 발생했다. 같은 시각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가 1,300명을 넘어서고, 가축 폐사, 도로 파손 등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다. 이상기후 현상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상기후 현상을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
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향후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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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PCC는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정지하
더라도 지구온난화 영향은 최소 1,000년간 지속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우
리는 앞으로 길게는 1,000년 동안 극변하는 이상기후에 적응(Adaptation)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기초지자체까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
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후변
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구(250가구
쿨루프 집단조성), 광주 남구(쿨루프·벽면녹화·빗물저금통 복합조성), 대구 달서
구(쿨페이브먼트), 서울 은평구(빗물순환시설) 등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
업을 진행하였다. 강원도도 2015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폭설적응형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강릉, 고성)」을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
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는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이 절실하지만, 소외되
고 있는 현실이다. 강원도는 2017년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위주이며, 직접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은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추진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과 강원도의 장·단
기 기후변화 현안 이슈를 분석하고 기후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니즈(needs)와
전국 대비 강원도의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여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
을 발굴하고자 한다. 발굴된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향후 환경부
의 적응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제1장 서론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1 공간적 범위
○ 전국 광역지자체 17개 시·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1.2 시간적 범위
○ 2009 ~ 2017년(10년, 5년)

2. 연구 방법
○ 선행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사례 분석
○ 강원도 기후재해 현황분석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도민인식 조사
○ 강원도 기후변화 리스크(Risk) 조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기후재해의 사회인식 분석
○ 기후변화 적응대책 조사
○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사업 기본 방향 및 전략
○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대책 발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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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

2

제

장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제 1 절 사업 개요
제 2 절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추진 사례
제 3 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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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제1절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현상 증가와 지역적 편중 심화로 위험
요인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후변화 회복력(Resilience)을 높
이기 위해 2013년부터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응사
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쿨링포그 시스템, 무더
위쉼터 등 일률적이고 지자체 선호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기후변화 적
응력 향상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 단위
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추진하여, 지역의 취약성 보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8년 환경부도 기존까지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에
서 탈피하고 지역에서의 상향식(Bottom-up)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 사업 방향
을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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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완화하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적응 인
프라 조성 및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
를 검증하고 표준모델화로 발굴하여 지역단위 적응사업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
다.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동
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
고 있고 동법 제 48조에는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①

·

·

·

·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
하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 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
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

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

ㆍ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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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제공 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
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
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7.>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

②

·

·

·

·

·

·

③

·

④

·

·

⑤

·

·

·

·

2. 사업내용
기존 안심마을조성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적응사업의 획일적이고 단일사업으
로 효과가 미미하였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은 2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취약성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 적응․감축의 공동편익(Co-benefit)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둘
째 지역이나 사업을 통합하여 복합적이고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
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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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집중형

복합 집중형

[그림 2-1]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형태

3. 지원범위 및 기준
3.1 지원범위
○ 재정적 지원은 사업비의 50%는 국고지원,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매칭

3.2 지원기준
○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효과가 크고 지역의 특화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은 비지원 대상이다.
○ 대상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응-감축 공동편익을 극대화하
는 단일 또는 복합 집중형 적응사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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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사업 취지․유형과의 부합성, 지역특성 및 현황․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내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 기후변화(도시열섬 및 폭염)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
(취약지역, 취약시설, 취약계층 등), 주민의견 및 현지조사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상지 도출한다.

4. 선정 및 관리 절차
4.1 선정 절차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사업계획 충실
성과 기후변화 취약성 등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평가
• 사업계획서 충실성
⇨ • 사업의 타당성
• 현장검토

(지자체→환경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결과 통보

⇨

• 사업 확정 통보

(환경부→지자체)

[그림 2-2]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선정 절차

4.2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 기후재해에 대한 적응효과를 높일 수 있는 취약지역·시설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역단위 적응 특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기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 타 부처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 등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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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당해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 및 취약성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응·감축의 공
동편익을 통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 적응사업을 선정하다.

4.3 관리 절차
○ 사업 추진 과정관리와 사업 추진 이후의 성과·효과 진단을 위한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과정 관리
• 사업추진 운영 및 진도 관리
• 착수 및 중간 등 실적관리
• 사업집행의 적절성 등
(환경부, 적응센터)

사후 관리
• 사업성과 및 효과성 평가
⇨ • 평가결과의 환류(연도별) 및 전파·확
산
(환경부, 적응센터)

[그림 2-3]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관리절차

5. 향후 사업 방향
○ 기존의 안심마을사업은 개선된 보조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지자체 테마사업과
일부 연계하는 등 기존의 보조사업을 확대·발전
- 단, 당초 안심마을 취지인 농어촌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폭염대비 가이드
라인 배포, 지역보안관 제도,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 등 별도사업으로 추진
○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완화에 효과가 높은 현장 적용형 다양한 선도 사업
모델 발굴 및 실증 검증을 통한 적응사업 확대 전파
○ 기후변화 영향 중 국내 주요 이슈를 고려하여 매년 신규 유형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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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추진 사례
1. 국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사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년에
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의 폭염 대처를 위한 사업에 총 9억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억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총 18억 원의 사업
비가 투자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폭염 발생이 많은 남쪽지역 위주였다.
대부분 사업의 대상은 공공시설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
은평구는 유일하게 가뭄피해 대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직접적인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 북한산과 연결된 하천의 유지량 감소 위험
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폭염 위험도가 높은
특별·광역 자치단체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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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의 가뭄문제가 사회적 이슈까지 확장된 적은 없었다. 다만 기
후변화 취약성에서 가뭄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당장의 극한기후
에 대한 위험과 향후 발생할 위험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의 대상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서울, 광주, 부산 경기
시흥시, 경남 김해,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전북 장수군, 충북 단양군이다. 실제
이들 지역은 심각한 폭염이 발생하였거나 폭염의 잠재적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아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배포한 폭염 위험지도와 전국 폭염사망자수에
따른 위험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정하면, 제주, 대구, 경북 등에 사업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을 봤을 때 사업 선정시 지역의 형평성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추진현황(2017~2018)
구
분

20
17

시
도

시군구

사업명

서
울

은평구

향림빗물순환
마을 조성

대
구

강창공원 차열
달서구
포장 조성

광
주

남구

부
산

해운대
구

총
국고
사업비
보조
(백만원) (백만원)
1,000

400

노후아파트
옥상 쿨루프

100

에너지
취약계층
쿨루프

300

사업내용

500

§
§
§
§

투수블록포장 1,025㎡
침투측구 507.4m
빗물저금통 4개소 설치
빗물저류조 2개소 설치

200

§
§
§
§

화강석경계석1,463m 설치
차열블럭 3,352㎡ 설치
마사토포장 180㎡
잔디 920㎡ 조성

§

노후아파트옥상 쿨루프 공사
- 봉선동 광명맨션 AㆍB동

50

- 봉선동 대신아파트 AㆍB동
§

150

반송2동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일원 258세대
대상 옥상쿨루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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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
울

20
18

광
주
부
산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322

161

저소득가구 및
종로구
복지시설
쿨루프

48

24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양천구
공공건물 폭염
방지사업

45

22.5

폭염 대비
은평구 횡단보도 쉘터
조성

51.2

25.6

서구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특화사업

120

60

금정구

도시열섬 완화
쿨페이브먼트

300

150

§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
대상 쿨루프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대상 쿨루프 조성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통한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특화사업
쿨 루프, 단열창호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사업

§
§
§

경
남

시흥에코센터
기후변화
적응사업

60

김해

농촌마을
기후변화
적응사업

250

125

여수시

공공건물 대상
쿨루프

100

50

도시열섬 완화
및 폭염대비
쉼터 조성

100

시흥시

전
남
순천시

30

§
§

도시열섬 완화 쿨
페이브먼트 사업
열저감 차열 포장
기후변화 적응사업 교육·홍보
효과 창출
시흥에코센터(벽면녹화,
빗물저금통, 쿨 페이브먼트)
조남경로당(벽면녹화,
빗물저금통)

§

농촌마을 대상 쿨루프 조성

§

도시 열섬 및 폭염에 대한
적응 인프라 조성
건물옥상 차열페인트 도색

§

50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 루프
설치
거주환경 개선 및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

§

경
기

15

§

횡단보도 및 공원 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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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충
북

장수군

취약계층
폭염대비
활동공간
조성사업

100

50

단양군

노후건물
취약세대
쿨루프
지원사업

100

50

1,596.2

798.1

총 계

§

건물옥상 쿨루프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반사·특수 차열 페인트 시공

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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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성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
강원도 고성군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설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폭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간성읍 2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으로 구분되는 고령계층이 대부분이고, 지리적으로 7번국도와 2.3km 떨어진
고지대 지역으로, 수시로 폭설에 고립되는 강원도의 대표적 폭설 취약지역이다.
간성읍 흘2리는 폭설시 정전 및 단전이 자주 발생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지역 자체적으로 문제시 되었다.
강원도는 국가지원을 통해 간성읍 흘리 산 1-108에 671,278㎡의 면적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폭설적응형 안심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폭설 취약
계층인 고령자의 긴급상황 대응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폭설적응형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고, 폭설 시 긴급 제설작업을 통해 마을안길까지 통행로
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것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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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지역으로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자체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심장박동기, 심폐소생기기, 산소
마스크 등 응급의료기기를 구입하여 비치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지열설비를 설치 및 구축하여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을 구축하였다.
고성군의 폭설적응형 안심마을은 강원도에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필요사업이 단기적 사업으로 끝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사
업이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모니터링이 수반되지 못했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6] 고성군 기후변화 폭설 안심마을
이미지 :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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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기존 추진되었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
이 있었다. 우선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은 전지구 전번에 걸친 영향을 다루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 절차상 업
무와 기능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변화 적
응 선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제 선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기후변화가 이슈화되어 학문이나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으로, 사업 초기에 효율적 성과를 내고자 특정지역
인 도시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의 범위는 도
시와 농촌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도시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촌지역
에 대한 사업 추진은 미미하였다. 사회인프라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
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 홍보가 잘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 등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 등 사업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행정 차원에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기
때문으로 사업 협의가 원활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은 실제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이해관계, 상징성, 지역의 균형성 등을 고려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에서 소외되고 재해피해가 많은
강원도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환경부와의 소통 부족과 강원도의 전략 부족으로
판단된다. 향후 강원도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전략적 방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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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환경부에서는 폭염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우선
강원도의 폭염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
서 강원도의 폭염 취약성이 다른 시·도 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고령계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고려해야한다. 또한 강원도는 홍수와
폭설 취약성이 높게 나타남으로 폭염에 치중된 사업방향에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홍수, 폭설) 주제의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임으로 상대적
으로 소외받고 있는 강원도에 우선 사업 지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
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점차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에 맞춰 소외된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할 경우, 기후변화 적
응 선도 사업 선정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도시지역에 치중될수록 강원도의 전략적 이점이 감소됨으로 농산촌지
역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만들고 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강조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많아 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특
징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 위주
로 추진되었다. 농산촌지역은 인구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취약요인이
많아 개인별 피해가 지역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강원
도는 산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촌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으로 사업 해택의 대상을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으로 하되 민
간사업 확장까지 고려한 시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선정
사업들은 사업의 당위성이 높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
다.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혜 등의 문제, 이익관계에 따른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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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부분
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부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
다.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 부문가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시스템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포함시켜 사업의 장애요인들과
개선점을 체크하고 환류과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 1회성 사업으로는 사업성과를 확대하기 어렵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 행정가, 시민, 전문가가 공동으로 협의하
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에 시민들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을 토대로 농산촌지역에 수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대부분의 사
업들이 지역에 정착되거나 확대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
상향식(Top-down) 방식과 운영주체의 미흡으로 보고 있다. 정부 또는 전문가
주도의 사업 추진 이후 향후 관리나 개선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가가 부
재하여 지속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시민들
을 사업 방향 결정 그룹에 포함시키고,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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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후변화 취약 이슈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기후재해 유형
기후변화는 지구상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켜 기존과 다
른 기후환경으로 변화며, 그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재해 규모 및 발생 빈도가
나타난다. 최근 들어 우리는 극심한 폭염, 갑작스런 대규모 홍수, 예측이 힘든
태풍 등을 겪으며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지구 시스템의 특성과 기술의
한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규명하거나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기후변화 연관 기후재해
는 홍수, 태풍, 폭염, 해수면 상승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재해 외
에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재해와 큰 피해
를 발생하는 산불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재해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기후재해 중 폭염, 홍수(집중호우 포함), 태풍,
미세먼지, 산불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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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리스크 유발 인자 및 주요 요소 및 리스크 유발 인자별 영향 예시
리스크 유발인자

영향

홍수, 집중호우, 침수

침수 및 건물 손상피해 발생 등

태풍, 강풍

태풍 및 강풍에 의한 건물, 도로 등 반파·유실 등

고온, 폭염

열사병, 일사병 등 인명피해 유발 등

폭설, 한파

도로 유실, 지붕붕괴, 교통사고 발생 등

해수면 상승, 해일

선박반파, 방파제 유실, 양식장 붕괴 등

물부족(가뭄) 등

농작물의 생장 저해, 물 공급의 불안정 등

자료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

2. 분석방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기후변화 재해의 복잡다양한 특징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징을 고려하여 실제 나타난 피해현황, 지역이 가지는 잠재적
취약요인, 거주민들의 인식,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원도 기후재해 피해 인식 수
준을 함께 분석한다.
우선 지금까지 강원도에 발생하였던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강원도의 주
요 기후재해 피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흐름임으로 피
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도 분석한다. 발생 가
능성은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분석된 리스크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공
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도민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도민인식 수준 역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를 바라보는 인식수준을 분석
한다. 사회적 인식 수준은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및 관계도를 분석한다. 워드클라우드는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다. 예
를 들면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를 크게 표현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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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있다. 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공공재원이 투여되는 사업은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다
양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현안이슈를 도출하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림 3-1] 강원도 기후변화 현안이슈 분석 방법

제2절 피해 현황분석
1. 폭염
폭염은 환경부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내
용이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전국에서 폭염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
다. 따라서 강원도가 정말 폭염에 취약한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2
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강원도 폭염 취약성을 다루고
있지만, 강원도 내 상대적 비교, 18개 시·군을 비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신광문(2017)은 이런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강원도를 대상
으로 고온에 대한 구체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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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문(2017)은 전국단위 취약성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과 규
정하는 전국 226개(2017년 기준) 시·군·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고
려한 분포를 활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전국단위의 취약성 분
포와 강원도의 취약성 분포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의 취약성
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국 226개 시·군의 평
균값을 구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기후환경, 인구·사회 환경, 주택 환
경) 표준편차만큼 등급을 구분하였다.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취약성
이 결정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최종 평가 결과는
각 항목별 지표가 가지는 등급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대푯값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2] 취약성 평가체계

강원도 18개 시·군의 2001~2010년 기후환경 지표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의
기후환경(2.5)이 가장 취약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기후환경 지표와 비교
하면 평균 수준이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으로 열지수
(28.2)와 폭염일수(6.0)가 가장 높아 취약성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원주시는
전국 평균의 취약성과 같은 2.5등급으로 전국대비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연평균기온이 낮기 때문이며, 원주시만 전국 평균과 유사
한 수준의 기후환경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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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강원도 18개 시·군의 기후환경 취약성평가 결과
2011-2010 기후환경
지역

열지수

폭염일수

2021-2030 기후환경
열지수

폭염일수

종
합

지수

등
급

지수

등
급

종
합

상승
정도
기후
환경
(등급)

지수

등
급

지수

등
급

춘천시

27.38

2

5.31

2

2

30.11

3

8.75

2

2.5

0.5

원주시

28.16

3

5.97

2

2.5

31.15

3

10.2

2

2.5

0.0

강릉시

22.81

1

0.77

1

1

24.77

1

14.49

2

1.5

0.5

동해시

23.37

1

1.47

2

1.5

25.53

1

13.69

2

1.5

0.0

태백시

22.61

1

0.81

1

1

24.25

1

7.04

1

1

0.0

속초시

23.09

1

0.43

1

1

24.93

1

11.46

2

1.5

0.5

삼척시

23.19

1

1.22

2

1.5

24.99

1

14.21

2

1.5

0.0

홍천군

25.96

2

3.1

2

2

28.41

2

8.41

2

2

0.0

횡성군

26.91

2

3.54

2

2

29.47

2

11.17

2

2

0.0

영월군

25.80

2

2.29

2

2

27.84

2

9.91

2

2

0.0

평창군

24.20

1

0.94

1

1

26.03

1

6.2

1

1

0.0

정선군

23.42

1

0.79

1

1

25.46

1

9.43

2

1.5

0.5

철원군

27.22

2

3.33

2

2

30.23

3

9.7

2

2.5

0.5

화천군

26.24

2

2.71

2

2

29.02

2

8.65

2

2

0.0

양구군

24.90

1

1.51

2

1.5

27.49

2

9.49

2

2

0.5

인제군

23.58

1

0.82

1

1

25.85

1

7.18

1

1

0.0

고성군

22.93

1

0.46

1

1

24.87

1

8.99

2

1.5

0.5

양양군

23.00

1

0.5

1

1

24.71

1

10.18

2

1.5

0.5

평균

28.58

-

8.73

-

-

31.35

18.34

-

-

-

표준
편차

2.37

-

5.09

-

-

2.70

7.34

-

-

-

전
국

자료 : 신광문(2017), 강원도 고온 취약주거지의 열환경 개선 방안, KRIC, 2017-3.

2021~2030년 미래의 기후환경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춘천시, 원주시, 철원
군으로 전국 기후환경 지표 대비 평균 등급에 속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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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와 철원군은 2011~2010년에 비해 기후취약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외
에도 강릉시, 속초시 등 총 6개 시·군의 기후환경 취약성이 2021~2030년에 높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함께 기
존보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는 IPCC 취약성 개념인 적응능력
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일반적인 폭설 규모가 서울에서 발생하면
대규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기존 경향과 다른 이
상기후가 발생하면, 지역의 대처역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
기 때문이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8개(44.4%) 시·군의 극한고온 현상이 급격
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고온 환경에 대한 점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표 3-3> 강원도 *폭염일수 지점별 비교 (2008~2017)
(단위 : 명)

지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강릉

13

4

19

8

10

26

9

9

12

12

대관령

-

-

-

-

-

-

-

-

-

-

동해

1

2

10

1

5

22

1

7

4

4

북강릉

2

-

16

6

11

19

3

9

5

8

북춘천

-

-

-

-

-

-

-

-

-

18

삼척

-

-

-

-

-

-

-

-

-

-

속초

7

-

9

6

7

14

4

4

4

7

영월

15

5

18

8

18

9

14

16

23

9

원주

13

6

14

11

16

9

13

17

23

5

인제

7

2

1

1

7

2

8

6

17

7

정선

-

-

-

3

9

4

8

13

24

12

철원

6

3

-

4

8

-

2

4

15

4

춘천

6

3

12

6

10

7

9

9

24

14

태백

-

1

2

-

1

4

2

1

3

1

홍천

11

8

21

12

24

16

15

21

35

19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의 일수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8),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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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인간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온열질환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
라의 온열질환자 현황을 보면, 2011년 443명에서 2016년 2,125명, 2017년
1,57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약 355%가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온열질환
이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
가 발생하였다. 특히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증가추세가 급격하다. 고온의 경우
일정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취약계층(아동 및 고령인구, 야외활동인구 등) 피
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 전국 온열질환자 현황 기간별 비교
(단위 : 명)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43

984

1,189

556

1,056

2,125

1,574

서울특별시

27

119

52

39

50

170

107

부산광역시

16

41

60

19

34

112

64

대구광역시

27

43

33

21

52

38

28

인천광역시

23

36

14

21

32

102

54

광주광역시

31

34

51

19

55

91

72

대전광역시

5

28

22

19

26

64

46

울산광역시

18

29

85

31

60

53

34

세종특별자치시

-

-

-

4

4

11

4

경기도

58

126

92

62

115

357

217

강원도

19

38

43

33

71

92

75

충청북도

21

55

54

23

60

108

114

충청남도

25

78

45

18

59

146

121

전라북도

27

52

77

24

74

123

115

전라남도

86

140

168

69

120

187

195

경상북도

33

71

138

36

79

137

106

경상남도

17

73

181

101

127

225

141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부터 신고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8),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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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2011년 443명에서 2018년 3,536명으로
약 798%가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대표적 저온지역인 강원도는 915%가 증가하
여 전국 대비 폭염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적인 온열질환자 발생인구수를 보면, 강원도의 발생인구는 적으나 시·도별
온열질환자 비율로 분석하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
도가 폭염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점차 증명되고 있고, 나아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5> 2018년 온열질환자 신고현황(5.20-8.7)
시도

인구(명)

온열질환자(명)

온열질환자비율
(1,000%)

전라남도

1,886,297

248

13.15

충청북도

1,596,161

180

11.28

강원도

1,544,258

174

11.27

경상북도

2,679,546

265

9.89

경상남도

3,377,248

334

9.89

제주특별자치

664,579

61

9.18

충청남도

2,122,531

192

9.05

전라북도

1,843,009

159

8.63

울산광역시

1,158,847

85

7.33

인천광역시

2,953,841

198

6.70

광주광역시

1,461,203

93

6.36

경기도

12,993,165

690

5.31

서울특별시

9,806,538

501

5.11

부산광역시

3,453,198

175

5.07

대전광역시

1,495,029

66

4.41

대구광역시

2,468,824

106

4.29

세종특별자치

302,703

9

2.97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8),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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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우 피해(홍수, 집중호우)
홍우 피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해이다. 특히 강원도는 산악지형으로 이
루어져 있어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이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무강우일수와 국
지성 집중호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호우피해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3-6> 전국 호우피해 현황 기간별 비교
(단위 : 천원)

시도

10년(2008-2017)

5년(2013-2017)

서울특별시

49,866,759

1,177,730

부산광역시

140,451,005

94,028,718

대구광역시

694,511

633,020

인천광역시

13,922,463

2,673,924

광주광역시

3,092,448

5,604

대전광역시

4,896,469

383,840

울산광역시

9,785,719

6,297,163

81,779

32,360

경기도

480,592,242

90,099,988

강원도

177,330,963

93,351,369

충청북도

96,845,226

60,330,545

충청남도

95,705,404

28,254,284

전라북도

110,073,433

383,922

전라남도

93,373,665

9,120,772

경상북도

62,047,727

8,906,269

경상남도

154,601,307

36,068,936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7 재해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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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호우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장기적 추세(10년)와 단기적 추세(5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0년 동안의 홍수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가 가
장 많은(4,806억)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원도는 2번째(1,773억)로 홍수피
해가 많았으나, 경기도 피해액의 50% 미만이었고 3위인(1,546억) 경상남도와
유사하였다. 최근 5년 동안의 홍수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부산광역시가 가장
(940억) 홍수 피해액이 많았다. 강원도는 2번째(934억)로 홍수 피해액이 매우
높았다. 종합하면 강원도의 호우, 홍수 피해액은 전국에서도 높은 지역으로 호
우에 대한 대피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3. 태풍
30년 평균(1904~2017) 우리나라는 연평균 3.1개의 태풍 영향을 받았다. 아
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큰 변화는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아시
아 지역에 슈퍼태풍 발생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필리핀은 슈퍼태풍 ‘망쿳’
으로 최소 15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기상관측이래 가장 강한 태풍인 ‘하
이옌’이 발생한지 5년만이다. 아시아지역은 태풍의 공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태
풍의 발생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태풍은 해수온도가 26~27℃이상의 수온
과 고온다습한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점차 상승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태풍1)은 주로 남쪽지역과 동쪽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
생시킨다. 주로 태풍의 진로 때문으로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

1) 태풍은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열대성저기압을 뜻한다.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대서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서 발생하는 윌리윌리가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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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풍이 많다. 때문에 특히 전라도에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국내의 최근
10년 태풍피해는 전라북도(687억)와 전라남도(667억)로 전라남도 지역이 가장
크고, 최근 5년 동안에도 전라북도(646억)와 전라남도(625억)에 태풍피해가 집
중되고 있었다. 강원도는 태풍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전국 태풍피해 현황 기간별 비교
(단위 : 천원)

시도

10년(2008-2017)

5년(2013-2017)

서울특별시

5,397,375

-

부산광역시

5,318,823

39,696,701

대구광역시

41,071,768

-

인천광역시

39,788,257

19,092

광주광역시

20,923

25

대전광역시

21,925

-

울산광역시

10,456,571

64,649,025

세종특별자치시

10,559,548

-

경기도

16,967,789

2,925

강원도

17,778,283

3,758,252

충청북도

326,422

-

충청남도

342,034

-

전라북도

68,679,172

13,001

전라남도

66,732,577

9,797,523

경상북도

207,382

29,410,104

경상남도

217,312

74,114,463

제주특별자치도

47,522,940

20,838,374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7 재해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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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설 피해
강원도는 국내에서도 평균기온이 가장 낮고, 산간지역이 많아 대설 피해가
잦은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10년간의 대설피해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국내
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많은(568억) 지역이었다. 최근 5년의 대설 피
해액도 강원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25%)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도 강원도는 대설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처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표 3-8> 전국 대설피해 현황 기간별 비교
(단위 : 천원)

시도

10년(2008-2017)

5년(2013-2017)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5,745,449

대구광역시

3,125

인천광역시

583,071

347,289

광주광역시

338,696

68,054

대전광역시

101,056

3,483

울산광역시

1,390,899

521,906

세종특별자치시

762,224

172,806
-

-

경기도

17,092,049

3,827,711

강원도

56,824,194

19,765,936

충청북도

30,258,558

5,189,193

충청남도

25,964,406

15,536,781

전라북도

22,457,466

12,626,212

전라남도

24,684,790

5,171,590

경상북도

26,774,164

5,669,687

경상남도

2,858,243

74,496

제주특별자치도

10,396,379

6,279,801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7 재해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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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불 피해
기후변화로 무강우일수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여건이 높아지고, 폭염 등 극
심한 고온은 자연발화까지 발생시켜, 산불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산이 70% 이상 차지하는 지역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은 경상북도가 가장
(2,160ha) 많았고, 강원도가 그 다음(1,734ha)으로 많았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의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은 전국 피해의 67%나 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산불피해 면적은 강원도가 가장(1,456ha) 많았다. 2017년 강릉, 삼척에서 발생
한 큰 산불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의 강원도의 산불 피해 면적은
전국의 53%를 차지하였다. 강원도의 산불은 현재도 시급하지만, 향후 그 위험
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산불의 경우 1980년대 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
었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강원도는 두
번의 최악의 산불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1996년 4월에 발생한 고성산불로
서 인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나가면서 발생한 실화였
다. 54시간 동안 지속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산림을 소실시키면
서 진화되었다. 이 산불로 고성군 내 3개 읍면 16개 마을이 잿더미로 변하여
2백여 명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경향신문, 1996. 4. 25.).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
던 고성 산불이후 4년 만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
되었다.
2000년 4월 고성군 토성면에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은 고성군과 삼척시, 동
해시, 강릉시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번지면서 산림 23,794 ha가 손실되
었으며 약 3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피
해를 발생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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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불은 자연발화 또는 등산객이나 지역 주민의 실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원도의 경우 군부대가 밀집한 관계로 작전 도중 산불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1996년 1월에서 4월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은 모두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김철민·최충익, 2017). 이는 강원도 산불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림청, 지자체, 군부대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3-9> 전국 산불피해 현황 기간별 비교
(단위 : ㏊)

시도

10년(2008-2017)

5년(2013-2017)

서울특별시

11.3

5.9

부산광역시

117.5

6.4

대구광역시

10.0

2.5

인천광역시

89.9

24.9

광주광역시

13.9

2.7

대전광역시

32.1

16.8

울산광역시

405.2

343.0

세종특별자치시

10.0

8.2

경기도

192.6

178.9

강원도

1723.9

1455.8

충청북도

101.5

27.4

충청남도

57.7

28.4

전라북도

133.7

24.9

전라남도

333.5

78.9

경상북도

2160.0

500.8

경상남도

358.9

52.4

4.0

1.5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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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사태 피해
강원도는 80%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있는 산악지형으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에 보다 취약하고 위험하
다. 강원도는 집중호우빈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4 ~
2013년 연평균 산사태 피해 면적(약 109ha)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표 3-10> 강원도 산사태 피해면적(2005~2014)

단위 : ha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피해
면적

5.2

557.9

-

-

11.4

3.1

34.4

1.5

147.8

-

108.8

자료 : 산림청, 2016

[그림 3-3] 우리나라 지역별 산사태 피해(ha), 산림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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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세먼지
기후변화 심해지면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화석
연료 사용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함께 심화된다. 지구온도가 상
승할수록 황산과 질산 등이 많아지고, 이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
로 생성된다. 2차 미세먼지는 처음엔 미세먼지가 아닌 것들이 대기 중에서 화
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미세먼지로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원도는 산림에
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유기화합물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킨다. 산불
도 미세먼지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강원도는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이 적지만, 향후 심화요인이 많아 주
의가 필요하다. 2016년도 전국 미세먼지(PM-10) 연평균 자료를 보면, 강원도
는 전국에서 6번째로(46㎍/㎥)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최근 5년 평균
자료2)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높았고, 강원도는 5번째
(46.7㎍/㎥)로 높았다. 청정지역 강원도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이미지와
다르게 전국에서도 나쁜 수준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
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자료구축이 완성된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대상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총 258개의 측정망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은 전국에서 44번째로(53㎍/㎥)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가 높았
다. 원주시 중앙동도 258개 측정망 중 63번째로(51㎍/㎥) 미세먼지 연평균 농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원주시는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상
위 30%에 속하는 위험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에서 88번째
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는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는
강원도 이미지와는 다르게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대
2)세종 특별자치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2016년부터 구축되어 있어, 2016년 값을 5
년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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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주요 현안과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지역별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변화
(단위 : ㎍/㎥)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특별시

47

41

45

46

45

48

부산광역시

47

43

49

48

46

44

대구광역시

47

42

45

45

46

43

인천광역시

55

47

49

49

53

49

광주광역시

43

38

42

41

43

40

대전광역시

44

39

42

41

46

44

울산광역시

49

46

47

46

46

43

세종특별자치시

-

-

-

-

-

46

경기도

57

50

56

55

54

53

강원도

47

44

47

48

48

46

충청북도

56

51

55

50

48

42

충청남도

45

42

42

43

45

48

전라북도

50

49

50

50

51

50

전라남도

42

37

39

39

41

38

경상북도

48

46

49

49

46

40

경상남도

44

42

47

47

46

44

제주특별자치도

43

33

40

46

44

41

자료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제3절 강원도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문제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IPCC 5차 보고서
(2014)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체계에서 리스크평가체계로 전환하였다.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는 기존 지역에 미치는 기후영향인 노출(exposure),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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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민감도(sensitivity),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적응력(adaptive capacity)으
로 구분하고 이들을 공식화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평가방식은 리스크 평가는 사건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사건 결과의
규모(magnitude)로 표현되며 불확실한 위험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즉,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발생으로 인한 결과를
기후변화 리스크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발생확률(probability)×규모
(magnitude)로 정의한다(조광우, 2014).
강원도 기후변화 리스크는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서 분석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강원도의 리스크 분석 결과 생태계>건강>물관
리>해양/수산>농업>산림>재난/재해 순으로 생태계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생태계 부문의 ‘연안 후퇴로 인한 생물종 및 서식지 위험 증가’가 21.25점
으로 가장 큰 리스크로 도출되었다. 반면 ‘강풍에 의한 기반시설의 반복적 피
해 위험 증가’는 2.38점으로 가장 낮은 리스크 평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분석
된 리스크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2> 리스크 평가 종합 결과(부문별)
순위

적응부문

영향정도(규모)

발생가능성(확률)

리스크점수

2

건강

4.63

3.36

15.57

7

재난/재해

3.76

3.03

11.39

5

농업

4.37

3.06

13.39

6

산림

4.71

2.63

12.36

4

해양/수산

4.19

3.22

13.50

3

물관리

4.23

3.68

15.56

자료 : 강원도(2017),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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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강원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종합 결과 상위 항목
발생
부문
리스크 목록
가능성
대기오염, 황사 및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4.38
(기관지염 등)의 증가
건강

41

영향
정도

리스크
점수

4.38

16.23

재해로 인한 정신적 건강문제의 증가

3.25

3.25

15.31

호우에 의한 기반시설의 반복적 피해 위험 증가

3.63

3.63

17.07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침식

3.375

3.38

16.88

농지의 침수 위험 증가

3.50

3.50

16.49

작물 관개를 위한 물수요 변화(가뭄)

4.00

4.00

18.84

산림

폭염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 증가

3.75

3.75

17.66

해양
/수산

어업시설 피해 위험 증가

3.50

3.50

16.49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 환경 변화

4.25

4.25

20.02

가뭄으로 인한 하천건천화

3.88

3.88

18.25

무강수일수 증가로 가뭄 발생빈도 증가

3.75

3.75

17.66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 증가

3.63

3.63

18.13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악영향

3.88

3.88

19.38

재난
/재해
농업

물관리

생태계

자료 : 강원도(2017),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4절 도민 인식 조사
지역 맞춤형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향식(bottom-up) 방법에 따라 도
민들의 욕구(needs)를 반영해야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하향식
(top-down) 방법에 의한 사업들은 지역의 필요사업과 동 떨어지거나 단기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
굴하기 위해 강원도민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강원도 기후변
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시행한 강원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는 도민들의 기후변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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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에서 임의 추출한 도민
34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체감 정도, 적응분야별 기후변화 인식조사,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 ‘대
기오염, 황사 및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을
선택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대기오염, 황사 및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을 선택하였다. 산림이 풍부하고
청정환경을 보유한 강원도에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가장 걱정하는 아이러니
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실제 강원도 원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보
다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강원도의 지형적인 문제와 맞물리
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바람 방향인 편서풍에 의해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이동하
다 태백산맥에 막히면서 고이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 역시 특이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강원도는 소양강, 북한강
등 수도권 식수 공급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악지형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용수는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표 3-14>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강원도민 설문조사 결과 상위 항목
순번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내용

중요한다고 인식하는 항목

1

대기오염, 황사 및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대기오염, 황사 및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2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

3

농작물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공기를 통한 전염병

4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악화
(녹조류, 흙탕물)

농작물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5

공기를 통한 전염병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악화
(녹조류, 흙탕물)

자료 : 강원도(2017),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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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인식 조사
1. 개요
1.1 빅데이터 란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고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을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john Gantz&David Reinsel, 2011).”
<표 3-14> 빅데이터의 주요 특성

구 분
규 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 도(Velocity)

정확성(Veracity)

가 치(Value)

주요내용
§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
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 제타바이트(ZB) 시대로 진입.

§
§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

§
§
§

사물정보,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이동(유통) 속도의 증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가치 있는 현재 정보(실시간)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

§
§

빅데이터의 특성상 방대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데이터 분석에서 질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줌.

§
§

빅데이터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물은 기업이 현재 당
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통찰력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자료:(사)한국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빅데이터 전략연구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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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특정 분야를 나타내거나 한가지 특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3V로 설명된다. 3V는 데이터의 규모(Volume), 다양성
(Variety), 속도(Velocity)를 나타낸다. “규모(Volume)는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
로 매우 큰 범위의 대규모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며 기존 DB와는 차별된다. 속
도(Velocity)는 데이터의 고화된 실시간 처리를 말한다. 대규모 데이터가 생산,
저장, 시각화되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나타낸다. 다
양성(Variety)은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사진, 오디오 등) 등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는 처리 및 관리에 있어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 및 재원
을 절약하여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설문조사와 같은 데이터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실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포착함으로 임의적인 자료의
샘플링을 대체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다. 넷째, 여러 데이터의
중복이 가능하여 데이터간 불안전한 정보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점차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더해지며 지능형 의사결정을 위한 분
석을 가능하게 한다.

1.2 빅카인즈 서비스
1) 빅카인즈 서비스란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종합
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과 같은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
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빅카인즈 서비스는 뉴스수집시스템, 뉴스분석시스템, 저
장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수집시스템을 통해 매일 42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류됩니다. 분류된 콘텐츠는 뉴스분석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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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서 분석된 후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여 분석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 빅카이즈 구성도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 속 인물, 기관의 관계망, 각 정보원의 인
용문 등을 간단하게 분석하고 뉴스 이슈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
체적으로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
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42개 언론매체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뉴스를 빅데이터화하여 약 4천만건의 뉴스 콘텐츠를 검색, 뉴
스를 특정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뉴스를 쉽고 빠르게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극한기후가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심각성을 가지
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목적으로 활용한다. 빅카이즈 기능 중 빅데이터 기반 워
드클라우드(word cloud)와 관계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데이터
에서 단어 빈도를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분석결과(전체 중 빈도가 높
은 단어)를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계도는 관
련 이슈가 어떤 이슈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분석이다. 분석은 형태소(단
어 단위로 구분) 단위로 하였고, 데이터 범위는 2013.1.1.~2017.12.31(최근 5
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앙지 8개, 지역종합지 26개, 방
송사 4개, 전문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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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2.1 폭염
폭염 관련 27,551건의 데이터 분석결과, 국가차원에서는 강원도 폭염에 대
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폭염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한
반도”, “중국”, “서울” 등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폭염
피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강원도 폭염의 사회적
관심은 낮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폭염 피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특히 평창, 정선과 연관된 것으로 볼 때 평창 동계올림
픽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평창올림픽이 폐막한 이후임을 감
안하면, 강원도 폭염의 사회적 관심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기상관
측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홍천군의 이슈 등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관
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폭염 관련

[그림 3-6] 폭염 이슈 관계도

워드클라이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폭염은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낮
기 때문에 폭염 대응 정책을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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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호우
홍수, 집중호우, 폭우 등 호우와 관련 있는 데이터 43,017건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국가차원의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주요 이슈로 ‘중국’, ‘미
국’, ‘한반도’ 등이었다. 국내에서는 울주군, 광화문, 괴산군 등 호우피해가 갑작
스럽게 발생한 지역 위주로 이슈가 되었다. 광화문 일대는 2010년 집중호우로
잠기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도 호우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낮다. 이는 강원도의 호우피해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
기적인 현상으로 각인되어 인지도나 중요도면에서 낮아진 현상으로 추정된다.
강원도에서 이슈로 부각된 호우는 북한의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홍우 관련 워드클라이드

[그림 3-8] 호우 이슈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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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뭄
가뭄관련 37,895건의 데이터 분석결과, 국가차원에서의 강원도 가뭄은 사회
적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뭄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경
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전남’, ‘무안군’ 등이었다. 역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업지대와 농업이 공존하는 경기도와 농업인구가 많은 전라도에 가뭄에
의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영동지역은 실제 물이 부족
하여 급수를 시행한 적이 많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강
원도 가뭄은 농업용수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 가뭄 관련 워드클라이드

[그림 3-10] 가뭄 이슈 관계도

2.4 산불
산불관련 이슈는 22,476건이었다. 데이터 분석결과, 강원도 산불은 국가적
으로도 매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산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최근 고성,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매우 컸던 이유도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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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76명이 사망하고 1,300명 실종되었다. 국제적으로 매우
큰 이슈였다. 과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도 이슈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이슈가 되었다. 강원도 산불은 2017년 강릉, 삼척에
서 발생한 산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산불 관련 워드클라이드

[그림 3-12] 산불 이슈 관계도

2.5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련 40,825건의 데이터 분석결과, 국가차원에서의 강원도의 미세
먼지는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역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동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 춘천 등은
미세먼지 PM10농도가 높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이슈화 되지 못했다. 특징적인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주요 피해지역인 인천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 이는 주기
적인 피해로 인해 관심이 없어진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 조
사가 필요하다. 강원도 미세먼지는 충청권과 높은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강원도
미세먼지 농도가 충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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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세먼지 관련

[그림 3-14] 산불 이슈 관계도

워드클라이드

제6절 종합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황,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후변화 위험성, 지역 주민들의 극한기후 인식 및 요구사항, 사회에
서 바라보는 강원도 극한 기후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극한기후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미세
먼지 등 폭염 등 고온피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극한기후 피해가 매우 컸다.
강원도는 재해피해가 매우 큰 지역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 피해가 가
장 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잠재적인 극한기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폭
염 등 고온과 해수면 상승,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특징적인 것은 실제 피해현황과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기후변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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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중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강원도의 지역성 특성과 맞물리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 기상재해 중 폭염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들은 심각한 가뭄
으로 국가간 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실태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과 가뭄
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키는 홍수, 산불 등 재해보다도 최근 큰 이슈로 작용하는 미세먼지와 농업
소득과 관련된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후현상을 어떻게 생각하
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심각성만을 대표적 위험으
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재해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발생한 재해 이슈가 국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여
도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국가 자원과
밀접한 식수, 산림 등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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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
다. 기본 방향 설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분석 내용을 체계적으
로 반영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유발 극한기후 대응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등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
기 재해 예방에 치중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강원도 지
역의 극한기후에 대응해야 한다.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폭염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정책에서 폭염 등 고온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가뭄과 해수면 상승은 단기적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응은 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예산 마련도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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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원도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현안이슈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방향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강원도 필요사업과 환경부에
제안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구분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극한기후 현
상 중 폭염 등 고온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단기적 극한기후현상으
로 볼 때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온 영향이 낮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온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
기 위해 강원도 지역 특성을 살린 극한기후 현상을 테마로 한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해야한다. 이럴 경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도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도모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도시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는 도시
지역 특징에 기반한 것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사업의 혜택 및 효과가 높
고 홍보도 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영역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의무도 같이 한다. 강원도
는 전형적인 농촌(산촌) 형태의 마을이 많기 때문에 산촌 특화형 기후변화 적
응 선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극한기후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시 및 농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기후변
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넷째, 도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오염, 가뭄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과거 국가 정책 및 사업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 가장
사업 및 정책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주변지역에
파급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하향식 방법은 대상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
크와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이
추진되었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의 사회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역에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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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영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의사결정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이해와 호응이 높아지며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도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의사결정 단계에 주민을 포함
시켜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대상지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
하고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으로 시범 선정한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확보돼야 하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파급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업 대상 선정에도 신
중해야 한다. 시범사업 성격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프로세
스가 필요한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
서 시범사업은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강원도에서 추진되었던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은 폭설 피해 대응을
위한 매우 좋은 대응 사례였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
흡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과정이 없어 지속되지 못하였
다. 완벽한 사업은 없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는 과정
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곱째, 도민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연이 함께 협의와 운영을 하여야한다. 운영주체는
시민이 되고 방향과 조율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리빙랩
(Living Lab)이 뜨고 있다. 이는 시민 주도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
는 해결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
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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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발굴
대응이 시급한 극한기후 현상과 극한기후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인식 정도
를 고려하여, 산불, 미세먼지, 가뭄, 고온을 전략적 이슈로 도출하고 시급성 및
현재 인적·물적·행정적 인프라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발굴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차원에서 이슈화될수록 국가지원사업의 정당성을 가지며 지역적
으로 소외되는 않을 것이다.

[그림 4-1] 시사점을 통한 강원도형 적응 선도 사업의 이슈 도출

강원도에서 위험성이 높은 극한기후에 대한 재해 중 산불은 사회적으로 위
험 인식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이다. 미세먼지는 지리적
원인에 의한 피해 증가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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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물 저장이 어려운 강원도의 지형적 원인과 농민들의
지속적인 용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고온현상은 점차 증가
하고 온열질환자비율이 전국에서도 높은 강원도의 현실을 비춰볼 때 단계적으
로 대응해야 할 필요 대책이다.
도출된 주요 극한기후 이슈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살펴보았
다. 강원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군부대 사격 훈련이나 영농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사격 훈련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고, 산림 인근에서의 농업(실제는 산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활동으로
소각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강원도의 산불 위험성은 매
우 높으며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의 무강우일수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촌마을의 커니뮤니 회복과 활용을 통해 초기 진압 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
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
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PM10)가 지형 및 지역적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 춘천, 강릉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편은
지역이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상위 30%에 속한다. 큰 원인
은 우리나라의 주 풍향인 편서풍과 태백산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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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크게는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태백산맥의 인접한 지역들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5개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원주시 자
체적인 미세먼지도 영향도 있다는 것이며, 춘천시는 분지형태의 지형에 의한
미세먼지 고임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내외적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위주로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
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
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
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
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
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강원도의 현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중단기적
사업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홍수피해 저감사업, 폭설피해 저감사업, 가뭄피해
저감사업, 산불피해 저감사업,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
으로는 고온 피해 저감사업, 해수면 상승 대처사업, 가뭄은 중장기적으로 대처
하는 사업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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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강원도 기후변화 이슈별 현안과 해결과제
이슈

산불

가뭄

미세먼지

고온

강원도현안

-

해결과제

삼척, 고성 산불 발생 이력
군부대 사격 훈련
영농 소각
무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 증가

- 산촌 산불 커니뮤티 회복 및
활용

- 속초시는 겨울가뭄 심화
- 주기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 지하수의 해수오염
- 물 저장소 부족

-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

- 원주시의 미세먼지 PM-10
농도는 국내 상위 30%
- 지형적 원인에 의해 미세
먼지 농도 심화 전망

- 미세먼지 위험지역 우선 대응

- 홍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41도)
- 강원도 온열질환자비율 전국
에서 3위
- 춘천과 철원은 전국보다
기온 상승폭이 급격히 증가

- 강원도 특성(관광)을 고려한
고온 대응 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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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 구성
강원도 삼척과 고성은 풍부한 산림을 보유한 반면, 최근 산불로 인해 천문
학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고성은 올해 산불로 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
고, 산림 복원에는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불은 직접적으로 산
림 훼손과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산림 훼손에 따른 탄소흡수력 저하까지 초래한
다. 산불은 초미세먼지도 생성하여 호흡기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서
지역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3,000km를 이동해 한반도에
유입된 사례도 있다(조선일보, 2016.6.22.).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산불
초기단계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진압될 수 있으나, 산촌지역의 인구감소, 소득
수준 저하,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커뮤니티가 점차 붕괴되고 있어 대응책 마
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자연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치유 및 관광 등 산속에
건축물이 늘고 있으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규제가 없고, 지역 사회와 커뮤
니티를 이루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
(무강우일수 증가)으로 산불발생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시
급한 대책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4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장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주민의 자발적 서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면, 우수마을 100개를 선정하여 마을
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산불조심 활동에 참여하면 직·간접적으
로 개인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례이다. 2014년 15,461개 마
을이 참여하여 자율 서약 이행률이 98.4%에 이룰 정도로 성공적 사업으로 기
록된다. 미국은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기관의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진화훈련을
위해 시간, 공간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진화환경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산불훈련 시스템 도입하여 효과적 훈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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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시범사업
자료 : 구글(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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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미국 디지털 기반 산불
진화 모의 시스템
자료 : 구글(www.google.com)

강원도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 구성을 위해
서는 먼저 산불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성원은 산촌지역 주
민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산림청, 운영지원 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
라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지원 기관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협력, 산불 예방 등에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방안, 필요 교육
등 체계적 커리큘럼을 지원하며, 불화가 있을 경우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불 대응을 위한 산촌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촌주민들
의 주기적인 교류의 장 마련과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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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교육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
대응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3차원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력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불 위험지역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원주택, 펜션 등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건
축물에 대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촌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구조 및 거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규정 등의 제약만으로는 효과적 예방이 어려기 때문에 산불예
방이 개인의 편익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 등은
재정적 또는 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2. 미세먼지 Safe-Zone 사업
기후변화 심해지면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화석
연료 사용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함께 심화된다. 지구온도가 상
승할수록 황산과 질산 등이 많아지고, 이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
로 생성된다. 2차 미세먼지는 처음엔 미세먼지가 아닌 것들이 대기 중에서 화
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미세먼지로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원도는 산림에
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유기화합물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킨다. 원주
시의 미세먼지(PM10)농도는 서울시 보다 높아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2017년 원주시의 연평균 미세먼지는 농도는 50㎍, 서울시는 45㎍로 측정되며,
원주시 주민들은 서울보다도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미세먼지 발생 보다 피해가 큰 원인은 지형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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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주 바람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인 것과 태백산맥의 위치가 강원
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자체배출 보다는 수도권의
영향과 지형적 원인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비형평적 문
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적어 국가
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 혁신도시 조성, 교통여건 제
고 등을 감안하면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강
원도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에어로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미
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하면 강원도는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제적인 중·단기 대책이 절실하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운행을 시작하였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도로가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주로 이
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는 주로 이동오염원(78%), 사업장(16%), 생활주
변 배출원(6%)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에 고압살수
차 4대를 투입해 총 5개 구간 왕복 67km를 대상으로 월 40회 도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고압살수차를 이용한 도로 물청소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인 도로분진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외에도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 오존도 일정
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청주일보, 2016.04.04.).
영국은 도로가 좁아도 확장보다는 거리마다 나무로 잘 가꾸어진 공원을 조
성하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도 피해가 적은 것은 공원 조성 혜택으로 주장한다. 이런 연구결과
를 토대로 런던시는 증가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가도로와 대형 상가,
중심상업지역에 가로수 500그루를 빽빽이 심는 녹색벽 프로그램 시행하였다.
나무 식재와 화단 가꾸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런던교통공사는 약 15.4미터 높이의 녹색 벽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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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발연구원, 2011). 지하철역 인근에 상록수와 다년생 화초를 심고, 대기오염
이 심한 대로변에는 생존율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였다. 시행 결과, 가로수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자동차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
를 발생. 가로수 녹색 벽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10~20% 정도 감소가 가능
하였다.

[그림 4-5] 청주시 도로 살수차 운행 모습

두바이에는 고온에 대처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밀폐하고 에어컨을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 냉방 버스 정류장은 기존 버스 정류장을 밀폐하고 실내온도
는 22~24도 유자해 버스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밀폐된 버스정류장은
고온에 대처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2차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림 4-6] 런던 녹색 벽
자료 : 전북일보

[그림 4-7] 두바이 냉방 버스 정류장
자료 : 구글(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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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미세먼지 발생원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오염원으로 다차원적 대책 없이는 피해 저감이 힘들다. 앞
선 사례들을 종합할 때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Zone(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
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중되는 시설이다. 버스정류장은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성장기 청소년,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빽빽한 가로수 계
획 또는 벽면 녹화를 함께 조성하면 광범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로수와 벽면녹화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들은 고압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복합
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성장기의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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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 순환 마을 조성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
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속초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
다. 물 부족 현상은 주변 지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지역감정을 유발한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강원도 많은 지역들이 높은 경사도로 인해 하천유량이 급속히 유출되는 특
징이 있고, 속초 등 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등의 지정으로 댐 및 저수지 개발
에 어려움이 있다. 댐 조성 등의 토목공사는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에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고속도로 계획으로 향후 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물
부족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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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습침수구역이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3개의 빗물 저장조
(3,000톤 규모)를 갖춘 스타시티 건설로 침수 방지와 물이용 효율을 제고하였
다. 지하에 있는 저장조 3개는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고 빗물은 조경수, 분수,
실개천, 공용화장실 용수로 활용한다. 연간 40,000톤의 빗물을 재활용하며, 전
체 수돗물 사용량의 약 20%를 대체하고 있다. 수원시 물부족 국가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하였다. 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며, 물 절약을 도모하였다.

[그림 4-10] 수원시 빗물 저금통
자료 : 구글(www.google.com)

빗물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
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후 근본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
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물 부족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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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
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4.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 조성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
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
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
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
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
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분석결과,
춘천시와 철원군은 향후 폭염이 급상승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체감하는
고온 환경 변화가 심한 지역이나 강원도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기온 및
폭염이 적어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고온이 지속되
거나 일정 온도이상 올라갈 경우,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여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지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폭염
대응과 관광 요인의 결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 설치된 대형 에어트리는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산소를 발생하는 대형 나무의 역할을 한
다고 하여‘Air Tree’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에어트리는 식물의 증발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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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폭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냉방 및 가습효과를 얻는 구조로,
습도와 온도에 따라 건축물 내 공기의 온도를 약 10℃ 가량 낮추는 효과 가능
하다. 특히 가벼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천장에 태양광 발
전설비를 설치하여 구조물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100% 충당 가능하다. 에어트
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활동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랜드마크로
서 관광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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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텔스트라 경기장 옆에 위치한 가마솥((The Olympic cauldron)
분수는 시드니 올림픽 이후, 성화를 점화하던 구조물을 분수로 전환한 사례이
다. 일반적으로 위로 뿜어지는 분수와는 달리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태로 분
수대 아래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지금은 여름
철 올림픽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림 4-12] 호주 가마솥 분수
자료 : www.panoram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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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에어트리와 같은 관광기능을 겸비한 고온 대응시설 조성이 필요하
다. 강원도에서 발생할 고온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현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남은 잔여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은 시설을 활
용하여 고온 대응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킨다면, 지역의 고온 문제, 올림픽
개최 후 재활용문제, 관광 수입 보전 등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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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5년 「폭설적응형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강릉, 고성)」을 환경부 기후
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수, 폭염, 한파, 폭설 등 극한기후 피해가 큰 강원
도의 현실과 비교하면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
도는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의 극한기
후 피해로 인한 도민의 안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차원적인 분
석을 시행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황,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
후변화 위험성, 지역 주민들의 극한기후 인식 및 요구사항, 사회에서 바라보는
강원도 극한 기후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의 극한기후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미세먼지 등 폭염 등 고온피해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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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의 극한기후 피해가 매우 컸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잠재적
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폭염 등 고온과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과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으로 많
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 산불 등 재해보다도 최근 큰 이슈로 작용하는 미
세먼지와 농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후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심각성만을
대표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국
가 자원과 밀접한 식수, 산림 등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고 볼 수 있
다.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
다. 첫째, 기후변화 유발 극한기후 대응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등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
기 재해 예방에 치중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강원도 지
역의 극한기후에 대응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폭염피해는 해마다 증가
하고 있지만, 강원도 정책에서 폭염 등 고온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가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응은 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예산 마련도 중요
한 요인이다.
둘째, 강원도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현안이슈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방향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강원도 필요사업과 환경부에
제안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구분한다. 예로 환경부는 기후변화 극한기
후 현상 중 폭염 등 고온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다른 기초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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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비해 고온 영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
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도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도모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도시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는 도시
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사업의 혜택 및 효과가 높고 홍보도 잘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영
역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강원도는 전형적인 농촌(산촌) 형태의
마을이 많기 때문에 산촌 특화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극한기후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시 및 농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
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강
원도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넷째, 도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오염, 가뭄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과거 국가 정책 및 사업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및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하향식 방법은 대상 지역의 사
회적 네트워크와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일회성 사
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식(Bottom-up) 접
근법이 추진되었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의 사회네트워크와 지역이 가지는 고
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결정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이해와 호
응이 높아지며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대상지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
하고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으로 시범 선정한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확보돼야 하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제5장 결 론 ｜

79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파급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업 대상 선정에도 신
중해야 한다. 시범사업 성격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프로세
스가 필요한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
서 시범사업은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강원도에서 추진되었던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은 폭설 피해 대응을
위한 매우 좋은 대응 사례였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
흡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과정이 없어 지속되지 못하였
다. 완벽한 사업은 없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는 과정
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곱째, 도민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연이 함께 협의와 운영을 하여야한다. 운영주체는
시민이 되고 방향과 조율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리빙랩
(Living Lab)이 뜨고 있다. 이는 시민 주도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
는 해결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
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인다.
도출된 주요 극한기후 이슈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살펴보았
다. 강원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군부대 사격 훈련이나 영농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사격 훈련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고, 산림 인근에서의 농업(실제는 산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활동으로
소각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강원도의 산불 위험성은 매
우 높으며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의 무강우일수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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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산촌마을의 커니뮤니 회복과 활용을 통해 초기 진압 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
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수 저
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
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PM10)가
지형 및 지역적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
주, 춘천, 강릉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편은 지역이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상위 30%에 속한다.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주 풍
향인 편서풍과 태백산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크게는 대
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태백산맥의 인접한 지역들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미세
먼지 측정 장치가 5개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원주시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영향도 있다는 것이며, 춘천시는 분지형태의 지형에 의한 미세먼지 고임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내외적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
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위주로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
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
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
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
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
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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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
무한 실정이다.
이런 강원도의 현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사업
을 발굴하였다. 산불은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미세먼지는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 고온은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 조
성을 전략적으로 제안한다. 산불 대응 커뮤니티, 미세먼지 Safe-Zone 조성, 가
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은 단기로 추진해야 하며,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은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불예방 교육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
대응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3차원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력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불 위험지역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원주택, 펜션 등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건
축물에 대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촌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구조 및 거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규정 등의 제약만으로는 효과적 예방이 어려기 때문에 산불예
방이 개인의 편익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 등은
재정적 또는 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발생원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오염원으로 다차원적 대책 없이는 피해 저감이 힘들다. 앞
선 사례들을 종합할 때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Zone(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
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중되는 시설이다. 버스정류장은 이동오염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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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성장기 청소년,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빽빽한 가로수 계
획 또는 벽면 녹화를 함께 조성하면 광범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로수와 벽면녹화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들은 고압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복합
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성장기의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빗물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
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후 근본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
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물 부족 문제는
우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
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강원도는 에어트리와 같은 관광기능을 겸비한 고온 대응시설 조성이 필요하
다. 강원도에서 발생할 고온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현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남은 잔여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은 시설을 활
용하여 고온 대응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킨다면, 지역의 고온 문제, 올림픽
개최 후 재활용문제, 관광 수입 보전 등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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