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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

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지속된 호주의 산불,

2020년 이례 없는 중국의 홍수, 2020년 7월부터 50일 이상 지속된 우리

나라의 폭우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

화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1.5℃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자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 발효되는 해로 추후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저감시키거나 새로운 기회로 창출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5개년)」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국가차원

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 오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 및 피

해는 지역적·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오고 있다. 10여 년 동

안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2016년부터 연차별

이행점검 및 중간·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이행점검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종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하여 집행과정 및 집행수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집행수준을 분석함

으로써 2021년부터 이행되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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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집행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

행 담당자로 추진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관료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양적 분석을 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추가적으로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성향, 일선관료·소통·재원규모

등 조직상황, 집행과정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일선관

료와 전문가·시민단체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선관료들은 적

응대책 집행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대책은 잘 집행되고 있으나 인프라 설치 및 폭염·한

파대책은 집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시민단체는

적응대책의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폭염·한파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집행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

째,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적 성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

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환경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일수록 적응

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시민단체 면접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행정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장

이 참석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상황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적응대책 집행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적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적응대책 집

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응대책 담당자들의 평균 근

무기간이 2년 미만임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적응대책의 수립-이행-평가

와 관련된 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해도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온실가

스 감축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감형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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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응대책 집행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점검을 잘 할수

록, 지역주민과 소통할수록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집행점검평가 규정을 구체

화하고,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적응대책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의 소통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수립-이행-평가단계에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응대책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선관료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립되었다는 점,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세부적응대책만을 분석한 점, 심층면접시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민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한

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장 및 고위공무원, 물관리

등 세부 적응대책을 담당하는 일선관료, 지역주민 등으로 조사대상을 다

양화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한 심층연구, 농

업·수산업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 적응대책 연구, 대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요어 :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과정, 집행수준, 영향

요인, 일선관료, 소통

학 번 : 2001-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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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지속된 호주의 산

불, 2020년 이례 없는 중국의 홍수, 2020년 7월부터 50일 이상 지속된 우

리나라의 폭우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5차 보고서

(Assessment Report 5)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

우 21세기말 지구 평균 기온은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기후변화는 생태계, 건강, 농수산 분

야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따르면, 현재 추세와 같이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RCP 8.5)2), 21세기말 한반도 온도는

4.7℃가 상승하고, 폭염일수는 현재 10.1일에서 35.5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 증가, 노동생산성 감소, 도로·철도 등 국가기반시설 관련

분야의 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2090년대 벚꽃의 개화 시기는 현재보다 11.2일 빨라

지며, 2080년대 소나무림은 현재보다 15% 줄어드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

1)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함께 설립한 UN 산하 국
제기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대책마련을 지원한다.

2)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온실가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농도 경로를 나타내며, RCP 2.6, 4.5, 6.0, 8.5 시나리오로 구분
된다. RCP 2.6은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하는 시나리오이며, RCP 8.5는 별
도의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때의 시나리오를 의미한
다.(환경부 보도자료,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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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30년부터 식량생산량 감소, 생태

계 멸종위험 증가, 연안 홍수 피해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재경 외, 201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은 21세기 말 GDP의 4.25%, 누적 피해액은 3,100조원 이

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채여라, 2020)

이와 같은 피해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이 발효되는 해로 향후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의 기

후변화 대응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3) 또한, EU 등

해외 주요국가와 도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이 기후변화

를 넘어서 기후위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09

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2010년 시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추진해 왔다. 기

후변화 대응정책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산림 등 흡수원을 증가시

키는 정책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 적응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

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

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정책이다.4) 이중 기후변화 완화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계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건물, 산업 등

여러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하향식 집행성격이 강한 반면, 기후

변화 적응정책은 완화정책보다 지방자지단체 중심으로 집행된다. 기후변

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홍수, 폭염 발생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3)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Joe Biden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추진정책으로
제시하면서(https://buildbackbetter.com), 취임 이후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였다.(2020.11.5, 연합뉴스)

4)「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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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즉각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의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서 제시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상향식 행동을 조율해 나가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James J.

Porter et al.) 이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

은 시점에서 그 동안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

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201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

행하여 왔다. 2010년 및 2015년 제1차 및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으며, 2020년 12월「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

책(2021∼2025)」이 수립되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

응대책 수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동 조

항에 근거하여「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하 ‘기후변화 적응대

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제1차(2012∼2016) 및 제2차(2017∼2021)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함에

따라(세종특별자치시는 1차 계획 수립·이행 중)5)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한 지 약 10년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5)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적응대책 수립·이

행주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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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가 법제화 되어 2016년부터 적응대책을 수

립·이행 중으로 약 140여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적응대책 수립

을 완료하였으며, 약 80여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적응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광역 및 기초 지

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광역의 경우 제2차 대책, 기

초의 경우 제1차 대책)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적응 대책 수립 및 이행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2020년 12월에 수립 완료된「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

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연구의 구성

동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제

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하향식·상향식·통합적 접근방법 등 정책집행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본다. 아울러, 하향식 정책집행과정 및 상향식 정책집

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이행

및 평가과정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과정을 분석한

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틀 및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동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양적 연구 방법 중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추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

을 병행하였다. 제4장은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자

치단체 적응대책 집행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

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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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책집행이론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고찰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Process)이며(정정길 외, 2020:507), 형성된 정책의 업무가 추진되면서

일상화되는 과정을 말한다.(김형렬, 1993:116) 즉, ‘집행’이라는 용어는 목

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활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Pressman and Wildavsky, 1979) 정책과정을 단순화한 이론

들은 정책 결정이 되고 나면 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성수, 2008:23)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 정책평가 등 그 이후의 과정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정일, 2007:1)

2. 정책집행의 중요성

정책과정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의 순환과정으로, 정책결정은 정책집

행을 전제로 하고, 정책평가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또는 집행완료 이후 과

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정책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

다.(김문성, 1987:1) 또한 정책집행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등 원래 의

도했던 일들을 이룬다는 점에서, 정부의 활동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는 점에서(정정길 외, 2020:508509) 아주 중요하다. 정책의

제를 형성하는 과정부터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해관계자가

상호간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정책도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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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들이 정책의 존재와 그 활동 결과를 피부로 직접 느끼는 단

계가 집행단계인 것이다.(정성수, 2008:25)

3.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와의 관계

정책집행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한다고 보는 견해와 같이

(Lindblom, 1980) 정책결정과 집행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책집행

은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거치게 되

며 타협·흥정에 따른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 유사하

다. 반면,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책

결정과 달리 세부적인 결정만 이루어지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행동

(action) 그 자체가 중요하며, 정책결정에 비해 보다 기술적·기계적·전문

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정길 외, 2020:512-513)

또한, 정책집행은 정책평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초기의 정책평가

에서는 정책결과를 검토하는 총괄평가가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는 정책과정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단이 어떠한 경로

(Throughput)를 통하여 정책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정책평가가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정

책평가 기준에 따라 정책집행자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20:522-523)

제 2 절 정책집행의 주요이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집행 연구

는 크게 3가지 접근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

적 접근법, 이들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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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

성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최창현, 2019:187) 하향식 접근법은 정치적

책임성에 기초하는 공공정책 과정에 대한 합리적·계층제적,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합법적 정책결정자라고 보고 있다.(Van

Meter & Van Horn, 1975; Sabatier & Mazmanian, 1980) 동 접근법에

서는 정책 집행이 법안,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된 정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요인으로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의 설정을 든다.(전기정 외, 2004:5) 즉,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

책집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전략을 찾으려고

한다.(정성수, 2008:32) Van Meter 등은 정책기준과 목표, 정책자원, 기

구간 의사소통과 강화, 집행기관들의 특성,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집행

자들의 성향이라는 6가지 변인들이 정책과 정책집행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Van Meter & Van Horn, 1975) Elmore는 하향적 접

근법 시각에서 4가지 요인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정책의도를 반영하는 정책목표, 하위 단위의 과업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하급자에 대한 통제체제와 사회적 제재 등을 제시하였

다.(Elmore, 1979)

2.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하향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향

적 접근법이 등장하였다. 이는 정책집행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으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한다. 즉, 상향적 접근법은 특정문제나 쟁점에

관한 운영수준(operational level or local level)에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Berman(1978)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Lipsky(1978)의 일선집행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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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행태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종원, 1998;176) 동

접근법은 정책집행을 하나의 적응과정(adaptive process)으로 보고 있는

데(Elmore, 1979) 이는 결정된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관

료들이 실질적인 자유재량권을 지니며, 관료들과 고객에 의해 끊임없이

집행과정이 재정의 되고 수정된다고 본다.(전기정 외, 2004:5) 상향적 접

근법은 집행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지

식을 가진 일선집행관료로부터 출발하여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정책대상

집단, 이익집단, 지방정부 관료들을 파악한다. 또한, 관료들의 목표, 추진

전략 및 활동을 중심으로 집행 요인을 파악한다. 아울러, 이들 일선관료

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계획수립, 재원확보, 감독 등

을 확인한다.(Elmore, 1979)

3. 통합 접근법(Synthesis Approach)

1980년대 중반이후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이 지닌 장단점을 보완

하는 노력이 등장하게 된다. 양 접근방법이 각기 집행현실의 부분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을 통합하여야만 집행과정에

여러 측면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20:598)

먼저, Sabatier(1986)는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의 장점을 합하

여 일반적인 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하향적·상향적 접근방법 중 하

나의 접근방법이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한 후 조건에 따라

하나의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연구의 틀로 이용하자는 입장을 말한다.(정

정길 외, 2020:598)

Elmore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프로그램 설계시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

해 정책 목표를 결정하되, 상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

접근법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정정길 외, 2020:599)

이와 같은 통합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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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달성여부와 집행과정의 통제를 중시하는 한편, 상향식 접근방법

은 일선집행관료와 조직계층의 운용절차를 중시하는 등 분석범위와 분석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20:6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접근법은 하나의 접근법만을 취

했을 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집행과정을 넘어 정책결정과정과 연계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Winter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과정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정책집

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갈등, 인과이론, 상징행위, 관심으로 구성되

는 정책형성과정의 성격과 조직, 조직간 집행, 일선 관료의 행태, 대상

집단의 행태 등과 같은 사회 정책적 과정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Winter, 1990)

4. 정책집행 영향 요인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Larson(1980)은 정책실패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현실적인 목표, 결함있는 집행절차, 복잡한 정부간 활동, 경제

환경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Mazmanian과 Sabatier(1983)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

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16개의 독립적 요인을 열거하고,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문제의 용이성(기술의 어려운

점, 대상 집단의 행태, 전체 인구에 대한 대상 집단의 비율, 요구되는 행

태변화의 정도), 법규의 집행구조화 능력(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적

절한 인과이론, 재원의 초기할당, 집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집행인력 충원, 외부인사 참여), 비법률

적 요인(사회경제적 요건 및 기술, 대중의 지지, 관련 단체의 태도와 자

원, 지배기관의 지지, 집행담당자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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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 2008:48-49)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책요인, 집행요인, 환경적 요인, 문

제 관련 요인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Alexander, 1985) 세부적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정성수, 2008:49, 재구성)

【 표 2-1 】정책집행 영향 요인

구분 세부요인

정책요인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법령정비, 인과이론의 타당

성, 정책목표 달성 정도 등

집행요인

집행담당자의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재량권의 정도, 집행

기관의 구조, 집행 담당기관 책임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집행담당공무원의 성향,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

환경적 요인 관련 이익집단의 적극성과 지원, 사회경제적 환경 등

문제요인
정책 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 대상 집단의 규모, 요구되는

행태변화 정도, 타당한 이론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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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요내용

1.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완화(Mitigation)보다 늦게

도입된 개념이다. 이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할 당시 발

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 논의

에 있어서 적응보다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유는【 표 2-2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완화정책은 모니터링이나 그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가 용이한 반면, 기후변화에 적응했을 때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어려움에 있었다.(Füssel, 2007)

【 표 2-2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특징

구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효과 범위 전 지구 지역

효과성 확실함 확실하지 않음

모니터링 상대적으로 쉬움 상대적으로 어려움

※ Füssel & Klein, 2007, 재구성

199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차 보고서(AR2,

Assessment Report 2)에서 ‘적응’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으나 ‘적응’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후 2014년 IPCC 5차 보고서

(AR5, Assessment Report 5)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실제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지환, 2019:9)

환경부(2016)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대응대책」에서 적응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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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6)

2.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1) 신(新)기후체제 하에서의 기후적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1997년 교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

도국을 구분하고 38개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기준년도 대비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이행해 왔다. 반면,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교토의정서와

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로의 변화에 합의하

였다. 다음【 표 2-3 】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 표 2-3 】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주요내용 비교

항목 교토의정서(∼‘20) 파리협정(‘21∼)

감축의무국 주요 선진국 모든 당사국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 적응, 투명성 등

지속가능성 공약기간 설정(’08∼’20) 종료시점 미규정

목표설정 의정서에 규정 자발적으로 설정

행위자 국가중심 다양한 행위자 참여를 촉구

※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2016) 재구성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목표

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목표와 수단을 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을 구성요소

6)「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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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2℃,

더 나아가서는 1.5℃ 미만으로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는 합의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적응대책과 관련하여 각국이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자발적으로 보

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 2021년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의 기

후변화 대응정책(완화 및 감축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신(新)기후체제 하 파리협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표시하면【 그림

2-1 】과 같다.

【 그림 2-1 】파리협정 주요 구성요소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https://www.ctis.re.kr/ko/contents.do?key=1604)

7) 파리협정 제7조(Article 7)

10. Each Party should, as appropriate, submit and update periodically an

adaptation communication, which may include its priorities,

implementation and support needs, plans and actions, without creating

any additional burden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UNFC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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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특징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적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다. 기후변

화 적응정책 수립 시 특이사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건강, 농수산

업 등 사회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자생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개념인 취약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 때 해당되

는 지역의 발전 정도, 생태계 등 다양한 영역에 따라서 자생적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약성, 적응 역량도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의

적응 정책도 다르게 수립될 수밖에 없다.(Mukheibir & Ziervogel, 2007)

이와 같은 피해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목표와 다양한 정책수단

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국가의 적응정책8)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선제적으로 저

감하고 새로운 기회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

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등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

다.

가. 영국

영국은 2008년에「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국가단위에서 적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잘 갖

추어져 있다.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후리스크

를 5년마다 평가하고, 동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내무부(DEFRA,

8)「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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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를 중심으로 관계부

처가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제1차 적응

대책을, 2018년에 제2차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중이다.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국가적응계획과 연계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

여 이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Scotland Act 2009)을 제정하고, 적응관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9)

특이사항은 독립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에서 2년마다 적응대책 이행평가보고서(Process Report)를 작성하여 의

회에 제출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보고서에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책의 유무,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이행여부, 기후변화 취

약성의 감소 진척정도에 대한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표 2-4 】영국과 우리나라의 적응정책 추진체계 비교

구분 영국(2차 대책 기준) 우리나라

수립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국가/지방정부(임의) 수립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국가/지방정부(의무) 수립

이행평가
2년 단위 이행평가

집행과정 모니터링(매년),

중간(3년)·종합(5년)평가

기후변화 위원회(CCC) 환경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재구성

나. 일본

일본은 2009년 기후적응을 위한 「기후변동적응법(氣候變動適應法)」

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국가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국

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기후변동

9) 스코틀랜드 기후변화적응 홈페이지

(https://www.gov.scot/policies/climate-change/climate-change-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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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정보 플랫폼(A-plat :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Platform)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단체 등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기후변화 적응센터

를 설립하여 기후적응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방의 적

응능력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방정부가 지역에 미치는 기후

취약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10)

다.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과학과 기후리스크, 적응전략이 포함된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CA, 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발간

해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

후변화 적응자원센터(ARC-X)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3.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현황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가. 법적 추진체계

녹색산업, 녹색기술 등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

성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제도

화하였다. 동법 제 48조에 따라 정부는 생물자원, 수자원, 국민건강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있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

10) 일본 적응홈페이지(https://adaptation-platform.nies.go.jp/en/lets/loc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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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에「제1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이행하여 왔으며, 2015

년에는「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이행하였

고, 2020년 12월「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

하였다.

나. 제1차 적응대책의 주요내용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면,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

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생태계 등 7개 부문별 적응

대책과 3개 적응 기반대책 등 총 10개 대책과 8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1) 제1차 적응대책의 비전, 부문별 대책은【 그림 2-2 】와 같다.12)

【 그림 2-2 】제1차 적응대책(2011∼2015) 구조 및 주요내용

11) 환경부 보도자료, 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2010.10.12.)
12) 7개 부문별 적응대책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3개적응기반대책 : 기후변화감시및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및국제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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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획은 2012년 IPCC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대표농도경로,

RCP)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9개 부

문 67개 과제로 재정비되었다.

다. 제2차 적응대책의 주요내용

2015년 정부는 제1차 적응대책이 이행된 5년간의 성과 및 한계를 분

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을 수립하였다.

동 대책은 1차 대책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단위 적응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 기

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광역-기초에 이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했음을 제

시하고 있다. 반면, 국가대책의 부문별 성과지표가 부재하고 이행 모니터

링 등 환류과정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의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와의 소통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발굴이 미흡하였고 자

발적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3) 이러한 평가를 기반

으로 제2차 적응대책은【 그림 2-3 】과 같이 4대 정책, 18개 과제로 수립되었

다.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8조는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집행 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대책의 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2016년부터는 정책의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이행 모니

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관계 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13)「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9∼10p
14) 환경부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비, 범정부 국가적응대책 마련(2015.1222)



- 19 -

【 그림 2-3 】제2차 적응대책(2016∼2020) 구조 및 주요내용

라. 제3차 적응대책의 주요내용

2020년 12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이 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3차 적응대책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먼저,

제2차 적응대책 성과로는 세부대책(341개)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3차 년도에는 중간평가를, 5차 년도에는 종

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

관, 민간기업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기후보건영향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응 주류화

(Mainstreaming)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

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대책이 이행·평가되어 대책

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 체감이 미흡하다는 점,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과제 이행이 부족했음을 대책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

다.15)

15)「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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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적응대책은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도

출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및 선제적 대응 추진, 국민관심이 큰

홍수, 가뭄 등의 과제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3대 정책 12개 과제를 포함하여 수

립되었다. 제3차 적응대책의 구조 및 주요내용은【 그림 2-4 】와 같다.16)

【 그림 2-4 】제3차 적응대책(2021∼2025) 구조 및 주요내용

최종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목표

◈ 2℃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 기후감시·예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반 적응 추진

◈ 모든 적응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적응 주류화 실현 

3대 

정책

 기 후 리 스 크 

적응력 제고

•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종합 감시체계 구축

•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

핵심

전략

기후탄력성 

제고

취약계층 

보호

시민참여 

활성화

신기후체제 

대응

※ 8대 국민체감형 과제(홍수, 가뭄, 생물대발생, 산림재해, 식량안보, 감염병·질환, 취약계층, 협치) 별도 평가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가. 개요

16) 환경부 보도자료,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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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지역에 따라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

체는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이자 기후변화 영향의 당사자인 동시에

문제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1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단위의 적응활동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그림 2-3 】에서도 적응 이행 기반 확보를 위해 지

역단위 적응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 적응계획 수립-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대표적인 적응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분석을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기후정보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를 개발18)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응대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표 2-5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하는 등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적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응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쿨링

포그, 쿨링로드 등 기후변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역 맞춤형 현장 컨설팅

을 지원해 오고 있다.

17)「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134p
18) 기후변화취약성평가프로그램(VESTAP), 기후변화영향평가프로그램(MOTIV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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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 우수사례(예시)

지자체

명
세부사업명

관련부문 및 소관부서

관련부문 소관부서

부산

광역시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건강 재난대응과

신종 감염병 현장대응훈련 실시 건강 건강정책과

도시열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강 기후대기과

신규어종 종묘생산 및 자원 조성 농수산 수산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산림/생태계 공원운영과

을숙도 꼬리명주나비 복원 산림/생태계 낙동강관리본부

연안정비 사업 추진 국토/연안 해운항만과

재난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기후감시예측 재난현장관리과

충청

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지원 건강 보건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농수산 농업기술원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물관리 하천과

재난안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재난/재해 자연재난과

산불방지체계 구축 산림/생태계 산림자원과

지역환경교육센터 확충 기타 기후환경정책과

※ 2019년 환경부 우수사례 선정 자료 발췌

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왔으며, 2020년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방자치

단체 여건에 따라 2015∼2019년 또는 2016∼2020년 제1차 기후변화 적

응대책을 수립·이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은 행정구역(시·

도/시·군·구) 단위로 수립되는데,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평가한 후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수립절차19)를

살펴보면【 그림 2-5 】와 같다.

19)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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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절차도

지역현황 및 적응여건 분석

제1차 계획 평가

관련정책·동향 기후변화 
현황·전망

기후변화 

영향분석

종합분석 및 정책 진단

현황
·

여건
분석

現 

추진정책(사업)

인식조사
(주민, 공무원 등)

주요성과 및 
한계 ·미비점 

주요이슈, 중점·보완사항 및 기회성 등 

파악

 ➡ 제2차 계획 추진방향 설정

종합
분석

·
진단

계획 목표 및 전략 수립
부문별
사업
계획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작성)

(적합성·효과성 등
적응옵션 평가 및 
우선순위 판단)

적응대책 
발굴·선정

집행
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재원계획 및 추진조직,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제2차 세부시행계획(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또는 필요시 공청회 
등)

확정(승인) 및 공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수렴

·
승인

지역현황·특성

환경부 협의
(계획안 적정성 등 검토)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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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을 살펴보면, 국가의 적응대책 중 해당 지

방자치단체에서 이행 가능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안가형, 대도시형, 농촌형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 2-6 】는 2019년

적응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탄소중립지방정부협의회 발족20)을 이

끄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

치단체(2개소)를 선정하여 적응대책을 비교한 표이다.

【 표 2-6 】광역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 내용(예시)

※ 대구광역시, 충청남도「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재구성

20) 대구일보, 대구시, 탄소중립의 시대를 이끈다. 7일 전국 광역·기초단체 ‘탄

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2020.7.6)

구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비전
○삶의 전환을 이끄는 기후변화
적응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남

○기후변화 적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기후행복도시, 대구

목표

부문별 목표

건강
모든 사람을 위한
기후건강복지 충남

재난/
재해

후회 없는 준비,
기상재해에 안전한 충남

농업
기후변화 안심 농업의
선진지 충남

산림
건강한 산림, 치유하는 숲,
활력 있는 산촌

생태계
가치 있는 생태계,
100년 기록의 시작

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의 모범

해양/
수산

미래 생물자원의
보물창고, 풍요로운
해양 충남

부문별 전략

건강
시민 생활밀착형
건강도시 기반 조성

농업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 조성

물관리
공생하는 건전한
물환경 도시기반 조성

재난/
재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적응기반
조성

산림/
생태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림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반 조성

이행
기반

시민 참여형 적응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8개 부문, 83개 세부사업 ○6개 부문, 35개 사업

총예산 ○5,749,918백만 원 ○621,50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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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구조에 맞추어

기후변화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

리, 산림·생태, 에너지, 교통·건축, 교육홍보·협력 등의 영역을 선정하고

5년간 이행 가능한 실천대책을 중심으로 수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이 산림, 농업 등 여러 부문에 관련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생태계, 건강, 물관리 등 소관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연계되어 집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소관

부서 명칭은 다양하며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조직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조직구조

다. 집행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2012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2015년 시범사업)부터는 기

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

단체 적응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21)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적응대책이 집행되고 있는 정도를 자체적으

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1) 광역(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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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광역
제1차 적응대책 제2차 적응대책

연차별
실적제출

실적
제출

실적
제출

실적
제출 이행중

기초

(시범
수립) 제1차 적응대책

연차별
실적제출

※ 환경부 내부자료 재구성

동 과정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과정평가 및 총괄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이라는 기후변화 적응대

책 집행과정에서 볼 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

별 점검은 집행 모니터링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5년 동안의 성과

를 최종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7 】의

점선과 같이 환경부는 적응대책의 집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8월에 자체적으로 적응대책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이행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에서 외부 심사위

원을 추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하거나 담당

자가 자체적으로 예산 및 성과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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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3월~4월) 

지자체(광역/기초) 국가(환경부)

당해 연도 자체평가계획 마련
<주관부서>

중간점검
(7~8월) 

<통보> 

자체평가
(12~이듬해 

1월)

평가결과

환류

(이듬해 2월)

Ÿ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방법 등 마련

Ÿ 평가계획 통보(주관→소관)

사업평가 및 자체평가결과 마련 
<주관부서>

자체평가결과서 및 

차년도 시행계획 마련
<주관부서>

Ÿ (소관)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주관부서 제출 

Ÿ (주관) 평가결과서 작성 및 평가 

보고회 등 개최, 평가결과 

통보·조치

지자체 이행평가 최종점검

(광역, 기초)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주관 및 소관부서>

<제출> 

종합평가 및 보고서 발간
(중간 : 시행 3차년, 최종 : 시행 5차년)

※ 종합평가 결과 지자체 통보

Ÿ (소관) 집행실적, 상황변화 등 파악 및 

주관부서 제출

Ÿ (주관) 점검결과 마련 및 소관부서 통보

Ÿ 자체평가결과서 및 차년도 시행계획 

환경부 제출(매년 2월)

당초 세부시행계획 변경 

또는 수정보완

연도별 실적점검 방향 
및 제출일자 등 제시

<요청> 

지자체 이행평가 중간점검
(광역, 기초)<제출> 

<요청> 

환경부 협의
<통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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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집행과정 일반에 대한 연구

전기정 외(2004)는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는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결정

자의 비전과 강력한 의지, 대상기관 설득과 신뢰확보 등 집행공무원의

적극적 추진 노력, 유연하고 신축적인 예산 및 제도 운영,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해외 연구소의 국내유치를 성공으로 이

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예순(2005)은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정책집행 성공요인을 분석

하고 있다. 서울시민, 청계천 상인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그룹별로 분석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개된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정책내용의 명확성, 서울시

장을 포함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정책대상집단의 높은 지지, 집행단계

에서의 관료들의 노력, 전문성, 효율적인 상황 대응력 등이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성수(2008)는 교육정책분야에서 정책집행 분야의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사례로 선정하고 동 사업 집

행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 정책

집행자, 정책대상자, 정책환경이라는 4가지 요인에 따라 교육정책 집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책결정자 요인으로는 사업의 성격, 정책목표,

예산을 분석하고 있는데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집행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것은 예산이며 동 예산은 정책결정자가 부여하는 우선순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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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당된다고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자가 교육부와 추진기획단으로 이원

화됨에 따라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정책대상자인 교육

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적절한 시기에 조사하

고 그 결과를 환류 시켜야 성공적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환경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동 사업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

박광국(1995)은 국내 환경오염문제는 정책집행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고 환경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집

행요인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집행전략 등으로 구분하고, 환경

정책결정기관인 환경부 공무원과 일선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환경정책 실패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정치적 협상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명령통제방식

(Command & Control approach)을 통한 정책집행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

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광국(2000)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을 대상으로 집행과정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화행정의 전문성, 조직 간의 협력,

인프라 구축, 지역 문화사업의 경쟁력, 지역 행사의 다양성, 문화정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는 6가지 요인이 집행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책 집행주체인 공무원과 정책 대상집단인 문화예술인들 사이

에서 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인지도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완(2003)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추진되

고 있는지 담양군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

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 환

경, 정책참여자, 정책이념,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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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여러 변수 중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념성향 및 행정 철학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에 따라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제도화 되고, 정책집행 관료들의 의식이 변화

하며, 관료조직의 친환경정책 집행 노력이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순애 외(2010)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을 분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

로 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녹색

성장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지

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내적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적역량을 조직역량, 인적역량, 재정역량으로 범주

화 한 후 8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고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며, 기초 지방자

차단체 보다도 더 활발하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조직구조, 정부 간 협력

관계, 담당자의 의식이나 태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순애 외(2014)는 폐수배출 단속 사무에 있어서 환경규제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분권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광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환경행정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의 타당성

을 파악하고자 환경행정 위임사무인 폐수배출업소의 감시·단속 업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분권화 이후 적발건수와 단속적발

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정부에 사무가 이양된 이후라도

중앙정부가 보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책과 지방정부의 환경행

정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순애 외(2015)는 정책대상자(기업인)의 규제정책 체감도와 지방정부

의 집행과정의 주요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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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방자치단체 장, 담당 공무원, 정책 내용, 규제시스템 모두 기업인의

규제체감 영향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특성변수

로써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도권 입지여부를 제

시하고 있다. 정책대상자인 기업의 행정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장 및 공무원들의 노력,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비, 규제 내용의 합리성 제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책과정 연구

명수정 외(2013)는 제1차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

립 이후 이행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이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적응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상위계획인 국가 적응대책과 하위계획인 소관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2016년 수립될 제2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목표의 구체화,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도출, 부처 간

소통강화, 적응사업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원마련,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동주(2014)는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후

변화 적응대책의 효율적 수립·이행방안을 연구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시군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폭우·폭

설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적응대책의 수

립·이행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단계별로 사업의 비중이 달

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수립단계에서는 주요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응사업을 도출해야 하고, 이행단계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고재경(2015)은 적응정책은 기존의 구조적인 대책이 위험관리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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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뀜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시하

고 있다. 재해 위험의 예방과 관리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들도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

가, 지역, 민간주체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원

시, 인천시 등 기후변화 우수 대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민관협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기후변화 적응활동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적응역량 강

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 및 지역단위 기후변화 파트너쉽 운영 등

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김진아(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정 및 내용

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대상으로 목표수립,

현황조사, 의사결정, 실행, 평가의 4개 분석틀과 17개의 세부과정을 제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세부과정을 분석

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가 결과, 적응대책 검토 및 평가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총점이 상위인 지

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분석

하면서,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참여가 보장될수록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신학수(2017)는 2016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서 강화군, 서구, 연수

구, 중구를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 참

여자별, 대상지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역간 기후변화 적응대책 내

용의 질적인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는 적응교육의 실무성 강화, 담당자들

의 교류기회 제공, 시민참여 창구 마련,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소통이 가능한 협업 구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환(2019)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시 한계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보의 수집 및 현황에 대한 조사, 대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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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대책 이행이라는 3가지로 분석틀을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의 지리적 특성과 예산부족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따라 정보수집 및 현황

조사에 있어 애로사항이 나타났으며,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는 기후변화

에 대한 인식부족과 특별 자치시라는 제주도의 제도적 특성을, 이행 단

계에서는 예산부족과 행정 업무 과중에 따른 한계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요인들로 기

존 정책의 답습,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과 제주도의 지리적·제도적 특

성으로 적응대책 수립 이행에 한계가 있음을 도출하고 있다.

4. 기존 연구들의 한계 및 연구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성공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정책 등의 환경정

책과 환경규제의 집행과정 측면에서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진 반면, 기후변화 적응정책이라는 특정 정책에 대한 집행과정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수립과정 및 수립-집행

연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등 거버넌스 구조를 촉진하는 내

용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은 중앙정부

대책에 비해 더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성공

요인 또는 한계점을 분석하는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인천시, 제주도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2020년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2차 적응대책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1차 적응대책을 완료하고 제2차

적응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적응대책 수립 체계는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적

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온 지 10여년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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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분석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적응대책의 집행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적응대책 집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

화된 연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차기 적응대책 수립·이행(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제3차 적응대책,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2차 적응대책)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 주요 변수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적 정의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같은 정책집행을 기대하지만 실제적

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에 의해 폭넓게 정의

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분화되어 집행되고 이 과정에서 집

행을 담당할 기관의 전문성, 적극성 등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최창현 외, 2019:209)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은 사회경제적

여건, 산업구조, 정책추진 역량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

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박순애 외, 2010:109)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

전업무 역량이 확대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가 및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정책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수원시 2016)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개발정

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정책보다 후순위로 밀

리고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박순애 외, 2020:122)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의 분류방식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인적상황, 조직상황, 집행과정평가(집행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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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적상황 :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적 성향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사결정자

의 지속적 리더십이다.(Pressman & Wildavsky, 1980) 기후변화 적응대

책 수립이 제도화 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환경보

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면 기후변화 정책 등 진보적인

환경정책이 실현될 수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낮다면

정책이 지연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박순애 외, 2010:112) 또한, 1995

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

치단체 장의 철학, 이념 및 의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김병완,

2003:20) 이렇듯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정책추진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박순애 외, 2010:112) 지역계획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

립될 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유정민·윤순진, 2015:242) 본 연구에

서는 인적 상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적 성향이 기후변화 적

응대책 집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직상황 : 일선관료, 재원, 소통 등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중 하나는 일선관료

이다.(Ripley & Franklin, 1986) 대책이 수립된 이후 실제 운영은 관리자

가 아닌 일선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관료가 어떻게 행

동하는지에 따라 다른 집행수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순애 외,

2010:113) 교육 정책에서 관료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정성수, 2008:58)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료의 역량을 고려한

연구(김병완, 2003:1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책추진에서 관료와 관련

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인 지방자치



- 36 -

단체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단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함께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재정적인 지원에 따라 정책추

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ontjoy & O’Toole, 1979) 재정지원

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은 새로운 정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박순애 외, 2010:114)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

책 이행과 관련된 국가 재원규모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규모가 충분

한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포함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지역계

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전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에 통합적으로 반영되

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수립될 때 효과적으로 집행된다.

(유정민·윤순진, 2015:242)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과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박순애 외,

2020:18)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담당부서

와 유관부서와의 소통을, 조직 외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와 소통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부의 적응대책 관련

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한지, 지역주민들이 적응대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동 변수들이 적응대책의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 한다.

3) 집행과정평가

정책집행연구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는 정책이 실패하였는지 성공하

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책평가가 집행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책결과로써의 정책산출, 정책성과, 정책영향 자체에 관심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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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정책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실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책평가가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은 매우 크다.(정정길, 2020:522-523) 정책평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

점을 기준으로 보면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구분된다.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끝날 때에 내리는 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써 집행 관리전략의 수정·보충을 위한 것으로 정책집행과정 평가

와 중복된다.(정정길, 2020:619) 구체적으로는 정책집행활동에 영향을 주

는 절차, 자원(input), 서비스전달 등을 계획에 대비하여 점검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과정평가, 즉 집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집행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적응대책 이행점검 여부 및 환경부에서 연차

별로 실시하는 이행점검에 대한 인식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

보고자 한다.

2.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1) 변수 선정을 위한 선행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 담당자를 판단 추출

(judgement sampling)하여 사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소

관부서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을 모두

집행해 본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응대책 수립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 시 민원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개념 자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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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어려워서 적응대책 이행시 관련 민원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지

역사회 교육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

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적응대책의 특성상 기후변화 담당부서에서 물관

리, 도시계획, 생태계, 취약계층지원 등 유관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대책 분야별로 좀 더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설정

하고 예산집행률 등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연구의 분석틀을 나타내면【 그림 3-1 】

과 같다.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상황, 지방자치단체 집행과정평가를, 종속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 적응

대책에서 공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세부대책별 집행수준 및 전반적인

집행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22)

22)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연구(박순애 외, 2009:115)

분석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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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집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상황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집행과정평가가 잘 이루어질수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뉜다.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

에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하지만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을 분석하

여 자료를 단어 형태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범주로 구분한다. 양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질적 연구는 귀납적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분석한다.(남궁근, 2010:362)

동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였다. 일차적

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양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적응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주체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로 양적 분석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

중 일부는 중앙·지역 시민단체 및 중앙·지역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의 함의를 추가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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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양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총 243개 지

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에서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기후변화 적

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94개 자

치단체가 설문에 응답하여 약 38.6%의 회수율을 보였다.

【 표 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설문조사 회수현황

구분 전체 개수 회수 개수 회수율
광역 지자체 17 15 88.2%
기초 지자체 226 79 34.9%

동 연구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2 】

및【 표 3-3 】과 같다.

【 표 3-2 】종속변수 및 설명

종속변수 변수에 대한 설명

적응대책
집행수준

①물관리대책 물관리대책(홍수·가뭄) 이행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②폭염·한파 피해 폭염·한파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③인프라 투자 적응 인프라 투자 이행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④산림·생태계 산림·생태계분야 대책 이행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⑤재난·재해 재난·재해 대책 이행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⑥교육·홍보 교육·홍보 대책 이행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⑦전반에 대한 인식 적응정책 집행수준 전반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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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독립변수(20개) 및 설명23)

독립변수 변수설명

지자
체장
친환
경성
향

①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분야 관심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②환경이슈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단체 장의 환경이슈 언급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③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단체 장의 기후변화 관심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④취임후 환경예산 증감 지방자치단체 장의 취임이후 예산증가 여부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⑤환경시민단체와 소통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통여부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⑥환경민원 대응 지방자치단체 장의 환경민원에 대한 대응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조직
상황

①담당인력 충분성 적응담당인력의 충분성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②담당인력 전문성 적응담당인력의 전문성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③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중앙정부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 용이성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④중앙정부 예산 중앙정부 재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⑤지방정부 예산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⑥환경부와 소통 환경부와 소통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⑦관련 부서간 소통 지방자치단체 내 부서간 소통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⑧지역주민 이해도 지역주민의 적응대책 이해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집행
과정
평가

①자체 이행점검 절차 진행상황 점검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②별도 점검 인력 진행상황 점검 시 별도 점검인력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③지역주민 소통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④환경부 이행점검 환경부 이행점검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⑤환경부 이행점검 형식성 환경부 이행점검의 형식성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⑥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23) 당초 배포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 임기동안의 인사이동 현황,

지방자치단체 장의 환경회의 개최수(연간) 등의 질문이 있었으나 답변율이

너무 낮음에 따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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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지방자치단체기후변화적응정책집행요인분석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응답자 및 조직현황

1) 응답자의 인적 현황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6∼7급을 중심(72명)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1 】기후변화 적응대책 업무담당자의 직급

또한, 담당자의 근무연수로 볼 때 5년 미만이 41명(43.6%), 20년 이상

이 24명(25.5%)로 나타나고 있어, 임용 후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거나

조직에서의 장기근속자가 적응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 표 4-2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의 근무연수

구분 기간 인원(명)　 백분율(%)　

근무연수

5년 미만 41 43.6
5∼10년 미만 9 9.6
10∼15년 미만 11 11.7
15∼20년 미만 9 9.6
20년 이상 24 25.5

전체 　 94　 100

구분 직급　 인원(명)　 백분율　

직급

5급 1 1.1
6급 40 42.6
7급 32 34.0
8급 9 9.6
9급 12 12.8

전체　 　 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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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대하여 분

석하였다.【 표 4-3 】과 같이 전체 94명 담당자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66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3년 미만 14명(14.9%), 1년 미만이 8명(8.5%), 3년 이

상∼4년 미만은 5명(5.3%), 4년 이상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78%이상이 평균적으로 2년 미만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사

발령이후 일정기간의 업무 숙지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업무를 개발한다고

볼 때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대책을 수립·이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표 4-3 】업무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수를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 수가 1명이라는 응답이 75명(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라는 응답은 11명(11.7%), 3명은 5명(5.3%), 4명 이상은

3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약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 1명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4 】적응대책 담당 인원수

구분 근무기간 　인원(명) 　백분율(%)

기후변화

적응대책담당자

평균근무기간

1년 미만 8 8.5
1∼2년 미만 66 70.2
2∼3년 미만 14 14.9
3∼4년 미만 5 5.3
4년 이상 1 1.1

　총합 　 94 100

구분 담당자수 인원(명) 백분율(%)　

기후변화

적응대책담당인원

1명 75 79.8
2명 11 11.7
3명 5 5.3

4명 이상 3 3.2
총합 　 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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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적

응대책을 5명의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및 정책지원기관으로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4)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30명의 담당자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평가를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담인력으로 적응대책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직현황

다음은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담

조직이 있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점사업이 된다는 간

접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 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집행기관을 선입하거나, 담당조직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김

문성, 1987:402) 과단위의 독립적인 조직이 있는지, 기후변화 관련 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전담조직이 있다는 응답이 45명(47.9%),

없다는 응답이 49명(52.1%)으로 비슷하였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전담조직이 없고

14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개의 기

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담조직이 있는 단체는 31개(39.2%)로 기초 지방자

치단체 단위에서는 아직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 명칭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팀’ 명칭이

많았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후와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과’의 명칭도 확

인할 수 있었다.

24)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https://kaccc.kei.re.kr/home/intro/org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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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기후변화 전담 조직 유무

구분 유무 　지방자치단체 (개) 백분율　

기후변화

전담 조직 유무

있음 45
광역(14)

47.9
기초(31)

없음 49
광역( 1)

52.1
기초(48)

　총합 　 94　 100

광역/기초 구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에 따

라 기후변화 조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소재

지는 비수도권이 65개소(69.1%), 수도권이 29개소(30.9%)로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따른 기후변화 전담조직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4-6 】기후변화 전담 조직 유무(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지자체 소재지

전체 χ2(p)
비수도권 수도권

전담

조직

유무

있음
빈도 29 16 45

.896

(.344)

백분율 44.6% 55.2% 47.9%

없음
빈도 36 13 49

백분율 55.4% 44.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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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대책 집행수준 현황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 조직상황, 집행과정평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일선관료의

적응대책에 대한 집행수준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농업 및 수산업 대책

등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적응대책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6개의 세부대책분야 및 집행수준 전반을 선정하여 집행수

준에 대한 인식, 또는 집행 이후 나타나는 피해 저감정도에 대한 인식수

준을 평가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표 4-7 】의 오른쪽 열에 제시된 점수는 세부대책분

야의 집행수준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이 잘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개략적인 특징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7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

세부대책분야 구분 평균점수

전체 평균25)(7개 과제, N=94) 3.58

① 물관리대책(홍수·가뭄) 수립 3.69

② 폭염·한파 피해 발생* 3.32

③ 적응 인프라 투자 이행 3.31

④ 산림·생태계 분야 대책 이행 3.79

⑤ 재난·재해 대책 이행 3.80

⑥ 교육·홍보 대책 이행 3.56

⑦ 적응정책 집행수준 전반 3.59

* 폭염·한파 피해의 정도를 질문한 것으로 값을 역코딩하여 산출함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 전체는 평균 3.58로 보통 수준(3)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대책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재

25)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의 경우 7개 항목을 평균내어 별도의 전체 변

수를 생성하였다. 또한, 7개 항목의 Cronbach’s α값은 .800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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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재해 대책이 가장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0) 다

음으로는 산림·생태계 대책(3.79), 물관리 대책(3.69)이 잘 수립되거나 이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적응 인프라 투자 집행과 관련

된 점수가 가장 낮아(3.31) 적응 인프라 투자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폭염/한파 대책(3.32)

은 인프라 투자 다음으로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응대책 교육·홍보는 6개의 세부대책 중 4번째 수준으로 점수

값이 나옴에 따라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향요인(독립변수) 주요 통계 결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성향을 살펴보면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24) 아울러 환경민원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지 여부(3.90),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3.84), 기후변화에 대

한 관심(3.74) 순서로 친환경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출된 이후 환경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예산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3.57)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환경 시민단체와의 소통(3.20)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자치

단체 장이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등 환경정

책 이슈에 대하여 관심도 높고 환경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4-8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에 대한 주요통계결과

독립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지자
체장
성향

①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 1.00 5.00 4.24 0.85
②환경이슈에 대한 관심 1.00 5.00 3.84 0.97
③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1.00 5.00 3.74 0.96
④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00 5.00 3.57 1.03
⑤환경 시민단체와 소통 1.00 5.00 3.20 1.12
⑥환경민원 대응 1.00 5.00 3.90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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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 예산, 조직 내외 소통, 관련 지침, 주민의 이해도 등을 포함

한 조직상황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 적응업무 담당인력이 충분한 지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1.90), 응답 인원의 최대값도 4점(=그렇다)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중앙정부의 재원 또한 최대값이 4점(=그렇다)

이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2.32) 아울러,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낮다고 인식되고 있다.(2.47) 적응대책 집행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환경부

업무지침은 보통이하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2.61) 기후

변화 적응대책 이행과정에서 환경부와의 소통(2.62), 지방자치단체 내 기

후변화 적응 관련 부서간의 소통(2.68) 역시 보통수준 이하이나 조직상

황 변수 내의 다른 항목들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적응대책에 대한 이해도(2.60) 또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하는 일선관료의 충분성 및 전문성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보다도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9 】조직상황에 대한 주요통계결과

독립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조직
상황

①담당인력 충분성 1.00 4.00 1.90 0.88
②담당인력 전문성 1.00 5.00 2.47 1.08
③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1.00 5.00 2.61 0.82
④중앙정부 예산 1.00 4.00 2.32 0.81
⑤지방정부 예산 1.00 5.00 2.41 0.82
⑥환경부와 소통 1.00 5.00 2.62 0.87
⑦관련 부서간 소통 1.00 5.00 2.68 0.91
⑧지역주민 이해도 1.00 4.00 2.60 0.71

집행과정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과정평가를 측정하는

질문에서 적응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지 여부가 높게 나타났다.(3.57)

반면, 적응대책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는지 여부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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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지(2.76) 여부는 보

통수준(3)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의 연차별 이행점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연차별

이행점검은 대책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2.85)와 형식적으

로 진행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3.09)를 볼 때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기후변화에 취약성한지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3.16)

이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과정평가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이 필

요하며, 환경부의 연차별 이행점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 표 4-10 】집행과정평가에 대한 주요통계결과

독립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집행
과정
평가

①자체 이행점검절차 1.00 5.00 3.57 1.21

②별도 진행상황 점검 인력 1.00 5.00 2.16 1.16

③지역주민 소통 1.00 5.00 2.76 0.89

④환경부 이행점검 1.00 5.00 2.85 0.96

⑤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1.00 5.00 3.09 0.95

⑥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 1.00 5.00 3.16 0.95

4. 영향요인이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1) 독립변수 전체(20개)가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항목들 간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표 4-11 】상관분석 결과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 중 폭염·한파 피해발생, 기후적응 인프라

투자 집행은 다른 범주의 항목들과의 상관성이 낮게 나왔으며,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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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다른 범주의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성향, 조직상황, 집행과정평가 항목들이 기

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투입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VIF(분산팽창지수)를 산출하

여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표 4-13 】에서 나

타나듯이 VIF는 최대 4.601로 나타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집행수준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7.520으로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9.2%로 나

타났다. 투입된 항목들 중 ①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

(역코딩을 하여 분석),(β=-.205, p<.05), ②지방자치단체 장의 취임 이후

환경예산 증가 여부(β=.203, p<.05), ③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한지 여부(β=.240, p<.05), ④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β=.308, p<.01), ⑤적응대책 이

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β=.252, p<.05)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제 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환경예산 증

가에 기여할수록, 기후 관련 환경부의 지침이 쉽게 이해될수록,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 적응대책을 점검할수록, 적응대책 이행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할수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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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수준 
전체

물 
관리

폭염
한파
(역)

인프라 산림
생태계

재난 홍보 전반
경제
개발
(역)

이슈 기후
관심

예산
증가

소통 민원
대응

인력 
충분

인력 
전문성

지침 
이해

중앙
예산

지방
예산

환경부 
소통

부서 
내 

소통

지역
이해

절차 별도
인력

소통
환경부 
지침 
도움

형식적 
점검
(역)

취약성
(역)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집행
수준

집행수준 전체 1 　 　 　 　 　 　 　 　 　 　 　 　 　 　 　 　 　 　 　 　 　 　 　 　 　 　 　

물 관리 .652*** 1 　 　 　 　

폭염한파(역) .135 -.046 1 　 　 　 　

인프라 .627*** .270** -.244* 1 　 　 　 　

산림생태계 .884*** .538*** .061 .539*** 1 　 　 　 　

재난 .889*** .484*** .001 .523*** .839*** 1 　 　 　 　

홍보 .802*** .404*** -.082 .419*** .638*** .740*** 1 　 　 　 　

전반 .839*** .485*** -.089 .485*** .691*** .755*** .754*** 1 　 　 　

지자
체장
친환
경성
향

경제(역) -.370*** -.151 -.022 -.294** -.355**

*
-.421**

* -.278** -.281** 1 　 　 　 　 　 　 　 　 　 　 　 　 　 　 　 　 　 　 　

이슈 .464*** .221* -.049 .222* .476*** .405*** .483*** .504*** -.205* 1 　 　 　

기후관심 .464*** .260* -.074 .278** .465*** .380*** .474*** .470*** -.301** .837*** 1 　 　 　

예산증가 .499*** .335** -.011 .335** .465*** .443*** .389*** .469*** -.323** .607*** .633*** 1 　 　 　

소통 .454*** .295** .001 .183 .411*** .369*** .454*** .494*** -.237* .659*** .620*** .438*** 1 　 　 　

민원대응 .315** .190 -.041 .148 .260* .276** .299** .404*** -.294** .546*** .550*** .487*** .664*** 1 　 　 　 　 　 　 　 　 　 　 　 　 　 　

조직
상황

인력 충분 .273** .213* -.040 .084 .271** .272** .243* .296** .011 .172 .174 .171 .158 .072 1 　 　 　 　 　 　 　 　 　 　 　 　 　

인력 전문성 .314** .233* -.053 .086 .275** .310** .305** .387*** -.167 .291** .284** .339*** .318** .302** .468*** 1 　 　

지침 이해 .416*** .263* .135 .206* .372*** .452*** .272** .325** -.140 .192 .130 .289** .107 .143 .260* .444*** 1 　 　

중앙예산 .286** .262* .132 .010 .252* .209* .210* .311** -.120 .121 .106 .192 .259* .090 .210* .273** .290** 1 　 　

지방예산 .425*** .290** .060 .168 .470*** .337*** .312** .440*** -.201 .281** .325** .314** .274** .169 .293** .286** .323** .696*** 1 　 　

환경부 소통 .410*** .252* .097 .203 .339*** .445*** .301** .357*** -.157 .285** .204* .375*** .203 .279** .204* .424*** .753*** .207* .192 1 　 　

부서 내 소통 .448*** .252* .044 .353*** .387*** .384*** .309** .434*** -.214* .261* .263* .349*** .393*** .316** .433*** .365*** .365*** .288** .366*** .389*** 1 　 　

지역이해 .521*** .366*** .119 .312** .441*** .455*** .400*** .419*** -.101 .344*** .305** .279** .324** .165 .301** .357*** .401*** .294** .309** .459*** .529*** 1 　 　 　 　 　 　

집행
과정
평가

절차 .493*** .302** -.216* .318** .386*** .505*** .552*** .556*** -.144 .327** .358*** .203 .349*** .267** .112 .146 .100 .206* .166 .262* .110 .173 1 　

별도인력 .436*** .257* -.095 .221* .356*** .398*** .471*** .514*** .116 .379*** .279** .248* .364*** .229* .426*** .397*** .248* .210* .259* .339*** .346*** .487*** .340*** 1 　

소통 .557*** .325** -.110 .383*** .432*** .493*** .594*** .572*** -.108 .380*** .354*** .307** .431*** .346*** .313** .347*** .265** .080 .161 .365*** .516*** .495*** .411*** .415*** 1 　

환경부 지침 도움 .349*** .286** -.171 .265** .357*** .337*** .279** .351*** -.111 .229* .191 .235* .275** .163 .453*** .360*** .444*** .215* .291** .459*** .451*** .435*** .194 .476*** .461*** 1 　

형식적 점검(역) .392*** .214* .065 .260* .372*** .407*** .279** .304** -.214* .345*** .320** .302** .291** .298** .178 .098 .432*** .091 .253* .393*** .270** .309** .135 .262* .370*** .428*** 1 　

취약성(역)※ .083 .020 .097 .073 .044 .044 .030 .084 -.137 .121 .021 .072 .074 -.072 -.033 -.116 -.043 .157 .150 -.003 .010 .121 -.034 .123 -.055 .143 -.015 1

*p<.05, **p<.01, ***p<.001,  ※ 취약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종속변수와의 관계 분석 실시

【 표 4-11 】상관관계 분석



- 52 -

`

* 3개의 독립변수는 역코딩하여 분석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1.856 .407 　 4.559 .000 　

경제 개발 관심(역)* -.147 .061 -.205 -2.406 .019* 1.577

환경이슈 .046 .090 .072 .513 .610 4.319

기후변화관심 -.054 .092 -.085 -.586 .560 4.601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20 .057 .203 2.098 .040* 2.044

환경시민단체 소통 .096 .063 .174 1.524 .132 2.829

환경민원대응 -.103 .071 -.149 -1.454 .151 2.277

담당인력 충분성 .033 .063 .047 .527 .600 1.764

담당인력 전문성 -.079 .055 -.135 -1.428 .158 1.941

환경부 지침 이해
용이성 .188 .088 .240 2.142 .036* 2.734

중앙재원 -.059 .084 -.078 -.702 .485 2.655

지방재원 .114 .082 .154 1.390 .169 2.678

환경부와의 소통 -.089 .084 -.124 -1.055 .295 2.992

관련부서간 소통 .034 .081 .049 .419 .676 3.011

지역주민 이해도 .163 .087 .184 1.872 .066 2.098

자체 이행점검 절차 .153 .045 .308 3.379 .001* 1.800

별도 점검인력 .051 .054 .095 .930 .356 2.266

지역주민 소통 .172 .069 .252 2.503 .015* 2.211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095 .060 -.146 -1.569 .121 1.892

형식적 점검(역)* .000 .058 .001 .007 .994 1.727

취약성 인식(역)* .016 .050 .024 .310 .758 1.351

R2 .692

F(p) 7.520(.000)

【 표 4-12 】독립변수 전체(20개)가 집행수준 전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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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변수 및 중요 독립변수 선정시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 별로 경제적 여건, 인구규모 등이 다양하므로 상기 독립

변수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경제적 통제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26)을, 규모 통제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27)를 반영하

였다. 또한 모든 독립변수를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5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나,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표 4-12 】에서 유의확률(p)이 낮은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 조

직상황, 집행과정평가 중 유의확률이 낮은 변수를【 표 4-13 】와 같이

3개씩 선정하였다.

【 표 4-13 】통제변수(2개) 및 중요 독립변수(9개) 선정

통제변수
지방자치단체 장
친환경성향

조직상황 집행과정평가

①지역내총생산
(GRDP)

①경제 개발 관심 ①담당인력
전문성

①자체 이행점검
절차

②지방자치단체
인구수

②취임후
환경예산 증가

②환경부 지침
이해 용이성

②지역주민 소통

③환경
시민단체 소통

③지역주민
이해도

③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2개의 통제변수 및 9개의 독립변수와 적응대책 집행수준을 종속변수

로 하여【 표 4-14 】과 같이 Pearson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지역

내총생산(GRDP) 및 인구수는 폭염/한파 및 인프라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이 인구수보

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한파 및 인프

라 종속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6) 통계청(2014년 지방자치단체 별 GRDP, 강원도 등 2014년 통계가 없는 일부
지자체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13년 GRDP 반영)

27)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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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통제변수(2개) 및 중요 독립변수(9개) 상관관계 분석

전체
이행
수준

물관리
폭염
한파
(역)

인프라 산림
생태계 재난 홍보 전반 ln

GRDP
ln

인구수
경제 
(역)

예산
증가 소통 인력

전문성
지침 
이해

지역
이해 절차 소통

환경부
지침
도움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집행
수준

전체이행
수준 1

물관리 .652*** 1
　

폭염한파 
(역코딩) .135 -.046 1

　
　
　

　
　

　
　

　
　

　
　

　
　

　
　

　
　

　
　

　
　

　
　

　
　

　
　

　
　

　
　

　
　

인프라 .627*** .270**  -0.244* 1
　

　
　

　
　

　
　

　
　

　
　

　
　

　
　

　
　

　
　

　
　

　
　

　
　

　
　

　
　

　
　

산림생태계 .884*** .538***  .061 
 .539*** 1

　
　
　

　
　

　
　

　
　

　
　

　
　

　
　

　
　

　
　

　
　

　
　

　
　

　
　

　
　

재난 .889*** .484*** .001 .523*** .839*** 1
　

　
　

　
　

　
　

　
　

　
　

　
　

　
　

　
　

　
　

　
　

　
　

　
　

　
　

홍보 .802*** .404*** -.082 .419***  .638*** .740*** 1
　

　
　

　
　

　
　

　
　

　
　

　
　

　
　

　
　

　
　

　
　

　
　

　
　

전반 .839***  .485***  -.089 .485***  .691***  .755***  .754***  1
　

　
　

　
　

　
　

　
　

　
　

　
　

　
　

　
　

　
　

　
　

　
　

통제
변수

lnGRDP .293** .224* -.098 .112 .259** .214** .422*** .279** 　1 　 　 　 　 　 　 　 　 　 　

ln인구수 .282** .153 -.068 .199 .251* .198 .381***  .235* .894***  1
　

　
　

　
　

　
　

　
　

　
　

　
　

　
　

　
　

　
　

지자
체장
친환
경성
향

경제(역) -.370*** -.151 -.022 -.294** -.355*** -.421*** -.278** -.281** -.047 -.003 1　 　 　 　 　 　 　 　 　

예산증가 .499***  .335** -.011 .335** .465***  .443***  .389***  .469***  .220* .164 -.323* 1 　 　
　

　
　

　
　

　
　

　
　

　
　

소통 .455***  .295** .001 .183 .411***  .369*** .454***  .494***  .277** .261* -.237* .438***  1 　 　 　 　 　 　

조직
상황

인력
전문성 .314** .233* -.053 .086 .275** .310** .305** .387*** .244* .108 -.167 .339** .318** 1　 　 　 　 　 　

지침이해 .416*** .263* .135 .206* .372*** .452*** .272** .325*** .089 .019 -.140 .289** .107 .444*** 1
　

　
　

　
　

　
　

　
　

지역이해 .520*** .366*** .119 .312** .441*** .455*** .400*** .419*** .074 .089 -.101 .279** .324** .357*** .401*** 1 　 　 　

집행
과정
평가

절차 .494*** .302** .216* .318** .386*** .505*** .552*** .556*** .336** .376*** -.144 .203 .349** .146 .100 .173 1　 　
　

　
　

소통 .557*** .325** -.110 .383*** .432*** .493*** .594*** .572*** .168 .178 -.108 .307** .431*** .347** .265* .495*** .411*** 1 　

환경부 
지침도움 .349** .286** -.171 .265** .357*** .337** .279** .351** .162 .152 -.111 .235* .275** .360*** .444*** .435*** .194 .461*** 1

 
 *p<.05, **p<.01, ***p<.001, GRDP 및 인구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



- 55 -

가. 집행수준 전체에 미치는 영향

집행수준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12.895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4.8%로 나타났

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지역총생산(GRDP)과 인구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 9개 항목들 중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 개발(역코딩)에 대한 관심(β=-.174, p<.05), 지

방자치단체 장의 환경예산 증가(β=.172, p<.05),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한 정도(β=.170, p<.05), 지역주민이 기후

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β=.261, p<.01), 지

방자치단체 내에서 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β

=.264, p<.01), 적응대책 이행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정도(β=.239,

p<.05) 등의 영향이 유의하였다.

【 표 4-15 】집행수준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1.544 .288 　 5.370 .000 　
통제
변수

GRDP .039 .072 .096 .539 .591 6.927
인구수 .011 .074 .027 .151 .880 6.885

지자
체장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125 .053 -.174 -2.374 .020*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01 .048 .172 2.129 .036* 1.428

환경 시민단체소통 .057 .046 .104 1.219 .226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079 .048 -.135 -1.624 .109 1.513
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133 .063 .170 2.115 .038* 1.413

지역주민 이해도 .231 .075 .261 3.094 .003** 1.561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131 .040 .264 3.300 .001** 1.404

지역주민 소통 .162 .062 .239 2.624 .010* 1.819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058 .054 -.090 -1.078 .284 1.525

R2 0.648
F(p) 12.8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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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제 개발과 ②환경예산 증가에 대한 성향이

높을수록, ③기후 관련 환경부의 지침이 쉽게 이해될수록, ④지역주민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수록, ⑤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적응대책을 점검하는 절차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⑥적응대책 이

행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할수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한 회귀분석에서

는 ④지역주민의 적응대책 이해도가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나. 물관리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물관리 적응대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

2.894로 p<.01에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물

관리 적응대책은 지역주민이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영

향에 유의하였다.(β=.253, p<.05)

즉, 지역주민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수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6 】물관리 투자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1.595 .621 　 2.571 .012 　

통제
변수

GRDP .288 .155 .469 1.857 .067 6.927

인구수 -.249 .160 -.392 -1.559 .123 6.885

지자
체장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024 .113 -.022 -.209 .835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36 .103 .152 1.328 .188 1.428

환경 시민단체소통 .024 .100 .029 .243 .808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071 .105 -.080 -.682 .498 1.513
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110 .135 .092 .809 .421 1.413

지역주민 이해도 .340 .161 .253 2.110 .038* 1.56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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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생태계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산림·생태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6.458로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다. 산

림생태계 적응대책은 투입된 항목들 중 지역주민이 적응대책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있는 영향에 유의하게 나타났다.(β=.208, p<.05)

즉, 지역주민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수록

산림생태계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표 4-17 】산림·생태계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1.402 .470 　 2.982 .004 　
통제
변수

GRDP .026 .118 .048 .224 .824 6.927
인구수 .042 .121 .075 .347 .730 6.885

지자
체장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165 .086 -.172 -1.926 .058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45 .078 .183 1.863 .066 1.428

환경시민단체 소통 .096 .076 .131 1.261 .211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107 .079 -.137 -1.351 .181 1.513

환경부지침이해용이성 .142 .103 .135 1.382 .171 1.413

지역주민 이해도 .247 .122 .208 2.021 .047* 1.561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129 .065 .193 1.985 .051 1.404

지역주민 소통 .102 .101 .113 1.017 .312 1.819

환경부 이행점검도움 .016 .088 .018 .178 .859 1.525
　R2 .480
　F(p) 6.458(.000)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132 .086 .175 1.540 .128 1.404

지역주민 소통 .077 .133 .075 .577 .566 1.819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023 .116 .023 .196 .845 1.525

R2 0.293
F(p) 2.8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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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난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재난대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10.720으

로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0.5%로 나타났다.

투입된 항목들 중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β=-.246,

p<.01), 적응 지침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β=.232, p<.05), 지역주민의 이

해정도(β=.192, p<.05), 적응대책을 점검하는 절차(β=.351, p<.001)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제 개발에 관심이 많을수록, 환경부의 기후

적응 관련 지침의 이해가 쉬울수록, 지역주민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수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기후변화 대책을 철

저하게 점검할수록 재난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진다.

【 표 4-18 】재난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1.682 .386 　 4.358 .000 　

통제
변수

GRDP .024 .097 .046 .245 .807 6.927

인구수 -.003 .100 -.005 -.029 .977 6.885

지자
체장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223 .071 -.246 -3.169 .002**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093 .064 .124 1.454 .150 1.428

환경시민단체 소통 .026 .062 .038 .424 .673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080 .065 -.108 -1.224 .225 1.513

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230 .084 .232 2.727 .008** 1.413

지역주민 이해도 .215 .100 .192 2.146 .035* 1.561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221 .053 .351 4.140 .000*** 1.404

지역주민 소통 .161 .083 .188 1.943 .056 1.819

환경부 이행점검도움 -.059 .072 -.073 -.824 .412 1.525

　R2 0.605
　F(p) 10.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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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교육 및 홍보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 및 홍보대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10.725으로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0.5%로

나타났다. 투입된 항목들 중 적응대책을 점검하는 절차(β=.289, p<.01),

지역주민과의 소통(β=.376, p<.001)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할수록, 이행과정에서 주민과

의 소통이 충분할수록 환경교육 및 홍보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진다.

【 표 4-19 】환경교육 및 홍보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722 .483 　 1.494 .139 　

통제

변수

GRDP .190 .121 .297 1.574 .120 6.927

인구수 -.043 .125 -.064 -.343 .733 6.885

지자
체장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136 .088 -.119 -1.538 .128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052 .080 .056 .650 .518 1.428

환경시민단체 소통 .091 .078 .106 1.169 .246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073 .081 -.079 -.900 .371 1.513
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063 .106 .051 .594 .554 1.413

지역주민 이해도 .203 .125 .145 1.618 .110 1.561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228 .067 .289 3.406 .001** 1.404

지역주민 소통 .403 .103 .376 3.893 .000*** 1.819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135 .090 -.132 -1.495 .139 1.525

R2 .605

F(p) 10.7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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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반적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전반적 집행수준을 종속변수로 하

는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 F값은 9.861로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모형의 설명력은 58.5.0%로 나타났다. 적응대책을 점검하는 절차(β

=.367, p<.001), 지역주민과의 소통(β=.238, p<.05) 등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할수록, 이행과정에서 주민과

의 소통이 충분할수록 전반적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진다.

【 표 4-20 】전반적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VIF

　 (상수) .950 .430 　 2.208 .030 　

통제
변수

GRDP .050 .108 .091 .469 .641 6.927

인구수 -.054 .111 -.093 -.484 .630 6.885

지자
체장
의
친환경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063 .079 -.063 -.796 .429 1.176

취임후
환경예산증가 .130 .071 .160 1.828 .071 1.428

환경시민단체
소통 .110 .070 .147 1.584 .117 1.592

조직
상황

담당인력 전문성 .026 .072 .033 .363 .717 1.513
환경부 지침
이해 용이성 .038 .094 .035 .404 .688 1.413

지역주민 이해도 .152 .112 .125 1.358 .178 1.561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절차 .251 .060 .367 4.217 .000*** 1.404

지역주민 소통 .221 .092 .238 2.399 .019* 1.819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019 .080 -.021 -.231 .818 1.525

R2 0.585

F(p) 9.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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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요약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들을 다음【 표 4-21 】과 같이 정리하였다.

독립변수 및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추

진하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이 집행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

으며, 지역주민들의 적응대책에 대한 이해정도, 대책 이행시 지역주민과

의 소통,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적응대책

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할수록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21 】회귀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

집행
수준
전체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 교육

홍보
인식
전반

지자
체장
친환경
성향

경제 개발
관심(역) (-)* (-)**

환경예산증가 (+)*

환경 시민단체
소통

조직
상황

인력 전문성

환경부 지침이해
용이성 (+)* (+)**

지역주민 이해도 (+)** (+)* (+)* (+)*

집행
과정
평가

자체 이행점검
절차 (+)** (+)*** (+)** (+)***

지역주민 소통 (+)* (+)*** (+)*

환경부 이행점검
도움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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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환경예산 증가에 관심을 가질수록 적응

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적응대책

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집행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자치단체 장이 경제 개발 및 환경예산 증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작성하는 관련 지

침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기타 의견으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후관련 업무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조직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일선관료들의 동

기부여를 위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적응대책과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

는 업무매뉴얼(SOP)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 2 절 심층면접에 따른 추가 연구 결과분석

1. 심층면접 배경 및 대상 선정

1) 배경

양적 연구를 위해 진행된 동 설문조사는 표본이 단일집단, 그 중에서

도 실제 적응대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Street Level Bureaucrats)를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6개의 영향요인 중

조직 내부와 관련된 변수(환경부 지침 이해 용이성, 자체적인 이행점검

절차)보다는 조직 외부와 관련된 다른 4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이외의 집단을 선정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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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대상자 선정

심층 면접 대상자 선정은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며, 연구자가 모집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풍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남궁근,

2010:538) 분석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는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

응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충청남도는 2019년 및 2020

년 환경부 적응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대책 수준

에 대한 인식도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에 두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책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하였거나 국가 기후변화적응

센터 및 지역연구기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적응대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

은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표 4-22 】심층 면접 대상자 현황

구분 소속 분류

연구기관

전문가

서해안기후연구소 A

대구발전연구원 B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C

시민단체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D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E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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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추

가적인 집행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면접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

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표 4-23 】과 같다.

【 표 4-23 】심층면접 주요 질문목록

질문영역 세부질문

분야별

집행수준

○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다음 분야 중 어느 부문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다음 분야 중 어느 부문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장

성향

○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제분야와 환경분야(기

후변화 분야 포함) 양쪽 모두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

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

상황

○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을

위한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잘 알

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통 및

협업과정

○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과정(수립-

집행 및 평가)에서 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과 소

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

○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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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접 분석결과

1) 분야별 집행수준에 대한 인식

시민단체 관계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대

책 중 폭염·한파 대책이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

관리, 산림·생태계 등 다른 세부대책들은 적응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존부

터 집행되어 오던 사업을 단순 취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

들은 “적응대책 사업 대부분은 기존 사업들”(전문가 B)이며, “폭염 이외

의 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인식이 미흡하여 기존의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전문가 B, C)고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

계자는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대두되는 기후변화문제는 폭염으로 보

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폭염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사

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편”(시민단체 E)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외부에서는 적응대책 중 교육·홍보 및 산림·생태

계 대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변화대

응 정책, 특히 적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적응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행동수칙도 중요한 부분이나 이

와 관련된 시민교육 홍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시민단체 E)이라고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전문가 A)있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아울

러, “도시공원 일몰제가 추진됨에 따라 기후변화와 연관된 도시공원이

없어지고 있다(시민단체 D)”고 제시하여 산림·생태계 대책 또한 잘 이행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기존

단위사업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해에 강한 도시계

획 전반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시민단체 D)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폭염·한파는 상대적

으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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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오히려 폭염·한파 대책이 상대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8)에서 국민들

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의 순서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대책 또한 폭염·한파 대책에 대한 체감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적응대책은 단순히 사업을 리스트 업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대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사업들에 기후변화 적응개념을 반영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 오던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기후변화 적응측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제도

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전문가 A)

2)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 성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제 개발에 대한 성향과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에 대한 성향이 높은 점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 개발에 관심을 가질수록 적응대책 이행수준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조직 외부에서 보는 지방자치단체 장

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

수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관

심분야라고 보았다. “기후변화와 같이 발생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시민단체 E, F) 지방

자치단체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우선순위

로 두기 위해서는 이슈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

선거 전 미세먼지가 이슈화됨에 따라 환경정책(특히 대기환경)을 공약으

로 내세워 이행”하고 있으며(전문가 A),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지역

28) 2020년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인식조사, 환경부, 2020,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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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시민단체 D)

3) 조직상황

조직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적응대책 자체가 기존 관련 사업을 취합

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입은 없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었다.(전문가 A)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야 할 것”(시민단체 F)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대기 부서 외의 업무담당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낮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전문가 B)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간의 협업관계를

더 증가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시민단체 D)

지역주민이 적응대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은 알 수 있으나 적응대책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전문가

A, C), “아직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대해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이나 홍보가 거의 학교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는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

하고 있다.(전문가 B) 또한 “폭염·한파 등 적응대책 사업의 경우에도 그

늘막, 쿨링 로드 등이 왜 설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외의 분야들은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제한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시민단체 D) 아울러, 적

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 사

태로 점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전문가 A)

4) 집행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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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전문가 A)

또한, 적응대책 이행시 시민사회 및 연구기관과 소통하고 있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적응대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응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전문가 C)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전문가 A), “수시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

여 시민단체(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및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소통을 잘 하고 있다”

고 제시하였다.(전문가 B)

반면, 시민단체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시민단체 D), “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자문이나 보고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으나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는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면서, “계획의 수립 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에서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적극 운영하고 활용해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시민사회와 더 깊이 있

는 논의를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시민단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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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동 연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이행된 지 10년이 됨에 따라 그간의 전반적인 집행수준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

화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집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

해 도출된 적응대책 집행수준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1.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조직현황

집행담당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응대책 수립을

하는 담당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 미만으로 적응대책 업무를 숙지하고

이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1명

인 지방자치단체가 약 80%에 달하고 있어 재난, 인프라, 물관리, 취약계

층 지원 등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을 취합하면서 대책을 수립-집행하는

업무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직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소 중 15개소에서 기

후변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40%만이 기후변

화 전담조직이 있는 상황이다. 전담조직 유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분

야 관심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보다 기후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적응대책 집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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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대책 집행수준 및 이행 수준이 높은 세부적응대책 분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와 전문가·시민단체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일선관료들은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대책은 잘 집행되고 있으나 인프

라 설치 및 폭염·한파대책은 집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문가·시민단체는 적응대책의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폭염·한파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심 곳곳의 그늘막 설치, 전통시장의 쿨링 포그 설치, 폭염 대

응물품 지원 등 폭염·한파 대책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 외

부에서 볼 때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반면, 재난·재해,

물관리 대책은 체감이 어렵고 재해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대단위 지역에

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외부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는 적응대책

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응대책이 추진된 지 10여년이 되고 있는 상황에

서 폭염·한파 대책 등 국민들이 체감하기 용이한 대책은 확대하고 적극

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재난·재해, 물관리 등 기존 사업과 긴

밀하게 연계되는 세부적응대책은, 풍수해 종합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

계획, 하천 정비 사업 등 기존 계획 및 사업에 기후변화 위험과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적응대책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

첫째, 양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환경적 성향과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 장의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환경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일수록 적응대책 정책집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집행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책우선순위는 지역개발에 있었으며,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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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노력은 지역개발과 조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박순애 외, 2010:122) 이는 전문가/시민단체 면접결과에서

도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경

제발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20년 유례없이 발생한 장마와 홍수가 야기한 사

회·경제적 피해규모29)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꼼꼼한

집행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사전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7월 발표된 그린뉴딜 대책30)(IoT/AI 기반 스마

트 상하수도 시스템 도입, 그린리모델링 건축,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위험에 대한 대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장

이 참석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응대책 추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환경예산에 관심을 갖도록 지역친화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상황과 관련하여 적응대책 이행과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이

이해하기 용이할 수록, 지역주민들의 적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적

응정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문분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

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외(2020:265)에 따르면 환경분

야 네 가지 국정과제 중(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개선,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집행체계 구축) 신기후체제 집행체계 구축 과제

를 환경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공무원 비율이 높았다. 신기후체제

대응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하는 등 고도의 기획

및 집행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응대책 담당자들의

29) 2020년 장마 및 태풍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46명(10년 평균인 15명의 3배)

재산피해는 1.3조원(10년 평균인 3,147억 원의 4배)에 이른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 곡성군의 경우 6명 사망, 1조 1,114억 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

었다.(「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2020.11), 뉴시스, (2020.8.15.))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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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임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적응대책의 수립-이

행-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적응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 인식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일반인 대상 생활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위험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홍보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실가스 감축

과 적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연계하여 에너지절감, 폭염대응 요령설명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생활체감형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응대책 집행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점검을 잘 할수

록, 지역주민과 수시적으로 소통할수록 적응대책 집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 2019년에 배포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지침’을 살펴보면 매년 7∼8월에 적응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념정도만 제시31)되어있

는 실정으로 집행점검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관료들이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

보공유의 장을 만들고, 분기별·연차별 집행실적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

도록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사례 선정시 인센티브를 강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적응대책 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31) 제2절 (이행평가 체계 및 범위)

중간점검은 부문별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및 상황변화(사업, 예산 및 성과지

표 등)를 모니터링하여 적정 조치 및 관리를 통한 당초 성과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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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전문가 등 여러 주체들과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심층 면접시 시민단

체 관계자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적응대책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적응대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은 2020년 12월 수립된 「제3차 국

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추진 방향과 일맥 상통한다. 동 대책은 기존 적

응대책이 관계부처,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이행-평가되어 국민체감도가

낮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체감형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평가단을 구성하

여 평가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2)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적응대책 수립-이행-평가단계에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응대책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제안

먼저 양적 분석결과와 관련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분석이 단일조직에서 수집되어 결과값의 일반화에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응대책을 담당하는 일선관료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과에서 직

접 근무하는 일선관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

직에서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결과값이 양의 방향으로 또는 음의 방향으

로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ame-source variance, common

source bias)

둘째, 일선관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의 한계가 있다. 동 연구는 기

후변화 적응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관련 부서,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일선현장에서 담당하고 있어 적응대책 내용을 실무

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응대책

32) 환경부 보도자료,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기후안심국가구현(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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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수준 및 영향요인을 지방자치단체 사업구조 전체 구조에서 분석하

는 고위직 관료들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물관리, 건강, 산림·생태계 등 세부대책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

러 세부대책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세부대책에 맞는 집행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적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질적

분석결과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위해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전문가들을 판단추출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향후,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양적/질적 분석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 집행수

준 전반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구조를

보면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장 및 고위공무원, 기후변화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관료, 지역주민 등 조사대상을 다양화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행과정평가에 대한 추가 사례분석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행점검을 하고, 지역주민과

의 소통을 강화할수록 집행수준이 높아진다고 도출하였다. 일부 지방자

치단체 적응대책 집행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업, 수산업 등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 연구는 물관리, 폭염·한파 대응, 산림·생태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응대책을 분석하였

다. 적응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지역맞춤형 대책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응대책을 대상으로 집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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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달리 적응대책은 대책과 이행결

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결과값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년 적응대

책 인식도 조사 결과 및 예산 집행률 등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적응대책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세부대책의 효과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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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Bae, Yoen J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abnormal weather phenomena du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round the world. The

increasing risk of climate change was shown in Australia’s massive

wildfires that lasted six months in 2019, deadly floods in China in

2020, and Korea's heavy rain spell for more than 50 days in 2020. In

order to predict and respond to such damage,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his year the

Paris Agreement, which aims to hold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 and

was adopted by 195 parties, will take dffect and accordingly,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are expected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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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amage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9 to legislate and promote polic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five –

year rolling plan)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the effects and damages of climate change, or turn them into

new opportunities. At national level, the first and seco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have continued to be implemented, and the

third plan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020. At local level,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daptation

plans to enhance their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as the

damages of climate change often have immediate impact on local

communities firs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lan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monitoring annual implementation and

conducted preliminary and comprehensive evaluations since 2016.

However,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was introduced at municipal

level only in 2016, and basic local governments have started to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status from 2020, and only a limited

number of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ocess and level of

adaptation implemen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The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between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local governments’ adaptation plans in

terms of implementation.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daptation-related works was conducted,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have been also conducted. A general assumption was made

that the eco-friendly tendenc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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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ituation (e.g. the size of manpower, commun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will have impact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NGOs showed a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f the level of

implementation. The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a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was above the average, and disaster, water

management, forest and ecosystem measures were being implemented

well, but they answered that the level of infrastructure and heat/cold

wave measures were below the average. On the other hand,

experts/NGOs said that the heat/cold wave measures were better

than other measures.

In addition,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execu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in case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was

highly intereste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portion of

environmental budget is high,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measures was found to be high as well. This was also

recognized in expert/NGOs intervie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wareness that climate change

adaptation contributes to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various

channels.

Second, the adaptation plans guidelines that are easy to

understand help increas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plans by local public officials. Given that the average length of

service is less than two years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adaptation

plan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eeds to prepare guidelin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daptation

plans in an easily comprehensible manner.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understanding of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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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outreach for climate change, considering experts and

civic groups' opinions that greenhouse gas reduction is currently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Third, a better implementation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more frequent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was identified to

help increas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adapta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spection and evaluation system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thoroughly check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daptation plans. To this end, relevant inspection and evaluation

regulations need to be specified in more detail, information sharing

should be further promoted, and more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when selecting best practices. In addition, civic groups point out that

there is little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evaluating adaptation plan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local communities such as civic group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enhance the level of

enforcement by establishing a governance consisting of local

residents, civic groups, and local experts in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daptation plans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only

from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daptation pla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ly on the detailed adaptation plans commonly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ivic groups/experts at 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In the future, the analysis needs to expand its

scope by diversifying the targets of the survey to includ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etailed adaptation measures such as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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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est/eco-system implementation. In addition, an in-depth

research through case analysis, a study into detailed adaptation plans

that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i.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nd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lans in the

long-term are needed.

keywords :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implementation process, level of implementation,

influencing factors, public officials,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 2001-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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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양적분석 설문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립

될 예정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 이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신데 대

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담당자 : 배연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mailto:rubi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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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기관 현황 】

 문 1)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담당 조직은 현재의 지방자치

단체 장 선출이후 몇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궐위시 선출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포함합니다)    (          년 동안         번)   

문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업무 담당자는 평균적으로 몇 년을 근무합니까? 

①1년 미만 ②1~2년 ③2~3년 ④3~4년 ⑤4년 이상

문 3)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 인원은 몇 명입니까?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4명 이상

문 4)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조직(과/팀)이 있습니까? 

① 있다 (조직명*:            ) ② 없다

   * (예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대응팀 등

문 5)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인원:          명) ② 없다

문 6)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억 원/년)   

문 7) 귀하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기후변화 적응예산이 차지하

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①5% 미만 ②5~10% ③10~15% ④10~20% ⑤20%이상

- 설문기입 요령 -

 1. 각 설문의 답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십시오.

 2.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직접 관련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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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장의 성향 】

2. 귀하의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치단체 장은 경제개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치단체 장은 공식석상에서 
종종 환경이슈를 언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치단체 장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환경예산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치단체 장은 주기적으로 
환경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자치단체 장은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

문 8)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년 동안 단체장 주재 환경관련 

회의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⑤5회 이상

☞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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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상황 】 

3.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업무 
담당 인력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 
담당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후변화 적응관련 중앙정부의 지침은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예산(중앙정부 재원)은 적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예산(지방정부 자체재원)은 적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자치단체 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부서간 소통 및 협업은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지역주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특이사항(                                               )

☞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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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점검 】 

4.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진행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환경부의 연차별 이행점검은 우리 
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환경부의 연차별 이행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자치단체는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

☞ 다음 장으로



- 92 -

【 집행수준 】 

5.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지난해 우리 자치단체는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홍수/가뭄 
등)을 잘 이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해 우리 자치단체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해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생태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난·재해 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특이사항  (                                                   )

☞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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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Q1.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과

담당업무

근무 연수 만 (         ) 년

직급

Q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이하 ② 21~30세 ③ 31~40세 ④ 41~50세 ⑤ 51세 이상 

Q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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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분석 설문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립

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의 집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항들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답변길이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

다. 귀하의 소중한 경험에 근거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외부 유출

없이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담당자 : 배연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mailto:rubi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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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영역 세부질문

분야별 
집행수준

①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된 다음 분야* 중 어느 부문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1 잘 이행되고 있다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뭄·홍수/ 폭염·한파 / 인프라 / 산림·생태계 / 재난·재해 / 교육·홍보

◯2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된 다음 분야* 중 어느 부문이 가장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고 생각하십니까? 

  ◯2 -1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뭄·홍수/ 폭염·한파 / 인프라 / 산림·생태계 / 재난·재해 / 교육·홍보

◯3  지난해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
◯4  귀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

립 또는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
십니까? 

◯5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 기후변화 적응이란? 

  :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하거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란?

  : 중앙정부(‘11~)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12~, 기초 ‘16~)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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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
체장
성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1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환경분야(기후변
화 분야 포함)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2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경제분야와 환

경분야(기후변화 분야 포함) 양쪽 모두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
단체
상황

◯6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본인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을 
위한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통 
및 

협업
과정

◯8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과정(수립-
집행 및 평가)에서 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과 소
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 -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잘 알
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9 -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 
제언

◯11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집행과정에서 
애로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2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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