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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review examined the scientific evidence regar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safety. 

Method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safety was assessed based on a survey of related publications

reported in the past 20 years. The terms used for literature selection reflect three aspects: climate change; food;

and food safety. 

Results: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affect the key elements of food production – water and climate.

These impact on food safety through many different pathways. Directly, food shortag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voth result in a food security/food supply problem, These relationships are commonly

understood. The indirect impacts include an increase in food-borne diseases and pathogens, increased

mycotoxin production, and increased risk of pesticide residues in foods due to greater use of pesticides in

response to warming and increased precipitation and the accompanying diseases in certain crops. Field

studies and statistical and scenario analyses were performed to provide evidence. However, quantification

of these relationships is still lacking. 

Conclusion: Adaptation measures at the local and community levels are essential since the pressures from

weather and climate events may differ according to region and sector. It is recommended that we go beyond

empirical observation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food safety and develop more scientific

explanations. We also need to explore alternative materials for bioenergy demands in order to improv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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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후변화는 최근에 세계적인 관심 사안 중의 하

나이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와

집중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주요 유발 요인인 인

간의 활동은 여전히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1,2) 지

구 표면의 평균온도는 20세기에 0.74°C 증가했고,

해수면은 1961년부터 매년 1.8 mm씩 상승하였으며,

북극의 얼음은 10년당 2.7%씩 축소되어 왔다. 또한

빙하는 수축되며, 바닷물은 더 산성화 되고,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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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또 21세기 동안

전 세계에 걸쳐 1.5~5.8°C의 평균온도 상승을 예측

하였는데, 이는 무더위/열파(熱波), 홍수 및 가뭄을

포함하는 극단적이고 변칙적인 날씨의 증가를 동반

한다.1,4) IPCC 2104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기후 시스

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며, 그 정도

가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전 대

륙과 해양에 걸쳐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5-7)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증가에 의

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

온은 1954년부터 1999년에는 0.23oC/10년, 1981년

부터 2000년에는 0.41oC/10년, 2001년부터 2010년

에는 0.5oC/10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8) 최

근의 이러한 증가는 전 지구적 평균의 두 배 이상

에 달하는 증가이다. 또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후반(2071~2100)에는 한반

도 기온이 현재(1981~2010) 보다 5.7oC 상승하며 폭

염과 열대야 등 기후관련 극한지수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9)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여러 분야에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

전에 대해서도 또한 기후변화 영향과 그 크기 및 정

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기후변화는 우선적으로 식

품 생산과 공급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

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

은 2014 양곡연도에 49.7%이다. 1998년 57.6%이었

으며 이후 54%~58% 수준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02

년 58.3%까지 상승한 후, 쌀 생산량 감소 등으로 하

락 추세를 보였다. 식량자급률의 증감은 기상, 재배

면적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아 식량/식품을 수

입하는 국가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에 대한 기

후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식량 수입 국가들은 국제

시장에서 식품을 구득하기 위하여 무한한 도전에 직

면해야 할지도 모른다. 식품 무역 관계의 역동성과

식량/식품 수출국의 시시각각 변동 등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 국제 식품가격 인상 및 변동이라는 어

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가격 변동 및 불확실성은 국제 식품시스템을

동요시킬 것이며, 식량안보 문제를 어렵게 할 것이

다. 식량 수입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식량

/식품의 변화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만일 가능하다면 기후

변화의 잠재적인 이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및 보고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

한 지적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IPCC 보

고서,1-7)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보고서,11-14) 세계생

태기금 보고서15) 등)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접근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문제를 별

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

후변화와 식품안전에 관련된 연구 및 보고들을 조사

하고, 이에 의거하여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문헌고찰에 세 가지 핵심어가 사

용되었으며, 우선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찾아 검색하였다. 첫 번째, 기후변

화(climate change)이었다. 여기에는 기온, 강수량, 습

도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식품(foods)이었다. 여

기에는 식량, 천연식품, 가공식품 등 광범위한 식품

영역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식품안전(food safety)

이었다. 여기에는 각종 식품 위해, 식품매개성질환,

식품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검색된 논문들은 국외의 경우 Scopus, Science

Direct, Springer Online Journals 등으로 1997년부터

2016년 4월까지 학술잡지에 등재된 피어리뷰된(peer-

reviewed)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선정된 논문들과 기

후변화 관련, 식량/식품 관련 전문 국제기구 및 단

체의 보고서 등이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되었다. 

처음에 검색된 논문은 주로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

으며, 그 중 지극히 일부가 식품안전을 다루고 있었

다. 예를 들면 최근 20년 동안 ScienceDirect에 오른

기후변화를 토픽으로 한 논문은 7,507편이었으며 그

중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을 제목, 초록 또는 핵심어

로 다룬 논문은 24편이었고, 식품안전이 핵심어로

표기된 논문은 11편에 불과하였다. 또 2010년 Scopus

에 오른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15,000편의 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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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핵심어 표기)을 다룬 것은 20편이었다.16)

IPCC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보고서들의 경우 주

로 식량/식품안보 차원에서 식품안전을 다루고 있었

다. 특히 신선작물과 농산물에 대하여 주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육류나 해산물/어패류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III. 결 과

1. 직접적 영향 

1) 강수 양상 변화 

IPCC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수문학적 균형을 변화

시킬 것이 예측되었다. 이로부터 강수 양상(양과 강

도)을 변화시키며, 기온 상승과 극단 강수사건의 증

가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4,17,18)

1960년대부터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폭우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였다.19-21) 지중

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발 빈도

가 점점 증가하고 강도가 강해졌다.22) 이러한 현재

의 경향들은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더 덥고 더 극

한 기후가 예상된다.17,18)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는 다

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저위도(적도에서 북위/남위

30°에 이르는 지역)에 속하는 농업지역은 물의 가용

성 감소로 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또 중

위도(북위/남위 30o~60o)와 건조한/더운 저위도에 속

하는 농업지역은 강수량 변화가 심해질 것이다.15)

2) 식품 섭취양상 

기후변화는 식량/식품 섭취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

지만, 세계 식품 섭취양상에 있어 1990년(1989~1991

년 평균)과 2000년(1999~2001년 평균)의 식품 섭취

양상을 보면 아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1990

년과 2000년에 탄수화물 주요 급원인 곡류 소비는

각각 44%, 42%이었으며, 서류 소비는 각각 17%,

18%이었다. 1990년과 2000년에 단백질 주요 급원인

육류 소비는 각각 8.5%, 9.5%이었다. 우유 및 유제

품 소비는 1990년과 2000년 모두 20%이었다.15) 이

소비 양상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품 섭취와 관련

된 일반적 지침에 부응하는 수준이다.14)

그런데 1990년과 2000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육류

소비는 각각 5%, 7%이었지만 선진국에서는 각각

14.5%, 15%이었다. 또 1990년과 2000년에 개발도

상국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각각 10%, 11.5%

이었지만 선진국에서는 각각 37%, 36%이었다. 단

백질 급원을 선진국은 동물성 식품에서, 개발도상국

은 식물성 식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

다. 이러한 식품섭취양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

산 피해 감소시에 개발도상국은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식량 부족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이상이다. 그 중 약 84%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약 16%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인 2020년 세계 인구는 78억 명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69억)에 비하

여 약 8억 9000만 명 증가되는 수준이다.23) 이에 따

른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작물 생산량이

13%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산출된다. 밀의 경우 8800

만 톤, 쌀은 8200만 톤, 옥수수는 1억 750만 톤, 콩

은 3000만 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곡류가 수요보다 부족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국가 간에 심한 식량 확보

격차를 낳을 것이다. 밀의 경우 필요량 보다 생산량

이 14% 부족, 쌀의 경우 11% 부족, 옥수수의 경우

9%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다만, 콩의 경우 5%

잉여로 추측된다(Fig. 1). 육류의 경우 3670만 톤, 우

유 및 유제품의 경우 8950만 톤이 더 필요하다.15)

4) 식량 및 식품 가격 변동

식량이나 식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구 온도가 2.4oC 상승하면 국

제 농산물 가격이 20%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한다.15)

작물 생산이 증가된 국가들에서는 우선적으로 자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양은 저장하게 될

것이다. 만일 작물 생산이 감소된 국가들의 식량 수

요(수입)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국가들의 수출 수

요가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식량의 가격 상승은 결국 굶주림과 기아를 증가시

키게 된다. 이상과 같은 양상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바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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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영향 

그동안 IPCC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IPCC 2007

보고서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

고, 다만 식품매개성 살모넬라증에 대해서 온도의 영

향, 온도에 따른 식품과 페스트(pest)의 접근성 증가,

어패류와 적조 등을 다루었다. 또 임산물 편에서 기

후변화가 페스트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다.2,26.27) 

IPCC 2014 보고서에서는 물매개성 및 식품매개성

질환을 확장하여 비브리오균과 다른 일부 세균, 원

충, 바이러스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또 가까운

장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5,28) 또 식량안보와

식품생산시스템에서는 곰팡이독소, 농약, 적조 및 관

련 독소 등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5,29)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을 다룬 여러 논문 들 중 핵

심어를 통하여 검색된 주요 논문과 그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Table 1). 여기에는 기후변화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

Fig. 1. Gaps in global food production due to climate change. Source: revised from FEU-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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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법 제안, 기후영향에 대한 고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상으로는 주로 신선작물과 농산물이 포

함되어 있다. 

일부 연구들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후변화 영향

을 제시하였다.30,31) 기후변화에 의해 유럽에서 직면

한 식품안전 문제로 농산물에서 곰팡이독소 증가, 잔

류농약 증가, 미량금속/중금속 증가, 식품 중 방향족

탄화수소 증가, 해산물 독소 증가, 식품 중 병원성

세균 등이 지적되었다.32) 극단 기후변화가 증가될 것

으로 예측되므로 그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식품안전

의 위해요소들에 대하여 자연재해와 같은 경보 시스

템을 권장한 경우도 있었다.33)

특히 사례연구나 구체적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있

었다. 기후변화로 신선작물에 미생물 및 화학적 오

염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34) 물이나 토양의 오

염으로부터 Vibrio parahaemolyticus 같은 식중독성

세균이 생굴에 이행됨을 직접 밝힌 연구가 있어 고

무적이었다.35,36) 또 기후변화 시 신선작물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하여

신선작물 공급사슬에서 시뮬레이션 및 수학적 모델

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37) 또한 오염된 토양에서 기

후변화에 의해 금속이 식물과 미생물의 상호작용에

Table 1. Key studies that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food safety 

Issues Authors (year)  Main findings/suggestions

Pressures on safety of fresh produce 

due to climate change

Kirezieva et al. 

(2015)

Increase in microbial and chemical contamination via water 

and growing environment 

Climate change impacts on food/

water safety 

Young et al.

(2015)

Evidence to confirm associations between water temperature 

and V. parahaemolyticus densities in raw oysters and harvest 

waters 

Climate change impacts on food 

safety 

Uyttendaeleet et al. 

(2015)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possible climate change impacts 

on food safety 

Early warning of potential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food safety 

Marvin et al. 

(2013)

Better use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severe natural events on food safety

Climate change driven plant–metal–

microbe interactions 

Rajkumar et al. 

(2013)

How the climatic parameters influence the plant–metal 

interaction in polluted soils: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heavy metals on plant–microbe interaction, heavy metal 

phytoremediation and safety of food and feed

Method for manag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quality/

safety

Janevska et al.

(2010)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HACCP system 

combined with QMRA for managing the impact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policy: biofuel production and food/

nutrition security

Tirado et al. 

(2010)

Options for improving sustainability and food and nutrition 

security; needs on non-food crop sources of bioenergy to 

minimize food-feed-fuel tradeoffs

Method for managing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seafood products

Piñeiro et al. 

(2010)

The application of the proteomics methods to study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ver seafood

Simulation modelling and risk 

assessment to identify the climate 

change impact

Jacxsens et al. 

(2010)

Challenge on the fresh produce supply chain taken as a case 

study. 

Potential impacts of predicted 

changes in climate on food 

contamination and food safety 

Tirado et al. 

(2010)

A need for intersector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changing food safety situation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daptation strategies to address 

emerging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Food safety issues affected by 

climate change in Europe

Miraglia et al. 

(2009)

The issues identified are mycotoxins; residues of pesticides in 

plant products; trace elements and/or heavy metals in plant 

product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foods; marine 

biotoxins in seafood; and the presence of pathogenic bacteria 

i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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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38)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식량 이용을 비판한 보고가 있었다.39) 즉 식량/영양

안보를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식량 이외의 물

질을 사용할 것과 또 식량-사료-연료 트레이드오프

(trade-off)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원료(식량 외)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정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의 위해도를

알아본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공급 사

슬에서 여섯 가지 공정에 있어 정량적 미생물평가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HACCP system)을 결

합하여 위해도를 추정하였다.40) 기후변화가 식품 생

산에 영향 미치는 바를 평가하기 위하여 잠재력을

지닌 방법으로서 프로테오믹스(proteomics)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1)

여러 연구들에서 식품안전 이슈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식품매개

성질환과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독소, 페스트와 농약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기후는 감염성질환의 발생

패턴을 변화시키며, 반면 일기(날씨)는 감염성질환의

발생 시점과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42) 몇몇 연구들

에서 기후변화가 설사증에 대한 영향,43) 물매개성 및

식품매개성질환에 대한 영향을 지적하였다.11,44-47) 또

기후와 일기는 병원체의 존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의 음

식물 섭취 행동이 달라져 장관감염성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식품매개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

게 된다는 것이다.48)

장관감염성질환의 증가, 특히 살모넬라증, 그리고

또 그보다는 적은 범위이지만 캄필로박터증이 흔히

종종 수 주간의 기온 상승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되었다.49,50) 잉글랜드와 웨일즈, 포틀랜드,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등에서 대략 1/3 정도의 살모넬라증 환

자는 고온과 관련되었다.47) 호주에서 살모넬라증 비

율은 또한 위도가 낮을수록 증가되었는데, 이는 연

평균 기온의 상승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고 설명되었

다.51) 한편 호주의 아열대 및 열대지역에서 온도와

강우량이 살모넬라증 환자수와 양(陽)의 상관성이 있

었다.52) 또 강우량, 배수 등급, 토양의 유효수분보유

량(available water storage) 등이 신선작물에서 살모

넬라균 오염(검출)에 중요한 요인임을 통계적으로 보

인 보고가 있었다.53)

식품매개성질환 발생에 있어 계절성을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

양한 여러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병원소의 병원체 보유률,54) 병원체

의 환경 중 생존 양상,55-60) 온도(계절)에 따른 병원

체의 소장(少長)61) 등이 연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요소는 병원체의 전파경로 뿐만 아니라, 그

증식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었다.47) 이와

관련하여 기온 상승과 강수 양상 변화가 오염의 근

원(분변, 지표수, 하수 및 야생생물)과 식품매개성병

원체인 Escherichia coli O157과 살모넬라균의 경로

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62)

신선작물의 수확 전 오염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고온과 홍수라는 상황은 상추 생산에서 미생물 부하

및 병원체 유병률 증가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63)

또 홍수가 난 후 수 주간 상추 밭에서 대장균과 살

모넬라균을 검출한 연구에서는 홍수로 인하여 이들

미생물의 부하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64) 또한 상추

생산농장에서 현장재배 및 온실재배를 시도하였는

데, 관개수/물에서 병원체와 오염지표세균의 존재가

계절에 따라 다름이 나타났다. 즉 기온이 높은 수개

월 동안에 관개수에서 세균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양상추 시료의 대장균 존재 여부에 온도

와 강수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장균이 검

출된 토양 시료의 표면 온도가 검출되지 않은 토양

시료의 온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65)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s

Emerging Risks Unit는 곡물에서 곰팡이독소 오염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즉 기후변화가 주요 잠재

적 위해요소임에 근거하여 아플라톡신(aflatoxin)에

대해서는 옥수수에서 기온 2°C 및 5°C 증가 시나리

오에서 수확 전 단계에서 신선작물의 오염위험이 증

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66,67) 여기서는 수확 후 가

공 및 운송은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될 것이므로, 다

른 식품공급사슬단계는 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았다.

토마토, 후추, 양파를 비롯한 신선작물에서 곰팡이와

곰팡이독소를 스크리닝한 보고가 있었다.68) 또 토마

토에 대한 현장 및 실험실 연구는 토마토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알터나리올(alternariol)과 그 유도체의

검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토마토에서 수확 전 문

제점을 규명하였다.69) 여기서는 온도가 곰팡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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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곰팡이독소 생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기후조건이 변화되는 조건 하에서는

방심하지 말고 곰팡이로 오염된 토마토를 토마토제

품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기후변화는 또 여러 종류의 식물 페스트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페스트

발육/번식률, 또는 숙주 식물의 페스트에 대한 감수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강수 증가,

그리고 질병 동반은 특정 작물에 농약 사용과 비용

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70) 이는 이미 브라

질에서 나타났는데, 2004년에 강수량 과다는 녹병을

유발하고 이는 또 항진균제의 사용을 증가시켰다.71)

농약은 강우 양상의 변화와 상승된 온도에 따라 다

르게 작용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72,73) 흔히 사용되

는 합성농약 및 천연농약 모두 더 이상 새로운 농

업 조건, 즉 기후, 식물, 환경변화에 적합하기 어려

울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온도와 건조한 조건에

서는 농약이 더 빠르게 분해된다.74) 그렇지만 농약

의 운명과 확산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정확한 영향은

강우량 추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변이가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지론이다. 장래에 해충의 분포 또한

기후변화에 상응하여 확장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것

이다.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IPCC 및 일부 학자들에

의해 시나리오 개발이 이루어졌다.75,76) 그렇지만 기

후변화는 지역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기후대 마다

달라지느니 만큼 해당 지역사회의 일기 특징에 기반

한 접근이 시도되어 일관성을 찾기는 아직 어렵다.

IV. 고 찰

기후변화는 각기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식품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그 하나

는 홍수, 가뭄,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 감

소와 손실, 또 이에 따라 한편으로 나타나는 기아문

제의 심화 등 직접적인 영향이다. 다른 하나는 식량

/식품의 오염, 이로 인한 식품매개성/물매개성질환의

증가, 식량 손실 저감을 위한 농약 사용 증가로 인

한 문제 등 간접적 영향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

화가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곡류 생

산지역이다. 세계 총 생산량 대비 쌀 90%, 밀 40%

를 생산한다. 또 조곡 생산은 북미 다음으로 2위로

서 세계 총 생산량 대비 24%를 차지한다. 아시아에

서 전체 농경지 중 인도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4%, 28.0%이다. 아시아 대륙의 가장 큰 덩

어리인 중국의 쌀과 밀 생산 비중은 각각 세계 총

생산량의 28%, 16%를 차지하며, 옥수수와 콩 생산

비중은 각각 세계 총 생산량의 20%, 6.7%를 차지

한다. 인도의 쌀과 밀 생산 비중은 각각 세계 총 생

산량의 22%, 11%를 차지하며, 옥수수와 콩 생산 비

중은 각각 세계 총 생산량의 4%, 2.3%를 차지한다.

인도는 열대기후, 중국은 온대기후에 속한다. 즉 아

시아 지역 70% 정도의 농경지가 저위도 아래에 위

치하므로 물 부족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약 30%의 농경지는 이미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량

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지역에

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물 부족이다. 물 부족으로 인해 쌀 수확량이 과거에

비하여 이미 10% 감소하였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으로 인도를 비롯한 중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곡류 생산량이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들(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곡류 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15)

세계적 식품 섭취양상을 보면 지난 20여 년 간 별

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식품 섭취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곡류

섭취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섭취의 거의 절

반을 차지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3 정도를 차지한

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소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식품류는 육류,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이

었다. 이로부터 영양소 중 단백질 섭취에 있어 선진

국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 및 유제품으로, 개

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을 식물성 단백질인 조곡(콩

류)을 통해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습

관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간과될 수

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은 식품 섭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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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 양상은 기후변화 시에 대처가 더 어려울 것으

로 예측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

시에 선진국에 비하여 식량안보에 훨씬 더 큰 부정

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에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동물성 식품 소비가 급

증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 식육 생산을 위한 식용동

물 사육을 위한 사료작물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

이다. 인구 대국들이 세계 시장의 식량과 사료작물

을 일시에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에 기후변화가 농

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가 경험하였다.

주요 곡물의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당

시 주요 곡류 수출 국가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30년

이래 최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

량파동과 난동을 겪기도 하였다. 또 바이오연료 생

산을 위한 산업용 곡류 수요증가도 가격 상승의 주

요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

수수의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에 주도적으로 작용하

였다.15) 바이오연료의 수요 증가는 곡류의 가용성을

낮출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과 작물의 가격 상승으

로 심각한 기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의 식품 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영양

결핍을 겪게 될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8

년 식량 위기 당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만성적 기

아인구가 1억 155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

의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 결핍이 심각하고 모성의

영양결핍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의 사망률이

60~80%에 달하였다.15) 전술과 같이 2020년에 전 세

계 인구는 8억 90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측된 식량 생산량으로 보면 그 중 70%는 영

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릴 것이다. 즉 인구 5명 당 1

명꼴로 굶게 되는 것이다. 식량 부족은 특히 어린이

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아로 사

망하는 5세 미만 어린이 수가 지금 보다 두 배 이

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3) 더불어 식품의 위화

가 우려된다. 즉 식량/식품 부족 시에 부정/불량식품

이 만연하게 되는 등 식품안전은 더욱 크게 위협받

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특정 병원체의 생존(오염)과 특정 식

품매개성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지 여부는 지

역별로 기후변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다르

므로 그 해당 지역별 형평의 결과에 따라 다를 것

이지만, 전반적으로 식품 오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 더하여 식품을 취급하는 사

람의 행동양태가 달라짐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신선작물의 수확 전 오염을 다

루고 있다. 신선작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히 중

요한 요인은 신선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이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폐수, 오수 및 잡배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2006 지침에서부터 엄격한 수

질기준을 다소 변경하기 시작하였다.77) 이는 물 부

족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정 상황에서 용수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온, 습도, 강수량 증가 등은 독소를 생성하는 곰

팡이, 그리고 이들의 숙주식물과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곰

팡이는 숙주식물에 불리한 조건(예를 들면, 가뭄, 페

스트로 인한 손상, 영양불량 등)이 되면 좋은 조건

에서보다 더 많은 곰팡이독소를 생성한다.12,78) 곰팡

이독소 중 특히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서 흔히 발현

되는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기후변화 때문에 다른

지역인 EU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기후

변화(기온)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곰팡이독소와 관

련된 것으로 보았다.79) 이 지역 국가들에서의 기후

는 아플라톡신 생산에 적절한 조건으로 점점 더워질

것으로 전망되였다. 

기후관련 변화는 생태계에서 농약의 사용, 오용 또

는 남용을 모두 함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고, 또 작물

에 농약의 잔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31) 농약 사

용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검토 및 고찰한 연구

들에서는 대개 기후변화로 인해 농약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영향은 지역별, 작물별, 농약

종류별로 매우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80) 즉 식품 중

잔류농약이 증가할 것임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것이

다. 이는 결국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

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후변화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며, 식

품매개성질환 증가, 잔류농약 같은 위해요소 증가 등

에 일조함으로써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요인

이 된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사이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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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밝힌 연구들이 있지만 더 과학적인 해석/설명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

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시시각각 달라지느니 만큼 기후변화 시나

리오 구성과 분석에 있어서도 신중할 것이 필요하

다. 더불어 환경 친화적이지만 식량/영양 부족에 일

조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있어 곡물 이외의 물질

을 사용하도록 탐구하여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생

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핵심어(기후변화, 식량/식품 및 식품

안전)로써 최근 20년 간의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기후변화는 특히 기온과 강수 양상의 변화로

나타나며, 극단 강수 사건의 증가를 낳을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각기 다른 여러 방

법/경로를 통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하며 크게 직접적 영향과 간접

적 영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직접적 영향

은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인구 증가로 인한 식

량 부족/식품수급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이다. 간접

적 영향은 식품매개성질환/병원체 증가 및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농약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과 식품 중 잔류농약의 증가 위험이다. 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현장실험, 통계적 및 시나리오 분석

이 행하여졌지만 아직 부족한 편이다.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은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이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지역별 및 국가별로 세우는 것이 기본이

된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 사이의 연관성을

경험적 관찰을 넘어 더 과학적인 해석/설명으로 제

시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 바이

오에너지의 생산에 있어 식량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

도록 탐구하여 지속가능한 생존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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