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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troduced 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help to make adaptation policy and strategy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provides the summary of the APF and will help for preparing policy regar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its adaptation. APF consists of five basic and two cross-cutting steps. Five basic steps are made of (a) 
defining project scope and design, (b) assessing current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c) assessing future climate-related 
risks, (d) developing an adaptation strategy, and (e) continuing the adaptation process. Cross-cutting steps consist 
of engaging stakeholder and enhancing adaptive capacity. The project scope and design process includes four 
major tasks: scope the project and define its objectives, establish the project team, review and synthesize existing 
information on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and design the APF project. The main purpose of assessing current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limate-related vulnerability in priority 
systems and the scope of adaptive responses. Future climate-related risks are assessed in order to characterize 
future climate-related risks, so that adaptation policies and measures can be designed to reduce the system's 
exposure to future climate hazard. In developing an adaptation strategy, all of the preceding APF-related work 
is synthesized into a well-considered strategy that can direct real adaptation action. Continuing the adaptation 
process is in order to implement and sustain the APF-strategy, polices, and measure. The purpose of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s to communicate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bout projects. Finally, enhancing adaptive 
capacity provides guidance on how adaptive capacity can be assessed and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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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응(adaptation)이란 이미 기정사실화된 기후변화 

및 변동에 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완화와 더불어 기

후변화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응방안으로 부각되고 있

다. 기후변화에 해 시스템이 가지는 취약성 및 그 영

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IPCC, 
2001), 적응 정책과 전략에 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

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후변화에 제 로 적응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 
ment Programme, UNDP)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

책 체계 (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APF)”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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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utline of the APF project.

는 프로젝트를 도입하였다 (UNDP, 2004). 이 프로젝

트는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자국의 특성에 맞게 기후

변화의 취약성 및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 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마

련하여, 적응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의 취약성 및 영향 그리

고 이에 한 적응 조치에 한 체계적인 접근이 그동

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개

발도상국들이 APF와 같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akin, 2000; Githeko and 
Ndegwa, 2001; Jones and Page, 2001; West and 
Dowlatabadi, 1999; World Bank, 2003, Yohe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

응 정책 및 전략의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단

계로서 UNDP에서 제공된 APF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PF의 지침서는 UNDP 웹
사이트 (www.undp.org/cc/whatsnew.htm)에서 다운받

을 수 있다.

2. 적응 정책 체계

APF는 5개의 기본단계와 2개의 교차 (cross-cut-
ting)단계를 통하여 적응 정책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Figure 1에서 제시되고 있는 7개 

단계들은 각각의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APF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들은 APF의 모든 부분을 

활용할지 혹은 일부만을 선택하여 활용할지를 결정해

야 한다. APF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국가별로 기존

의 연구, 필요, 목표, 그리고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2.1 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

이 단계는 APF 프로젝트의 준비단계로서 네 가지

의 주요 작업이 수행된다 ― (1)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

과 목적 정의, (2) 프로젝트 팀 구성, (3) 취약성과 적응

에 한 기존 정보의 재검토 및 종합, (4) APF 프로젝

트 설계. 이 작업들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목적, 활동, 
성과에 한 상세한 실행계획이 마련된다.

2.1.1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과 목적 정의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고 목적을 정의하기에 앞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과 필요한 것들, 그리

고 적응 과정에 한 제약들을 파악하는데 이해당사자

를 참여시킬 수 있는 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뭄부터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한 다양

한 영향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영향에 취약한 시스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다. 또한 기존의 정책 과정을 재검토하여 적응 프로젝

트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

는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결정된 목표와 성

과는 이해당사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요구에 부합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차후 감시와 평가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는 적응 과정의 결과를 주요 

이해당사자들,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폭넓은 중과 효

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프로젝트 팀 구성

APF 프로젝트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요구와 목표를 잘 반영할 팀이 필요하다. 그 분야나 지

역을 표하고,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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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존 정보의 재검토 및 종합

APF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취약성과 

적응에 관한 작업들이 행해져 왔을 것이다. 정보의 종

합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기준선

(baseline) 개발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기준선은 연구자들이 현재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스냅

샷을 제공한다. 미래의 취약성과 적응 조치의 평가에

도 이 기준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의 취약성은 종종 정량적 혹은 정성적인 지표

를 사용하여 평가되며, 이 지표들은 취약한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 위험 접근법, 취
약성 접근법 등 사용하는 접근법에 따라 시스템의 기

준선을 위한 지표들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정보를 재검토하고 종합하려는 노력은 우선순

위의 시스템이 관심을 가졌던 요소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가뭄과 흉작의 역사) 및 그 위험 요소들과 시

스템과의 관련성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가뭄이 소

작농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가능한 정보를 종합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유사 (analogue) 분석, 혹은 역사에 기인한 연구, 모델

링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로는 (a) 기후변화의 영향에 초점을 두

어 수행해온 연구나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기존의 취

약성과 영향에 한 연구), (b) 기후변화 자체에 초점

을 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연구나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사막화 방지 협정에서 국가의 

행동 계획), 그리고 (c) 현재의 기후 위험과 변동에 

응하기 위한 정책 문서 등이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구성하거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2.1.4 APF 프로젝트 설계

앞선 과정들을 통해 평가된 정보와 도출된 결론들

은 APF 프로젝트 설계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

어,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은 국가는 현재와 미래 취약성 평가에 집중하는 

신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적응 과정을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이다.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APF 프로젝트의 

범위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 APF 프로

젝트에서 사용하도록 추천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특정 기후 위험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 기후 위험 접

근법 (climate hazard approach), 미래 기후 위험에 

해 예상되는 취약성을 분석하는 취약성 기반 접근법 

(vulnerability-based approach), 위험에 노출된 정도나 위

험에 한 민감성의 변화에 처하는 정책의 효율성

을 조사하는 정책 분석 접근법 (policy analysis ap-
proach), 그리고 적응에 한 장애 요소와 극복 방안

을 제안하는 적응 능력 접근법 (adaptive capacity ap-
proach)이 있다. 여기서 제시된 접근법들은 서로 배타

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
택된 접근법은 자료 취득 방법, 모델링 그리고 APF 프
로세스의 다른 영역들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즉, 기후 위험 접근법을 선

택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기후 위험을 평가하는 방향으

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책 분석 접근법을 선

택한다면 현재의 취약성에 한 사회경제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경제학적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더 많

은 연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목적, 기 되는 성과, 특정

한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예
산, 종료일 등을 분명하게 기술한 프로젝트의 위임 사

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어떤 프로젝트라도 계획 과

정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할 중요한 활동이다. 위임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논리 체

계 분석 접근법이며, 이해당사자들과 중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2.2 현재의 취약성과 적응 평가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에서는 기후변화에 한 

취약성의 특성과 취약성과 관련된 적응범위를 분석한

다. 즉, 오늘날 사회가 기후 위험에 해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요소가 현재의 취약성을 결정하는

가, 그리고 현재 기후 위험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사항들을 분석한다. 
본 단계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작업으로 이루어진

다 ― (1) 기후 위험과 잠재적 영향 평가, (2) 사회 경제

적 상황 평가, (3) 정책과 조치를 포함하여 적응 경험과 

능력 평가, (4) 사회경제학적 조건과 기후에 한 취약

성 평가. 이 작업들은 연속적이기 보다는 매우 반복적

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의 시스

템이 가지는 기후변화에 한 현재의 취약성을 포괄적

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적응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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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현재 기후 위험 평가 

현재 기후 위험 평가는 미래의 기후 위험에 응할 

수 있는 적응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현재 기후 위험

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1) 기후 변동 및 

극한 기후에 의한 위험의 특성 기술, (2) 영향 평가, (3) 
위험 평가 기준 개발, (4) 현재 기후 위험 평가의 단계

로 이루어진다.  
현재 기후 위험에 한 근본적 평가는 선택된 접근

법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 위험은 기후와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기후 위험을 취약성 기반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자연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서 기후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

며, 혹은 위 두 요소의 조합인 상호보완 접근법을 통해

서도 접근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기후 위험과 영향을 평

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차원과 질에 따라 정성적 혹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를 정성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정량적

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APF 첫 번

째 요소인 ‘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에서 이미 적용

할 수 있는 예비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APF의 각 단계

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선택한 방법을 재고하고 필요

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다.

2.2.2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이 작업의 목적은 우선순위에 있는 시스템의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과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상태에 한 구체적인 기술은 

미래 취약성과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을 반영하며, 차
후에 그 시스템을 위한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

한다 ― (1) 평가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영역을 선정하

고, (2)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며, 
(3)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술하고, (4) 결정적인 특

성들을 분석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평가는 적응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며, 취약성 평가와 같은 다른 

작업에 정성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

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 시스템에 가장 적절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정하여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해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

에 한 기술은 인구, 경제, 자연 자원, 통치/개발, 그리

고 문화 등의 상황에 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2.2.3 적응 평가 

이해당사자들이 적응 조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서는, 그 조치가 과거의 경험, 현재의 행동, 미래의 기

들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그 시스템의 적

응 경험에 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적응 평가의 기본 목적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장 취약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현재 상황에 적

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 작업

의 결과로 적응에 한 기준선을 얻을 수 있다. 이 기준

선은 정책과 조치를 포함한 현재의 적응 경험에 해 

기술한 것이며, 현재 적응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 적

응 기준선은 차후에 미래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적응 경험 평가는 두 가지 주요 과정을 수반하고 있

다. 하나는 우선순위의 시스템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적응 관련 정책과 조치에 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

고 종합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위험요소

에 해 그 시스템이 적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즉 기존의 정책과 조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2.2.4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의 목적은 우선순위 시스템이 기후 위

험요소 중 어떤 것에 해 민감한지를 파악하고 그 특

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취약가능

성을 기술함으로써 미래 기후 위험 평가에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취약성 평가는 앞서 수행한 평가 작업들 (기후 위험 

평가, 사회경제적 상황 평가 등)을 종합하는 것이거나 

단순히 기존의 취약성 평가를 종합하는 것일 수 있다. 
앞서 수행된 평가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취약성 평가도 

현재 기후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이는 정성적인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취약성 평가는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현재 취약성에 한 평가는 다음 활동들을 고려해

야 한다 ― (1) 취약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된 

의문들을 분석하며, (2) 취약한 주요 그룹 (우선순위 

시스템)을 정하고, (3) 사회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여 기

후 위험에 한 시스템의 노출 정도를 정의한다. 그리

고 (4) 기후 위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결합하여 현재 

취약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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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ization of characterizing future climate 
risks.

2.3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

본 평가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의 시스템에서 미래 

기후와 관련된 위험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미래 위험 

요소에 시스템이 노출되는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적응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는 미래의 기후, 자연자원, 사회경제적 

상황에 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응방안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장애요소와 기회요소 사이의 관

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Fig. 2). 이 작업을 통하여 미래 

기후변화와 취약성,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연자

원과 환경관리 변화 경향 등을 반영한 미래 시나리오

가 만들어질 것이다.

2.3.1 기후변화 경향의 특성 기술

이 작업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가능성과 위험 그리

고 그와 관련된 기회를 기술하는 것으로 결과물은 미

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이와 관련된 위험 분석이다. 
기후변화 경향의 특성 기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

동을 필요로 한다 ― (1) 기후변화에 한 우선순위 시스

템의 민감도를 밝히는 것, (2) 계획의 적절한 범위를 정하

는 것, (3)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 (4) 사회경

제 시나리오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시나리오와 

영향 모델을 결합하여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5) 위험을 분석하는 것. 각각을 수행하기 위해

서 다양한 방법과 선택사항들이 존재한다. 

2.3.2 사회경제적 변화 경향의 특성 기술

미래라는 것은 본래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조사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한 미래의 적응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즉 어떤 종류의 미래에서 (혹은 어떤 

종류의 우선순위 시스템에서) 적응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 작업의 목적은 우선순위 시스템에서 앞으로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기

술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적절한 기간의 미래(예를 들면, 20년-50년 

정도의 미래)에 해 선택 가능한 줄거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줄거리 하에서 미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해 예상하는 것이

다. 
이 단계의 결과물은 정성적인 혹은 정량적인 일련

의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들은 더 이상의 기후변

화 없이 현재의 상황이 그 로 미래에 투영되고 적응

도 포함되지 않은 기준 시나리오, 기후변화와 그에 따

른 적응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 부가적인 적응 정책

이나 조치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미래의 취약성과 기후 위

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2.3.3 자연자원과 환경 변화 경향의 특성 기술 

경제 개발에 따른 자연자원 소비의 증가는 미래 기

후 위험에 한 취약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에도 에너지, 광물 그리고 다른 자원의 남

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가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자연자원 추출이 계속된

다면 결과적으로 취약한 공동체에서는 더 첨예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그러므로 자연자원 관리와 미래 계획에 한 평가

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

동체가 가지는 취약성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환경의 변화와 기후 위험 악화 사이의 피드백

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시나리오나 환경이 적응 능력

에 주는 영향을 모의할 수 있는 시나리오, 혹은 환경 관

리와 관련된 다양한 옵션에 따라 적응 평가를 할 수 있

는 시나리오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개발한 사회

경제적 줄거리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혹은 민감

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규칙적으로 변화시킨 환경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토

지이용도나 육지 면적의 변화, 오존, 자외선 노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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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자원 등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실무그룹 II의 3차 평가보고

서 제 3장에서 환경 시나리오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PCC, 2001).

2.3.4 적응 장벽과 기회의 특성 분석 

현재의 환경 정책을 살펴보면 적응에 한 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순위 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변화에 효과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작업의 목적은 국가 개발 계획에 적응 과정을 포

함시키는데 있어 장벽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책 입

안 과정에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제도적, 환경적, 참여적 특성과 정책 입안 과정의 성격

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의 역할, 효과, 제
도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을 평가

해야 한다.

2.4 적응 전략 개발

적응 전략 개발은 현재의 취약성과 미래 기후와 관

련된 위험에 응하기 위한 적응 정책의 옵션과 적응 

조치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기존의 APF 작
업의 종합, 정책 옵션과 조치의 형식화, 정책과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적응 전략의 형식화의 네 가지의 주요 

작업을 통하여, 개발 계획, 관련 법률 제정, 특정한 정

책이나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들을 포함하는 적응 전략

을 마련할 수 있다. 적응 전략을 널리 보급시키고 효과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4.1 기존 APF 작업의 종합 

이 작업의 주된 목표는 앞선 APF 과정에서 지금까

지 도출된 결과들을 정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와 미래 기후 위험에 한 평가가 완료되면 이전 

요소들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은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이 과정의 결과물은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적응 방법들의 목록이다.
이전 APF 요소 (특히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로

부터 현재 상황에 적절한 적응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적응 방법의 목록에는 그 방법에 한 간단한 

평가 (즉 무엇을 왜 수행하였는지)도 함께 제공해야한

다. 물론 적응 전략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위험

에 한 분석과도 잘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적

응 방법은 APF 과정 중에 행해진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헌들, 연구 센터나 유사

한 적응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분석으로부터도 얻

을 수 있다.

2.4.2 정책과 조치의 형식화 

이 단계에서는 여러 적응 방법의 비용, 영향, 잠재적

인 장벽 등의 특성을 기술하고, 적응 방법들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게 된다. 기준의 개

발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기준 개발 과정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

여가 중요하다. 개발된 기준은 적응 조치나 정책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 성공의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예로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Action (NAPA) 지침이 있다 

(UNITAR, 2003). NAPA는 APF 과정보다 먼저 시행

되었고 두 과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APF 
프로세스에서 적응 옵션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NAPA Annotated 
Guideline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

변화에 한 피해를 막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얻는 이점

에 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손해 수준, (2) 적
응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빈

곤 감소 정도, (3) 비용 절감이나 추가 이익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다국간의 환경 협정에 의한 상승효과, 
(4) 비용의 효율성 (혹은 비용 그 자체). 그 외의 기준은 

이해당사자와의 화를 통해 추가될 수 있다.

2.4.3 정책과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이 과정의 목표는 앞서 개발된 기준과 우선순위 결

정 방법을 통해 적응 정책 옵션과 조치들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

택하고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과물은 순위가 정

해진 적응 방법들의 목록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하기위해서

는 하나 이상의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각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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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마다 이용 가능한 정보와 적용 가능한 방법들 (예를 

들면,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다기준 분석, 전문

가 판단)을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방법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자료와 자원 (시간이나 이해당사자 등)의 투입

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는 각 방법에서 요구되는 자료와 자원의 양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2.4.4 적응 전략의 형식화 

적응 전략의 형식화란 적응 옵션들 중 우선순위의 

옵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략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결과물은 조치, 실행 계획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시간 계획 (언제), 실행 시 문제

점 (예를 들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가지고 할 것인

가)에 한 략적인 윤곽을 그린 전략 문서이다.
적응 전략의 형식화는 일반적으로 적응 전략의 초

안 작성, 기존의 전략과 현 전략 사이의 일관성 검토,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의 범위 설정, 전략 완

성이라는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완성된 적응 전략이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용 지역

이나 목적에 맞게 선택된 접근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투입 정도가 결정될 것이지만, 가능한 많은 관련 그룹

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2.5 적응 과정의 지속

적응 과정의 지속은 APF 적응 프로젝트에 의해 시

작된 적응 전략을 실행하고, 감시/평가하며, 유지하기 

위한 단계이다. 본 과정은 (a) 새롭게 시작된 적응 과정

과 기존의 적응 과정 및 계획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b)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c) 통찰력 있는 감시/
평가 과정을 수립하고, (d) 적응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APF의 전략, 정책, 조치를 실행하

고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작업이 수

행된다 ― (1)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 (2) APF의 결과를 이행하고 후

속조치를 제도화하는 것, (3) 정책, 조치, 계획의 효율

성을 재검토하고 감시/평가하는 것. 이 과정에서는 완

성된 정책과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적응 활동이 시작되

고, 제도적인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적응의 효

율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이 시작될 것

이다. 이 단계도 앞선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해당

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5.1 적응 전략과 개발 계획의 통합

적응 전략은 주요 개발 정책, 개발 과정과 계획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적응 전략은 자원 관리 체계를 개

선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빈곤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상

당한 이점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적응 전략을 개발 계

획으로 통합시키면, 적응 과정이 관련된 계획이나 활

동에 편승하게 하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

게 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활동들을 수반한다 ― 

(1) 기존의 개발 과정과 계획 중 적응 전략과 관련된 것

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2) 통합 계획을 개발하는 것, 
(3) 통합 과정을 시작하고 지원하는 것. 이 작업을 위해

서 사용자들은 우선 ‘프로젝트 계획과 범위 설정’에서 

행해졌던 기존 정책의 재검토를 다시 수행해야 할 것

이다. 
통합 계획을 세울 때 사용자들은 적응 장벽에 해 

특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적응에 

한 도전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타성과 정책 논쟁 등은 통합 과

정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한 장애요소들까지 이해하

고 다룰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한다면 통합 계획이 성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적응 정책과 조치의 통합은 국가 혹은 지역 개발 과

정 및 예산과의 공식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은 우선적으로 적응 전략과 기존 여러 가지 

유형의 정책 과정 사이의 공통점에 한 체계적인 평

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응 전략이 빈곤 감

소와 실질적인 개발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어떻게 보

완할 (혹은 진척시킬) 것인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전략의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해 

환경 관리 계획, 국가 보존 전략, 재해 비와 관리 계

획, 특정 분야 (농업, 임업, 운송, 어업 등)의 실질적인 

개발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

2.5.2 APF 결과의 이행과 사후 제도화 

이 과정에서는 적응 전략이라는 결과물을 진행되고 

있는 적응 과정을 통해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APF 결
과의 이행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응 전략의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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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활동을 수반한다 ― (1) 적응 전략의 실행에 필요

한 자원(인력, 시설, 자금)을 산정하는 것, (2) 실행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 (지역 팀, 국가 관리자, 고문단 등)
를 가동하는 것, (3) 실행 활동을 시작하는 것, (4) 사후 

과정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 세 번

째 과정인 실행 활동의 시작은 정책 통합 모임 (예를 

들면, 국가 빈곤 감소 전략과 적응 활동을 통합시키기 

위한 모임)의 구성, 새로운 부문별 전략 (예를 들면, 물
수급 개선을 위한 전략)의 시작, 그리고 특정 적응 프

로젝트의 개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5.3 재검토, 감시 및 평가

이 작업의 목표는 시작된 적응 과정이 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감시와 평가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감시/평가 시스템은 적응 과정이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고, 과정 수행 시 문제점

과 그 원인을 파악하며, 상황에 따라 적응 과정을 조정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상세

한 감시/평가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의 실행을 감시

하고 평가하는 팀이 구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감시와 

평가의 범위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적응 전략

의 감시 및 평가 체계를 고안하는 것 등의 작업이 필요

하다.

2.6 이해당사자의 참여 

이해당사자의 참여 과정은 관련된 개인과 그룹들 

사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화를 위한 단계로서, 
APF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본 과정은 주요 이해당사자의 기본적인 참여를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주요 이해당사자’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적응을 가장 효과적으

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개인과 그룹을 의미한다. 이해당

사자의 참여 과정은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고, 이해당사

자의 역할을 명시하며, 이해당사자에게 각 APF단계에 

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

여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는 APF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 모두와 관련된 교차요

소이다.

2.6.1 APF 각 단계들과의 관계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작업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은 각 APF 단계들과 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그 관계는 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과 설계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과정과 관련된 주된 

작업은 기존 정책의 재검토, 이해당사자 식별, 이해당

사자의 관심과 역할의 명시 등이다. 이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오히려 제한되어야 하며 APF 프로젝

트의 핵심 팀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취

약성과 적응 평가 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공

통의 이해를 구하고, 성공적인 응 전략을 인지하며, 
관련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범위는 기

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그룹, 기술 전문가 그룹, 그리고 

정책입안자 그룹의 표자로 (국지적, 지역적 혹은 국

가적 관점 중 적절한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 평가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식을 검토

하여 널리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 참여는 앞선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에서와 같은 

수준이다. 적응 전략의 개발 과정을 통해 적응 옵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당사

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적응 과정의 지속을 위해 적

응 활동에 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행동을 요구한

다. 적응 전략의 개발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과정을 수행하고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

는 것 자체가 적응 과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참여 계획은 조심

스럽게 설계되고 실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어떤 이

해당사자는 적응 프로젝트 내내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이며 또 어떤 이해당사자의 경우는 보다 전

문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해당사자들의 유형이 

어떠하든 그들과 솔직하게 화할 수 있고 일치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참여 과정을 만드는 

것이 이 요소의 목표이다. 이해당사자를 APF 요소의 

적절한 단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할 사람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며, 그들과의 

화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활동에 한 설명을 다음에 략적으로 

정리하였다. 

2.6.2 주요 이해당사자의 식별 

이해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가) 가장 취약한 그룹, (나) 우선순위 시스템에서 기후

변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그룹, (다) 가능한 미래에 

한 기후학적, 사회경제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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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 기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관련

된 지역 혹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
이해당사자를 선별하는 것은 APF의 초기 요소인 프

로젝트의 범위 설정과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정부 표자, 비정부조직 (NGO)
의 자원봉사자들, 학자들과 같이 이 문제에 관해 잘 알

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당사자의 유

형 중 특히 매우 취약한 그룹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을 선별하는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

도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해당사자들

의 초기 범위를 설정하고 핵심 그룹을 구성한다. 그리

고 핵심 그룹에게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제안하도록 요

구한 뒤, 조금 더 커진 그룹에게 다시 그들이 염두에 두

고 있는 다른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참여를 

권고 받은 사람들은 적응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

거나 예측된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룹

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또한 과정에 참여할 의지가 있

는 사람이어야 한다.

2.6.3 이해당사자 역할 명시 

APF 과정을 통해 선택된 이해당사자는 적절하면서

도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해당사자의 역할

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이해당사자의 유형과 그들의 영향력/잠재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즉 각 이해당사자에게 그

들의 유형에 맞는 일반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특히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해당사자에게는 특정한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각 APF 요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PF의 각 기본 요소는 이해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해당사자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이런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 특정한 활동

에 특정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한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2.6.4 화 과정 관리

이해당사자, 특히 현재 기후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적응이 실용적일지에 

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 프로젝트의 참여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을 불신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 

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의 기 치를 조사하여 신뢰를 쌓는 기술, 논의를 활성

화시키고 문제점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술, 참가자를 

분석하는 기술, 화 과정을 평가하는 기술 등이 필요

하다. 또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계획

뿐만 아니라, APF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이해당사자

들이 적응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2.7 적응 능력의 강화

적응 능력의 강화는‘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더불어 

APF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 모두와 관련된 교차 단계

로, 기후변화와 변동에 응하려는 활동들을 국가차원

의 적응 능력 향상 및 강화와 연계시키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적응 능력의 평가방법과 강화방법에 한 지침

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이 네 가지의 주요 작업이 필요하다 ― (1) 적응 능

력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2) 현재의 적응 능력 평가, 
(3) 특정 또는 일반적인 적응 능력의 장단점과 그 원인 

파악, (4)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 개발. 이 작업들을 

통하여 국가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소개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적응 정책 체

계는 기후변화에 한 적응의 정책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까지 기후 과학 연구에 주로 관심을 가져

온 기과학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여기서 소개된 적응 정책 체계가 정책적

인 면에 치중하였다하더라도,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후 과학 연구 계

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체계 중 특히 기과학 분야에

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 APF의 첫 번째 단계

인「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에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기준선을 개발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는 두 번째 단계인 「현재의 취약성과 적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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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현재의 기후 위험 평가와도 관련된 것으로, 
기과학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후 변동, 변화 및 극한 

기후의 특성을 기술하여 기준선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를 위하여 온실가스 변화 양상에 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육지, 해양, 해빙 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기/해양 

결합 모델의 장기 적분 실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미래 

기후변화의 경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

어진 미래 기후변화 경향 자료는 미래 기후변화에 

한 영향 및 취약성, 미래 사회경제적 상황, 자연자원과 

환경관리 변화 경향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적응 정책

을 수립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 기과학 분야가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다지 많은 논의가 없었

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것이 다소 추

상적이며 개괄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바탕으

로 앞으로 기과학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또한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APF를 활용한 사례를 수집, 조
사하고 있는데 이는 APF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이해

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과학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가의 

적응 정책의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
제 기후변화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시스템에 

기후변화가 미치게 될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게 될 

관련 분야들 예를 들어, 생태계, 수자원, 임업, 농업, 보
건 분야 등과의 긴 한 협의와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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