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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대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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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력은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재해, 

물부족, 빈곤 등으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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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48) 및 동법 시행령(§38)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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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완료에 따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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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개념 �

◇ 현재에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조정해 가는 과정(IPC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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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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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계획 및 참여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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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93: ①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②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③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④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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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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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혁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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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08.12)

1차 대책(’11~’15)
(’10.10)

1차 대책 수정�보완
(’12.12)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간 2009~2030 (22년) 2011~2015 (5년) -

체계

� 3개 분야, 11개 부문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 29개 대책, 57개 세부 과제

� 2개 분야, 10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

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 29개 대책, 87개 세부과제

� 9개 부문

- 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

/생태계, 물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

변화 감시예측

� 67개 세부과제

참여부처 14개 중앙부처

특징

� 우리나라 최초 국가 적응

계획

� 국가적응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 주요 

행동계획

� 우리나라 적응부문 국가단위 

최초 법정계획

- 적응 종합계획(’08.12) 보완�

개선

- �녹색성장 국가전략(’09.7)� 적응

분야 구체화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 RCP*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토대 수정�보완

- 취약계층 보호대책 우선마련, 

관계부처 협력 강화, 기후변화 

유망산업 발굴 및 기업 적응

역량 지원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

◇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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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적응대책 방향설정 전문가 워크숍
(’14.5.27, 6.10)

┈
� 2차 대책 수립시 고려사항, 주요 방향성 등 

논의�제시

↓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파악 및 

우선순위 리스크 도출(’14.7~12)
┈

� 7개부문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발굴 및 우선순위 리스크 도출

↓

1차 대책 이행 주요성과 점검 전문가 

워크숍(’14.10.7~8, 11.25)
┈

� 부처별 이행 결과 검토 및 1차 대책 성과 

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방향, 신규 필요 대책 

제안 등

↓

2차 대책 작성지침(안) 마련 및 

대책수립 작업반 구성(’15.2)
┈

� 환경부(총괄) 및 관계부처, 부문별 전문가를 

포함한 작업반 구성 

↓

관계부처 대책수립 준비회의(’15.3.6) ┈
� 2차 대책 수립 방향(안), 주요 고려사항, 

추진일정 등 설명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관계부처 적응대책(안) 작성�제출
(’15.3~4, 관계부처→환경부)

↓

2차 대책(초안) 작성 부문별 작업반 전문가 

워크숍 및 회의(’15.4~7)
┈

� 관계부처 작성 적응대책(안) 전문가 검토

�부문별 대책 수립 여건 및 이슈 점검, 부문별 

대책 방향�목표 설정 등

↓

2차 적응대책(초안) 마련(’15.8) 및 

의견수렴(’15.6~9)

� 관계부처 의견수렴�제출(8.10~9.21), 초안 

관계부처 설명회(8.24)

� 국회�전문가�학계(6.22, 7.30, 8.12), 

시민사회(8.31), 지자체(9.2) 의견수렴

� 공청회(9.21)

↓

관계부처 추가 의견수렴(’15.10~12) 및 

녹색성장위원회 상정�심의(’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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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책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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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성과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 기반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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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재난/재해 등 10개 부문 총 87개 과제, 이후 9개 부문 67개 과제로 수정�보완(’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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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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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과학적 근거 및 활용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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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으로 적응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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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계

적응대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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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전략적 기반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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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기온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감시�예측 및 피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의료 환경 조성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의 종합적 감시-방재 체계 구축

(성과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감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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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자 : 폭염노출로 열사병(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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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②)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대책의 다양화 및 활성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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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m""n�t�	���gh��m"""�t����ö<g��÷�N�P�hÍ���	���gh�

�m"""�t��



�	

� »¼añ�����eB/m�B�/m��;������(��ÖQ���ò7§0�¾¿�

sPg��P åò7<B�h>���õéø����ò7EF�`��Oº

� õé�ZÂ�yù�/1�< �̀ËE�ÖZ���	h��nm"""��g�õé�G�ò7�

sú��.û�0üý�N�%þ�O����������#�m���u#�m���n#�m���	#�m���g#g��N

� ,Q����¿P��§0¡��Ý��.û�����#�m���u#��g�<¡¢�Ý���¡�

Z��õéZ+�ò7§0��Ý�(�����I�ZÂ�ò7B	�h>������n��

�����QI�
�³Þ}���Zqé�ò7EF�§0�z{

� }~oÞ}��G�§0�Ó�òc�< �̄��°±�Å��úÄ�¾¿`��Ó�

ËE�ÖZg�Å��úÄ�(�Ü¾�ËE

� �����)I�Zqé���ò7EF��V�z{������g�����
�³�

�>Ä�)�����EF½����h>���n��

�����QI�ò7EF��u�µ¶

� �WW&�́ ��§����ò7EF�Â�;�¼�kg�##�̄ g��"#&�<��*�ò7�

EF�Â�;����W"��8 �̄�� 	#g�n�W
�W8 �̄�� U#g�g� �%#&�<��

���"l��8 �̄�� 	#g�n�%
�l8 �̄�� U#g����z`ç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부담 및 사회경제적 영향평가관련 연구�(보건복지부, 2014)

����ò7EF�̀ [<̄ �PÃ�������$ m�����!%&���!��&���!�%!%������

$�%��!%���� '��'!�m� ������g��h>

� �����QI�ò7EF�Z[)�xs���Hu��}~�ò�ij�

*+`[�Vx6�HI��*�Q���Oº

� §��ëìVÊg�����ò7EF½����g�ò7EF�»¼o�½��N�

ò7EF�»¼o��� ��� !��*+ab�Bc�<¯

※ 환경부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운영 중인 ‘건강영향 평가�

적응 기술개발 연구단’에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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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적응대책 사업이 특정분야에 한정,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적응대책 추진 미흡

õé���I��.�)������QI��"I�}~CQ)�ò7�EF��

ZI�#©���`�Oº�AC�

����»¼añ)�`)���ÕH��$«©�w�%r�»¼añ�Z��

`[n)�X��1Ï

&�ò7�H'�CD��������H'�CD���|d��.|�,¶�

����{�&� &�����'&���)I�.|�(¡����{�&� ���&'��§)��)�����

»¼añ�`)�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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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기후친화형 농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적응품종 개발�보급

 안정적 수산물 공급체계 마련

(성과①) 농업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Ý�*×+� �� Ä,µÝ��_�h g̀�*-ÊBµ«¬�����

EF�»¼o�½����s.8��_*��£������	#g�

� P�²� *Ýij� ,?� »¼o� <�� �o���	#u�� �� ^<¡¢�

*+Z[�miPMab�BcP�Ù�/����¾¿���g�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2항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임업 및 어업�어촌

분야 영향 및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Ý�� u�������Pp0q�¡0�äµg�ßC����äµo�½��

���ÊþR�����EF�½���� ��

� 1��¡�2���N�ßC���äµ�EF½����y�<��'���g�345�

��y�� Ia<��`6�HI� S��å��� �å� ������6�

h>���u#�u�g����7§���h>����	�����N�

sP��Bµ¡ �̄×�}~�ÑÒÓÔ�PÃ��VÊ���ÖZ�ËE�9j�uU
�

���g�Ir��ß�u±���u7�'����PÃ��VÊg�sP��Bå`��

Oº��88�h>��K���	��

Bµ¡¯8��Ó�òc�z{�N���¡ �̄ �̂8��

� /0p����u�ßC�W%h�×Ý���ßC�×þ��ZI��P���×Ý�'F�

`��O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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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②) 기후변화 적응 품종,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

*Ý����h>�	9ë�z{����Vr�8o

� �#�$�W%&���k"%��:¡g��VÂ�:¡;����%¤<�=�

� ����*Ý�h>�"�a���	��un��|��ab�Bc���	#	��

����*+�,þ�y���h>���������6�rEI�y�P��

�a �́hÍ�>�ås��K�ÖZ

�  å�og��yu��¥o�,þ�h>���¡ �̄Í>g�*���K�N

� <±��?�*���@��N��¡0��rEI�����Z+�¯���

ø�P���yu!� �́��

� >�ås�?Ê< �̄��P�¯�,ÞhÍ��Ý�N����yu!�ÂAås�

�K�U{���n��g��B<g��g��ÜÂ0�N)�:C6�D.E��*Ý�

äµo�=����=I���F�Gãî�Ã�Ç�H�����K���Öµ���	�

����Z+��Ê�hI���§0���h>

� Êµ«¬�����EF����m�¡���O�PÃ��VÊ���n�����

�¿}~����sP��`J�ÑÒÓÔ���h>���u���g�

� K�0�N�����Z+�8�0�(`äµ��h>���n���g�

Bµ¡ �̄§0����L��HI���h>�

� Bµ����ä���éo�Þê�§����¡�{�_�n��g�x�{�MÇ�

����g��GN?���Oþ�L�N�Bµ¡ �̄Þê�{���G���h>

� â�"Ä����PL�L×�Z��u"µo��x7���EF�8��������n�

����Z+�(`*�*Ý�B�Ö��G(���

� ���� EF6�  �I� |�� *+�Bh>ab� Bc���	#�u�� ��

�Q�R<�*+�Bh>�z{

� )*�§h�P�y�<�"B«�§0�íóô�h>���	����"|�"B«�

.'�½����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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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③)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질병 관리기반 마련

�2�êuS�>ä����PÃ��h>����Ê�éê�{�_�h>�~��

PÃ��ËE

� �2�Ä��êuS��u���>ä���PÃ��h>���g�g�TÓ��*m�� *����

íhÞê�N���¡�{�_�h>�g��5¡����¥¢{�_�h>�u��g�

Å�U.VÃ�~�PÃ��ËE�N

�����QI��Ê��éê�8���P����éê�{�_�h>

(한계) 농업 생태계의 복잡성 고려 미흡 및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에 실용적 

서비스 제공 부족

h������Êþ��ZI�����EF����BMg�h�«¬�����

*+���h>��Ý�z{�N

����Z+�,þ�h>n�&�,ÞhÍ��Ý)�X��AC

sBC¡���yug�.�����êuS�>ä��ZI����`��N6�

Oº���<¯¢a�Ùo���1Ï

�h>ª��)�À������§0�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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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터링 보강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용수공급 취약지역 대응체계 강화

(성과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모니터링 및 예측력 강화

7/�.��z���L���¡'�IP���L��Bj¡0�Ö�g�>��ÀB�

��~��PÃ��VÊ��

�Y�BÞ���Bä.a�ÑÒÓÔ�ÖS���ëì�VÊ

� BÞ¡'�̀ ��ÖSg����9W:�r�sP��BÞÑÒÓÔ¢a�VÊ���ËE

� Bä.<��O�����#g���u�g��ú����V�Bä.a�ò7o�8��½��������g��

8R�u�Z+7��8R~�O�hÍ���n���	����|��8RZ+Z[�

�����g#��

(성과②) 안정적 용수확보와 건강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자원 관리의 선진화 

및 인프라시설의 안전성 확보

����� �I���Î}�§0¢a�VÊ���ÖZ

� ���������	
�������������������������������

* LID(Low Impact Development) : 불투수면을 감소시켜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 수질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

*×+<±��B��P��ÖS����B���KX�ÖZg�|�D#Ñ�Y}~�

Z�ò�g�<�B§���ÖS�N

� �Zò��ab�u"�u�u"u���������Z+g�B¡¯)�tÐ*�Ù��

��(���O �N�|��`[�GF�OP



��

�R��Q<±�|�)�*+�Bh><¯���*+�B)�(`*�Ö��ºK

� *×+<±)�tÐ*Q�B¡¯§0��Hu� �*×+�B�.�î0��

ab��Bc���	#�u�

� B0(�[Ð�hÍ���"h�gu#�¢	��nh�g�#�¢�

�ú§0���ËE��Í{��z{

� �Y�ßC�ú�sP��Bj8��sP���¡'��ÖZ���n���g�g��ú�

ÑÒÓÔ���`�«\�àîËE�PÃ��VÊ���PÕËE���n���g�

� BÞ�`���v�ÖZ�ËE���uh�um�gU	��gh�um	un
v����àî�BÞ�`��

ËE�¢a�VÊ�I£�L¤¥(¦�§¨\©m�PQ��ªN��

�ú�`Â���ÀB��Rº��ÖZg�Zg�OG�N�BGP���(`o�]g�

Y��ú)�ÀB�H'<��O�

� <±�ÀBG× �́PM�)�����n�

��'o��u�Z+�*ÝP��h�B���?Ê�< ḡ�*~<�^B����Q�

Z+�HI��§0�r��7

� �R^B�u�*~<��BhÍ�Ý�<�z{g�B0P��h�B��µ�

ÖZ�N�

� �Y��Bj��yù(��º'Ù�PÃ��VÊ��z{���n��

(한계) 관련 부처 및 계획과의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 미흡

��§0�§��`[ç������� �I�§0G_��_�AC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댐장기종합계획�, 사전재해 환경영향성검토 등

�g��Ig�BÞ�§��§��i¨���¯�d×�*¡«m�j¬�m�PQ����á×�

¢a*�þî*�ÑÒÓÔ�PÃ�����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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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방재기준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재난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체계 운영 강화

(성과①)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시설 관련 기준 강화,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강화 사업 추진

yuH'<±���yu»¼<±� �́7�����GZ[���

� ����rE�Gy �́�.û�Q�h>�Ù����n��g�º'ß �̀<��

B̂�u�G<��á �������#�u�g��P<±�GyP���ZI�Gyo=½��

< �̂��� P����n#���N

� yu»¼<±�%##¸��Ña�òÊ��V8(��ÖQ�b�O�sP����#�u�g�

yu(�Z[��PabH¯���)�)���N�

� �E*�Wc	�.��<�ãîº��¶C��d�X�e��L�)�������#�u�g�

fÉ0Ç�V8�)���Z�P��gö�h. �́�F�u�	n��

Q©�u�/��K~�<�N�`ÂZ�� Wg�#
hD�H'<±�`)]�

)�����u�g� �<Z�r<��N��Á�Ji� H'<±�� !� hÍ�Ý�

/Íz{���< �̄��u���g�

µ�.�u���=-�F����Z+�Q���VÊ

� µ�.`�PÃ��  �����u��g� µ�.� 8~�PÃ�� VÊ���u��g�

µ�.»¼<±��PZ+g�µ�.x��G��ËE���n��g�µ�.Z+�

Q-ÖS�¾¿7��N�Q�jï�ÖZ���n��

� yuG<�8-�sP�ÖS�k��##lm������
�"g¤##lm���u��



	�

(성과②)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내 재해대비 기준 

강화 및 관련 제도 마련

�Pab�Bc�P�yu»¼o���«\�Ún�rE�)�����g#�����<±�

@Bu��þîab�rE�_O�����#�u�g� ��yu�EFo�]� Z��

ÖZ���
	�un
��

� µ<��b��N�%"h�h>ab���yuEFo�]�Z��z����u#n�

�¯<g�°��N��PabP��yuZÂ��a �́7����u#�����yu�

H'<±�Gy<V�< �̀)�����u#��

(성과③) 선제적 재난대비 관리체계 강화 및 도시침수방지 체계 구축

yu�7�«\�÷��PÃ�� �����yùx��BRZ+�Hß)�yù�7�

§0¢a�hÍg�yù~��n¢a�ÖS����ÂÃ�ÖS

^B<±��B�`Â�|)§0<±�tÐ*�ËE6�HI�_�h �̀��	�g�

<±øo6�rEI�d�§0�z{�E�®¯°t�Hdq�±²�³ ḿ���n���g�g�

�P^B�G��B��`Â�PÕ�Ý�z{���n���gh��
v�

yuH'hÍ<V���n���gh�u"U
�°t���mg	�µb�¶·�g�D�úg�K~�<�

���n���gh��ng
�°t��mn�uµb�¶·��N�yu�G6�HI�»¼<±�`Â���

¡�yuH'hÍ<V�< �̀§0�oX�hÍ���n#���N�

(한계) 기후변화 영향 유형, 기존 방재시스템 등을 고려한 통합적 방재체계 미흡

yuãV�ZÂ�yu�G�§��:¡�1Ïg�L/�.��Z��I��7@�N�

����EF��!��GZ[�iÛ

&��PabPÃ�6�Ù�I�yu«�¢a�1Ï

� �P��r��pY��q*�þî*�Gy��HI�àîZ[�iy

� yu»¼<±���PabP���ZI�Gy=�iw�AC

V8�*�Z[�hZ[�|�)�«µ*�GyPÃ����àî*�����

Z+��Iag�àî*�yù`��Bi�§0�`��à�Ù��1Ï



�

	�

5 �����

 한반도 생태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생물종/유전자원/생태계 다양성 보존 및 복원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성과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생태변화 모니터링 기반 마련

�ä.����V���Y������ä�<@��Y�ÑÒÓÔ�PÕsP

� Y������ä�<@�W##þ��ZI�PÕÑÒÓÔ�sP���������Y�

ÖZ���u��

� "X�Y��ä.�V�|���Vab�Bc�z{���g�����ä.a�EF�

��ÑÒÓÔ�Q���VÊ���	���

u"ä.a�8��ÑÒÓÔ��Ý�N�&�Ý��a�8��z{

� u"ä��"o����Vg�u"ä.a��8�g��(R<�^8�g�

u"�LV±�8��§rg�ùRB�EF±�u"ä.a�²iøo��s�N

(성과②) 기후변화 취약 서식지�생물종 보호대상 지정 및 관리로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기반 확대

ä.a¡¯)��Ä<��L�<±�< �̀ÖZ���ëì�VÊ

� NtZ��L<±g�Ycº ḡ�µ-��¡¯�LV±���"h� ���¸�!�	�

��uh��nu¸�!�	���gh���"¸�!�g��u��(�R<�L<±�N�< �̀ÖZ

� *~<��Ä�'Ä����Ää�ëì�VÊg�«�<���o6�HI�Y�� ��

��2���¡ �̄Bi�ngm	��¹�g�øo�] �̀��muU"¹�g��&§0�PÃ��

VÊ�N



		

ä�¡¯)�¢a*�§0��HI�<@þ�Í �̀����¡ �̄�&`[�ÖZ

� ����ä�<@� ëìÖZ���nh� �"��	� ��	h� U"��	� ��gh� �""��g�

����»¼�Ä�þ�Í �̀��ä�¡ �̄`��ºh�ÖZ

� ����� � !� "�� !� #$%� !� &'()*%��+!� &'()�

,%+-��'���./�*%"������*0��1)2�3��45���67

(성과③)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도화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강화

µ-êuS�>ä¯Q���Öµn �̀«\g�Dp�yÍS)�ä����øo�

��>ê�PÃ���V�BM

µ-êuS�ÑU%�>ä? �v��  ��N�µ-êuS�àî§0PÃ��VÊ�

�� �����	�����

µ-êuS��r�Gy��ug"i��ËE���i¨�µ-êuS�º'Ì-�

GO��GOtnç�O 

� Dp�yÍSêg�Tp�Pwxê�N�ßCµ-êuS��ZI�Õ`i*Q�

,-����u��Dzm

* 산림병해충발생 현황 : (’12) 137천ha → (’13) 122천ha → (’14) 110천ha

(성과④) 전국단위 산불지도 제작, 산지토사재해 조기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로 

산림재해 취약성 평가 고도화 

µ$Á�o�<��"þ�º»¼½6¾°qm�H¿º»6¾°q�g�µ$»¼o�<��

"þ�º»�8cQ�<�PQ��À�°q���Y��v0���	�

@ñ�yz�P{�.Ó��a���VÊg�7/8ò���"8ò��� �µ�.�

���r+�ÑÒÓÔg�5aL�*�6�HI�Ñ|�h>�N����µ<�yu�

�<� �����n���g�

Ycµ-nÜ¯��sP��8~��PÃ��PÕ�VÊ���n�g�µ�.��Q�

¯���PPÃ��ÑÒÓÔ�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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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⑤) 임업생산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기후인자를 고려한 맞춤형 조림지도

(1:5,000) 구축 사업추진 및 전략 수종 개발과 종자공급원 조성

ZÊ}��Ágm"""��� !�8-<��PÕVÊ���n�k�S¹�ºßg����{(

� !8-<���ÂÃ��HI�µ-`��û-�PÃ��ËE���	�

��������	
�����������������������������	
������

(한계①) 통합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미흡, 생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i¨�D§�¥��ZI�h*�ÑÒÓÔ�PM���ä.a��r��pY�

þî*Q�EF�s�1Ï

ä.a��!��LV±�< �̀§0���àî*��LV±�ëì�PÃ��iy

ä.a�¾~þ����uä��ZI�>äg�ãî>ä�¾~ZÂ�1Ï

(한계②)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대책수립 미흡, 기후변화 적응관련 

신규산업 발굴�추진 필요

�P�ä.a�EF�½������Z[�iyg��ú��ú����µ-��<�N�

�o<±�ã �̄Z[�1Ïg�"�N�r}~�§��Z[�iy

&�i¨)�_`�Ý����V§� ��Ý��)I�on�¶

V¢*Q�ä.a����ã �̄§0�Z[����ÑÒÓÔ���EF�8�¢a�

V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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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국토관리체계 구축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해수면 상승 예측능력 제고 및 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과①) 국토 및 국가기반시설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기반 마련

�����ZI�Y�Y�rP��»¼o�«\��.û�Q�������

���u#���g�Yab½�������ZÂ����rE���u#�m�j¬\©Â��Ãk�

>�°Ä�

� Yab½�P�<�*Q�}~o�]����nh��n
	��	h�g
	��gh��
�

Y�u"§���ÖZ���ËE����nh��"
v	��gh���"
v�

u(Í�����ZI��*�ß*�§�¡0�Ê*çg�uBE���Z+��(�

yu»¼o�N�����}~EF�8��½�¢a���ççg��(�^Ä�

Z+���Vh>��Ý�z{ççç

  * 연안침식모니터링 추진: (’11) 160개소 → (’12) 172개소

 **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10) 시범사업 2개소 → (’12) 47개소(33%) → (’15) 141개소(100%)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10) 17개소 → (’12) 77개소(55%) → (’14) 147개소(100%)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해안침수예상도 3차원 가시화 시스템]

※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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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②) 사회기반시설의 방재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기후변화 역량강화 사업 추진

����BP�g�¾à?LN���Í���ß��@g�5�±��<�5�CV�

�R�G<�N���rP���a �́�v����ú�a �́�N�P���

Gy �́�E�y`Â���u��

�P�����Z+�`ß}~�r����

� ��������	�
����������������������������������������

� �Ph>��� �æ}~�½���HI���P�P{�.Ó�¯!�h>�

u(Í����þî§0�`[�z{r�VÊ�

� ����� !��"��#$�%#&'�(��)&'*�'+�,�-.����	�
�

�Pab�z{�P�.����u����`[�z{

� ä.E*X�*�< �̂h �̀���#��g�����8o�Ý���uh��mnn"��

� �Ph>��� �æ}~�½���HI���P�P{�.Ó�¯!�h>�

æ�x��v���HI����º��ÖS

� �EF���6�Hu��P��k¤#hD���g�g���B�%g%k#����g�g�Ü¾��

¤k¤h¾���g��Ö�

uB���N�Ù�o�h;��(<±�^ÄG<���ã¯�Ý�sPg��(���

���u<±�ãV�N��(`Â�Ý�z{

� �(yuZ+��(`Â�Ý�:¡�ÖZ�k��W#$�W¤&����"g¤¤W� �̄:C

(한계①) 관련 부문 및 부처간 연계�통합 시스템 부재

)�
��|Å°������Í���*�7L=m�@L=e���`[���E���*��°p�a�

°t����`[��}6�HI���Ë�(V�5��C�i{

i �̈��ijg�§��P����a���àî�z{6�HI�G_����£�iy

(한계②) 취약성 평가 범위 확대 및 평가 고도화 필요

%i�rP���I`ª�»¼o�½���s����Ù���=I�½�¢a��

 �́1Ï

ßC�P���ÆÇm�±²m�WÈm�Ém�q.m�j��ÊW�����ZI�0ÃÉr�

»¼o�½��G_�iy���0ÃÉ�§0r�O���z{�1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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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너지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및 대책 수립 유도

 민간으로의 기후변화 적응 확산 지원

(성과①) 산업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시범적용

�µÝ����B<�µÝ�N����Ý�«¬�|��Ýþ�»¼o�½�g�kh�

µÝ�<�PÕ�*����n�g�¤%h�µÝ�<�Z��PÕ½��BM���	�g�µÝ�<�

½�Ún�(����g�

��r�Q���ij�ºº§���Ý�Z��� !�0ÃÉ�§0�����

s�¾¿���½��V�PÕ*����n���gm�	�
�

µÝa)�����0ÃÉ�½��V�����Ë��Ù�����.û�Q�h>���n�g�

��	�F�Ý��.û����r��V����	���g�

(성과②)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적응산업 육성기반 마련

����*+g�yùyu��§�I��úËE�§0�g��PÀB�Gy�

P���h>�N�����*+�<¯§����	9ë�"g
�k� �̄:¡�������g�

�µÝa�����Z+�~�-�<B�ç��*+ij6��_���n���Q=(�

Bw���	��g�*+�/BÝ������	#�����µÝij�����*+��.û�

�Q���g#���O�����N�Ý)�*+QÄO ���'iw�Ù'�z{

*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지수(Korea Climate Change Index, KCCI) :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준을 파악하고자 2008년 개발, 기후위험, 기후성과, 시장

기회, 정책협력, 기후적응 총 5개 부문 18개 문항으로 평가

��~E�Q=O���C�ËE����#����g�Ý�yu~�Ù'��j��"o�

¾¿�ËE�N��µ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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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Ý�P�#Ñ�ÖZ���nh�nmn�uµbm���uh�HÌ�	#�¢�Í��

� <±�����*+µÝ���<±~O�Ùo���HI�<±µÝ�� !�

�`��ÂÃ�z{�������gm�Îb�ÏÐ������
�8Ã�Ñ��

*Ýyu�'�Z�,?�ÖZ���@Bu�'��,�!�ÖZ

� *Ýyu�'�Z�,?���ÕH�ÖZ���nh�g�
�	���	h�g�
�g�'�u��

.��å�z�g�nB�þîH'����,��C

� 84(69�:;�<�=>��	
�����
���
������
��������
����

� @Bu�'�§0<��Ò¾ÓÔ°q���o���	h�Htm�QÕm�Îb°p	���gh�

Em�/ m̧�Q*°p��

(성과③)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재해경감활동 지원제도 활성화

Ý�yu~�Ù'��jQ-�"o�¾¿§�< �̀��¾¿�¾y�h>���n�g�

�jQ-�¾¿���Q=P'�sP���	���g�

Ý�yù§0@ �́h �̀v0���n�g�yu~��/BÝ�Q�jï�< �̄Ö`�

� Q�jï< k̄�¡�8ng�yu~���Â¡�g�rP��Cß< �̄N

(성과④)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AMI* 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

Öµ�Ý�z{ab�Bc���n�g��Â��o�8��BM���	��g�

<=!�-��ab�Bc���u�� ��Ã�Ç�0û��K�Ý�BM���uh�

gmgnUÖ�	���	h��	mng"Ö�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

(한계) 산업부문 적응 주류화 및 적응연계 사업 발굴 미흡

µÝij�øo6� �I�»¼o�½��G_����§��¡0�Bi�VÊ�1Ï

%X��ÂÃ�µÝ�=o����ij�§��Z[�iyg�����*+��h>�

< �̄��s=�Ý�>â�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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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 협력기반 구축

(성과①)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AB�CDEF�4'�?��GH���IJ� �K�4'�
�����������

� <¡¢�����*+Z[�Bc�íóô�h>��?�������g�g�*+Z[�

Bc��.û�Q���	#�������i���g#���h>��K

� Wlh�°±<¡¢�������u�g� %%h�PÕ�Ý�^<¡¢���u���n�g� W�%h�

^<¡¢�Z��*+Z[�Bc�¾¿�����< �̄��	���g�

<¡¢�*+Z[�Bc�<¯6�HI�»¼o�½��<�����V�h>�Oº�

������Á����hm�×�����Á���uhm�wz�Ë� ØÁ���	���gh�

* VESTAP(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사용자 편의 기능�정보 등을 개선한 Web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구

<¡¢�*+Z[�Bc�<¯6�HI��.��»¼añ�<¯�Ý�h>�

(성과②) 기후변화 적응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ç���Y�Qú��L���u#�"�g�����çç�YOV����u#���N���h�Yw)�

*+�±I�7��<¯6�HI�YO�ÆÇÈÉ�r���

� *+<Ä������º���h�Y)�*+±I6�7�� g�*+«¬�YO�

ÆÇÈÉ��ÖZ�w�Y��H�6�O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 기구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는 개발도상국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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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µ-g�*Ý�ij��á×�h�Y�AC��n�~'6��B� g�

Ì-�Ý�z{r���

� \�]�I�.½"��Y� �������̀ ��Oºg�\µ-]�ÅPÅµ-�Ì-V�

�����Ù�g�\*Ý]�ÅPÅ*Ä,�Ì-Ì)¢�������g�I�Å�0��

*Ä,�Ì-Ì)¢�Ú�������N

Å�.�����*+�ÆÇÈÉ�� �y��Tw���9:������W�N�YOV�

º'�M�����B�h�g�ij�*+§��YOÌ)¢�Tw

(한계) 국가 정책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및 적응을 위한 통합적 연계 시스템 

마련 필요

����*+�§��i �̈ab���`[������*+�ßR��1Ï

i¨��*+�U{���ÌÝ�,-�1Ïg�Y��<¡¢��a�*+Z[�z{�

1Ï�N�tÐ*Q�*+z{�£��Ã�¢a�iy

��*�X¯)�YOÌ-�y �̄Ö��Ia����"I�*+.���§I�

YOÌ-�nO�z{�i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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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입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 모델링 시스템 구축�운영

(성과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및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 자료 제공

Y������@ �́Pp0q��h>�w�§ai �̈<¡¢��Oº

� �<V�12�������¡0��äµ�w�������	
��o��w�

� W· �̧ u���Y�������m���¡0�äµ���Wlh�°±P���

��""¢�����h�^<¡¢�	n¢���Oº���u���g�

� ������6�HI� �)�<VPÃ�Ñ|�h>���±I�VÊ�

������Z}~�àî�Ñ|Ô�PÃ��r�VÊ���`¾�

� ����(`���� ���Pp0q�12�Z}~����v0���n�g�12�

'ÅPÅ)�����¢R������>�Þ��¶�øo�#©���	��N

OWX���"X�IY���½�� �����m���g��>�

(성과②)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3차원 입체 관측망 구축 

����¯Q�Þ�%X �̄C¢�P��HI�§�<)�n
v�����P�CD�

z��Ö�g�}~Ho�h>�z{����h�¼8�ÛÜ�

� �������Z}~��P��HI�<V}~Ho�h>��û����������

� <��¥º�Ho6�.�I�C¢*�ås�Ã�� �̀«\r�VÊ���	�

Y<�§��6�VÊ�ËE�w��øo�«\���uhm�ÝÞÎ�L,°p�

����¿$�7�ma@´�Ó��L����#�"����Ì-���º8�¢O�7��N

�Dz*PÃ��h>�ËE�����ma�ßCY�����ÏB��¶I�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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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감시 체계 구축 미흡 및 국내 고유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필요 

xy���PÃ�� �PCD������¯Q��Þ�Hß��z{d×�

u"�� �ä �< )�����ZI�¡¡*��P��Ia

WX� Z[���� �%� �<VÑ|g� �|� <±Ñ|c� .��w� 12�

����$Öso�½���1Ï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차 대책 추진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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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지구적 기후변화1)

지구온난화 지속

<ù�W%%&���UU"�u"�uh��<V½ð�å�#�k
��"#�g��#"�����

� �	¤)�W##&����"��u""gh��#�l¤��"#g��"#�u����L����=��

� W�
#&Z�.��§�Ún��<ù�B�$Bú&�����¢�õ�����

uBE�h.��n£�WW#&����"��u"�"h��W�£ �̧���u�x�����

� W�#W$"#W#&���<V��½ð�uBE���X��#�����ZÂ�W��%$"#W#&)�

�½ð���X;�%�"¸¸��uBE�������

※ IPCC AR4는 1993~2003년 해수면 상승률을 3.1(2.4~3.8)mm/yr로 산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지속

QH*�ås�Ã��¶I;�µÝ¤©�.��¢�õ���=�

� ����*���µÝ¤©���g"h��.��ZÂ� "#WW&� ¤#<�n�������=�g�

	��k�
���³E�"Wm��r�u"���u�""h��xyZÂ�¼�"�¤���	"�����

=����

����v�`[����z{���ã�7O-�<��=����

� µÝ¤©���g"h��.��Q��Ù'��)I��<V�½ð�ås�Ãtn�

�ß8Î�C���"�%�¥	����	¤)�z`¦��#�àá��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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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미래 기온 및 해수면 상승 가속화 

xy�zm��ås�Ã��¶P��� U#g���m�§�u"U��u�""h���<V�

½ðå�%�lg�uBE��%£ �̧��������U��u""gh�*â�

� ås�Ã����`[.��� �̈sxd��~/��� 	#g���m§�<V�

½ðå�W�kg�uBE�¤l£ �̧�����

'ÅPÅ�<±��m§�½ðå�¤����������� U#g�

� 	��¤�
�  �́ �m§� 'ÅPÅ�<±�½ðå;� "#m�§���U��

�u""gh��ZÂ�"�¤������

시나리오
기온(℃) 해수면(cm)

2046~2065년 2081~2100년 2046~2065년 2081~2100년

RCP2.6 1.0(0.4~1.6) 1.0(0.3~1.7) 24(17~32) 40(26~55)

RCP4.5 1.4(0.9~2.0) 1.8(1.1~2.6) 26(19~33) 47(32~63)

RCP6.0 1.3(0.8~1.8) 2.2(1.4~3.1) 25(18~32) 48(33~63)

RCP8.5 2.0(1.4~2.6) 3.7(2.6~4.8) 30(22~38) 63(45~82)

[1986 ~ 2005년 대비 시나리오별 전지구 미래기후 전망]

[지구 평균 지표온도 변화]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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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상 발생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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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RCP시나리오 �

◇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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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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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AR4는 미래사회구조 중심의 SRES시나리오가 사용되었으나, IPCC AR5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된 RCP시나리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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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 시나리오(미래 사회구조 중심) RCP 시나리오(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

- - RCP2.6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적극적으로 감

축하는 경우

B1
(지속발전형 사회) 지역간 격차가 적고, 

인구감소, 청장자원 절약기술 도입
RCP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

는 경우

A1B
(고성장 사회) 화석에너지와 비화석에너

지원 균형, 신기술, 고효율화 기술 도입
RCP6.0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되는 경우

A2
(다원화 사회) 인구증가, 경제성장은 낮

고, 환경에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음
RCP8.5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BAU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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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2)

기온상승, 강수변동성 증가 등 한반도 기후패턴 변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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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평균을 상회하는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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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 현상 증가 및 지역적 편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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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5)

한반도 미래 기후 온난화 및 강수량 증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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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상 심화 및 해수면 상승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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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981~2010년) 대비 시나리오별 한반도 21세기 미래기후 전망(기상청, 2012)]

구분
현재 기후값

(1981~2010)

21세기 전반기

(2011~2040)

21세기 중반기

(2041~2070)

21세기 후반기

(2071~2100)

경향성

(10년당)

평균기온(℃) 11.0 12.4 (12.5) 13.4 (14.4) 14.0 (16.7) 0.33 (0.63)

일최고기온(℃) 16.6 17.9 (18.1) 18.9 (19.9) 19.4 (22.2) 0.31 (0.62)

일최저기온(℃) 6.2 7.7 (7.7) 8.6 (9.7) 9.3 (12.0) 0.34 (0.64)

강수량(㎜) 1,162.2
1,234.3 

(1,201.1)

1,283.7 

(1,342.1)

1,348.1 

(1,366.9)
20.66 (22.74)

폭염일수(일/년) 7.3 8.8 (10.2) 11.1 (15.2) 13.1 (30.2) 0.64 (2.54)

열대야일수(일/년) 2.8 4.1 (5.7) 9.0 (16.6) 13.6 (37.2) 1.20 (3.82)

호우일수(일/년) 2.0 2.3 (2.1) 2.6 (2.8) 2.7 (2.8) 0.08 (0.09)

주 : 괄호안은 RCP8.5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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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기온, 강수량 변화 

전망(RCP8.5)]

[RCP4.5/8.5에 따른 한반도 

해수면 고도 변화]

※ 자료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기상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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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기후변화 영향 발생과 미래 부문�지역별 취약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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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회 논의동향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증가로 국제사회에서 적응의 중요성 강조 및 관련 

논의 진행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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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Cs : 교토의정서 후속 신(新)기후체제(Post-2020) 합의를 위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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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기후위험과 취약성 감소를 

위한 지역별�부문별 다양한 적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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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P6(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6) : AR6 기여를 목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국제사업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후변화 적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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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가 대책수립 동향

(영국) 과학적 근거기반 대책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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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적응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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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응관련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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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장기 방향성 제시 및 점검�환류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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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및 적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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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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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전략(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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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행동계획(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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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전략 주요내용

지식제공 및 확대, 

교육 및 참여

기후변화 적응관련 분야별 지식기반 확대, 정보제공 및 전달, 시범사업 추진,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 등

연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법�제도에 기후변화 적응 관련사항 반영, 기존 기후정보와 관련된 규정 검토, 

연방정부 예산지원 프로그램에 기후변화 적응관련 요구사항 반영 및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 도입

연방정부 책임사항

기후변화가 연방수로의 수문, 수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범사업 실시, 국가기반

시설 투자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자재 및 건설방식 도입, 환경경영인증 

제도상 기후변화 적응관련 내용 도입 검토 등

전지구적 책임

코펜하겐 및 칸쿤 합의에 따른 개도국 긴급구호재원 출연금 지원, 국제협약 및 협력 

이행, 연구 및 개발 분야 국제협력, EU의 기후변화 적응백서 이행, EU 국가 간 

연구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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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

◇ 미국 국방성 군사기지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 파악

; <�*=>?�<*�&��9�@AB�CD$�<*�*=>�68E�F���GHI�J����K�

LM�NE��O�@PB�QR$��*�ST�RB�U$�V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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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_6B�CD$�`abcd�efgae��heifeaj�k�3��	�9�@lm��noX�

Y$�Z[3�p�<*�qr��HI��@A� HIs�ST�RB�U$�3&W�tuvw��x

※ 자료 : 미 국방성, 해안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2013), Military Basing and Climate 

Change, American Security Project (2012)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규모 해안 방조제(Great Sea Wall, GSW) 건설

; Y�yz{�l���|}~��&��m0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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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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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Y�¬�kRB��2������R��k�°�z�)>�®������¯�

※ 자료 : Project in Indonesia http://www.indonesia-investm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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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경제적 여건 전망

(인구) 전체인구 중 취약계층 인구비율 증가

/0p���QV���W#&�¤g�¤Wc�©����%#&�
g"W�c�©�<�=��w�

`)���nI��g��Dz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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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
m�.��,Q;�õég�I��N)��,¶��ZI�Á����h;�

añç��� ¦QV�=�������»¼o.�hÅ<��Ún�^2

* ’19~’12년간 우리나라 폭염사망자 501명 중 55.8%가 60대 이상으로 분석(김도우 외, 2014)

[장래인구추계 및 연령별 고령화 인구 구성비 전망(통계청, 2011)]

(경제) 저성장 지속,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및 소득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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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목표 설정(’15.9)

����CD�� ��<�Î;� ì�9��������� �B<�BC���

�WW$�%
&��½ð�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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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Ê��h>����ÊB��<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BAU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백만톤CO2-eq) 782.5 809.7 850.6

※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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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녹지 감소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심화 우려 

µ-n�*<�� �D��� rEg� �P�<�!!m� �em� ¡Ãm� !Ã� ����

<�*���=��w��"#&�<��Y�YE*)�%<��n4�����z`

(여가�관광수요) 자연자원 기반 관광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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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적 여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제도 체계 구축

���D��o��_���� ���o��Y��Æ��� "X���o��


h&ab���	#��g����Z+��ab�jkV(lm����h�:(��B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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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h�°±�P�����""�h� �̂P�²�V�����*+Z[�mi�

PMab

국가차원의 적응대책 추진 필요성 증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Qg�õég�.� åg�I����Z��N����SI����.���>ä�

=��������ZI�§�� 8���*+Z[��ZI�YÁ�CV�=�

※ 국민의 62.1%가 기후변화 적응 인지, 국민 대다수(93.8%)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KE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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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체계 내 기후변화 적응 고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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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기후변화 적응 관련계획 현황]

구분 관련 계획

국민안전처 폭염대응종합대책(매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5년단위, 지자체)

기상청 
기후업무발전종합계획(’15~’19),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12~’16),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1~’15) 등

미래창조과학부
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3~’17),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12~’16)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11�’20)

농촌진흥청
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3�’22),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 등(’14�’23) 등

환경부
환경보건종합계획(’11~’20),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06~’15)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1~’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3~’17), 
응급의료기본계획(’13~’17) 등

산림청 
5차 산림기본계획(’13~’17), 2차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16~’25), 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 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등

해양수산부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10~’19), 기후변화 해양수산분야 종합대책(’08),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11~’20) 등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11~’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11~’20) 등

산업통상자원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20년 계획) 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및 점검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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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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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과학기반 정책관리 방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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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기반 선진화된 적응 관리체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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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물,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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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87개 중 64개(74%)가 1차 대책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으나, 23개 

리스크(26%)는 관련대책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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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우선순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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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리스크 �

◇ 기후변화 리스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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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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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2차 적응대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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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책 2차 대책

ㅇ 9개 부문별 적응대책 추진

  - 67개 세부과제로 구성
�

1. 적응기반 및 경제�사회�환경분야별 

통합적 적응추진체계 구축

  -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정책효율화

ㅇ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 필요성만을 제시 
�

2.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 비전�목표 차등화

  - 중기�단기 시간프레임에 따른 행동

계획 수립으로 국가적응 전략 구체화

ㅇ 기후변화 적응에 국한하여 대책 

발굴 및 추진
�

3.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편익(Co-benefit) 효과 창출

ㅇ 부처별로 추진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우선하여 선별

  - 적응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

�
4. 기후변화 영향분석�리스크를 기반으로 

과학적�수요기반의 대책마련 

ㅇ 부문별 대책의 병렬식 구성

  - 기후변화 영향의 차단�예방에 주력
�

5. 부문별 적응 우선순위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으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유도

ㅇ 정부기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확보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6. 기후변화 적응원칙 마련으로 정책의 가치와 

일관된 방향성 확보

  -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적 기반, 통합�시너지 창출, 소통 

활성화 등 적응원칙 적용

ㅇ 정기적인 대책의 추진여부 점검 �

7. 이행 및 점검체계 강화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적응대책 평가의

통합점검�환류체계 마련으로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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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부합 

~O)�o�g���)�(`n�àî���}~)���.�ð!6�.� �xy�

mZ��12�mZ)�AC��SÛ���<��=>���w

<±�~O����}~�øo���������*+6�Ù�I�>��zV�

기후변화 취약계층 고려 및 적응대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¼ij�añ�/Í§0���*+�ÀÁ�«��!½o�*+(_��O 

cd2!�ce2!��f2!�gh2�b-�ijCkl�mno�pqrs�CD�EF��t

과학적 근거�지식 및 기술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대응

���)�$Öso6��(�w�Éy*Q�����EFn�»¼o��

ZI��<V*��P�*��e�ðñ�� àî`���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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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및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창출

i*oI�*+��!��!�!�%!%�����G<���*+��Ê)�º'ÀÁ����{&�&F�%��

SZ�g�������*+��Ê�`[��)��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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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 체계 강화 및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소통 활성화

¢a*. �<�*Q�ÑÒÓÔ�½��}RPÃ����*+on�§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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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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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

� � � � � � � � � � � � � � � � �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 � � � � � � � � � � � � � � �

적응원칙 지속가능발전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기반 통합적 접근 참여활성화

� � � � � � � � � � � � � � � � �

4 대 

정책

부문
(16개

과제)

과학적 

위험관리

� 기후변화 감시�예보시스템

�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 기후영향 모니터링

� 취약성 통합평가�리스크관리

�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안전한

사회건설

�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 취약지역�시설 관리

� 재난�재해 관리

산업계 경쟁력 

강화

� 산업별 적응역량 강화

�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 생물종 보전�관리

�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

� 생태계 복원�서식처 관리

이행

기반
(4개과제)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 지역단위 적응활동 촉진

� 적응 국제협력 강화

� 적응 홍보�교육

점검평가 적응대책 핵심지표�부문별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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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계획지표
목표치

현재(’15) ’20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 (’20)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리스크 파악 고도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AR5기반 시나리오 AR6 기반 국가 기후변화시나리오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구축 AR5기반 취약성 지도 AR6기반 취약성 지도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구축률 (누적 %) 62.5 100

��적응정보 공동DB 구축 - 구축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 (’20)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관리 기후복지 기반 강화

��기후변화 취약계층 DB 구축 - 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율(누적 %) 19 64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활용기관 확대율(%) 20 100

��기후변화를 활용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 (’20) 기후변화 대응 경제생산기반 강화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누적 건) 147 200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누적 개소) 46 100

��개발도상국 적응 기술 및 정책 협력�이전 수(누적 건) - 10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20) 생태계 피해 및 생물다양성 감소 최소화

��한반도 생물유전자원DB 구축(누적 건) (’14) 42,756 48,000

��한반도 핵심 생태계 복원율(%) 37.8 50.2

��산악기상 관측망 서비스 운영(누적 개소) 120 200

��해양 생태계 구조변화 모니터링 지점 수(개소) 3 10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기반 마련

- (’20)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응기반 마련

��기후적응 지역사회 모델 개발 - 유형별 모델개발

��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사업(누적 건) - 10

��적응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화 - 제도시행

��국민 기후변화 적응 인식도(%) 62.1 75

��기후변화 적응 협력(교육)국가(누적) 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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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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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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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지표

구분
목표수준

현재 202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AR5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AR6 새로운 온실가스 농도에 

기반한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구축 AR5기반 취약성 지도 
AR6 새로운 시나리오를 반영한 

취약성 지도 작성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목표(16개소)대비 

구축률 (누적 %)

62.5

(10개소)

100

(16개소)

적응정보 공동DB 구축 -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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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상세한 기후변화 영향 관측 및 분석자료 필요성 증대

���)�i`*�EF.�°ÕH� �̄§�d �á�p�sO�<±*�

X¯)�¡0�iÛ�N���sO�xs6�rEI�`[�Bc��Ia

.����QI�¡�yù�}~����ZÂ� �*+4�B�á��`[�

Bc��ACI�nÜ*�����`��Oº���<±�BC¡�� !�

�`���ZI�BC=�

기후변화 관련 감시�예측을 위한 기반체계 강화 및 확대 필요

tn*�tÐ*Q�����*+�`[�Bc�PM6�Hu������)�

$Öso6��D���HI��Pp0qg�EF�»¼o�½��Ún�N�

nÜ*��£r�7��AC

�������§�6�HI�§�<)��PCD�z��Ö�ç���§��abçç�

Bc�N�������§���P�¢a�ÖZg� ���� ±I7��N�

����§���P���6�HI�r¢a����z{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측정망운영(�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4조)

** 기후업무발전종합계획(’15~’19) 내 기후변화 감시�예측 관련 사항 반영, 기후정보 기반의 의사

결정 서비스 확대 및 창조경제 기여를 기본목표로 기후변화 관측�감시 체계 확대, 기후예측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후정보 활용�촉진 및 의사결정 지원, 국내�외 기후정책 협력 및 대응 

인프라 강화를 중점전략으로 추진

sto�á��*+`[�Bc6�HI�����§��������`��

äµ�«\�r�7���±I�O ��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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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다분야 변화의 다차원 관측�감시�예측체계 구축

 이상기후 대응 선진예보 체계 구축

 녹조, 미세먼지, 오존 등 이상환경 장기예보 체계 구축

전지구의 대기, 해양, 지권, 빙권 등 다분야 변화의 다차원(지상�해상�항공�

위성) 관측-감시-예측체계 구축(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기상청)

'ÅPÅ�Ir�������������a�Z}~��P¢a�VÊ

�������	���
�������������

※ 국내 최초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10.6~’17.6), 온실가스 관측위성(GOSAT, 일본) 등 국�내외 

위성인프라 활용

� Ir���×�à��.��§�����������àîg�Ü���§������`��

àî���§�¡0�ÖZ�Oº����

� ��u"�}~��P§��`<á��ãîHo�h>g�}~Ho�äo¡0�

Bi�«\�Oº�������	���
�������

� ÅPÅ������������1ß���������������â�Å�0�������������� !"��

<±�}~HoÀZ��P���<V�Z}~��P��P¢a�VÊ�����

※ 정지궤도복합위성 예비타당성 조사(’10) → 개발계획 확정(’12) → 상세설계(’15) →  시스템 

구축(’17) 예정 → 최종검사(’18) 예정 → 위성발사 및 서비스 시작 예정(’19) 

ij��<V��PÃ��§���P�ÖZ�����
���

� \Z]�����¯Q�Þ��P�«\��� ������<V��Dz*�

PÃ��ËE����������

※ 대기-지면/식생역학 탄소순환 모형 개발(’14), 기후예측시뮬레이터 정립 실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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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위관측소 : 50개소(’15)→ 54개소(’20) 확대 예정,  해수면 변동분석 및 예측 연구(’15~)

� \� ]�¹S�N�S<)�� �����uBE�����1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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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14~’17, 1차년도)

이상기후 대응 선진예보 서비스체계 구축(기상청, 산림청)

.���8Ñ<�8~��¢a�VÊ�ËE���ij�BC¡�� !�

����#$%&'���n¢a����ËE��#($�)*�������	�

※ 이상기후�환경 예측�예보 현황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기온 3일 10일 1�3개월

강수량 3일 10일(강수유무) 1�3개월

이상

기후

폭염 ○ - ’17년 시범사업

(1�3개월)한파 ○ -

홍수 강우레이더(3시간) 강유역별 

강우량(1주일)

-

가뭄 - ○

이상

환경

녹조 ○ ’17년(3개월)

미세먼지 ○
연구 진행

오존 ○

��Q��P������PÃ���ËE��ÂÃ�Oº������	�

� Y���Q�P����`��º'Ù��äµr�VÊ�N�Bj��`[<¯�

���§0��§§��Dà¢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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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낙동강권역(’14~’15) → 고도화(’16) → 금강권역(’17) → 섬진강�영산강권역(’18)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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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남, 호남, 충북, 제주 권역 120개소(’12~’15) → 경기�충남 권역 30개소(’16), 국립공원 등 

기타 산악지역 50개소(’17) 등 총 200개소 운영�서비스 확대예정

� µs�`�� Bi��a�,Þ§0� N� i¨�� º'� Ù�6� HI�

`�PÃ�6�h>�ËEg��K�BLÑ|�C-�]=¡0��Ù��w��

���-�F����Nµ�µ-Ð"�N�ZYÁ�µs�`��Oº���

YÁcÛ��SÛ

녹조, 미세먼지, 오존 등 이상환경 장기예보 체계 구축(환경부)[신규]

1mã<g�q&�N�.�}~�x���ZI�%%$Wß%��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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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기반 정보의 정확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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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지속적 개발 및 활용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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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P6 :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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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한국형 부문별 기후시나리오 고도화

 한국형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모델 개발 및 안정화

 기후 시나리오 활용기반 구축 및 강화

한국형 부문별 기후시나리오 고도화(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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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국모델기반 기후시나리오→(’20) AR6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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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모델 개발 및 안정화(환경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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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시나리오 활용기반 구축 및 강화(해수부, 환경부, 기상청)[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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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한반도 아열대화로 생물종, 생태계 구조 변화 심화 및 침입 외래종의 분포 

확대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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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식물 수: 80종류(’78) → 354종류(’15)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및 건강피해 양상 변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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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장단기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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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부문별 기후변화 생물종 및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생물서식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변동 조사

 ICT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해생물 및 감염병 모니터링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평가 및 예측체계 구축

부문별 기후변화 생물종 및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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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 산림 건강�활력도 모니터링 등 기존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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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수서생물, 주광성곤충, 토양배회성무척추동물, ’14), 조류 생물상 

정기조사(매월 37종 3,259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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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도 작성 : 동해남부 해역(’13), 동해북부�울릉도 주변 해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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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서식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변동 조사(국토부, 산림청,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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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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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정보분석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13) →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수질모니터링 체계구축(’14) 

→ 하천정보 통합 시스템 프로토타입 시범 구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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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해생물 및 감염병 모니터링(환경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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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생태보전관리 사업(’13~), 산림병해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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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평가 및 예측체계 구축(복지부)[기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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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11) 응급의료기관 470개소 → (’14) 응급실운영의료기관 539개소

※ 한랭질환 감시체계 시범구축: (’12) 응급의료기관 41개소  → (’13) 응급실운영의료기관 5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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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R: Public Health Assessment for Emergen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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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기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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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고도화 및 통합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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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으로 매 5년마다 농업 및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수행 및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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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기반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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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구축

 상세화된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배포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국가 기후변화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구축(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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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 통합모형 개발 기본틀 및 기후�비기후 DB/전산 시스템 설계(’14) → 부문내 개별�연계 모형에 

대한 개선과 평가모형 모듈화 예정(’15~’16) → 부문간 평가모형에 대한 모듈화 예정(’17~’18) 

→ 정책연계를 고려한 리스크 평가 예정(’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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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11), 제2차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15)

상세화된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배포(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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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기상청,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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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제공시스템(www.agdcm.kr)으로 농장별 미래 월기후정보 제공서비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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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취약가축별(젖소�돼지�닭) 기후변화 영향예측 도구 개발(’14), 축사환경관리 방법 및 장치개발(’15), 

열스트레스알리미 개발 및 성능보완(’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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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환경실태조사 DB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11~’12), 위성자료를 활용한 DB 구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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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P 4.5 및 8.5에 기반한 행정구역별 종합 산림취약성 평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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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취약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8개 지역별 산업단지 시범적용(’13), 산업부문 기후변화적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5) 

� µÝ�<�����EF)�8��«\���»¼o�½��G_����g��

µÝ�<�»¼o�½����*+Z[�Bc��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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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0q��Ù��w�SI��Q��m«\�����g�»¼og�

§��*+Z[�tn�N6�«\� �$Öso.�rE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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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재해 취약성평가(’11~’15) : 남해동부 15개소, 제주연안 30개소, 남해서부 30개소, 서해안 

38개소, 동해안 26개소 등 총 141개소 완료(계획대비 100%)

* 해양조사원 현장조사 결과를 지자체, 지리원 및 국민안전처 자료 연계

� u(^B�����?çg�Y<*��()�����uBE���.��_ª�

�(yu�»¼o½��G_� �����§��ëì�§0���6�hÍ���

uBE������.@7��=���QI��(^B�Z+�
���������

* 연안관리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01호)에 의거 5년 단위 갱신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11~’12) 제주 연안 등 총 77개소 제작 → (’13) 신안 등 서해안 

38개소 → (’14) 울산 등 도서지역 28개소 → (’15) 여수 등 14개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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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ä©���«\�<��äµ��`c��#O�g�ò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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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Þê�Z��Þê¡0�R}��d~[������C���Q���A���

����)��§og�H'CQ�N�#©6�HI������ò7�EF�

½�¢a�VÊ�|X��

국가 기후변화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환경부)

µÝa���Ý)�����*+�0ÃÉ§0��V�334����3 �-.���3q.����

4�t���tt�tt-���� �11 �� ��������N�µÝa�*+Z[�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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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도구 및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3)

<±�§�*�4�B�á��m«�ª�~O����}~�����0Ã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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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a�����0ÃÉ�½��BM���� ��>���#O�

� Y������0ÃÉ�½��� ���Ù���HI��.û�Q6�

���Oº�w�*+§��`[�Bc�<¯

�@ABI�$J� KLM?�N1O�PQR1S�;TU�VW�XYZ[�

\]� �̂�_?�`�a�EF��H����7�N1XY�EF&�'�:;����

*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i'µ£2��� ���� (��*+hê6� �_��/� <�ò�)�

����»¼o�0ÃÉ�½��§��¥�ÖQg����-��Ã�tÐ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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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안전처)

ººP����!�0ÃÉ�½��¢a��h>�w���rP��ËE�§0�

§6�Z�������g������QI�EF���0ÃÉ�½��Ún��

�_I�ºº§�*+� ���o����������	�

¾Ig�Óôg�¥cg�Zg�º¥�N�ßC�Y�rP�ç)�������,���

ZÂ�0ÃÉr�o=½�_�h>���PÕ*�g�ßC�rP���ZI�

`Jo=½��BMr����_`���
����VTy����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및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상 8종 시설물

� .���N������Z+��Hu��B<�N�B0P��(�Z[)�

%}��� P�§0¡�V���R�� 9������� `�)]���#��� g�

�j§��� `J� )]� �� `J� (�{��w� {�Ún�� ���

�B��7�z{�VTy��

yuH'�B<�H'��½���h>���¢a�VÊ�*��������	�

� yuH'�B<)�ß�wòg��uH'�>ä©��N��B<��H'I�

EF6�1L��CD��rEg�þî*�`I*Q�H'��½���h>

� `I*�H'��½���_6�Ù��w�yuH'�B<�`Â�Ý�

/Í�ÎH��Ú`� ��Ýab�BcP�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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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다양한 적응 부문의 영향�취약성,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효율적�전문적�

효과적인 정보생산�관리 및 활용 필요

*oI�`���*îI�P��º�4�B�á���;�tn*�*+���

yuH'�§0��í/�|C���33��)*##��

1Y�̀ i)��ð.Ó�ºh�º'�Ù��qõüö÷�q��0���/.�.N�1v�g �-.���g��

�9��ø}~K)���»¼añ�¡0��a�àîüö÷�3 �-.��!�/.0���N�

Í{Y;�����*+§��`�Oº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분산관리로 신속한 대응 곤란

xy�*+§��`���`��äo§)�?*�����h�!Ä���!.��

¡0�Oº�|����}~`���|®i �̈��<¡¢�N�MO&�����#%)&�

9�����«µd×�á×�`�Bi��ù;�P�n�Â��DC���)zM>�l��

�#%{�����

Y���*�������*+�`���§�ª�`��)�BC��<�*���

=�� �á<c�Y���.��Z+���PÃ��iy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보 지원체계 구축 

추진 필요

Y����?)���F��6�O?I�����EF��ZI�`I*�«\���

��g�12�Éy*�H'CD��ZI��`��Oº

�"I�����*+�`����¡�� �I�� !�`�����ÂÃ�

Oº���Y�*�£��Ã�< �̄PÃ��V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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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정보 생산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적응정보 공동활용 DB 생성�확산 및 활용체계 구축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정보 생산 및 사용자 활용 중심 시스템 개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정보 생산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농진청,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복지부, 안전처,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m�������¡0�µ¶���ij�����+�`��

äµ�ÖZ��ij�<±�����*+Z[�Bc�< �̄���������

��	�

\*Ý]�*��*��� !��s7�����m�g�ßC���� !�*Ý�

�H'�`I����h>���*Ý�yu�8~��PÃ��VÊ��ÂÃ�

Oº�VW�������

\Bµ]���u�BµÝ�§0���yu�~��PÃ��VÊ�
�������

※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 (’11) 27지점 → (’13) 28지점

� �Y�(�sP��×�}~`�PÃ��ÖZ��BµÝ�yu�ZÂsP��

`�Oº�PÃ��VÊ�ËE

� nÜ*�r)�u×7��'����PÃ��VÊ������`Ö��F����

×��u���6�HI�tn*Q�`��O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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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Ó�Biª��þ�`���yù(�à?������y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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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까지 23.2천㎢(72%) 조사 완료, ’21년까지 100% 완료 예정, ’22년부터 주기적 조사 예정

\u"]�8Rg�uR�N�u"�'���6�HI�u"���BL�Ñ|�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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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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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7]�����Kco�Þê�EF½����Y��<¡¢��H�`[�Ù��

¡0�PÃ�����|X��������

\ú�ê�]�@´�ª�G_���BiI��P�ÑÒÓÔ�ïð.Ó�¡0�

§0���º�g��ì��ç���aI�YO*�ëì��ÂÃ�Oº�?]^����	�

*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생물다양성정보기구) : 전세계 산재된 방대한 

생물다양성 DB를 서로 연결하여 정보 검색�사용하기 위하여 약 5억건 이상의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등록�공유하여 지구단위 연구, 생태보전,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는 OECD 산하 국제기구

적응정보 공동활용 DB 구축�확산 및 활용체계 구축(환경부)[신규]

ij�*+�§��ëì�x7�«\���Qú0��og�º'Ù��ëì�VÊG_�

��¢a���

※ 현재 59개 공공기관 및 132개 시스템에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산재(국가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환경 대응체계 구축 ISP, 환경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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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정보 생산 및 사용자 활용 중심 시스템 

개발(환경부, 미래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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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¼añ�<±§0�7����ã<�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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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R�����PÃ���ã-�F�

중점추진과제

����»¼añ��L�<¯

����ò7�u��G���§0�7�

����»¼<±�»¼P���u��D�

yù�yu�§0�PÃ��7��

주요 성과지표

구분
목표수준

현재 2020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DB 구축 - 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율 (누적 %) 19 64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활용기관 확대율 (%)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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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건강 피해 증가 

����»¼añ;�ò7EF��á×�&�ò7H'CD������

�������Ë�H'CD���uý��u���|

sO�����~O*�D�añ;��à�È;�~O*�?«g�æsI�ò7�.�

��SIx��>ä���Z��N���ù;��u�>ä���33��)*#"�

QV ¦�g�DË�"S��N�������§��»¼añ�=��������

�u�=����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년 545만명(11.0%)→’20년 808만명(15.7%)→’35년 

1,475만명(28.4%) 약 2.5배 증가 전망(통계청, 2011)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필요

»¼añ�Z�)�ÕH��°ÕH�w�Í �̀��i|)�tÐ*�Z[z{��

Ia�

����»¼añ)�ÕH�� �̀��sÞ*�Z+��Ý�>â��»¼añ�

øo6� �I�� !�Z[�z{�AC�

WX�*+Z[�PM�.���O"X���o��
h&�ab�)*#"$)*#���ç���

�}~�òþîab�)*##$)*)*��çç�N�§��ab)������»¼añ�

�u���`[n��a�z{�AC

 * 4-4-1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녹색복지 실현 기반 확충’에서 에너지 바우처, 고효율 조명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복지, 주거환경 리모델링 및 실내 환경개선 추진, 

** 취약인구집단 대기오염 피해저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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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리망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진단�평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단위 통합관리�운영

 지역기반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민간협력 지원사업 활성화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리망 운영(환경부, 복지부)[신규]

����»¼añ�«RG(�h>

� ���� »¼� <±g� ��*� Úþi�g� ���� �y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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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D�H�����ò7»¼añ�§0¢a�VÊ�|X��

� �òD�H�����ò7»¼añ�§0G(�h>����ÝPM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진단�평가(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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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단위 통합관리�운영(환경부)

¢a*�tÐ*�����»¼añ�<¯6�HI�ß �̀h�B�N�����

»¼añ)�<¯�Ý�àî§0�< �̄������	�

����»¼añ��V�s�}~�{��hÍ�< �̄��������

※ 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 진단 및 개선 사업 시행 : (’11) 실내환경 진단 2000가구 → (’12) 

실내환경 진단 2000가구, 개선 150가구 → (’13) 실내환경 진단 2,003가구, 개선 223가구 

→ (’14) 실내환경 진단 2,000가구, 개선 700가구 → (’15) 실내환경 진단 700가구 완료 

및 개선 진행 중

� ��»¼añ��V���������Fj���?]Fj��� b��¡¢£b�A�)�

äÙ}~��uQ¡�{����������s��}~�hÍ�<¯

� ^B��V��ZI�����EF§��ê¯o1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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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전북권 등 6 권역, 18개 센터 설치(’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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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민간협력 지원사업 활성화(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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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온상승, 폭염, 재난�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

����� �	
�� xy)� õé�SI�� H'��� "#k#$"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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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사망자 인구 10만명당 현재(2001~2011) 0.7명→(2036~2040년) 1.5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 예상(양지훈 등, 2013), 매개체 감염병의 말라리아 환자수 (현재) 0.46명→(2025년) 

0.46명→(2050년) 0.44명, 쯔쯔가무시증 (현재) 0.81명→(2025년) 0.81명→(2050년) 0.85명 

증가 전망(환경부, 2012)

※ 폭염 등 이상고온으로 인한 미래 질병부담은 전체 건강영향 비용의 78% 차지, (RCP4.5) 2020년 

11.5조원→2030년 25.4조원→2050년 52.7조원 증가(보건복지부, 2014)

건강영향에 대하여 적극적 적응 추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로 정책 

실효성 제고 필요

����ò7EF��Z+����G()�<�*�.Mn��$×�§��

abç���z{�|Q�*+§��`[n)���tn�SZ�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2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응급의료

기본계획(2013~2017)��등

ò7ij�*+��á×�ä.ag��ºKg�Q��g�<.��N)�±46�

�_�w�z{/����YO*�GF�®¯�°�°±���C�z{

※ 적응 단계(IPCC, 2014) : 점진적 적응(기존 공중보건과 의료서비스 개선)→과도기적 적응(취약성 

지도 및 감시체계 도입 등의 선제적 활동)→변환적 적응(시스템 자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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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지역기반 기후변화 영향의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추진

 건강 적응정책의 공동편익 강화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복지부) 

�yu<±�+K)0�< �̄���éê��GZ[�z{�|X��������

※ 전국 규모의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확충(1,314개소/단말기 4,018대)(’13), 재난의료지원 관련 

제도 정비 및 재난의료지원 매뉴얼 보급,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정비(’14)

� "¤P��yù+K)0�7s�ËEg� ±+K)0�Ó�ÖSg�yù��jQ-�

"o���§�i �̈î'���7�

※ 권역응급의료센터(현재 20개 → 최대 41개) 및 1시간 이내 재난의료지원팀 현장도착비율(현재 

52% → 74%) 확대 예정

� BQo���Ä,íh��éê�i�}¡�>ä��P���Z+¢a�ËE�

지역기반 기후변화 영향의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추진(환경부, 안전처)

õé�I��N���QI��u���D��4�B�á�/�þîZ[�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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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전북권 등 6개 권역 18개 센터 설치(’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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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적응정책의 공동편익 강화(환경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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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구도시 지역 피해 증가

�����»¼I�,�òÊ�g�r<���V�=��������u����

※ 반지하가구 전국 51만8천 가구(’10년 인구주택총조사), 노후건축물 4,543천동 1,813km2 

(’14) → 6,338동 3,362km2(’35)증가 예상

SI��=�����g�5�g��úg�¥cg�G8O�N�ººP�������

rP���u�=���.��QI�ãVÂ����

※ 도로, 하천, 사방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이상기후로 인한 전체 피해액(’13년, 1,720억원)의 

87%, 피해복구액(’04~’13년, 15.1조원)의 59% 차지

※ 항만 및 방조제의 50%이상이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방파기능 및 안정성에 취약하며 2030년에는 

국가관리 방조제의 77.8%, 2100년 97.4%가 취약(KEI, 2012)

hZ[�|�)�Gy�PÃ�g�Gyhê�1Ï����<Ö��iÛ���

$:B�E*=���QI��BP��ni��^2

※ 서울시 불투수 면적 : (’62) 7.8% → (’10) 47.7%  

기후변화 피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별/시설별 맞춤형 대책 추진 필요

����EF6� �I�»¼<±�P��§��O�ç�7����.M�z{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 및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국토계획법 제정, 

’13.8 제정),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도입(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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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연안도시 재해 대응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시설 설치 확대

 교통시설의 자연재해 저감 대책 마련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안전처,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H'<±�`Â��Ý�8�z{���������������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절차 개선 관련 지침 개정(’13.7), 재해위험개선지구 344개 

지구 정비 완료(’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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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지역 지정 확대 예정: (’14) 32개소 → (’22) 9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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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7개소 정비 완료 → (’15~)1,676개소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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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강우레이더(총 9개소) : 대형레이더 7개소(한강권 3, 낙동강권 2, 금강권 1, 영산강권 1), 

소형레이더 2개소(동해안�중부 1, 남부 1) 설치 (’11~’15)

※ 홍수위험지도 제작 범위 : 한강 576㎞, 금강 563㎞, 영산강 226㎞, 섬진강 180㎞, 낙동강 

787㎞(댐수몰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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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65개소),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253개소) 시행(’11~’15)

※ 제2차 연안정비 사업 대상 : 58개 지자체 370개소

연안도시 재해 대응방안 마련(안전처)[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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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시설 설치 확대(환경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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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항, 삼척항, 목포항 침수방지시설 착공(’13~’14))

※ 침수방지시설 보강 1단계(’11~’20) 재해이력이 있는 항만에 대해서 6,609억원, 2단계

(’21~’30) 12개항에 대해서 5,277억원 투입 예정

※ 방파제 보강 : 32개항만, 71개소에 대해서 13,520억원 투입 예정(’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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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자연재해 저감대책 마련(국토부, 산림청)

\5�]��<�B�Ù'�7��������QI�yu���G���IÀ�

5�P����ZI�<�*Q�hI��êM�_`����	�

� )]�7�g�ÍO*�P��vg�5�ËE§�¡¢�yu�<¯¢a�VÊ��

ËE�

\��]�¾à(���ÅO*�EF6�1L��CD�§0�7��_`���+,���

��	�

�  ����,EB�?��¨0��HI��BP���L�z{�_`���

�  �����µ�.�/�<±�º'�s.8�����GZ�N�yu���P��

�L�_`���+,��



��

��� FG�F@�7�����#�

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이상기후 발생으로 재해 피해 증가 추세

�����Q�w�yù¥yu�©����7��=����.yÁ�>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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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의 81% 이상이 산사태 등 토석류 붕괴로 발생

분산적 재난관리시스템으로는 대형화되는 재해대응에 한계

OGg� �B§�g�����N� V8�� |�)�Z[;����Z!�d��

yuZ+��1Ï� �GyP����I�7���Ia

GyP���� �*� �a� iÛg� �"I� rP��òÊ�6� Ù�I�

yu���N�þî*�yu�G[�1Ï�

도시지역 방재기능 강화 및 통합적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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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산불,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저감 및 복구 기술 개발

 재해피해예방 공동대응체계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능 강화(국토부)[기존보완]

����*+�Gy�P�8o�rVÊ

※ (’11)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 마련 배포 → (’13) 기후변화 적응형 방재도시 모델 도출 

→ (’14)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15)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국토계획법 개정 및 공포

� ����yu»¼o�«\�G_���vg�<¡¢�����yu»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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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î*�C¢*��PÀB�Z[���

� �Ph>abP��R^B�H'<±�§0g���ë�_�ÖZ*��N�:BÐ�

O ��ÀB�G6�HI�E*�º�*�Z[�ÖZ�*�



��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설계기준 강화(국토부,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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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실시: (’11~’12) 27개소, 1,570억원 → (’13) 27개소, 1,151억원 

→ (’14) 26개소, 1,310억원 → (’15) 43개소, 1,763억원

� �R^B<±6� |���� |�D#Ñ� /B�RP�� �Lg� h>�Ý�

PM¡�/B�¶��P���L�mi� �́���N�Ùo��Z[�z{

\õ��Z+]�*��|6� �I�òÊ���a �́hÍ�_`����	�

� õ�� N� ����� QI� �|=���  ��w� <±� *�I6�

ß*���xM�� �òÊ�)��a �́]

산불,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저감 및 복구 기술 개발(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안전처)

\�§0]�����*+-�O ��HI��§0�Z[��������h>�

������_`��������

※ 하수도 시설 기준 개정(’11) : 관거기준 5~10년 → 10~30년 강화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마련(’12)

� .�7/��HÌ���Z)�(�o�{��LB=-�7��_`��

※ (’11~’12) 소양강 등 13개 댐 완료 → (’13)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착수 → (’14) 대청치수 

및 안동치수 공사 준공 → (’15) 평화치수 치수능력 강화 사업 본격착수

※ 24개 댐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Bu�H'.�h �&�Z[����tÐ*�Z+.�×�Ë�<±��ZI�

�PÀBþîZ[� Bc��� �±�H� þîLB� z{¢a� VÊ� ��

§ai g̈�<¡¢�N�§a¡��Tw����±�Ì)¢�Vo�_`��

※ 21개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홍수 종합대책 수립 예정(’17)

� ��ë�ÖZ�*��N��Î}�7���HI�PÃ��ÖZ�V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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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µ$�u���6�HI�x�� !�{���h>�+,�������

※ 산불민감성 지도 2종, 산불취약성지도 2종 전국화 완료(’14), 산불진화 우선 순위 판정 의사결정 

체계 도입(’15) 

� µ$G<���^�Z+-�F�6�HI�µ-��N��Â�C���?��

h>g��§§n)�º8�7�

� µ$�7�@ �́{�PÃ��`c���µ${����h>g��0Ñ|��

<���o

\µ�.]�»¼<±����PäÙ �µ�.�8���������h>�

�+,�������

※ 산지토사재해 예측 모델 개발(’11~’12) → 국립산림과학원 내 실시간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구축

(’13) → 산사태 무인원격 감시시스템 모니터링 실시(’14)  

� �PäÙ �þîGyPÃ��h>g�H'��Ñ|�h>g�u(Gy-�8o�N�

�u��6�HI�§0��h>

\ãî�u]�Z#Ñ�ãî�u<±�<±�H�ãVÑ|���ãVº_�h>�

�������	�

� ��������	
���������������������������

����������� �!�"#$%�&'�������()�!�*+",�-

재해피해예방 공동대응체계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미래부, 산림청, 기상청, 안전처)

Z���QI����=����G6�HI�Z+¢a����_`����	�

� 'o�ZÂ�O�Z[��ÂBK�§0ab�Bc���O�±I�7�

� 345�O�Z[�þî�7s�ËEab�Bc

� �§§�î'���g�7��P����ÍO*�O��Z+���¾¿�N��u�

�G6�HI����´Â�7�

� ��«¬�HZ+�^'8L�íóô�y`c���yù§0���mÃ�]�

��Ýð.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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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î*�µ-yu�Z+¢a�7��+,����	�

� µ$g�µ�.g�µ-êuS��u��G6�Hu�i �̈àî*��G�Z+�

¢a���}

� µ-yu�>äP�YÁ(�¨)��7��¢a���aª�Z+¢a�VÊ

����ß��Q�7§0�PÃ��VÊ������_`���VTy��������	���

������	�

� ÍO*�tÐ*��Q�Z+¢a�VÊ6�HI��ß�cÃ�¤Ä�¤±�|J��

àî��Q§0���Z+���V

※ 통합가뭄 재해관리 기술 및 대가뭄 대응기술 개발 연구(미래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17~)

��i �̈��Á��N������ �á��yù§0¡¯6�¢a*���§0�

��Ù�4�B�á�/�yù§0¡ �̄º'�Ù�PÃ��VÊ��#5$�#(�������

��	�

� h�§���«µ�§0� �á��¡¯`����a���ëì�VÊ���

º'�Ù��4�B�á��PÃ��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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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Z+�~O�äµr�7�

\"#%
&]�����*+�äµ¢O���}

중점추진과제

W�"�%X�µÝ)�����*+-�7�

µÝ�*+Q���ÖZ

����*+��h>

*+µÝ)�u�P��{¶r�8o

주요 성과지표

구분
목표수준

현재 2020년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누적 건) 147 200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 (누적 개소) 46 100

개발도상국 적응 기술 및 정책 협력�이전 수 (누적 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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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및 산업 손실 발생위험 증가

ßC�y�þ)�y�*<��Dg�×bI���g�êuS�Huä��=��N���

WX�µÝ��s�=����ÄIBK�$(`o�ÖZ

※ 사과(2020년 48% → 2050년 13%), 포도�단감�떫은감 등 온대과수 2020년대까지 증가 

→ 2050년 급격히 감소(조정건 등, 2012) 예상, 여름감자�한지형 마늘 재배적지 지속 감소 

및 2090년대 소멸 전망(문경환 등, 2013)

※ 주요 어종 어획량 (고등어) ’60년대 1만t 이하→최근 10만t 이상, (멸치/살오징어) ’50년대 

2~3만t→최근 20만t 이상, (명태) ’70년대 10만t→최근 어획량 미미

O,�äµ�BK�÷í�:¡�N�~EÙ'��r��Å�O*�EF6�^2g�

µÝP��»¼o�=��N�"X�µÝij�����0ÃÉ�=��

§°�Ð"���w��Ý�N�¡�¡¯6�Ù����µÝ)�»¼o�=�

※ 서비스업 비중 2010년 58.54%→2030년 67.77% 확대 전망(산업연구원, 2012), 부산 해운대구 

1m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약 3,963억원 추정(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적응산업 육성으로 기후변화의 기회성 활용 및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 필요

YO*�ó)'F���z×������='*���Z¨� �§��µÝ6�

o�'-���HI�PÃ����<¯¢a���

���� *+)� �CQ6�  �I� *+µÝ� Ùo�� N� µÝa)�

����*+�Ù'��/L*�}~�8o�z{

µÝa��|����Á�ij)�¡>*���*S*�Twr�8o�AC



�

���

나. 추진과제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마련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적응산업 육성 지원

 관광 등 3차 서비스 산업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마련(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þ�¿o�VTy���VW����	
�
����

� 789:�;<5=�>�;?@=)�ABCD=�E��FGH��IJ��������K�

*+-.�h;�1g��g��BBg�ä�g��¡g�Q��N�ßC���,þh>�

��¿o��K�VW��

� \Êµ]��Ê�0�zR���äµr�VÊÖZg�,ÞhÍ���,?��"�g�

äµ���.�ÖZ��HI�§���h>��K�VTy��

※ 간척지 가축사료(조사료) 전용 재배지 확대 예정: 1,543ha → 2,000ha 이상

����Z+�ÄI���¡ �̄§0�7��
����VW����	
�
���

※ 고�저온, 제초체 내성 벼 육종 개발(’13~’15, 밀양23호 등) 감자 내재해 및 내병성 자원수집�

특성평가(’11~) 등 

� \nB]�æZ�ÅæZ�nBR����DR���¡ �̄Bi���345�å���

ZI�*+o�½��sP�VW��

� \Bµ]�Y���Bµä©¡ �̄Ö��«\���Y��àî�Bµä©¡¯�

§0¢a�VÊg�Bµ��¡ �̄U�û������¡;M�ËE�
���

.���� �-*Q�*-Ý� äµ¢a� ���VTy��� +,�����
 �


����

※ 계약재배 확대(8개품목, 천톤) : (’11) 693 → (’12) 653 → (’13) 800 → (’14) 1,007→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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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ßC��DR)�BK8o�=�7���HI��Ý��s�g�*��Q�jï�

ÖZ�N���*��Tw���O � �ßC��DR�äµ¼`O�z{���

a¼y��Â|�ÖZ�VTy��

� µ�"���ÖSn�"�P�)�xZ���ßC�8-Bþ�µ<Ù�X�

O ���þ¡�ºK �̄ÖZg�"hI�Ýg� �Z¢�?�8o�N���

�DË� 5µ�� äµI�={�N� ����*+!� 5Ýäµ�¢O�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적응산업 육성 지원(환경부, 산업부)[신규]

����*+µÝ�/B�|DÝ�~�-7��< �̄����

� |DÝ�|�����*+Ý�Z�����j���ÅÆ]��Ç��È���

Ý�{�6�� g�o��Éy-.�h;�����*+����Ý�

Í`�w�{�Ún��� �� !�<¯

� �����u�������������*+�§����Ë�P�®¶����N�

*+�/B����>â�w�����*+µÝ�Qú0���`��º��

üö÷�VÊ��#5$�#(�

� ¡>*�����*+�Tw��HI�Ý¢�Z��Q�jï�>â�Oº���

�µÝ�N�&�<¯n)��aG(�Ñ�6�HI�����*+µÝ�

< �̄Ì)¢�ËE

µÝ�<�����*+Z[�Bc���.M����+É��

� µÝ�<��C<I� Ý6� Z���� ���� »¼o� `�� Oºg�

ås�Ã��Ên�*+6��aI�Z[z{�G(�N�tn*���tÐ*�

*+Z[�Bc6�HI�< �̄sP

� »¼o�½��Ún��rEI�µÝ�<�h�Bg�?#�8o�N���µÝ�<�

V8� ���z{

� µÝ�<��CßI�Ý�)�º'Z+�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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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Ýg���ùG�O8Ýg��ºÄ,Ý�Ê®Ë�A��N������Ý�

í¶;��ÅO*�EF6�ß��O8Ý��Zu���������Oº

관광 등 3차 서비스 산업 기후변화 적응 지원(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Ý�O���������	�

� Á���*+�����P��ÖZ���ËE6�HI�����GFg�Vo¥?g�

¾¿g�Q=g�Q�jï�N�O���

&�¡�yu�§���'�ÖZ���?#���'��C�z{������VTy���

+,�������

� *Ýyu�'�*��Z�,?��Ý�ÕH�<��ÖZ���5?�yu�'�

PÕ�Ý�z{�VTy���+,��

※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예정 (’14) 농작물 43개/가축 16개 → (’20) 농작물 59개/가축 16개, 

특정위험 보장 과수 품목을 종합위험보장으로 전환 예정 (’13) 1품목 → (’17) 5품목

� ��*�¼¡ñ��Zu�/Í*���*����ºº?*)��'g�D�ºQ�

Z���'g�§°<���§°Ù'��ZI��yu��'�N�����§��

?#���'��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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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µÝ�|���û��h>���

����§��?#�§°¡ �̄>â�����

� ,��Á��?#�§°<���§°P���ZI����������a�*�g�

§°ij����������a��.û�Q���íóô�O������

� <��=§°��ZI�Y��@´6���� g�YO@´��iî��/�

ä.§°<±�<` �́`Â���ä.§°�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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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u"w�µÝ� §�� uB��u"w�Ù'� �=<Bg�

Í!Ë¥�<B�N��"I�u"��<B�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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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 불확실성 증가

õé���7/©��$Öso�=����B<�BC§0���*Ý�B�Ö���

�"CQ�����

.����QI�º�g��Â�N�µÝP�g���rP�g��B<�ºKP��N�

~OäµrP���u�=�g��B<�BK�$(`o�=�

※ 우리나라는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는 산업의 비중이 GDP의 52%로 미국 42%보다 높은 상황(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국립환경과학원, 2015)

생산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산업 생산 취약성 및 위험성 증가

&�B0P��.���B��,��de ����K�I���'o���

$� �̂R1U�bc?����de��������	
�����������������������

*ÝrP�����B0P���N�,�������K�I���'o�

=Z��§��µÝ����I�H'CD��ÖZ

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및 체계 강화

����EFn�*+�CD��rEI��B<�BK�(`��G(����z{�

�����QI�.��Q�N�yuZÂ��HI�B¡ �̄Ö�g�(`*��B�

ºK�Ö���<±���B�BK�$ð!�uD�AC

*-�Bµ�§°�N�ßC�rP�)�yuZ[�Ý��ZI�`[*�:¡�

�����XmZ�(�§0�PÃ��VÊ�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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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이용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이용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환경부, 

국토부)

�Y��Qs.�8����� !��QZ[����������	�

� � !��Q�uDZ[�Bc��#5N"����»¼<¡¢��B#����I��Ê�

sMab�Bc

&�§`6�Ù�I��Â��Ù��PÃ���VÊ�������	�

� &��Lª�<�B�§� g̀�ÁGH��§ g̀�*Ý��§`6�8�g����

Ù�G(�N�Â��PÃ��VÊ

�R��Q>ä<±�N�� !�ÄB �̄Ö�Z[�z{�������	�

� *×+�KB�»¼<±�<G�B���K�<��ÖZg���<±�� !�

ÄB �̄h>g�Q�<±�Â��KB�a�8 �̀PÃ��VÊ�N

����� �I��BC§0��ab�������o¼�PÁTw��HI�

À��z{�������	�

�B��`����ïð.Ó�«\�N�¢a*Q��B��`�§0�����I�

���§0��HI�Y�B�`��Ó�VÊ�ËE�������	�

SI�Q�ZÂ�*+Z[�Bc�_`����	�

� �"I� ���� Pp0q�� Ù��w� SI�Q�� ZÂI� ab)�

/ÍÎ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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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장기계획(2012~2020)��수립(대형댐 4개소, 중�소형댐 8개소, 3조5천억원 투자)

� (`*��B�Ö���Hu���*�î)��.$�Z�ò�g��B)�*�

ºK6�HI�KB¢a�8 �̀��°±�B��ÖZ�z{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농식품부)

�*×+�B�.�î0��ab��#"N#)�������*×+�BV±)�*+�B�

h>��*×+<±)�tÐ*�B¡ �̄§0�z{����

※ 농어촌용수구역 464개소 대상, 10년간 개발면적 46천ha 수준으로 계획 

�Q�R<±��?*�*+�B�h>6�HI�B0P���L���5{7Ba�

"BP��?���7g��.�@iI�%)�w�B¡¯6���iÛ�<±��

�«�Ù�� �&�D#Ñ�B0P�6�àî�yÀ���*+�B�.�¢a�

hÀ�PÕ�Ý�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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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시범사업 5지구, 총 면적 4,536ha 개발 추진

*Ý�Â)qé �̄�¶�øo���§0��h>� ���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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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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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09~’13, 제주도 약 6천호에 12개 컨소시엄 참여하여 사업화 완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13~, 3,800억원 투자, 26개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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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yuZÂ�*BµrP��§0¢a�VÊ�V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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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ÀB�O�=-.�iÛI�Z!��B<g�B0P�g�G8O)�

�B��7����BhÍ�Ý6�<�*���z{�w�P���(����

yu�G

※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저수량 300만톤 이상) 및 방조제(포용조수량 3천만톤 이상)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년 시설물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시범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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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 (’13) 18ha, 1,138억원 → (’14) 21ha, 366억원 → (’15) 45ha,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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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상 변화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 신규사업 및 기술 발굴 

기회 증가

ího��� BQo��éêg� Ä,íh¢o�Þ}g�
�³o�Þ}�N�

>äH'�=�������G���L0��HI��h>���§��µÝ�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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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Â���äµI���,Þ����G<��HI�?,þ���þ¡��Z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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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N���Ë�µÝ)�ÖZ���=�

기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발굴�도입 필요

����EF;�*+6�HI��g�O,����ÂÃ�N)�*+BC��

Å�O*����§d×�?#P��®¶�(��&P�6�ÖZ�ÊD

*+µÝ� ¿o� �� Ùo��� Hu��� *+µÝ²� ~Oo��)�

w���xy)��B´6� ��w�GF6��`����Æ*�O��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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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식량자원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 

 농작물 재배기술 및 농업시설 관리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가축�수산업 관리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및 재배기술 개발

 기후변화 질환 대응기술 개발

 참여기반 국민생활 관련 기후변화 적응연구 발굴 및 추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개발

 기후난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연구

 도시지역 기후변화 피해저감 및 업사이클 고부가 가치화 기술개발

식량자원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농진청, 해수부)

ßC������nBg�¼���g�2����ZI�12�yu>ä��u���

��)���<��VÊg�äµI���,Þ���N�����H'o�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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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연안 27개 지역 실시간 수산업재해 관측소 운영 및 관측센서 확대(’13)

¯�Ñ��r�Y���*����7�'�z �̀�h>�VW�������

� �Däµ�<)� Ho�¥º� E�Ù�� �7� z �̀ Ñ!� VÊg� ���

B¶CY)�ßC�����7��'6�z`���Ñ!�VÊ

※ 광학영상을 이용한 콩�옥수수 엽면적지수 추정기술 개발(’12), CASA-NPP 기반 미국 2013년도 

콩, 옥수수 수량 추정(’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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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기술 및 농업시설 관리기술 개발(농진청)

ßC�*��������8�0)�����Z+�y���h>��yu~��

��(`*�äµ�r��������

※ 국산 조사료 품종개발 : (’11~’12) 5종 → (’13) 4종 → (’14) 4종 → (’15) 3종

� 	���Pp0q��§h�G_�1�Éy�äµo����½����Pp0q�

r�����ZÂ�* �̀Â�§0�G_�OPg��R�ä���BB��¡��

Q��y�����8�0�,þh>���þ¡äµ���h>

Y�� �rZ��  H'� �2� Ä�êuS)� Y�� >ä��PÃ�6�

VÊ�w�êuS�>ä�ÑÒÓÔ�������uG<��h>��	�

����*+!���y�P����y�PÃ��h>��	�

� ���ä¿}~��<��B<�o��ås�ùG��g����oB!�Î}Ä�

B~y������";��D��B~y��PÃ��h>

º�`��r�àî�Ñ|Ôg�¯�Ñ��N6�.��w��Qn�^B�u�

»¼o�½�����Qu\���h>�����

※ 수문모형을 활용한 농경지 침수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14)

기후변화 대응 가축 관리기술 개발(농식품부, 농진청)

.����ZI�Êþ�EF��s���(`*�äµo�Ö���g���o�

Ê²���Q¡�½��Ù��Ê²�äµo�ÖZ���h>�VTy���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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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취약가축별(젖소,돼지,닭) 기후변화 영향예측 모델에 따른 영향 예측도구 개발(’14), 젖소 

스트레스 진단지표 개발을 위한 요인 분석(’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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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관리기술 개발(해수부)

Pp0q�r)�BµÝ��u������h>���Z+�íóô�VÊ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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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기술 등을 활용한 회유성 대상 어종�어장 탐색기술 개발 : (’13) 참조기, (’14) 갈치, (’15) 전갱이

Bµä��Þê��P����{���g��éê���¡�`��§0���

h>������Z+6�HI�Bµä��Þê�'.��s���G±§0���

h>�����

※ 넙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예방 백신 개발(’13)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및 재배기술 개발(산림청)[기존확대]

ùZ���ÅæZ�Bþ�/Ih¢���sB�ø�B�?,þ�N�����*+�

��Bþ�¿o���y���h>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종의 적지 분포 변화 예측 모델식 개발(중부지방소나무 등 8수종, ’13), 

소나무와 백합나무의 생육온도 및 수분 조건에 따른 생리적 반응 특성 구명(’13)

µ��µ¼ �̂�*�B¼¡¯)�����EF������/B�?,þ�h>��

¿og�y���h>����K

※ 표고 종균 개발 : 원목재배용 및 톱밥배지용 등 총 9종의 표고 품종 보호출원(’11~’15)

기후변화 질환 대응기술 개발(복지부)[기존확대]

�@oLABI�$J�pq*�ro����!�7�stN1��u% �̀�!�:;

�@AB����vnr�:;U�wxJ�y:z�{�G�|��7�%`�!�:;

참여기반 국민생활 관련 기후변화 적응연구 발굴 및 추진(미래부)[신규]

�����QI�YÁ�¼)�����nÜ*�O�_���uÚ�=o�N6�

 ��w�����*+�YÁäÙ��V�¤Z�«¬ç�Í �̀���V

* 4대분야(안):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오염관리 등, 도시�공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등, 온난화를 고려한 도시공간 기획�교통문제 해소 등, 지속가능한에너지 공급�소비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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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혁신조직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기술기반 창업기업

(소셜벤처 등)

BC���í+�<¯8Å6�VÊ�w���*�¤?���ZI��P*�

BC�>âg����j��í+����ß*�§0g��ÂÃ�n¢a�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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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Ü��r���Y�*�jO�uÚ�z{g�jOuÚ�oºÑ|�h�Y�

ÖZ�N��a*�O����Y���jOuÚ��w���/BÑ|�on�Öµ

※ (1단계) 국내 사회문제 발굴 → 문제해결 기술 개발 → 제품�서비스 창출 및 현장 적용 → 

국내 사회문제 해결

※ (2단계) 국내 성공사례 → 개도국 적용가능성 검토 → 기술지원 및 제품�서비스 수출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개발(환경부)[신규]

��ë�_�ÖZ�*�6�HI�&��P���ë�_�*���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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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연구(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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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기후변화 피해저감 기술개발(환경부)[신규]

�����}~`��àî�PÃ�g���W�r�Pº���X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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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_�h>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업사이클 고부가 가치화 기술개발(환경부)[신규]

Ý����Ý¡ �̄N6�Ù�I�Ý�.²��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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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인식확대로 적응산업 성장 기회 증가 및 적응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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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확산 및 확장 필요

������*+6�HI�G(���B¡ �̄ÄI�§0g��P�Q���VÊ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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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u��{¶�<¯.�AC

※ 산업계가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현황 정보가 가장 필요(KE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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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적응산업 해외시장 진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개발�이전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 확대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환경부)[신규]

Ý�x<�{¶6�HI�/L*�wò�8o���Y����Ì-��Ý�>â6�

Hu�{¶�Z�Y)�����*+�þîab�Bc6�< ḡ�Ì-�ÆÇÈÉ��

VÊ� ����Ì-��Ý�z{

적응산업 해외시장 진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µÝ�¿o�|���û�������P�`��Oº�������	�

� Y�� *+µÝ6� ¿o� � u�{¶6� <¯�� HI����6)�

�a*��Æ*�¢a���

���µÝ�{0�r������u�P��>â����������

※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중남미(코스타리카, 멕시코)�중동(쿠웨이트, 카타르) 시장

개척단 파견(’13)

� ���µÝ� u�{¶� `[� �V� �� §�� |DÝ� ¿o� < ḡ��

YOV��Ýß�� 2ß�� �*+� ��èÇ� Bßr� VÊ� N6� HI�

���µÝ�Á�§ÆÇÈÉ�VÊ

u�*Ýh>�þîab��#)$�)#�6��v�w�u�*Ý¡¯h>þî

ab��#�$�)(�6�Bc� �§��<^6�h`�w�u��*Ý¡ �̄h>���

<¯¢a��s��z{�VTy��à�áâ¤ã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13),�해외농업개발협력법�개정(’15.7.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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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개발�이전 기반 마련(환경부, 산림청)

h>��Y� µ-��� �� 7Ý��� )I� ås�Ã� �¶6� ��� �

����*+6�HI�PÕ�Ý�z{�+,�������

� µ-~E�§0���B���<±Á�äahÍ�DË�Ý�h>�<¯

� �ÂÃÄ�"#"#�u��µ-�D�¶ �Ö���HI�=-�"���.Mr�

VÊg�µ-�����7Ý��G<��Ý�Ì-��ÇB��7�

h>��Y)�§°<���§°�,�h>�N�����*+�§°h>��Æ�

Bc�������*+�§°sú6�HI�¾¿����< �̄������	�

※ UNEP 10YFP(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관광’ 분야의 부의장(Co-lead)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와 생산의 모델이 될 시범사업 시행 제안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 확대(미래부)

ººi«�äZZ�����ç�|�Z�Y���!�����BC��*îI�

YOÌ-���èÇ���	�

* ’14년 출연연의 해외 특허(PCT) 출원 수는 총 842건, 주요 11개 출연연의 녹색기술 관련 R&D 

투자액은 약 6천억원

� \Í{Y]�º'�V���?�6�Ö�� �Y���-6�F�4�B�

á�/�Ì-���èÇ�>â�z{

� \h�Y]��s=����Ý��Ì-���12�P�6�h}4�B�á��

�IY!�ì�1���Â2�£Ä��b�z{

����*+n�§�ª��h>���.�6�<¯��HI�¢aQ�

��34Ò5���Tw�ÖZ���Ì-���èÇç�>â�z{��	�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협력 체계(CTCN, 전세계 105개 기관, 한국은 GTC 등 7개 기관 가입)으로, 

해외 기술 수요 분석 및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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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ä.a��u���ä��"o��D��D�

\"#%
&]�¢a*�ÍO*�ä.a�*+���ä.a�ò7o��ÂÃ�={

중점추진과제

ä�þ������§0

ä.a�ã �̄��ä��Ä �̈§0

ä.a�����H'CD�§0

주요 성과지표

구분
목표수준

현재 2020년

한반도 생물유전자원DB 구축 수 (누적 건) (’14) 42,756 48,000

한반도 핵심 생태계 복원율 (%) 37.8 50.2

산악기상 관측망 서비스 운영 (개소) 120 200

해양 생태계 구조변화 모니터링 지점 수(개소)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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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피해 발생 및 취약생물 멸종위기 증가

�@Al�}BI�$J�F&?�\~����N1�;T�7�CDTn���)���F

å��������7B)���g�<�.��)���g�}~Þ)��r*Q�s��

N���Q�w�ñþ.p�6�ä.a)�EF.����7�������

※ 기후변화는 2090년대 강원도 지역 침엽수림 감소 및 활엽수림�혼효림 증가(김점수, 2009), 

남한지역 소나무림 및 아고산 식생 감소(임종환 등, 2007, 2010) 전망

※ 기온상승 및 가뭄에 의해 ’09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그루 이상, ’14년 경북 북부 및 

강원남부 소나무류 고사(국립산림과학원 2009, 임종환 등 2010, 임종환 2015)

※ 숲의 토양탄소 저장량은 2020년대에 증가하나 2100년대에 급격한 감소(이아름 등, 2009)

생물서식환경 변화 및 생태계 피해 위험 증가 

B±����(±�ä.}~�s�g�8�x�N�x��u"µo�g�����

»¼ä.a�z§¤��åJ\��æç��èX�A��}~�����QI�ä��Ä<��D

�Q���QI���iÛ���"�ò8�^Ä�=��N������QI�

��"�N�ä��Är�}~����ä.a�ò7o���9c�ÅÒ��

*Ý�5Ý�×Ý�N�·£0�äµo��D��^2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 보전 및 기후변화 취약종 관리 필요

�����QI�ä.a���ä�þ�ÑÒÓÔ6�<�*���BM� �

Ún��ëì��VÊ���N�ä���¡ �̄�����Ù��>â6�HI�¢a�

���AC

����EF�ÑÒÓÔ�Ún��UÇ�������»¼þ���»¼ä.a�

�s������ã �̄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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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생물자원 보전으로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발굴 및 DB구축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산림관리 기술 증진

 기후변화 취약생물종 및 취약생태계 보전강화

생물자원 보전으로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진청)

ä�¡¯)�x<������7��+,���?]^�������

� µ-�L<±)�§0r�ÖS6�HI�§�abç�Bc�PM�+,��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8~’2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16~’25) 등

� x<���&6�HI�ä.��8o�ÖZg�µ-��¡¯�LV±���}~�

8�g�Ä�¡ �̄«����og�<`s.����!y«Rg��!�§0G(�

�¶�N�µ-��¡¯�LV±�§0�7��+,��

※ 생태숲 조성 확대 예정 : (’15) 28개소 → (’20) 45개소

� ú��LV±�¡ �̄� HI+� A�� ���Ä<��&�ã �̄�V�§0�7��

�?]^��

ä��"o�D��ZÂI�ä�¡¯)�x<������ÖZ������+,���

?]^�������
�
���

� `i��Á�)�¬ää�¡ �̄�Ä<�����7���HI�¢a�VÊ�

�����

� ��¡ �̄�Ä<�����¢a��VÊ�� �Á�ij)�¡ää��s��

¡ �̄`��ÂÃ�Oº���µÜ���Vh>�=-�ÖZ�����

� Y���Ä�¡¯)��&���P�)�ËE���äÄÞ�¥Õ��é���Ö���

ä�¡ �̄ß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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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µ-�LZ�þn� 6�øµÄ�g� ú�ê�)� ���ã �̄ ��

Bi�ÖZ�+,���?]^��

� �Z���ÄäZ�µ-ä�¡ �̄�&�Ù�6�HI�Y�B? �̄ÖS�

�+,��

� ÅPÅ�£)�þ¡;M�rVÊ������+,��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확대 및 실물자원 정보 DB화 계획: (’14) 39개소 → (’20) 60개소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 : ’16년 경북 봉화 개원, 

(온대중부) 중앙수목원 : ’21년 세종특별자치시 개원,

(서부�해안) 국립새만금수목원 : ’25 전북 새만금 개원 등으로 확대 예정

ä�þ���6�HI�B? �̄��Ä� �̄��¡¯)�º'�Ù����ä�µÝ�

¡¯��+,����	�

*Ýg�BµÝ�N)�ä���¡ �̄§0�VW���
����������	�

� ��¡¯)�?�I�Ñ��Ñ<�§r�G_��V

한반도 생물자원 발굴 및 DB구축(환경부, 해수부, 통일부)

¡ää��8��>â�<�g�Y��L<±�ÖZ< �̀��¡�ä.a�ëì�VÊ�

<��z{������
��������
�
���

� �"I� �j�� Tw�� 8�)� `Öon��qo6� O � g� í&�

?þ�1/þ�Wg###þ�.��>â���?/�

※ 종 목록 확대 예정: (’14) 42,756종 → (’20) 48,000종

� �L<±� ÕH�� `c� � �Y��L<±� ÖZ� �û��6� ��� ��

PM� g�/Bä.<±�<�*�>â��Y��L<±�< �̀ÖZ

� `J8����ÑÒÓÔ����L<±)�ä.a�¡�x7�N��§I�ëì�VÊ

¹��I�Ì-���Ir��ä���¡ �̄>â������¸Î��

� �"I�Ì-�ô6�.��wg� Ir���¢)�ä���¡ �̄ ëì� ��

<���VÊ� �NtZ��ä�¡¯)�.'����"���s���Z+�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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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산림관리 기술 증진(산림청)[기존확대]

µ-ò7on�ä��"o��<�={6�HI��.û�Q������§��¾¿�

BM

� ����*+�µ-§0��.û�Q�O����¾¿�À�

� ����*+�*<*Bg�5µ��y�g�µ-yu���g�P���§0�N)�

mi�«¬��.û�Q�O��¾¿��

기후변화 취약생물종 및 취약생태계 보전 강화(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¼ä�þ������*+�Ý�z{�+,�������

� ����»¼�<@Ä�þ�ëìVÊ���aoo�ÑÒÓÔg�h¢²�'.�

��V±<��ê1���-.0���og�þ�«��Ñ!�«\�N

�(ä.a�ã �̄�����uBE�����Z+�
�����	�

� �§��Ñ|Ô���Y���(ä.a)�ä.*�øo�`I��

� �(R<���8��ã �̄N�uBE�����Z+4�B�á��ä.r���

h>

R<ä.a������§0��Ù�r�VÊ�+,��������
���������

� µ-R �̄`J8����ÑÒÓÔg���§0��Æ���¢a�Bcg�R¯)�

Ù�r�VÊ���Ù��Ñ|�h>�+,��

� �(R<��úR<�ä.a�`J8����ÑÒÓÔ���R<�ä.a�

��§0��Æ���¢a�Bc������
���

��<±)�ä.a��L��HI�8L�7V�+,������������

� ¡øI� ä.a�� �<� � á�� ��<±� >â��&�ã¯�Ýz{�

�����

� ��µ-�ø.«\��� ��!��«\���ä.``��ëìV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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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증가 및 생태계 연결성 감소

����� �	
���� å�uBE� ��g�i|�L/�©��=�g� Z|�

.µ��D�*��=��N���µ-6��_I�¡�ä.a��<�*Q�

}~����¬7�������

NtZ��L<±��`n�ÖZg�NtZ�n�Á�Q�àOÍ�.�<±�N�

µ-��<)�ã¯�Ý6��´ �̈z{�w�ä.a��ao6�={P»�

:�p�w� �̈ù;�<±.��od×�á�f�z�*Q�h>;-;�=�

※ 자연�인위적 훼손면적 증가(산림청, ’15년) : ’80년대 8,221 ha/년 → ’00년대 13,717 ha/년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µ-���ä.a)��D�ÏB�tng�yu�~�tn�N�ä.a���ß��

����EF�vStn)�|Co�=Z

��h>��QI�ä.a�z�9c�ÅÒ�������æ�x�g����

^Bg�Þê�=��N)�jO���$×�/0p��QV)��#<��£ß���

�P<±)�ä.�×íÒj��ä.ò7o��ã��ZI�CV�=Z

�Ä<� �À�g� Zqég� �Pæ�� N� Â�*� ÃÇ�Ã� =���

�����ZI�»¼o6�hw��P<±��<�ÖS�N�����Z+�

G(����AC

※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이 1㎡ 증가할 경우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 특�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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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안정적 생물서식기반 관리

 훼손�단절된 생태계의 조화로운 연결 추진

 도시내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

안정적 생물서식기반 관리(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B �̄���_"=�O ��HI�µ-ä.a�}~hÍ�+,�������

� B¯_"�={6� �I�Ù³B�8-E*�ÖZg�Z�±����g�

µ-§0�_� ���

Bää���Är�7���Bää.a�(`o�Ö��������	�

� �TTnG�T�oL�%��7�����"����7����+G��Ti��P�

×R)��Är�Ö���HI�u"��Ä}~����
�����	�

� 5LM)�N�OP)�QR�S)�QRTU�E�DV=�OMW�XY�Z��#�[

Ho�0ÑÇ�'r�<�ã��N�<���§��r§0��������	�

�~o�ä�þ�ëì�A���ZI��Ä�}~��������
�����	�

훼손�단절된 생태계의 조화로운 연결�복원 추진(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oª�µ-ä.a��Ú�ã �̄�����+,�������

� ¡�*�QH*�����ª�NtZ�g� `<�<<<±g� ë�=% �̄ N�

Ir�����µ-ä.a)�ã �̄��ßC�ä.Ê��Ú

※ 산림생태복원 계획: (’15) 365ha → (’20) 51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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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º��8o����>�µ-n)��Úo�7��+,��

��	
�
����

� äÙ}~��g� µ-º �̄N��P��g� ©���� N6�8o�w�.��

ä.*����Ú�����B�8o�ÖZ

� �P��ä.*���|CI�<±6�����Úg���<��ã¯�w��P�

ä.Ê6�VÊ� �°±ä.Ên)��Úo�Ö�

u"��V±�B±��B±��Úo�Ö���HI�ä.�ÚÊ�Ñ|���

]�
�����	�

도시내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환경부)[기존보완 및 추가]

�P<±)���d£p��Ð�GLª�º�6�Ù��w�ä��Ä<�N�

�"I��!)�ä.º�6�8og�����Z+

� ¡���g�ä.?.Óg�Qº<r�Dä.a�N6�<�*���8o� �

@*I�ä.ÐÄº�6�PÁ� �̄Oº�w�¼)�Þ�F���Ñ



�

�	�

��� � !������bcdE�7�

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및 회복력 위협요소 발생 증가

ê¯ð� �� ÍSíh� uS� ä¿ÕH� ÖZ� �� êuS� �u� =õg�

�"NAp��%�?��N��2Bþ�µ-��^C�N�êuSg��2þg�

�uu"ä��>ä�=���ä.a�ò7o�s��

�2Ä���C~��������åù���QI��2þ)�Y��*+���Öµ�

�=o�=�

å�����YO¾R�ÖZ���2�êuSç��u��µ>*���>ä� �

á×�8��r���*�GO��HI�¢aVÊ.�AC_

* 외래병해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 2000년대 이후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추세 

※ 귀화식물 수: 80종류(’78) → 354종류(’15)

대형 산불, 산사태 발생 증가로 생물서식지 감소 위험 증가

µ-)�>n��5���0��=��w�µ$�>äP�B§���ÖZ��=o�

=Z

�����Qu�w«5�7BIn�7B�7���=�_�����µ�.�>ä�

H'��=����*{¤�)%#q.���O*{¤�%"Oq.���**{¤�(#%q.�

µ$���µ�.�>äH'�=�

※ 산사태 피해면적 ’80년대 231a → ’90년대 349ha → ’00년대 713ha 증가

※ 산불 발생 횟수 및 피해 면적 : ’80년대 212건 1,088ha → ’90년대 336건 1,368ha → 

’00년대 523건 3,72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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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교란 생물 증가 방지 및 관리

 수생태계 위험요소 및 수질관리

 산림재해 요인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로 생태 통합관리기반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교란 생물 증가 방지 및 관리(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u¥¾~�ä��Z+�ä.a�§0�rVÊ����������
�
���

� ¬ä'��Þê§0�|��ab�Bcçg�Þê��ZI�`ÖI�{����

tn*Q�L0g�¢a*��V��HI�Q��çç�VÊ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5개년 법정 계획) 수립(’15.12~)

**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예정(’17.8)

� ä.a�¾~�G<��Y��ä.a�ò7o�O ��HI�OWX��2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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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위험요소 및 수질관리(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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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취약성조사 결과(’17~’18, 연구용역 추진)를 토대로 지자체 및 개인사업장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조치

산림재해 요인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로 생태 통합관리기반 구축(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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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감지 장비 추가 계획: (’15) 2개소 → (’17)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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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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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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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지표

구분
목표수준

현재 2020년

기후적응 지역사회 모델 개발 - 유형별 모델개발

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사업 (누적 건) - 10

적응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화 - 제도시행

국민 기후변화 적응 인식도(%) 62.1% 75%

기후변화 적응 교육 수혜국가 수 19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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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 적응의 실질적 효과 창출�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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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확산 기반조성 및 강화 방안 마련으로 기후변화 적응 내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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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기후변화 적응의 법적 기반 강화 

 국가적응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 마련

 국가�지자체 적응기금 마련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의 법적 기반 강화(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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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 또는 �기후변화적응법(가칭)�제정 등

국가재정사업의 기후변화 적응성 강화를 위한 국가적응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기능 마련(환경부, 기재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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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와이주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Act�(2014), 로드아일랜드 주 �Climate 

Risk Reduction Act�(2010)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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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력이 큰 기업�사업장*의 자발적�분담금적 성격의 국가�지자체 

적응기금 마련 및 사업시행(환경부, 기재부)[신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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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환경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수계관리기금법�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 활용 등 방안 검토

※ 영국은 2001년부터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 일본은 2011년부터 ‘지구

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여 화석연료, 에너지사용에 대한 조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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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 장려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 및 운용(2010년 관련 조례 시행)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마련(환경부, 안전처,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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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수도종합계획�(10년), �국가상수도종합계획�(1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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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계획�(10년),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10년),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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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 

*+;�<±¥�7�����ø�ª�O�.�AC� g��"I�ß¢�j���&b��

�É�A�)�Tw�AC���33��)*##��

<¡¢���`[)�sBC¡.¡�����EF)���¡Q�'P��.��

QI�jO��Sã�hÍ� ����Ù��®¶���ß¢������)*#"��

지역단위 적응대책의 확산�전파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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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책의 지자체 지원 방향은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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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시행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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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까지 기초단위 적응대책 수립 완료 예정, ’16년부터 제2차 광역대책 수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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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지자체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적응대책 수립 지원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마련

 기후변화 적응 권역별 STAR Place 조성, 적응형 모델 개발�확대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추진 강화 기반마련

지자체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적응대책 수립 지원(환경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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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4.7), 기초기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지침 보급(’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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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초지자체 VESTAP 개발→(’14) 기초지자체용 웹기반 확대→(’15) 광역지자체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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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마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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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16) 예정→ 

지침�규정 마련 및 제도화(’17~’18) 후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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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권역별 STAR Place 조성, 적응형 모델개발�확대(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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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시 침수지역, 강원도: 산림지역, 충청도: 농림지역, 전라도: 해안지역, 경상도: 산업

지역, 제주도: 도서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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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 호우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위험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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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접근법(EBA) : 생태계를 보전대상 뿐 아니라 현명한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기후변화 적응기재로 생물다양성�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EBA(Ecosystem 

based Adaptation)와 생태계를 이용하여 탄소흡수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EBM(Ecosystem 

based Management) 등의 적응과 완화 정책을 실시

� ����»¼<±�«\6�UÇ���PÕ�Ý�BM���Z�<��àî�

§0���6�h>�ËE

※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단위생태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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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접근법(CBA, Community based Approach or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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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추진 강화 기반마련(환경부, 행자부)

<±�H�����*+�Ùo����Y��<¡¢��a�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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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취약지역 신고, 적응관련 사업화 아이디어 제안, 기후변화 적응관련 도움 

요청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소통통로 확대 관련 사업 

** 마을 등의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취약지역을 찾아 적응방안에 대해 논의 및 행동양식을 

정하는 등의 자발적인 적응활동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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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적응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YO���)�Dà�Ì-�7����?)�����*+�`����¾Rg�

��)�~'�º�������B�N�����Ë��o�Oº

'�Å�����*+�Z+¢a�VÊ��������QI��I)�}~(��

HÌ�T����º»X�������H�+,�������9¿�����A��v���w4�

B�á��Ì-r����AC�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된 방향성을 제시, 기후변화 적응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성 인식 및 위상 제고 필요

IY)�~O#Ñ��ma�WWH��Ý�� �#M{�ó�.f����ë�ë���Ý�v 10-����

�tt�t�.�g�� 31--��������¯Y���?����¢O���YO���ºw��

AC4�������

&�*+§��ÆÇÈÉç��Ù�I�<±Ì-�7����YOVçç��

r���YO�����ß�*�±4�BM���.ÒKjï�Ö���Ñ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등 우리나라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0p�)��Ì��Z+-6�7����YO��)�CV��i+���

Í�*�*+Ù'���YO����w� �ZIÁ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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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적응분야 국제 협의기구 수립 주도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

 적응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금 협력사업 발굴  

 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 확대 및 사업 발굴 

 국제 적응 네트워크 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

적응분야 국제 협의기구 수립 주도(환경부)[신규]

����*+�YO��<L6�ÖZ�w�ËEH¯��N�8Å�Vo���

`��

IY)�Â¾/H��á��Ã�Ç���3���4	Ý�A�6�Ù�I�*+�YOÌ-�

�Ò�Vo�ËE�G(���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h�Y�����*+�< �̄�û��Bcg�BC8���^I�|)�Ì-Y�

Z��Q*�O�*�±I7����`[¡j����6�h>�PÕ�Ý�sPg�

ÑÕ���Ê*���Öµ)�h�Y�����*+�< �̄(M<!�PÃ��

VÊ������+,����	�

����Z+6�HI�Q���VÊg�h�Y��±I�7��N�h�Y�

�Ý��BMr�VÊ�ËE���¡c±I��"����������

� MÇ¹��yu�PPÃ��xZ���Ý��#"$�#5�g���Í{���HI�

h�Y��ÃÓüN�Bc��#M$�g�����.��Ho�BL���¾¿�sP

� '¹ÅPÅ� u���)M�-��Pp0q�Oº

� ma�V�¿$�7�ma@´�Ó�ËE���¿$�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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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RN : Baseline Surface Radiation Network

OAg�|Y)��e�G<�8-�Ý�z{g�Å�0��|¹1�|®ÅP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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ËE����e����7Ý��<±n)�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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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사막화, 토지 황폐화 및 가뭄)

** SLM: Sustainable Land Management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Q�ÆPÅ�
|��µ-�����7Ý�G<�4�ÝÝ���.M�¢a�Bc���x<�

Ì-¢a�V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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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 ��7Ý�G<�4�ÝÝ����Ý�ÑÕ��� OPg�µ-��� ��

7Ý�G<��Ý�BM6�HI��	F��.û�Q�O����.M=-��"�

¾¿�<¯

적응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금 협력사업 발굴(환경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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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 확대 및 사업 발굴(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기상청)

|Y���VPÅg�YOV��_¿�/�*Q�Ì-�Ö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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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ZI�YO�M��h����I)�Tw���������¸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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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µ-���ÑÒÓÔ���ã¯�Ý�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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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적응 네트워크 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외교부)

YO�*+�Ì-ÆÇÈÉg�YOÌ�ç��<�*�='*�Tw������+,���

�·�������

� Å�.���*+ÆÇÈÉ��t�.��.g�¾�g��/.0�.��1������1h��������g�����

���*+ÆÇÈÉ�� 1i. � �/.0�.��1�� ����1h��� ����g� ä��"o�

��ÆÇÈÉ���ß3���N

※ EABCN(East Asia Biodiversity conservation Network) : 한국 국립수목원, 몽골 국립대학교, 

중국 심양 응용생태연구소, 중국 화남식물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식물원, 일본 산림총합연구소

* UNFCCC CTI(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GRA(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 GRA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슈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논의

����*+§���j§çÌ-g�<±�Ì-¢açç�ÖZ������*+�

.ÒKjï�Ö�������+,����	�

 * 전문기관 : 호주 NCCARF(National Cliam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facility), 영국 

UKCIP(United Kingdom Climate Impacts Programme), 독일 KomPass (Kompetenzzentrum 

Klimagolgen und Anpassusng) 등 

 * 지역협력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ma���<±�º'�V�Ì-�Ý�z{¢a����������*+�ÅP��

Í��r8o�����������	�

� 'ÅPÅ�L_���9²�������H��Î��A������Ì-¢a��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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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PÅ�Y�������>�Þ��¶?/�VÊ���12�Pp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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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EX-EA :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동아시아 지역기후 상세화 국제사업

� ÅPÅ�.½"�~OÌ-¢����3���¯Y��ZI�����Z+�<¯�

����



���

��� 58�`l���mn��SL

가. 현황 및 여건

기후변화는 국가의 핵심 정책비전 중 하나인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

YÁw;�����*+���*+Z[)�ACo6�h �̄½�ç� �á�p�

v���Âu�*+��ZI�È;�§�çç

 * 국민의 62.1%가 기후변화 적응 인지, 대다수(93.8%)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응답 (KEI, 2014) 

** 기후변화 적응 인지율은 62.1%로 완화(75.9%)와 비교해 낮으며, 기후변화 대응 중 완화

(78.3%)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KEI, 2014) 

����*+`[.�YÁäÙn�JO����)6�QÄ��/�¢a*. �

tn*.E��<�*Q�¾¿n�À��G(����AC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 필요

ãäon�$Öso.�h;�����*+`[)�Bc�PM6�Hu���

EV*. ���I�O�6�r���I�O���£��Ã�VÊ.�|C�

���33��)*##��f1 ��hw�.�/�4�i��h1��)**O��

※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위험은 GDP가 낮고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에서 집중(UNISD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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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체계적 및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체계적�효과적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환경부)[신규] 

&�¾¿O��������*+�¾¿�À�G(���

� �̂|� �}~¾¿�N�O� �¾¿����6������*+��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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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6�Q=�O���z{

� ����*+�¾¿����6)�����ZI�]�Q=�oX��C�

G(6���� �§��_�O��h �̀z{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환경부, 복지부, 산림청, 

기상청)

����*+�ijg�¾¿Z���¦�ÅÝg�»¼<±�ø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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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11~), 동영상 제작 및 배포(’12,’14), 초등학생 교재개발(’14)

� IY�ä��"o�§��ÆÇÈÉ��!ß���ç��ÖZ�Ë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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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VÊ�À��7������

* K-BON(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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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활성화(환경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기상청, 산림청)[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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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7����������

����*+�*Ý§���j<Ä�BP¾¿�¢a����VW��

*+µÝ� �j�� ¿o6� HI�*ÊBµ5Ý� �� O8Ýg� �'Ý� N�

§�«¬��jn g̀��jZÜ�¿o������øo�ZÜ �̄N�ËE��

< �̄ÖZ������·����Q���

�DÏB¯øo�ZÜ �̄ËEg���<��g��u��g�µ-�D§0��N�

*+«¬�§��µ-�jQ-�"o���¾¿�+,��



�

��


*+µÝ�§��P�'Fg���N�`��º�����j<Ä�Öµ6�HI��

�.�¾¿�¢a��������

§°ij��j�Q-�¿o�n`������§����6�7��w�§°ij�

�����j¾¿�?Õ��

����ò7�u��G6�HI���¡�¾¿�|X��

� ����ò7*+��Ý)�<¡¢���¡�±I7���HI�<�*��

�ñ*�¾¿�sP

� õé�I��Z+�ò7§0��Ý(���N�����ò7*+��Ý���¡�

Z��íóô�h>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환경부, 복지부,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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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R: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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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으로 사회�경제�환경의 선순환 실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 악순환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인한 효과 :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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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미래 전망 �

� [Best 시나리오]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된(RCP4.5) 지속발전형 사회구조로 지역간 

격차가 적고 인구는 감소

� [Worst 시나리오] 온실가스 저감없이 현재 추세대로 배출되고(RCP8.5) 다원화된 사회 

구조로 인구는 증가

◇ 기후변화에 강한 미래사회 시나리오(Best scenario)

�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국지적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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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도적�적극적으로 국토의 녹색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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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예방 및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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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농업 및 바이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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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미래 전망 �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지와 농지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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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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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취약한 미래 국토 시나리오(Worst scenario)

� 현실화 된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투자와 대비의 부족으로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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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개발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가중되고 경제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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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미래 전망 �

�산림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하였으나, 생태계 변동에 대한 대비의 부족으로 

국민의 소득 감소 및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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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의 위협과 용수 부족과 그로 인한 분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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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기상현상 발생 대비 방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매년 피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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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 ’15 ~ ’20

위험관리
과학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상세화)

AR5기반 (전지구) AR6기반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구축
(현행화)

AR5기반 AR6기반 취약성 지도

지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 
센터

(목표 16개소 대비 누적)

62.5% 100%

적응정보 공동DB
(구축여부)

구축

-

안전사회

기후변화 취약계층 DB
(구축여부)

구축

-

홍수위험지도
(누적)

19% 64%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활용기관
(누적)

20% 100%

경쟁력 있는
경제

기후변화 대응품종
(누적)

147건 200건

적응대책 수립기업
(누적)

46개소 100개소

개발도상국 적응 기술 및 정책 
협력�이전 수

(누적)

10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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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 ’15 ~ ’20

자연자원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DB 구축
(누적)

42,756건 48,000건

한반도 핵심생태계 복원율
(%)

37.8% 50.2%

산악기상 관측망 서비스 운영 (누적)

120개소 200개소

해양생태계 구조변화 모니터링
(누적)

3지점 10지점

적응기반

기후적응 지역사회 모델

유형별 모델 지자체 확산�보급

기후적응 남북협력사업
(누적)

10개

-

적응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화

제도시행

-

국민 기후변화 적응 인식도

62.1% 75%

기후변화 적응 
협력(교육) 국가

(누적)

19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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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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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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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및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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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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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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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점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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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재정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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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에는 총 8조원 수준으로 투자, ’16~’20년 기간에는 투자를 확대하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구체화

중점 추진과제별 ’16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중점추진과제
’16년 예산

금  액 비율

합 계 80,730.0 100

 1.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마련 3,101.3 3.8

 �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2,384.4 3.0

 �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68.8 0.1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352.9 0.4

 �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관리 168.7 0.2

 � 기후변화 적응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126.5 0.2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28,440.4 35.2

 �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지원 12.0 0.1이하

 � 기후변화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109.9 0.1

 � 기후변화 취약지역�취약시설 피해 최소화 25,797.0 32.0

 �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2,521.5 3.1

 3. 기후변화를 활용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 37,691.7 46.7

 � 1�2�3차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13,502.4 16.7

 �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23,705.6 29.4

 �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252.6 0.3

 � 적응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231.1 0.3

 4.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11,231.8 13.9

 � 생물종 보전 및 관리 288.2 0.4

 �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6,096.0 7.6

 �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 4,847.6 6.0

 5. 국내�외 적응정책 이행기반 마련 264.8 0.3

 �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2.8 0.1이하

 � 지역단위 적응활동 촉진 16.4 0.1이하

 �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강화 193.0 0.2

 � 적응인식을 생활속으로 확산 52.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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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1 기후변화 감시 및 예보시스템 

구축
2,384.4

□ 전지구의 대기, 해양, 지권, 빙권 

등 다분야 변화의 다차원(지상�

해상�항공�위성) 관측-감시-

예측체계 구축

2,329.8
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기상청

� 동아시아-한반도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연계 대기환경 감시체계 

구축

1,923
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기상청

기존

보완

-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

망(KALION) 통합, 학�연�관 

기후변화 측정망 통합으로 

관측자료 확대 제공

4 (기)기후변화감시과

- 기상-해양-환경 상시관측 정지

궤도 복합위성 개발, 환경위성 

생성자료 수집�분석�제공

216 (환)국립환경과학원

671 (기)위성분석과

708 (미)우주기술과

324 (해)해양영토과

- 아시아(환경부, GEMS)-미주

(NASA, TEMPO)-유럽�

아프리카(ESA, Sentinel- 4) 

지역 환경위성편대 감시로 

전지구 대기환경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환)국립환경과학원

� 부문별 전지구 기후시스템 

관측�감시 확대
406.8 기상청, 해수부

- (대기)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분석 기술 고도화 및 전지구 

탄소추적시스템 운영

2
(기)기후변화감시과

(기)기후연구과

기존

보완

)*�+�

정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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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해양) 해양기상 감시�분석 및 

차세대 해양예측시스템 개발,

조위관측소 확대 및 실시간 

서비스, 해수면 변동 관측�

감시 강화 및 상승률 산정�제공, 

미래 해수면 상승률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정보생산

98.8 (기)해양기상과

기존

보완282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빙권) 남극 등 극지의 빙권 

변화가 해수면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규명

4 (기)위성분석과
신규

20 (해)해양개발과

□ 이상기후 대응 선진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37.6 기상청, 산림청

� 이상기후 조기탐지�조기경보 

체계 구축�운영 및 부문별 수요자 

맞춤형 장기예보(1~3개월) 

전달체계 마련�운영(’17~’20)

7.9 (기)기후예측과 신규

� �가뭄 감시 및 전망 시스템��

운영�서비스 제공
2.7 기상청 신규

- 국내 가뭄감시�전망 정보 

공동활용 생산기반 구축 등 

수문기상 정책지원 및 물관리 

유관기관간 소통체계 강화

2.7 (기)방재기상팀

� 홍수 대응 하천유역별 상세 수문

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구축�지원 
8 (기)방재기상팀 신규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으로 산림

분야 기후변화 관측�감시�분석 

체계 구축 

19 산림청 신규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및 �산악

기상정보시스템�운영�서비스 

제공

15
(산)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산악기상정보 수집�연계�

품질관리 등 부처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 

기상청 수치모델 입력�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기상예측력 

향상 및 등산�산림휴양 등 

대국민 산악기상정보 제공으로 

국민만족도 충족

4
(산)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녹조, 미세먼지, 오존 등 이상환경 

장기예보 체계 구축
17 환경부

� 미세먼지, 오존 등 이상환경 

현상에 대한 3일~1주일 단위 

예보 연구 

- (환)국립환경과학원 신규

� 조류 경보제 확대�시행 17 (환)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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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2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68.8

□ 한국형 부문별 기후 시나리오 

고도화
45.8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 (기상) IPCC AR6 대응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술 선진화, 

전지구�동아시아�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DB 

구축

28.8
(기)기후정책과

(기)기후연구과

기존

보완 

및

확대

� (환경) IPCC AR6를 위한 

동아시아/한반도 미래 기후 및 

대기질 전망자료 구축

- (환)국립환경과학원

기존

보완 

및

확대

� (해양) AR5 기반 제2단계 

해양환경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해양부문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9 해수부

신규

및

기존

보완

- 해양환경, 수산업, 해양생물

종다양성 등 미래예측 시나리오 

구축

3 (해)국립수산과학원

- GIS 기반 고해상도 해양 시나

리오 구축
3 (해)국립수산과학원

- 해수면 상승 예측 및 해안선 

변화 시나리오 구축
3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경제)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고려한 기후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3 (환)국립환경과학원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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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2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68.8

□ 한국형 부문별 기후 시나리오 

고도화
45.8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 (기상) IPCC AR6 대응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술 선진화, 

전지구�동아시아�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DB 

구축

28.8
(기)기후정책과

(기)기후연구과

기존

보완 

및

확대

� (환경) IPCC AR6를 위한 

동아시아/한반도 미래 기후 및 

대기질 전망자료 구축

- (환)국립환경과학원

기존

보완 

및

확대

� (해양) AR5 기반 제2단계 

해양환경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해양부문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9 해수부

신규

및

기존

보완

- 해양환경, 수산업, 해양생물

종다양성 등 미래예측 시나리오 

구축

3 (해)국립수산과학원

- GIS 기반 고해상도 해양 시나

리오 구축
3 (해)국립수산과학원

- 해수면 상승 예측 및 해안선 

변화 시나리오 구축
3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경제)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고려한 기후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3 (환)국립환경과학원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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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산림) 산악기후특성을 고려한 

상세 산림기후시나리오 개발
3 (산)기후변화연구센터 신규

□ 한국형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

모델 개발 및 안정화
18.5 환경부, 미래부

� 기후�대기환경 통합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3 (환)국립환경과학원 신규

� 전지구 기후변화 및 관련 정보를 

정밀하게 예측�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15.5 (미)원천기술과 신규

� 전통예측�연구기법(명리�

천문학 등) 및 고기후자료를 

도입한 전지구�동아시아�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기후 시나리오 활용기반 구축 

및 강화
4.5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신규

� 해양부문 국가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해양환경, 수산업, 

생물종 다양성 등 미래 예측 

시나리오 구축 및 GIS 기반 

고해상도 자료 산출

2 (해)국립수산과학원

� 직�간접 온실가스 저감정책 

평가모형을 이용한 기후영향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1 (환)국립환경과학원

� 기후 및 대기환경 전망자료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한반도 고해상도 전망자료 생산 

�제공

- (환)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

현상(폭염, 호우, 가뭄 등) 상세

분석정보 지원체계 구축

1.5 (기)기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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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3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352.9 

□ 부문별 기후변화 생물종 및 

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137

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 (산림생태계) 기후변화 민감 

산림종 및 산림생물다양성�생물

계절�물순환�물질순환 변화�

산림 생태계 생산성 등 산림 

생태계 변화 조사�수집�모니터링과 

취약 지표종 피해 모니터링

10 (산)국림산림과학원
기존

확대

� (농생태계) 생물분류군별�농경지별 

생물상 변화 모니터링 및 농업 

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진)기후변화생태과
기존

보완

� (해양�연안생태계)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연안 생태계 생물종 

및 서식처 변화양상 모니터링, 

동�서�남해 연근해역 해양산성화 

계절적 변동 측정 등 한반도 

주변 해양산성화 영향�예측,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구조 및 

시공간 변동 특성 분석

48 (해)해양생태과
기존

확대

� (문화재)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명승 유형별 모니터링 표준화 

매뉴얼 개발

20 (문)천연기념물과 신규

� (장기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생물계절, 물질순환 변화 등 

생태계 변화 지속적 관측

10
(환)생물다양성과

(환)국립생물자원관 신규

27 (해)해양생태과

� (생태계 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보호지역 내 생태계 생물종 및 

서식처 변화양상 모니터링 등 

생태계 변동 특성 조사�분석

20 (환)자연정책과 신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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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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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토부, 산림청. 

해수부

� (수자원) 유량�유사량�토양

수분량�증발산량 조사, 자동

유량측정시설 운영�설치로 수문

정보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 강화

120.5 (국)하천운영과
기존

보완

� (토양) 산림토양 산성화 원인물질�

토양특성 변화 파악, 산림토양 

산성화로 인한 식생�생물 반응 

모니터링 및 산성화 민감도 분석�

예측

2.5 (산)국림산림과학원
기존

확대

� (연안) 주요 250개소 연안의 연안

침식 기본-비디오-정밀 실태

조사 추진

비예산 (해)연안계획과 기존

□ ICT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50.9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문화재청

� ICT�원격탐사 기술, 무인관측 

시스템, 인공위성 정보 등 첨단 

관측장비 활용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법 개발

6 (해)국립수산과학원 신규

� 첨단기술 기반 하천 모니터링 

및 하천정보 활용기술 개발로 

하천 운영�관리 선진화

41.4 (국)하천운영과
기존

보완

� ICT기반 생태계 및 환경, 기후

변화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0.5 (문)천연기념물과

� 위성정보, 항공관측(유인, 무인), 

지상관측 융합형 산림기후변화 

및 산림재해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3.0 (산)국림산림과학원 신규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해

생물 및 감염병 모니터링
29 환경부, 산림청 

� (위해생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증가가 우려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외래식물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및 침입외래종의 산림

생태계 위해성 평가�식생변화 

모니터링

0.5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기존

확대

21 (환)생물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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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감염병) 야생동물 AI 검사 추진 

및 매개곤충 질병 감염실태 조사 

모니터링

7.5
(환)생물다양성과

(환)국립환경과학원

기존

확대

□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평가 

및 예측체계 구축
13 복지부

기존

확대

� 기후변화 건강 감시망 체계 구축 

및 운영
13 복지부

-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일일 

건강피해 현황정보 제공

0.5 (보)기후변화대응TF

-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조기인지 및 대응을 위한  극한

기온 건강피해 예측 및 활용방안

(예�경보, 보건지수 등) 마련 

0.5 (보)기후변화대응TF

- 기상재해지역 보건응급조사 

(PHASER) 등 기상재해 건강 

영향 감시 및 취약성 평가 

체계를 구축

0.6 (보)기후변화대응TF

-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권역별 감시 거점센터를 중심

으로 감시망(VectorNet) 구축 

및 정보 제공

10 (보)질병매개곤충과

- 비브리오넷(VibrioNet) 감시

체계 강화, 발생위험 요인 기반 

연구 등 예�경보체계 마련

1.35 (보)여수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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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4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사회�경제적 리스크관리
168.7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통합평가 

체계 구축
31 환경부 신규

� 농업, 산림, 건강, 생태계, 해양�

수산, 물, 산업, 재난�재해 등 

부문별�부처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연계�통합할 수 있는 

모형(MOTIVE) 개발

31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피해영향에 

따른 적응대책 및 감축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후변화 

감축-적응 통합분석 모델 개발 

및 구축

- (환)국립환경과학원

� 제3차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환)국립환경과학원

□ 상세화된 한반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배포
- 환경부 신규

� 지번단위의 기후변화 영향별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 및 배포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추진
35.9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기상청, 복지부

� (농업�농촌) 농업부문 영향�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1차 평가�실태조사 결과 공표

7 농식품부, 농진청
기존

보완

- 농업�농촌 이상 기상�기후, 

농작물 재배�축산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 등  

-
(농)창조농식품정책과

(진)연구운영과

2 (진)온난화대응연구소

5
(진)재배생리과

(진)고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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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축산) 축종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한 전자 기후도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고도화, 기후변화 영향 

감지 및 단기(조기) 예보 기술 

개발

- (진)영양생리팀
기존

확대

� (수산) 수산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조사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반의 영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적 수산분야 변동

특성 분석

8.5 (해)국립수산과학원

기존

보완

및 

확대

� (산림�임업/생태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5 산림청, 환경부

기존

보완

및 

확대

- 산림지역 이상기상,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변화, 산림재해, 

임산물 생산성 등 산림부문 

영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1차 종합 실태조사�평가

보고서 발간

4
(산)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멸종 

가능성 분석 및 고산습지�연안

생태계�기수역�묵논�고산

지역 등 기후변화 취약생태계에 

대한 영향 예측 분석

1 (환)자연정책과

- 도시 주변부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환)기후변화협력과

� (산업/에너지) 산업단지별 기후

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 산업부

기존

보완

및 

확대

- 산업단지별 기후변화 영향의 

조사�분석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  마련, 산업단지별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에 

활용

-
(자)기후변화산업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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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수문학) 수문학적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의 활용 기반 구축
1 기상청,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 상세분석 및 전망, 

취약성, 관련 적응대책 효과 

등을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대책 마련 

1 (기)기후정책과

- (환)기후변화협력과

� (해양/연안) 해수면 상승 해안

침수예상도,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고도화 관련 DB 구축 등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5 해수부

- 연안재해 관련 기관간 연계 

통합 DB 구축, 연안재해인자를 

보강한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프레임 고도화 및 미래(2040, 

2070, 2100년) 기후변화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2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기존

보완

- 해안침수예상도 갱신, 국지적 

연안의 장�단기 해수면 상승이 

포함된 연안재해 취약성평가 

방법 고도화 및 관련 DB 관리

프로그램 개선으로 해수면 상승 

및 태풍강도 증가로 인한 연안

침수 대응

3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기존

보완

� (건강) 기후변화 건강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9.4 기상청, 복지부

기존

보완

- 고해상도 실내외 생명기상 

기후분석 지도 생산기술 정립

(’19), 건강영향모델 개선, 

꽃가루 알레르기 기후변화 

건강위험 평가 등 생명기상 

기후영향평가 모델 개발

8.9 (기)응용기상연구과

-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 대상 

질병자료(사망, 건강보험
자료, 감염병 신고자료 등)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위험
요인 등 규명을 위한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체계 구축

0.5 (보)기후변화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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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국가 기후변화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0.8 환경부

� 산업계 및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관리 도구(CCRAT,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ool) 고도화 및 배포 등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0.8 (환)기후변화협력과
기존

보완

� 지역�기관별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경제�사회�환경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및 평가 결과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활용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방법론 구축(’17~’18) 

및 시범적용(’18), 한반도 1

단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수행 및 보고서 발간(’19)

- (환)기후변화협력과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제공하여 적응

관련 정책 수립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복합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산출하여 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반 구축 및 피해손실 

평가시스템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취약성�

리스크 평가�관련사항 확인, 

물�전력�가스 효율 평가�증명

거래제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

제도에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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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

체계 마련
101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안전처

� 공공시설물 유형별 리스크 

평가 체계를 개발하여 사회기반

시설 운영�관리 기관 대상 배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리스크 

평가 결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적응보고서 작성 유도

2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교량, 터널, 항만, 댐 공항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비 리스크기반 

성능평가기법 개발 및 시범

적용,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성능평가 수행기반 마련

50 (국)건설안전과

신규

44 (해)항만개발과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관리자(농어촌공사, 시장�군수)가 

정기 점검(분기1회), 전문

기관에서 정밀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추진

비예산 (농)농업기반과

� 재해위험저수지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적용
5 안전처 신규

- 재해위험저수지의 주변여건, 

피해위험 발생빈도 등 저수지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 종합적�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5 (안)재난경감과

-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술 기법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활용

- (안)재난경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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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1-5. 기후변화 적응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126.5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정보 

생산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126.5

농진청,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복지부, 

안전처,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 (기후) 지역별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산출 및 부문별 기후

변화 응용정보 생산 확대로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

5 (기)기후정책과

신규

- (환)기후변화협력과

� (농업) 농가�농장 맞춤형 기상

실황 예보 상세화, 주요작물 

맞춤형 농업기상위험 정량화 

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서비스 제공

5 (진)기후변화생태과
기존

확대

� (수산) 연근해 수산업 관리 및 

재해 경감 시스템 구축
3 해수부 기존

- 전국연안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확대로 수산업 재해 

대비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2 (해)국립수산과학원

- 과학적 기반의 해어황 변동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어장피해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1 (해)국립수산과학원
기존

확대

� (산림) 정밀산림입지토양도와 

연계한 맞춤형 조림지도 보급�

활용 및 고도화 추진(~’19)

8
(산)산림자원과

(산)정보통계담당관

��� �����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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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재난) 산간지역 주요 홍수, 범람 

위험지에 기후정보 단말기 및 

무인 측정기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각 

재난기관에 실시간 제공

비예산 (기)기후정책과

신규
비예산

(안)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4.5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연안) 기후변화 대응 국토해안 

지형변화 및 적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안해역의 해저지형, 

해저영상면탐사, 지층탐사, 연안 

특이 해역 등 정밀조사 시행 및 

항해안전 정보 제공

96 (해)수로측량과 기존

� (해양) 해양예측수치모델 개발 

및 해양예측정보 생산
4.5

(해)국립수산과학원

(해)국립해양조사원

� (관광) 관광산업 기상이변 대응

체계 구축
-

기상청, 해수부, 

환경부

- 해양레저 지원 기상정보 시스템 

등 관광 안전정보 서비스와 

안전예보 시스템 마련 

비예산 (기)해양기상과
신규

- (해)해양수산부

- 관광부문 기후변화 영향�

피해현황과 취약성 평가 결과 

DB 구축

- (환)기후변화협력과

� (건강)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 

영향평가 및 국가�지자체 단위 

정책 활용 자료 시스템 마련

0.5 (보)기후변화대응TF
기존

보완

� (천연기념물)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집한 상시 모니터링 빅데이터 

자료 관리 및 공유, GBIF와 

연계한 국제적 DB 서비스 제공

- (문)천연기념물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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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적응정보 공동활용 DB 생성�

확산 및 활용체계 구축
- 환경부 신규

� 부문별 적응 관련 DB 현황 분석 

및 인벤토리 작성, 공동활용 

DB 구축방법 및 체계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적응

정보를 수집, 전처리�표준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DB를 

생성, 산업계�지자체�시민 등 

수요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

- (환)기후변화협력과

□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정보 생산 및 사용자 활용 중심 

시스템 개발

- 환경부, 미래부 신규

� 빅데이터 기반의 이상기후 

피해현황�원인 상관관계 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특정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장단기 기후변화 

피해 분석

- (환)기후변화협력과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기후

변화 영향�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 산업계, 

지자체 등 사용자 편리성 향상

- (환)기후변화협력과

� 오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부처별 독립적으로 수행 중인 

부문별 취약성 평가를 연계하고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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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2-1.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지원 12

□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리망 운영
1 환경부, 복지부 신규

�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방안 

개발
0.5 환경부

- 기후변화 취약 지역, 사회적 

결핍집단, 기후변화 배재집단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다차원 분류방법 개발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보건소단위 기후변화 건강

취약계층 분류�관리대상 선정

방법 개발

0.5 (보)기후변화대응TF

� 기후변화 취약집단 관리망 운영 - 환경부

- 부처별로 관리되는 기후변화 

취약집단 DB의 동태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관리망 구축�운영

- (환)기후변화협력과

� 보건소단위 기후변화 건강 취약

계층 관리체계 구축
0.5 복지부

- 보건소단위 기후변화 건강

취약계층 관리방안 개발 및 

사업시행

0.5 (보)기후변화대응TF

□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진단�평가
2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 및 대응실태 분석, 

이용자 요구도 조사

0.8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 대상의 기후회복력을 진단�

평가하는 도구 개발�운영, 이용

시설물 관리자 대상의 적응역량 

강화 교육자료 개발�운영

1.2 (환)기후변화협력과

정책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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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역단위 통합관리�운영
9 환경부,

� 체계적�효율적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통합

관리 지원

-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취약계층 가구 실내

환경 진단�개선 지원
9 환경부 기존

- 사회취약계층 가구(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생활환경 유해

인자 진단 및 컨설팅으로 실내 

환경 개선 지원

4.5 (환)환경보건정책과

- 침수 가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관련 병원성미생물 진단
4.5 (환)환경보건정책과

�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
비예산 환경부 기존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 환경보건센터에서 무료 

진료

비예산 (환)환경보건정책과

□ 지역기반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민간협력 지원사업 활성화
-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기후변화 

적응관련 제품�서비스 지원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및 관련 

지역기반 민간기업�협동조합의 

참여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지원 지역

보안관(대학생, 민간인력)제도 

도입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온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기업의 제품

개발 지원 및 보급

- 환경부

- 이동성�자가발전 가능한 냉�

발열기, 냉�보온기능성 의류 등 

제품 개발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이변

(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제품화(어플리케이션 등)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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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2-2. 기후변화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109.9

□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80 복지부

� 기상재해지역 응급의료 지원 

및 감염병 예방대책추진
80 복지부

기존

보완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부처 합동훈련 강화

79 (보)응급의료과

-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감시 및 대응

체계 운영 

1 (보)감염병관리과

□ 지역기반 기후변화 영향의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추진
29.9 환경부, 안전처

�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안전처 신규

� 지역기반 기후변화 영향 질환관련 

환경보건대책 추진역량 강화
25.9 환경부 기존

- 환경보건센터를 기후변화 영향 

질환관련 지역환경보건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3.5 (환)환경보건정책과

- 기후변화 영향관련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건립 및 활성화
22.4 (환)환경보건정책과

� 기후변화 영향 질환관련 국민 

체감형 찾아가는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4 환경부 신규

- 환경보건콘서트, 건강 나누리 

캠프, 환경보건이동학교 등 

기후변화 영향관련 환경보건 

예방�관리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환)환경보건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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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건강 적응정책의 공동편익 강화 - 환경부, 복지부

� 신체활동, 에너지 고효율 건축, 

도시녹지 조성 등 co-benefit을 

동반하는 적응대책의 개발, 지역

사회자원의 활용방안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비환경적 분야(교통, 주거, 

에너지 시스템), 생활습관 및 

식습관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동편익 발굴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Green 

Hospital(에너지 고효율화, Green 

roof 설치, 병원 주위 녹화 등) 

설계 및 병원주변 녹지대 확대 

추진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도시 녹지지대 확대, 건물 녹색화 

등 도시녹화 사업 추진 및 지자체 

건강도시 구축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보)건강정책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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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2-3. 기후변화 취약지역�취약

시설 피해 최소화
25,797 

□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9,887

안전처,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 위험지역 정비 사업 조기 추진 5,570 안전처, 환경부
기존

확대

- 재해취약지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 위험

요인 해소방안 마련

5,570 (안)재난경감과

- 재해위험저수지 관리 지침의 

개정 및 시행, 관리절차의 

개선

비예산 (안)재난경감과

- 도시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비예산 (환)생활하수과

� 붕괴위험지역 점검 및 정비 

강화
비예산 국토부, 안전처

신규

및

기존

확대

-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해서 연차별 

정비 추진

- (안)재난경감과

- 중점관리 비탈면 확대 및 

취약 비탈면 정기점검 강화

비예산 (국)도로운영과

비예산 (안)재난경감과

�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정비 추진
13,428 국토부, 안전처 기존

- 면적�공간단위 선행 강우

관측(약 3시간)이 가능한 

강우레이더 설치 확대로 

첨단기술 적용 차세대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16~’17), 

및 국가하천(2,332㎞)에 대한 

“홍수위험지도”제작으로 

홍수피해 예방(’16)

68 (국)하천운영과
기존

보완

��� �����*+=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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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로 홍수에 취약한 

4대강 외 나머지 하천의 

홍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하천정비 추진

11,250 (국)하천계획과 기존

- 미정비 소하천에 대한 조기 

정비 및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추진 및 정착화

2,110 (안)재난경감과 기존

� 해일, 파랑, 해수, 지반침수 등 

연안외력 변화로부터 연안보호 

및 훼손연안 정비를 위한 제2차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10~’19) 

889 (해)연안계획과 기존

□ 연안도시 재해 대응방안 마련 20 안전처 신규

� 연안도시 홍수피해 대처계획 

개발
20 안전처

- 정밀 연안침수범람 해석으로 

홍수취약성 분석 및 침수

예상도 작성 

20 (안)기후변화대책과

- 연안도시 홍수피해 대처

계획 수립기술 개발
- (안)기후변화대책과

� 연안도시 재해예측�관리시스템 

개발
- 안전처

- 연안도시 홍수취약성 평가 및 

재해예측�관리시스템 개발
- (안)기후변화대책과

□ 기후변화 대응 시설 설치 확대 2,367 환경부, 해수부

� (도시침수) 도시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2,067 환경부, 해수부

기존

확대

- 상습침수지역의 우수관거,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 

하수도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2,067 (환)생활하수과

� (해안 침수) 해일 침수피해 

예상 항만의 배후 도심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 및 높은 파도에 

취약한 방파제 단면 보강

300 (해)항만개발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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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교통시설의 자연재해 저감 

대책 마련
3,523 국토부, 산림청

� (철도) 유지보수 활동 강화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

757 국토부 신규

- 점검 강화, 선제적 시설보완, 

철도운영기관 자체 재해 지원

체계 구축�운영 

757 (국)철도시설안전과

� (도로)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리 강화
2,766 국토부, 산림청 신규

- 고속도로 노면수 신속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추진
6 (국)첨단도로환경과

- 고속도로변 산사태 우려지역 

공동 실태조사 및 사방댐 등 

재해 저감시설 설치

30 (국)도로운영과

2,730 (산)산사태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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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2-4.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2,521.5

□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능 강화
- 국토부

기존

보완

�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 조성 

기반구축
- 국토부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론 보완, 지자체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방법론 

보완

- (국)도시정책과

- 기후변화 적응도시(방재)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및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체계 마련

- (국)도시정책과

- 중장기적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 조성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도시방재 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

- (국)도시정책과

� 통합적 입체적 도시홍수 대책 

마련
비예산 국토부

- 도시개발계획시 상습침수 

위험지역 관리, LID 기법 

확대적용 등 투수율 제고로 

홍수예방을 위한 면적�

공간적 대책 확대 적용

비예산 (국)도시정책과

□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설계

기준 강화
714 국토부, 안전처

� (우수 저감) 강우빈도, 목표 

강우량 등을 고려한 우수저감

시설 설치 활성화 대책 추진

714 안전처
기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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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 우수저류시설 

설치, 개발사업 시행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세부 

기준 마련 등 활성화 대책 

추진

714 (안)기후변화대책과

� (폭설 대응) 적설하중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 국토부 신규

-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하중증가를 고려하여 지역별 

적설량을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고 건축물의 설계기준 검토

- (국)건축정책과

□ 산불, 산사태, 홍수 등 자연

재해 피해 저감 및 복구 기술 

개발

1,387.5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안전처

� (물관리)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물관리 대책 마련 

및 기술 개발

758  환경부, 국토부
기존

보완

- 이상강우로 위협받는 댐의 

안전성 진단 치수능력 강화
758 (국)수자원개발과

- 수해 위험이 높고 기존 대책

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

홍수종합대책 수립으로 유역

단위 종합치수 추진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협의체 구성

비예산 (국)하천운영과

- LID 확대 적용 등 물순환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대

구축

- (환)환경부

� (산불)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맞춤형 진화기술 개발
618 산림청

기존

확대

- 산불방지 및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산림헬기 등 

장비도입 및 신기술 개발,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616 (산)산불방지과



���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산불상황별 표준 진화시스템 

정립 및 산불진화 기술 개발, 

연료모델�지도 작성

2

(산)산불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

원산림방재연구과

� (산사태) 취약지역 및 도시

생활권 산사태 조기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2.5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

원산림방재연구과

기존

확대

- 도시생활권 종합방재시스템 

개발, 위험예측모델 개발, 

해안방재림 조성 등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

2.5
(산)국립산림과학

원산림방재연구과

� (복합피해)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 지역단위 복구모델 및 

복구공업 개발

9 안전처 신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복구모델 개발 및 방재기능 

보강을 위한 복구공법 및 적용

방안 제시

9 (안)복구총괄과

□ 재해피해예방 공동대응체계 

마련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420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미래부, 

산림청, 기상청, 

안전처

� 대설로 인한 도로 기능저하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410 국토부 신규

-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

장비수급 관리계획 수립으로 

제설역량 강화

410 (국)도로운영과

- 겨울철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비예산 (국)도로운영과

- 유관기관 합동 훈련, 강설 

시작 전 선제적 제설 대응 

및 교육 등 설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강화

비예산 (국)도로운영과

- 도로분야 위기대응 초동조치 

매뉴얼 재정립 및 재난관리 

프로세스 검토 및 업데이트

비예산 (국)도로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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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비예산 산림청 신규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 통합적 

예방�대응체계로 전환

비예산 (산)산사태방지과

- 산림재해 발생시 국민안전처의 

상황전파체계와 연계된 

대응체계 구축

비예산
(산)산불방지과

(산)산사태방지과

� 전(全)주기 가뭄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처, 국토부, 

농식품부, 기상청, 

미래부, 환경부

신규

- 선제적�효율적 가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예방-대비-대응-복구) 

통합 가뭄 관리 및 대응기술 

연구

-

(농)농업기반과

(안)자연재난대응과

(국)국토교통부

(미)미래창조과학부

(기)기상청

(환)환경부

� 각 부처 및 민간 등에서 보유

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16~’17)

10 안전처 신규

- 개별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자원정보를 연계하는 

DB 구축 및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10 (안)재난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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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3-1. 1�2�3차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13,502.4

□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식량 수급 

체계 마련
10,430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 기후변화 적응 품종 육성 1,544 농식품부, 농진청

신규

및

기존

확대

- (농업) 내재해성 및 내병충성, 

채종안정성 등 기후변화 대응력

(내한발성 등)과 적응력이 높은 

벼, 콩, 옥수수, 잡곡, 감자, 

인삼 등 주요작물 품종개발 및  

육성�보급

20

(진)국립식량과학원

(진)국립원예특작

과학원

- (축산) 가축사료(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확대, 품질개선 

및 품목 다양화,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보급

1,524 (농)친환경축산팀

� 기후변화 대응 식량 유전자원 

관리 강화
8 해수부, 농진청

신규

및

기존

- (과수) 열대�아열대 과수류 

및 채소류 유전자원 수집 및 

겨울철 온도에 대한 적응성 

평가 실시

1
(진)온난화대응

연구소

- (수산) 국내외 수산생명자원 

확보�분석 및 국가 통합 수산

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산유전자원 바코드화 및 

유전자은행 운영

7
(해)해양수산생명

자원과

� 이상기후에 탄력적인 농림업 

생산체계 마련
8,878 농식품부, 산림청 

기존

및

기존

확대

정책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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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내실화, 

농가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농가 참여도 제고 및 주요 

채소류 생산약정제 추진으로 

계약재배 비중 확대

8,800 (농)원예산업과

- 산간양묘장 확충과 양묘
시설의 현대화로 주요 조림

수종 산지활착률 제고 및 

종자 공급원 확대, 토양개량
사업, 밤 대체작목 조성 등

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 

증진 등 기후변화 적응형 

임업생산 체제 전환

78

(산)산림자원과

(산)사유림경영

소득과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적응산업 

육성 지원
4.6 환경부, 산업부 신규

� 기후변화 적응산업 우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2 환경부

- 중소기업 중 기후변화 

적응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기후변화�경영�기술)의 

기업 진단을 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변화 

적응기술 보유기업 선정 

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2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피해 저감 사례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새로운 

시장창출 사례 등 적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기후 

변화 적응산업 인벤토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16~’17)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자발적 기후변화 적응 참여를 

위한 기업체 대상 인센티브 

발굴�제공 및 기상산업 등 

기존 지원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산업단지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 유도
1.7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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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산업단지 입지 기업 대상 

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정보 

제공,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연계한 대책추진 방안 등 

효과적 및 효율적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 실시

1.5
(자)기후변화산업

환경과

-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산업단지 개보수, 신규 조성 

등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
(자)기후변화산업

환경과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간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 및 

참여유도

0.2
(자)기후변화산업

환경과

� 기후 민감 제조업 경영 

지원/관리
0.9 환경부 신규

- 의류업, 냉�난방기 제조업, 

가공식품업(빙과류 등) 등 

기후변화가 기업매출액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조업에 

대해 기상�기후 컨설팅 

제공

0.9 (환)기후변화협력과

□ 관광 등 3차 서비스 산업 

기후변화 적응 지원
3,067.8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 기후변화 컨설팅업 제도화 비예산 환경부 신규

- 민간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 구성항목, 교육, 인증, 

인센티브 등 제도화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존 자연재해 관련 보험 확대 

및 신규 기후보험 도입 추진
2,869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기존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품목�사업 범위 지속 확대 

및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2,869 (농)재해보험정책과

-
(산)사유림경영소

득과

-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우선적

으로 적용하는 공공목적의 

보험, 소상공인 대상 보험,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기상재해 보험 등 기후변화 

관련 신규 기후보험 도입 추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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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관광산업 기후변화 적응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적응역량 

제고

198.8 환경부, 해수부 신규

- 유형별 및 권역별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광자원 발굴

- (환)기후변화협력과

- 노후�민간�신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녹색기술 

및 녹색설계 적용, 관광 

부문 녹색기술 및 녹색설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국가 

표준수립, 국제표준에 부합 

하도록 생태관광지역 지정 

기준 정비 및 생태관광 

활성화

192 (환)자연정책과

- (해)해양수산부

- 해양관광 등 해양여가산업 

관련 해수욕�해양여가활동 

가능지수, 선박운항 지수 등 

다양한 해양예보지수 개발

6.8
(해)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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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3-2. 산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23,705.6 

□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용수 

이용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

9,027.6 환경부, 국토부

� 전국 가뭄실태 조사 및 맞춤형 

가뭄대책 마련
1.4 환경부 신규

- 맞춤형 가뭄 해소대책 수립 

(’16.4) 및 취약지자체 �수돗물 

사용량 감축 실행계획��

수립

1.4 (환)수도정책과

� 기존 관정을 활용한 ’비상 

활용 시스템’ 구축
비예산 환경부 신규

- 기존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 

민방위용 관정, 농업용 관정을 

조사, 용도별 활용방안 등 

비상 시스템 구축

비예산 (환)수도정책과

� 상습 가뭄발생지역 등 맞춤형 

식수원 확보대책 추진
2,946 환경부 신규

-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지방 

상수도 보급 지속 확대, 

도서지역 맞춤형 식수원 

개발, 인근지역 비상 급수 

연계 조정 시스템 구축 등 

2,946 (환)수도정책과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요 

관리 기본계획 마련 및 

물절약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추진

4.2 (환)수도정책과 신규

� 상수도 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인 상수도 

정보관리로 물사용량 예측��

관리를 위한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운영

22 (환)수도정책과 신규

� 극한가뭄 대비 적응대책 

수립
비예산 국토부 신규

��� LMP�58�Q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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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극한가뭄에 대비한 

계획의 우선순위 도출

비예산 (국)수자원정책과

� 물부족 해소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보 및 

공급시설 확충

6,054 국토부
기존

보완

-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댐 

건설,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조정 및 

광역상수도 확대 추진

6,054 (국)수자원개발과

□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4,050 농식품부

�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 (농)농업기반과 기존

� 가뭄상습지역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 

설치 및 임진강수계 양수시설 

신설�보강, 물이 풍부한 곳의 

여유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에 

배분�활용하고 기존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시범 

사업 추진

- (농)농업기반과

기존

보완

및

추가

� 점�비점오염원 수계오염방지 - (농)농업기반과

- 농업용 호수의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조사
- (농)농업기반과

□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비예산 산업부

�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정책활성화, 이를 감안하여 

에너지 수급관련 계획 

마련�추진

비예산
(자)에너지자원

정책과

기존

보완

및

확대

� 에너지 공급시설(기간산업) 

취약성 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원별 발전 효율 저하 

최소화 방안 마련

비예산
(자)에너지자원

정책과

기존

보완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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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 독립성 및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비예산
(자)에너지자원

정책과
신규

□ 재해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 10,628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 재해대비 농수산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9,230 농식품부

기존

보완

및

추가

- 노후화되고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대형 저수지, 

수리시설, 방조제의 보수��

보강 및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재해예방

9,200
(농)농업기반과

(농)간척지농업과

- ICT, 센싱기술 기반 농업 

기반시설(저수지, 방조제) 

재해(홍수, 해일, 태풍 등) 

예방계측 시스템 구축

30 (농)농업기반과

� 내재해형 농축산업 생산시설 

확대
1,202

농식품부

농진청

신규

및

기존

보완

- 단동형 및 연동형 비닐 

하우스의 내구성 평가, 

재료 및 부품의 품질 

표준화,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비닐하우스의 

위험성 영향인자 분석 연구 

추진

2 (진)시설원예연구소

-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개선 및 시설원예 

분야 내재해형 시설(첨단온실 

등) 보급 확대

1,000 (농)원예경영과

- 내재해형 시설현대화 온실을 

대상으로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 팜 보급 확대

200
(농)창조농식품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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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재해대비 산악형 및 해안형 

관광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196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신규

- 산사태, 홍수 등에 대비한 

산악관광활동 기반시설 

(야영장, 짚라인, 산악자전거로, 

탐방로, 대피소 등)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재정비

비예산 (체)관광산업과 

182 (환)공원생태과 

14

(산)산림교육문화

(산)산림휴양치유과

(산)숲길등산정책팀

-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해양관광활동 관련 시설물 

(해양레저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재정비

비예산 (체)관광산업과 

비예산 (해)해양레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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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3-3.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252.6

□ 식량자원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
12  농진청, 해수부

� 주요 작물 및 과수, 약용작물, 

밭작물에 대한 미래 재해발생 

피해예측 프로토콜 및 지도 

구축, 생산량 및 품질예측 등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5

(진)국립농업과학원

(진)국립식량과학원

(진)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신규

및

기존

확대

� 원격탐사 기반 국내외 농작물 

작황변동 추정 기술개발
4 농진청

기존

확대

- 채소생산단지의 위성�항공 

영상활용 작황 추정 모형 

구축, 곡물 수출입국의 

주요 곡물 작황 변동을 

추정하는 모형 구축

4 (진)기후변화생태과

� 수산자원생물의 변동, 잠재 

가입량 추정, 재생산력 

(Reproductivity) 예측 기술 

및 모델 개발

3 (해)국립수산과학원 기존

□ 농작물 재배기술 및 농업시설 

관리기술 개발
22 농진청

� 주요 농작물 및 작물�조사료의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개발로 재해경감 및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

6 농진청
기존

확대

- RCP 시나리오 및 관개 

방법별 벼 잠재 생산성 변화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기후 

변화 대비 적정 비배관리 

방법 제시, 콩류�잡곡��

옥수수�감자�인삼 재배기 술 

및 조사료 품종개발 및 

종자생산 기술 개발

6

(진)재배생리과

(진)밭작물개발과

(진)중부작물과

(진)고령지연구소

��� �����5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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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국가 예찰대상 고위험 외래 

식물병해충의 국내 발생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예측 및 피해 

방지 기술개발

8 (진)국립식량과학원 신규

� 기후변화 적응형 작물재배 

시설 및 재배시스템 개발
4 농진청 신규

- 작물 생육환경 유지 에너지 

절감 온실냉난방 기술, 작물별 

절수형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및 배양액 최소화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4
(진)국립원예특작

과학원

� 공간정보 기반 통합 모델링, 

원격탐사 등을 이용하여 가뭄과 

침수피해 취약성 평가 및 

가뭄해석 기술 개발

4 (진)기후변화생태과
기존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가축 관리기술 

개발
7 농식품부, 농진청

� 이상기후에 대한 축종별 영향 

파악 및 안정적 생산성 확보 

기술, 내서성 축군 유전인자 

평가�활용 축군 생산성 확대 

기술 개발

비예산 (농)검역검사본부

기존

확대
- (진)국립축산과학원

� 기후변화 대응 가축 사육 

환경 최적화 및 전염병 

진단�예방 기술 개발

7
(농)검역검사본부

(농)연구기획과

신규

및

기존

□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관리 

기술 개발
6 해수부

� 시나리오 기반의 수산업 피해 

저감 기술 개발 및 대응 매뉴얼 

구축, 월경성 해양오염요소 

제어 및 구제기술�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1 (해)국립수산과학원

신규

및

기존

� 수산생물 질병 감시�예측��

진단 기술, 감염병 유전자 정보 

관리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생물 질병 

동태 파악 및 방역관리 기술 

개발

5 (해)국립수산과학원
기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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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및 

재배기술 개발
8.1 산림청

기존

확대

� 난대 및 아열대 수종 우량 

개체와 유실수�특용수 신품종 

등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6.4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채, 산약초, 버섯 및 수약 

자원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우수 신품종 개발�육성,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1.7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기후변화 질환 대응기술 개발 24 복지부
기존

확대

�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감염성 

질환 대응기술 및 건강피해 

예방관리 기술 개발

19
(보)신경계

바이러스과

� 기후변화 대응 신물질 개발에 

필요한 매개체 자원의 확보 

및 관리기술 개발

5
(보)신경계

바이러스과

□ 참여기반 국민생활 관련 기후 

변화 적응연구 발굴 및 추진
135 미래부 신규

�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삶의 

변화와 과학적 접근법으로 

해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 국민생활 연구 

4대 분야 선정 및 연구

135 (미)원천기술과

� 현장 기반 사회기술 수요 

발굴 및 관련 과학기술 개발, 

신제품 생산�판매�보급의 

서비스 전달까지 사회적 혁신 

조직이 연구개발 전과정에 

참여하는 R&D 수행체계 

개선 및 추진

비예산 (미)원천기술과

� 수요-기술 매칭 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사회적 혁신기술에 

대한 상시적 수요 발굴, 기술 

전문가 매칭 및 전주기적 

관리, 서비스전달체계 구성 등 

네트워킹 지원

비예산 (미)원천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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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문제해결 R&D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이해 

당사자간 소통확대, 국민을 

포함한 각계각층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등 현장 소통 강화

비예산 (미)원천기술과

�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내적 

문제 해결 추진, 문제해결 

성공모델 개도국 확대 등 단계적 

접근으로 국내외 문제해결에 

기여 및 우수모델 성과 확산

비예산 (미)원천기술과

□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개발 38.5 환경부 신규

� LID 기법 확대 적응을 위한 

기존 도시 LID 기법 적용기술 

개발 등 도시지역 빗물유출 

제로화 기술개발

20 (환)수생태보전과

� 도시물관리 취약성(도시침수, 

물공급 중단)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기술 개발로 도시 물안전 

확보 연구

18.5 (환)물환경정책과

□ 기후난민 지원 프로그램 연구 - 환경부 신규

� 기후난민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 도시지역 기후변화 피해저감 

기술개발
- 환경부 신규

� 저탄소형 도시를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 기후변화 대응 

관리기술 개발

- 환경부

� 3D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연동한 도시계획 수립모형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 평가지표, 지도개발,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반영기법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업사이클 

고부가 가치화 기술개발
- 환경부 신규

� 폐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 기술개발 및 

보급

- (환)기후변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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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3-4. 적응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231.1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환경부 신규

� 기업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및 국가 간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진출 

대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속 

협력 사업 추진 

2 (환)기후변화협력과

□ 적응산업 해외시장 진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202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 적응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시장정보 제공
비예산 환경부 신규

- 국내 적응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단계적�전략적 

체계 마련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상�기후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시장 발굴
2 기상청

기존

보완

-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정책 연구 및 관련 중소기업 

육성 지원,  국제기구(ADB, 

WB) 기후적응 프로젝트 

수주기반 구축 등을 위한 

기상 �기후산업 민�관네트워크 

구축

2 (기)기상서비스정책과

�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 

’21)을 보완하여 해외농업 

자원개발종합계획(’18~’27)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해외 농업자원 개발 및 지원 

체계 내실화 추진

200 (농)국제협력총괄과
기존

확대

��� 58LMN�@V�W�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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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개발�이전 기반 마련
12.1 환경부, 산림청

�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2 산림청
기존

확대

- 산림경영�관리 기술전수 및 

지역민 생계개선 소득사업 

개발�지원

8
(산)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 Post-2020 해외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능력 

배양 및 이행기반 구축,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산)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 개발도상국의 관광지 및 관광 

상품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관광개발 전략 수립 및 기후 

변화 적응 관광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0.1 (환)자연정책과 신규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 확대
15 미래부

� 공공부분(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대상국별로 유형에 따라 

수요에 적합한 국제협력 

프로젝트化

15 미래부 신규

- (선진국) 공동연구로 최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젝트 발굴�추진

10 (미)원천기술과

- (개도국) 기술실증 및 사업화 

협력으로 미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한국형 Big 

Project’ 기획�추진

5 (미)원천기술과

� ‘기술메커니즘’에 참여 확대 

및 협력 프로젝트 추진
비예산 (미)원천기술과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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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4-1. 생물종 보전 및 관리 288.2

□ 생물자원 보전으로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89.9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진청

 � 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 강화 6.4  산림청, 문화재청
기존

확대

- 산림보호지역의 관리기반 

확충을 위한 관련계획 수립�

시행

비예산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과

- 현지내 보존을 위한 생태숲 

조성 확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환경조사, 

식물자원 분포도 작성, 

지정실태 및 유형재분류, 

유형별 관리방안 도출 등 

산 림 유 전 자 원 보 호 구 역 

관리 강화

1.4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과

- 천연보호구역(독도, 한라산 등) 

내 서식지 보존�복원 �연구 

�관리 강화

5 (문)천연기념물과

 � 생물다양성감소에 대비한 생물 

자원의 현지 외 보전 확대
80.5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기존

보완

및

추가

- 정부와 민간의 야생생물자원 

서식지외 보전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21 (환)생물다양성과

- 유전자원 서식지외 보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산학연 

연구개발 능력 확대

4 (환)국립생물자원관

정책4 *+,-��./.0��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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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국내외 식물자원의 보존��

저장시설의 운영으로 생식질 

(생체, 종자) 확보와 생물 

자원 주권 강화

4 (환)국립생물자원관

4

(산)산림환경보호과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특 별 산 림 보 호 대 상 종 과 

희귀�특산식물, 천연기념물의 

보전�복원 및 수집 확대

9.5

(산)산림환경보호과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문)천연기념물과

- 기후대 및 식생대별 산림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

28

(산)산림환경보호과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아시아 거점 종자은행 기반 

구축

6 (환)국립생물자원관

4

(산)산림환경보호과

(산)산림자원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생물종 보전을 위한 수목원 

및 식물원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생물산업 자원화

비예산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수목원
신규

� 농업, 수산업 등의 생물 

유전자원 관리
3

농진청, 해수부, 

환경부
신규

- 유전자원의 신속한 탐색��

탐지�관찰 방법 연구

1 (진)국립농업과학원

-
(해)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2 (환)국립생물자원관

□ 한반도 생물자원 발굴 및 

DB구축
136

환경부 해수부, 

통일부

� 자생생물 조사�발굴 지속, 

국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자연생태계 DB 구축 지속 

추진

133 환경부, 해수부

기존

보완

및

추가

-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조사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매년 신종��

미기록종 1,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16~’20)

116 (환)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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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보호지역 범위를 정립하고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마련 ��시행하고, 우수생태지역 

지속적 발굴로 국가보호지역 

지정 확대

비예산 (환)자연정책과

-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보호지역의 생태계 자연 

현황 등에 관한 DB 구축

17 (환)생물다양성과

- (해)해양수산부

� 남�북한 협력으로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발굴
3 환경부, 통일부

- 다양한 협력채널을 이용 

하여  한반도 전체의 생물 

유전자원 DB 및 지도를 

구축하여 백두대간 생물 

자원의 이동�변화 양상 파악 

및 대응 체계 마련

3 (환)자연정책과

비예산 (통)인도개발협력과

□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산림 

관리 기술 증진
2.5 산림청

기존

확대

� 산림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및 관련 교육 수행

2.5 산림청

- 기후변화 적응 산림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

홍보

1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기후변화 적응 적지적수, 

임산물 재배, 산림재해 

저감, 시설물 관리 등의 

세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작�교육  

1.5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기후변화 취약생물종 및 취약 

생태계 보전 강화
59.8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 기후변화 취약생물종 보전 

및 적응사업 추진
3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기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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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취약 지표식물종 DB 

구축 및 계절성 모니터링, 

개체군 동태 및 구역지도 

(Zone map) 작성, 종 분포 

모형 분석 등

3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산림과학원

(산)국립수목원

� 연안생태계 복원�보전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응
27 해수부 신규

- 장기관측�모델링으로 국내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 

정량화

27 (해)해양생태과

- 연안습지 및 갯벌 복원 등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기반 기술 개발

- (해)해양생태과

� 습지생태계 보전 및 관리로 

활용기반 구축
23.5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

기존

확대

-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보전관리 전략 및 

체계 수립, 습원의 활용 

기반 구축 및 활용 모델 개발

6.5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연안습지�하천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습지 생태계 보전관리 전략 

및 체계 수립

17 (환)자연정책과

- (해)해양생태과

�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6.3 산림청, 환경부

기존

확대

-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발굴 

�보존�복원사업추진

2 (환)자연정책과

- 도서산림 특이분석에 따른 

유형화 분석 및 생태정정보 

DB구축

4.3

(산)국립산림과학원

난아열대산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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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25

’26~

’35

4-2.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처 

관리
6,096

□ 안정적 생물서식기반 관리 5,206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 수원(水原)함양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생태계 환경개선
178 산림청

기존

확대

- 수원함양 증진을 고려한 

활엽수 조림면적 확대, 댐유역 

숲가꾸기, 산림관리 기법 

고도화 

178 (산)산림자원과

� 수생생물 서식기반 강화로 

수생생태계 안정성 확보
4,501 환경부, 국토부 신규

- 수생생물의 생육환경 관찰 

및 습지보전, 하천 및 지류 

등의 수생태계 복원

4,501 (환)수생태보전과

� 어류의 서식기반 확보를 위한 

해양 서식환경 보전
460 환경부, 해수부

- 해조류, 인공어초, 바다 숲, 

바다목장 등 정착성 어류의 

서식기반 확보 관리

460 (해)국립수산과학원 신규

� 위성�리모트센싱기반 토지 

피복도 등 토지변화 관측�

기반관리 

24 (환)정보화담당관 신규

� 월경성 생물종(철새 등)에 

대한 서식 환경 보전

43 (환)생물다양성과
신규

- (해)해양수산부

□ 훼손�단절된 생태계의 조화 

로운 연결�복원 추진
793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 훼손�단절된 산림생태계 

연결�복원
178 환경부, 산림청

기존

확대

��� � !�^>�	��[_`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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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25

’26~

’35

-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정맥�지맥지역, 

DMZ일원 등 산림생태계 

복원 및 주요 생태축 연결

94
(산)산림생태계 

복원팀

84 (환)자연정책과

� 도시내 녹색공간 조성 및 

외곽 산림과의 연결성 강화
615 환경부, 산림청

기존

확대

- 생활환경 숲, 산림공원 등 

도시 숲, 명상 숲 등을 

조성하여 이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가로수 조성 확대

615 (산)도시숲경관과

- 도시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서로 연결, 훼손지를 

복원하여 도시생태축을 

구축하고 광역생태축과의 

연결성 확보

- (환)자연정책과

� 해양-하구역-기수역-담수역 

연결성 확보를 위한 생태

연결축 모델 마련 검토

비예산 (해)해양생태과 신규

□ 도시내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 97 환경부

� 도시지역의 훼손되거나 유휴�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생물

서식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 기후변화 

대응

97 환경부

기존

보완

및

추가

-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인공 

지반 소생태계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97 (환)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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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4-3.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
4,847.6

□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교란 

생물 증가 방지 및 관리
1086.1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 유해/교란 생물 대응 생태계 

관리 기반구축
10.1 환경부

기존

보완

및

추가

- 야생동물 질병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 체계적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0.1 (환)생물다양성과

- 생태계 교란 방지와 국내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제1차 외래생물 관리 

대책(’14~’18) 추진 및 2차 

관리계획 마련

- (환)생물다양성과

� 외래 생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및 관리 

사업 지속 추진

30 환경부

기존

보완

및

추가

- 외래생물종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등 외래생물의 

주요 유입경로 조사, 외래 

생물 전국 실태조사(3개 

권역), 생태계 교란 생물 

(동물 6종, 식물 12종) 전국 

모니터링 추진

11
(환)생물다양성과

(환)국립생태원

- 국내도입시 생태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 

우려종을 확대�지정하여 

(100종)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18년) 

2
(환)생물다양성과

(환)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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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확산 추세종 선정 및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우선적 퇴치사업 시행 

15 (환)생물다양성과

- 항공�해양의 외래생물 유입 

감시�검역망 확대 및 강화 
2 (환)국립생태원

� 해양생태계 유해/교란 생물 

발생저감 및 관리체계 구축
25 해수부

기존

확대

- 신규 유입 아열대성 독성 

플랑크톤 발생 현황을 조사 

하고 수산업/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해)해양생태과

- 해양생 태계교란생물 에 

대한 기본연구, 생물특성 

연구, 기술개발연구 추진

10 (해)해양생태과

- 유해/교란생물의 분류, 

서식환경 및 생리/생태적 

특성 연구, 생물의 이동 경로 

예측 및 관리 기술개발 등 

국가적 관리방안 마련 등

10 (해)해양생태과

� 산림병해충 방제체계 구축 1,021 산림청
기존

확대

- 산림병해충의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
998 (산)산림병해충과

- 무인항공기 예찰 및 

전자예찰함 설치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시스템 현대화

6 (산)산림병해충과

- 나무의사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체계 구축 등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강화

17 (산)산림병해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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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수생태계 위험요소 및 수질 

관리
48.5 환경부

� 녹조 발생 저감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2.5 (환)수질관리과 신규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호소 

수질 관리 대책 추진
46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이상강우로 인한 

침수, 하천오염 등 도심 내 

물순환 문제 발생에 대비 

하여 효과적인 빗물관리 

방안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6 (환)수질관리과

- 기후변화 대응 수질 보전 

및 관리 관련 대책 추진
- (환)물환경정책과

□ 산림재해 요인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로 생태 통합 

관리기반 구축

3,713 산림청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강화

791 (산)산불방지과
기존

확대

- 산불예방시설 확충, 단속 

강화 및 관련 장려사업 

병행추진, 기관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수립 지원 등 

산불발생 저감 방안 지속적 

추진

791 (산)산불방지과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생태 

통합 관리체계 구축
2,908 산림청 신규

-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항공사진�임상도 

등 배경주제도의 지속적인 

정보 관리체계 마련 

6
(산)정보통계담당관

(산)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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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위성 및 항공정보 활용한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

3
(산)정보통계담당관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림토양의 물리적 특성 관련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
15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사태 조기감지 장비 설치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등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체계 구축

20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2,864 (산)산사태방지과

� 산림재해 통합예측 및 대응 

체계 강화
14 산림청 신규

- 국가산악기상망�산악기상 

종합정보관리시스템�산악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산불 

예측 정확성 강화, 산불 

발생 위치 및 피해지 이력 

관리 체계 마련

3
(산)산불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산림병해충 정보의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10

(산)정보통계담당관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재해위험평가 기술개발, 

산림재해 발생 시 국민 

안전처의 상황전파체계와 

연계된 대응체계 구축

1

(산)산불방지과

(산)산사태방지과

(산)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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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5-1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2.8

□ 기후변화적응의 법적 기반 

강화
비예산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적응 개념, 기본
원칙, 리스크평가�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컨설팅, 국가 

및 지방적응 자문기구 조직 

등 관련 근거규정을 세부적

으로 마련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 계획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법적 기반강화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국가재정사업의 기후변화 

적응성 강화를 위한 국가

적응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기능 마련

- 환경부, 기재부 신규

� 국가적응사업에 관련된 매년��

5년 사업계획의 목표, 추진 

방향, 예산의 배분방향, 

투자적정성, 감축적응의 

상충(conflict)과 공동편익 

(co-benefit) 등을 심의 

의견제출하도록 법제화

- 환경부, 기재부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합치성을 

검토하도록 법제화

- (환)기후변화협력과

- (재)미래정책총괄과

□ 기후변화 영향력이 큰 기업�

사업장의 자발적�분담금적 

성격의 국가�지자체 적응기금 

마련 및 사업시행

0.8 환경부, 기재부

이행기반 12�3��456�78�9���

��� 589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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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국가) 국가단위 적응기금 

마련 및 기존 기금의 적응사업 

활용

0.8 (환)기후변화협력과

비예산 (재)미래정책총괄과

� (지자체) 지자체별 적응기금

(기후변화기금) 마련 및 적응

사업 투자 활용

- (환)기후변화협력과

- (재)미래정책총괄과

□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
2

환경부, 안전처,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신규

�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상 

기후변화 적응 반영 추진
1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기상청

- 국가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등 마련시 기후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립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비예산

(해)해양환경정책과

(국)미래전략담당관

(자)기후변화환경

산업과

- 도시계획 등 수립시 기후 

변화 적응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비예산 (국)도시정책과

- 산림분야 정책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비예산

(산)산림정책과

(산)산림생태계

복원팀

- 기후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기후변화 영향 

조사 등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정보 활용 확대

1 (기)기후정책과

� 개별사업단위 기후변화 적응 

고려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16~’18)

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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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대규모 

공공사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정책 평가 및 

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 평가 방법론 

(검토항목 및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발

1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취약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화
비예산

환경부, 안전처, 

해수부, 산림청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침식관리구역, 산불�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지역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및 개발제한 등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비예산 (안)기후변화대책과

- (해)해양수산부

비예산

(산)산불방지과

(산)산사태방지과

(산)산림병해충과

�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바람통로, 

소생태계,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방안 마련

- (환)자연정책과

� 제로에너지 빌딩 등 적응 

-완화를 고려한 녹색건축 

확대

비예산 (국)녹색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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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5-2 지역단위 적응활동 촉진 16.4

□ 지자체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적응대책 수립 지원
10.4 환경부, 기상청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확대 및 지원 내실화

2 환경부
기존

보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응 

대책 수립 방법론의 고도화 

�전문화, 그간의 여건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부문별 

매뉴얼 개선�보완 등

0.2 (환)기후변화협력과

- 적응대책 수립 지원 컨설팅 

강화, 컨설팅 사례 공유 및 

확산

1 (환)기후변화협력과

- 국내외 우수 적응대책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
0.5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자체 적응대책 모니터링 

으로 수요관리
0.3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웹기반 

취약성 평가 도구(VESTAP) 

고도화

2 환경부 신규

- 기초지자체용 VESTAP 분석 

지표 확대 및 DB 현행화
1 (환)기후변화협력과

- 광역지자체용 VESTAP 구축 

및 기초지자체용 시스템과 

연계 구축

1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자체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의 신뢰성 및 

고도화 지속 강화

1 환경부 신규

��� =Bhb�58�i�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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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지역 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 체계 및 

방법론 개발 

1 (환)기후변화협력과

- 부문별 취약성 평가항목 및 

지표 등 개발�확대
- (환)기후변화협력과

- 취약성 평가 판단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신뢰도 

개선

-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피해 

조사 및 DB구축�제공
- (환)기후변화협력과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및 부문별 응용 정보 

생산

5.4 기상청
기존

확대

- 지역별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생산
3.4 (기)기후정책과

- 기후변화 응용정보 수요 

조사로 부문별 응용정보 

발굴 및 생산 확대

2 (기)기후정책과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활성화 기반마련 
1 환경부

�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 등 지자체 

적응대책 추진성과 및 관리 

기반 강화

1 (환)기후변화협력과
기존

보완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모범 

사업 선정�지원 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적응사업 육성 

및 현실화 제고(’17~’20)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발굴된 

사업 중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사례공유

- (환)기후변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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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적응 권역별 STAR 

Place 조성, 적응형 모델 

개발�확대

5 환경부 신규

� 지자체별 적응기금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S� usT� ainability)을 

위해 적응(A� daptation)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회복력 

(R� esilience)을 갖춘 권역별 

지역 적응 융합�발전형 

(농�수산, 관광, 제조업 등 

융합) 모델 마련 및 국가 대표 

적응 사업화

- 환경부

-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응하는 적응력과 회복력을 

갖추면서 지역사회의 발전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

- (환)기후변화협력과

� 주기적으로 재해가 발생 

되거나 장기적(20~30년) 

으로 해수면상승 등으로 

주거지역에 부적합한 지역 

(취약성평가 및 리스크평가 

결과)에 대한 주거지 이전 및 

해당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적응력 강화 공공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역 생태계 기반 기후변화 

적응 협업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 환경부 신규

- 생태계접근법(EBA)을 

바탕으로 국토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단위생태계 선정 및 

생태계 유형별 통합적 

관리방안(적응 목표 및 

기법 등)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수행 및 

대상지내 통합 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에 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 환경부 신규

- 지역유형 및 특성을 고려,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이 

높은 기후적응 도시�지역 

계획 모델 개발

- (환)기후변화협력과

� 커뮤니티 ( 공 동 체 ) 기 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권 

단위 기후변화 적응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5 환경부
기존

보완

- 기후변화 영향별 취약 

지자체(지역) 선정 및 마을 

단위 대상지 선정, 대상지 

특성�유형을 고려한 대표 

적응사업 발굴�추진, 기후 

변화 영향 및 피해가 

유사한 지자체(지역)간 

사업 결과 공유 및 확대 

유도 

5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추진 강화 기반마련
비예산 환경부, 행자부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 및 국가�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 환경부, 행자부
기존

보완

- 권역별 또는 광역단위별 

지역거점 기후변화위원회 

운영 등 지역의 적응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 (행)주민생활환경과



	

		�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국가�지자체간 정책홍보 

�교육, 사업발굴 정보 등에 

대한 유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환)기후변화협력과

- (행)주민생활환경과

� 기후변화 적응 도시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비예산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취약 유형에 따라 

관련 지자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도시 

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발족, 도시기반 기후변화 

정책사업 운영 지원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역기반 주민참여형 기후 

변화 적응체계 마련 및 지원
비예산 환경부 신규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과정상 공공, 민간(주민), 

학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체계 구축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지역주민 참여 기반 지역민 

-지자체간 양방향 소통형 

적응사업과 프로그램 발굴��

추진 지원, 지역주민의 

자발적 적응활동(Adaptation 

Living Lab)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5-3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강화 193

□ 적응분야 국제 협의기구 

수립 주도
1 환경부 신규

� 기후변화 적응 국제심포지엄을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등 

조직구성 및 정례화

1 (환)기후변화협력과

�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스마트기술(ICT, R&D 등)을 

활용한 적응 국제협력 포럼 

구성�운영 방안 마련

- (환)기후변화협력과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

63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로드맵 수립 및 수요조사에 

기초한 중점 협력국 대상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정책 

자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사업 실시, 모범사례 축적 및 

확산의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패키지형 시스템 구축

-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4 (산)국제협력담당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도국 기후 

역량 강화 등 개도국 기후 

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및 

자립역량 배양

25.5 기상청
기존

보완

-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14~’16), 

기상 선진화를 위한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15~), 

예보�레이더�위성�수치

예보 교육 실시

20 (기)국제협력담당관

- 동남아시아 고해상도(25km) 

시나리오 제공
비예산 (기)기후정책과

��� �����58��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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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으로 

육불화황 분석기술 보급

4 (기)기후변화감시과

- WMO RTC(Regional 

Training Centre) 기후 

변화 원인물질(온실가스) 

교육훈련 과정 추진(’17~)

0.5 (기)기후변화감시과

- 기후변화감시 기술 향상 및 

통합 자료해석을 위한 

BSRN 등 국제기구 가입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 (기)기후변화감시과

� 몽골, 중국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 아프리카 �

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 

대상 건조지녹화파트너십 

(Greening Drylands 

Partnership, GDP) 운영

으로 사막화 및 황폐화 지역

과의 협력강화

33 산림청
기존

확대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민간단체의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지원 및 

건조지역��황폐지의 산림 

복구와 DLDD 저감을 

위한 SLM 사업 추진

33 (산)국제협력담당관

� 인도네시아(롬복)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이행 

체계 수립 및 현지 협력체계 

구축

0.5 산림청 신규

- 산림생태계 보호,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산림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사업 

모범사례 제시,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사업 수행을 

위한 MRV 가이드라인 

제작 및 이행능력 배양 

교육 지원

0.5 (산)국립산림과학원



		�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적응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기금 협력사업 발굴
- 환경부 신규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개도국 수요를 고려한 

UNEP, UNDP 등 국제기구 

연계 적응사업 모델 발굴

(예, 적응정책 수립지원, 

취약성�영향 평가, 적응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수자원 

관리 등) 및 시범사업 수행

- (환)기후변화협력과

� ADB, GCF 등 적응관련 

국제기금 사업 참여 가이드

라인 개발, 국제기금 참여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민간부문의 

국제기금 진출 활성화 프로

그램 운영

- (환)기후변화협력과

□ 기후변화 적응 남북협력 

확대 및 사업 발굴
8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기상청

� 중국 및 러시아, 국제기구와 

함께 우회적인 협력 확대
비예산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신규

- GTI(Great Tumen Initiative) 

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기후변화적응 사업을 발굴

하여 북한의 참여 유도

- (환)기후변화협력과

비예산
(통)인도개발협력과

(산)산림자원과

-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북한기상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비예산
(기)국제협력담당관

(통)인도개발협력과

� 동북아 및 한반도 공동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 행사 

참여, 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행사 개최로 북한의 

참여 유도

-
(환)기후변화협력과

(통)인도개발협력과
신규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업 발굴
- 환경부, 통일부 신규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북한의 적응 역량강화 프로

젝트 및 적응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북한 개발 특구내 

남북한 기후변화 적응관련 

실증단지 조성

-
(환)기후변화협력과

(통)인도개발협력과

� 북한지역 기후변화 자료 

수집�확보로 한반도 기후

현황 정보체계 구축

- 환경부, 통일부 신규

- 북�중 접경지역 기상기후 

관측시설  설립 및 공동

연구, 남북한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교류 

증진

-
(환)기후변화협력과

(통)인도개발협력과

- 지상 및 위성관측 자료와 

국제통계 관련 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자료 DB 구축

- (환)국립환경과학원

� 북한지역 산림변화 모니터링 

및 복원사업 추진
8 산림청 신규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및 

‘민�관 실무협의회’등에서 

협력사업 발굴, 북한 산림 

황폐화 및 산림재해 발생 

모니터링, 대북지원용 

종자�묘목 비축, 양묘장 

추가조성 등

8
(산)국제산림연구과

(산)산림자원과

□ 국제 적응 네트워크 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
121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외교부

� 국제 적응 협력네트워크, 국제

협상에 지속적�능동적 참여
2.5

환경부, 산림청, 

외교부

기존

확대

- 아�태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

(Asia Pacific Adaptation 

Network, APAN), 글로

벌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

(Global Adaptation 

Network, GAN), 생물다

양 성 보 전 네 트 워 크

(EABCN) 등

0.5 (환)기후변화협력과

2

(산)산림정책과

(산)국제협력담당관

(산)산림환경보호과

(산)국재산림연구과

(산)국립수목원

비예산 (외)기후변화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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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적응관련 전문

기관 협력, 지역 협력체계 

확대로 글로벌 적응 이니셔티브 

확보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신규

37 (산)국제협력담당관

� 세계 및 지역 공동연구�협력

사업 추진체계 마련으로 

글로벌  적응 아젠다 선도 

기반조성

81.5 환경부, 기상청 신규

- 동아시아(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일본 등) 기후

변화 협력체계 로드맵 마련

- (환)국립환경과학원

- 동아시아 국가별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목록 구축 및 

미래 시나리오 작성

- (환)국립환경과학원

- 국가별 자료 및 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 (환)국립환경과학원

- 동아시아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DB 구축

(CORDEX-EA) 및 공동연구 

추진

3.5 (기)기후연구과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78 (기)기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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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5-4 적응인식을 생활속으로 확산 52.6

□ 체계적�효과적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0.5 환경부 신규

� 기존 교육제도 내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방안 마련
0.5 환경부 

- 초�중�고 환경교육 등 

제도권 교육 프로그램내 

기후변화 적응 도입을 위한 

방안 및 도입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0.5 (환)기후변화협력과

� 적응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화 추진
비예산 환경부 

-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검토�인증 

절차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31.4 

환경부, 복지부, 

산림청, 기상청

�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교육

대상 연령�직업별, 취약

지역 특성별 다양한 맞춤형 

적응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29.3  
환경부, 복지부, 

산림청

기존

보완

-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

워크(K-BON)를 확대 

운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관리 거버넌스 

구축�홍보 강화

4
(환)생물다양성과

(환)국립생물자원관

- 폭염, 한파 등 극한기온 

건강피해 예방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물 개발�배포

0.3 (보)기후변화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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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세미나�

포럼 운영

- (환)기후변화협력과

-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관리 및 대국민 교육�홍보 

수행

23 (보)만성질환관리과

- 기후변화 적응 산림생태계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산)국립산림과학원

_기후변화연구센터

�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확대로 

기후변화 정보 이해 확산 

도모

2.1 기상청 신규

- CCIC(기후변화정보포털) 

연계 기후�기후변화 관련 

최신 정보 제공(수시) 및 관련 

보고서�뉴스레터 제공

(’17),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 방식 다양화

2.1 (기)기후정책과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환경부 신규

-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실태를 

반영한 행동요령 제작�

배포, 지자체별 적응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강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 

- (환)기후변화협력과

□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활성화
19.3

환경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기상청, 산림청

신규

�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대상 

기후�기후변화 분야 전문교육 

확대 및 지원, 기후�기후변화 

분야 전문가 육성 강화

1.8 (기)기후정책과

- (환)기후변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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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기후변화 적응 농업관련 전문

지식 수시교육 체계 마련
0.2 (진)농촌지원국

� 적응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축수산임업 및 제조업, 

보험업 등 관련분야 전문

과정, 전문대학 육성 및 기후

변화특성화대학원 등 운영

지원 확대

15.5 (환)기후변화협력과

- (고)인적자원개발과

비예산 (교)대학학사제도과

�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운영, 숲길지도사, 숲해설사, 

산림탄소관리사 등 적응분야 

산림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1.5

(산)산림정책과

(산)숲길등산정책팀

(산)산림교육문화과

� 적응산업 관련 시장동향, 기술 

등 정보 공유 및 전문지식 

확산을 위한 사이버교육 체계 

마련

비예산 (환)기후변화협력과

� 관광부문 전문 인력 육성 

과정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관광부문 기후

변화 전문교육

비예산 (체)관광정책과

� 기후변화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
0.3 복지부

- 기후변화 건강적응 사업의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심층적 교육 

실시

0.2 (보)기후변화대응TF

- 폭염�한파 대응 건강관리 

사업안내 등 기후변화 건강

적응 사업 담당자 대상 

매뉴얼 개발

0.1 (보)기후변화대응TF

□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4

환경부, 복지부, 

안전처

� 적응주체별(산업계,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및 부문별 

적응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관련 적응 정보 공유 확대 

및 대국민 인식 확대 사업 

추진

0.8 (환)기후변화협력과

기존

보완

0.6 (보)기후변화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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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16년 

예산

추진일정

소관부처

(부서명)
비고

단기 중장기

’16 ’17 ’18 ’19 ’20
’21
~

’25

’26
~

’35

� UN ISDR에서 추진하는 

기후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우수도시 

지정 및 활동지원

비예산 안전처 신규

- UN ISDR 일부 진단항목을 

국내 점검지표에 반영 및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에 

이행수준별로 점검, 가입

회원 도시간 상호학습을 

위한 교류 지원

비예산 (안)재난관리총괄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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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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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0.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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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 건강�농수산�물관리 등 9개 부문, 67개 세부이행과제로 수정

�������������������
����������������������

< 제1차 대책 비전 및 세부이행과제(新 시나리오 반영, ’12.12) >

비전 �������	�
������������������

9대 

부문

67개

이행

과제

1. 건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 보호대책 수립(5)

2. 농�수산 � 안정적인 먹을거리 생산기반 강화(17) 

3. 물 관리 � 기후변화 적응형 물 관리 시스템 구축�확대(8)

4. 재난/재해 � 국가방재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6)

5. 산림/생태계 �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환경 관리 강화(14)

6. 국토/연안 � 기후변화 적응형 국토�연안 환경 조성(5)

7. 산업 �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3)

8. 인프라 / 국제협력 � 적응대책 수립�이행 지원 기반 강화(2)

9. 기후변화 감시예측 �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최소화(7)



	��

붙임2 ��	
��4��B3��C

�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BMU)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응 추진전략(DAS, ’08.12)과 적응행동계획(APA,’11) 제시

 기본방향 : 국제적차원의 책임성 강조, 국가 지속가능전략과 상호보완 기능

 원    칙 : 개방�협력, 지식기반�사전예방�유연성,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 국제적 

책임이행 등

 주요구성 : ① 지식제공 및 교육, 참여 도모, ② 법제도적 기반마련, ③ 연방정부 

책임사항, ④ 전지구적 차원의 역할

 과학기반 : 취약성 평가로 복합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hot spot) 파악(’13) 

� (영국) 기후변화법(’08)에 따라 환경농식품부(Defra)에서 기후변화적응행동체계

(ACC, ’08)와 국가적응프로그램(’13~’17, NAP) 마련 

 기본방향 : 적응 인식제고, 기후회복력 제고

 원   칙 : 인식제고, 회복력제고, 장기적 준비 및 적시행동, 기후영향 파악

 주요구성 : ① 건축환경, ② 사회기반시설, ③ 커뮤니티, ④ 농업과 임업, ⑤ 자연환경, 

⑥산업, ⑦지방정부 

 과학기반 : 기후리스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1차, ’12)

� (미국) 대통령 행정실(EOP)에서 대통령 기후행동계획(’13.6) 발표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행정명령 제13653호, ’13.11) 제시

 원     칙 : ① 통합접근, ② 취약계층�지역�시설 우선, ③ 과학적 접근, ④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⑤ 위험관리 방법 및 도구의 통합, ⑥ 생태계기반의 접근, 

⑦ 상호편익(비용효과적, 지속가능 자원관리, 온실가스 감축)의 극대화, 

⑧ 성과의 지속적 평가 

 주요구성 : ① 강하고 안전한 커뮤니티와 인프라 건설, ② 경제와 자원 보호 

③ 기후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연구

 과학기반 : 리스크 평가 포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4년 주기 발간(’00, ’09, ’14)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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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 계획

관계부처 합동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방향 및 기대효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촉진구역 사업 안내

��광역도시계획

��기업도시개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물류단지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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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 계획

기획재정부

��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간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2013~202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농림축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관광기본계획

��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3~2023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4~201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미래창조과학부

��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

��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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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제2차 광물기본계획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201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해양수산부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제2차 (2012~2020)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제2차 (2014~2018년)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국가관리연안항(2014~2020) 항만기본계획

��제1차(2010~2019)마리나항 기본계획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계획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행정자치부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환경부

��농어촌�도서지역 2단계(’10~’14)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12~2016)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2013~2017)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안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3~2017)

��제2차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2011~2015)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

구 분 관련 계획

기상청

��기후업무발전종합계획(2015~2019)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2012~2016)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2011~2015)

산림청

��산촌진흥기본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제2차 백두대간기본계획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게획

��제1차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게획

국민안전처
��폭염대응종합대책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농촌진흥청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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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부문 : 건강, 물,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재난/재해부문 

리스크는 관련되는 각 부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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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부문별 전문가 총 88인 대상, 가까운 미래(2020년)와 먼미래(2050년)의 사회�경제 시나리오 

및 기후 전망치를 고려하여 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하여 각 5점 척도를 적용하여 평가

�%&'(�)�!����W�,�+,�k7B�CD89�lmN",�nPo�

-./0�"#$�12������p��"#$�N"3�jTM7�qA,fM��

�����E��W�,�+,�:;��rs�F���-./0�"#$�JK�bc�



	�	

우리나라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87개) 

��해양/수산부문(6개)

해수온상승으로 인한 유해 해양생물(해파리, 불가사리, 

성게 등) 및 해양 독성생물 출현 증가

수온상승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새로운 병원성 

미생물 증가

조간대 수온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생태계 피해 위험 

증가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패류의 산란장 및 산란시기 

변동 증가

수온상승으로 인한 회유성, 정착성 어종의 서식지 및

어장 변화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생물 

다양성 변화

��산림/생태계부문(11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고유�특산종 멸종위기 

가속화
봄철 가뭄으로 인한 토양수분 부족 및 건조현상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각 종의 성장 및 생존률 변화 기온변화로 인한 생물 계절 불일치

해수면 상승과 파후패턴 변화로 인한 연안 서식지 

감소
겨울철 적설량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담수 및 연안서식지의 

염류침입
강수량 및 세기 증가로 인한 토양 침식

연안 홍수 및 구조변경에 따른 생태계 경계 변화 해충의 월동 생존율 증가

산불(화재) 증가로 인한 수목 피해

��산업/에너지부문(11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시설 손상 또는 효율 감소 전력 가격 상승에 의한 산업부문 생산단가 상승

냉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공급 불안정성 증가
재난위험 증가에 따른 보험요율 상승으로 보험비용 

증대

기후변화 규제 준수 비용 증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이상기후 대응 산업의 수요 

증가

수질악화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및 수처리 비용 위험 

증가

환경컨설팅 산업, 에너지 효율기기 산업 및 신재생 

산업에는 매출 증대 기회

전세계적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동계 레크리에이션 손실 증대(스키 등)

폭염/한파에 적합한 소비재 수요 증가

��물부문(17개)

가뭄에 의한 하구역 염도증가 기온상승에 따른 조류로 인한 수질악화

가뭄으로 인한 하천지류 건천화 기온상승에 따른 병원균으로 인한 수질악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음용수 등) 부족 용수공급시설(댐, 정수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 파괴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상수도시설 가동영향(상수도 약품, 인력 이동 등)

물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의 난개발 강우패턴 변화에 의한 수질악화

가뭄으로 인한 지역간/계층간 물공급 격차 심화 홍수로 인한 수리시설물(하천제방 등) 파괴

강우패턴 변화에 의한 수생태 변화 호우 빈도 증가로 댐 안정성 위협

농작물 증발산량 증가로 인한 물수요 증가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국가 수자원 공급능력 저하

기온상승으로 인한 수생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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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문(8개)

집중호우로 인한 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 유출 증가 농작물 재배 시기 및 적지 변화

겨울철 온도 증가로 인한 해충 및 질병 확산, 이로 

인한 작물 및 가축 피해 증가
기상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붕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증가
극한 기상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및 질병, 사망 

심화

강수량 증가로 인한 농경지 침식
농업시설 재배작물 및 가축들의  온도 및 환경 유지를 

위한 에너지 및 비용 변화

��건강부문(17개)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기온 및 습도 상승으로 인한 여름철 질병 및 감염병 

증가(건물곰팡이, 균류증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폭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증가 재난으로 인한 부상 증가

폭염으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의 심화로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 증대
재난으로 인한 정신질환 증가

폭염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증가 단기간 급작스러운 기상변동으로 인한 질병 증가

기온상승으로 인한 감염병 증가(매개곤충 감염병 등) 유해물질 노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기온상승으로 인한 알러젠 증가(아토피 등) 황사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증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증가 황사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증가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겨울철 질병 및 감염병 

(말라리아 등) 증가

��국토/연안부문(17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인한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기능저하 및 마비
강풍으로 인한 가로 시설물(간판, 표지판 등) 파손

급경사지 토사유출로 인한 고속도로, 철도 등 

기능저하 및 마비
연안범람으로 인한 해안변 건축물 침수피해 위험증가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교량 등 하천시설 붕괴 위험 

증가
연안침식 및 범람위험으로 토지 사용제한 증가

대설로 인한 도로,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기능저하

및 마비
태풍, 해일에 의한 항만 및 어항시설 피해 증가

대설로 인한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 등) 손상 

및 붕괴위험 증가

연안침식으로 인한 연안건축물(친수시설 포함) 훼손 및

피해위험 증가

대설로 인한 취약지역 거주민 고립위험 증가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범람, 이에 따른 항만, 

어항시설 기능저하 및 피해 증가

도시 열섬효과 심화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범람 발생, 이로 인한 

교통시설 침수 위험 증가

태풍, 해일에 의한 연안범람 발생, 이로 인한 해안도로 

등 교통시설 손상 및 기능 마비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범람, 이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강풍으로 인한 유통시설(전기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설 등) 손상 및 공급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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