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연구 제13권 제2호 2018(143-152)

143

http://dx.doi.org/10.14383/cri.2018.13.2.143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권 지역에서의
교통 활동 변화 해석 및 예측 방법에 대하여
- 활동기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

단보

김찬수1·이승호2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센터
2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2018년 6월 20일 접수, 2018년 6월 29일 수정, 2018년 6월 29일 게재 확정)

On Methods of Analysis and Forecasting of Change in Transport
Activity affected by Climate Change in the Area of North Pole Route:
Focused on an Activity-Based Micro Simulation
Chansoo Kim1 · Seungho Lee2
1

Computational Economics Lab.,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Received 20 June 2018, Revised 29 June 2018, Accepted 29 June 2018)

Abstract : The safety of the future mankind becomes a world issue due to the climate change driven by
global warming. It is inevitable to observe everywhere in daily lif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he level of
emergency differs between long-term, mid-term, and short-term, which depends on situati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daily life is fairly diverse, and therefore multiple research units of different backgrounds
often work together on the measuring and forecasting of the impact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otentially
useful methods to analyze and forecast the impact on the changes in transport activities of Canadian Inuit.
This is part of the research on the climate change’s impact on the Northern Sea Route area. Either natural or
man-mad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forces human to adjust their daily life in order to maintain their
utility level of life. Individual or individuals’ group react to the external impact, the way of which differ from
others. This fact calls a simulation research on the whole set of input-intermediate process-output. Agents
representing individuals or certain subpopulation are given a set of rules to react to stimulus and interact
with other agents behave in the realm of simulation. This paper provides methodological discussions on how
analyzing and forecasting future change in transport activit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discussion
goes around activity-based approaches that are recently popular in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among available simulation approaches. This paper then discusses the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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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극항로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하
고, 기후변화가 북극항로권 지역 내의 이누이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Ford et al ., 2010; Lee and Lee,
2018).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극지방에서 나타나
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극지
연구소는 이와 관련한 많은 유용한 연구 결과를 발
표해 왔다(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http://
kopri.designpixel.or.kr/?c=1/2& cate=1). 특히
19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지구온난화에 따라
급속히 진행된 북극해 해빙 감소는 여러 방면에서

Figure 1. Skidoo of Inuit.
(Source: https://pixers.se/fototapeter/evoluzionecon-motoslitta-50437684)

북극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미국과 캐나다의 인디언 원주민이 국가가 설정한

중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 퀘벡주에

보호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를

약 38,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이누이트 족의 생활

주시하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논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예로, 자치구 내

구하고자 한다.

에 대형마트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의 전통 주식인

이누이트족은 약 2천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북아
메리카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누이트는

날고기를 아직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도 변화를 겪고 있다.

자신들의 언어로 ‘인간’이라는 뜻이며, 긴 시간 동

이상에서 언급한 변화가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

안 북극 일대에서 수렵과 어업을 통해 생활하여 왔

지면서, 이들의 생활 변화 추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 생활의 대부분 자원은 고래, 물개, 순록 등의 수

지고 있고, 특히 이러한 변화 가운데 북극 지방의 기

렵과 물고기의 어업으로부터 주어졌으나, 현재는

후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공무원, 관광, 자원개발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연구가 활발하다(The Economist, 2017.4.29). 이

들도 많다. 이들의 교통수단은 과거 개썰매와 카약

는 북극지방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인류 미래의 전

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스키두라 불리는 스노모빌 혹

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

은 모터보트 등을 많이 이용한다(Figure 1). 주거 역

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

시 과거 이글루나 천막집이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향을, 기후변화에 따라 이누이트가 이제까지 경험

현대식 가옥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주 근거지 중 하

한 생활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가늠해

나인 누나부트 테리토리의 수도 이칼루이트에는 약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000 명의 이누이트 족이 모여 살고 있다. 캐나다

본 연구는 이누이트족의 생활 변화 중 교통 활동

정부는 1999년 이누이트 원주민의 문화와 생활을

변화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누나부트 테리토리를 설

중 기후변화의 영향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

정하고 자치구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누이트족은

적을 둔다. 이를 위해 2장은 관련 연구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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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알아본다. 4장은 앞

활용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이다. 넷로고 등 매크

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로 시뮬레이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변화의 방향
성을 일러스트하고 연구 목표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연구 의의가 있다. 외적

2. 문헌연구

환경에 대한 터틀 행동의 변화를 예로 자주 소개되
는 넷로고 활용은 매우 간단한 객체 행동 지침과, 그

기후변화에 따른 이누이트족 생활 변화는 다양한

에 따른 특정 행동 특성 소유 객체들의 공간 분포의

형태의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통 활동의 변화

변화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일찍이 기후변

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

화에 따른 북극곰의 분포 특성 변화를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목적이나, 기후변화가 교통 활동 변화에

한 Cho et al .(2011)의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연구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일어나는 것 외에도, 오히

를 매우 잘 대표하고 있다.

려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을

객체 자체의 특성이 매우 복잡하고 객체 간 상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2차효과를 포

작용의 방향성이 매우 다양하며 객체 특성 자체가

함하는 시뮬레이션을 고려하고자 한다. 2차효과를

학습과 업데이트를 통해 진화하는, 에이전트 기반

고려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외부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위의 매크로 시뮬레이션에

에 의한 1차효과 혹은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한다

비해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수준으로 외부 효과에

면,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고도 특정 시점의 계량

대한 개인들의 집합적 반응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정

경제학적 모형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

책 효과의 사전 진단에도 대단히 유용한 방법을 제

다. 시뮬레이션은 행동 주체의 특성의 학습에 따른

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이전트 기반 마이크로

반응의 진화와 행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비선형성

시뮬레이션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담아내

이누이트족의 교통 활동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영향

데 유용한 방법에 대해 논구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후변화의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Kim et

들의 특성과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집

al ., 2015).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기후변화의 영향

합적 경향이 발현되는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

이 교통 활동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만 존

법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 활동의 변화는,

재한다면 굳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형의 복잡성을

기후변화가 교통 활동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

더할 필요가 없겠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적,

접적으로 주도한다기 보다는 교통 활동을 필요로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거쳐 일상의 교통 활동에 영

하는 다양한 일상 생활의 변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향을 미치고 다시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해 2차효과

교통 활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

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므로, 시뮬레이션의 틀을 기후변화 일상 변화 교

접근 방법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통 활동 변화의 방식으로 프레임하는 것이 타당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

∨

에이전트 기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에이전트

∨

의 2차효과를 담아내는 데 유리하다(Joh, 2013). 기

다 할 것이다.

다. 넷로고 등을 이용한 매크로 시뮬레이션 방법이

일상 변화를 통한 교통 활동 변화를 시뮬레이션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에이전트들을

하는 방법은 교통학에서는 활동기반 접근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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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1990년대 이래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적 정책 투입이 미시적 개인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

있다(Bifulco et al ., 2010). ‘활동기반’ 접근법이라

나는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Öberg,

는 용어는 교통 활동이 교통 그 자체가 아닌 일상 활

2005). 한 사람의 하루 동안의 활동 수행과 그것을

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위한 이동 궤적을 확인하면 그가 사회와 어떤 관계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술 표현이다. 이 활

하에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동기반 접근법은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개인의 교

다. 교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그러한 일상의

통 활동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많은

영위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하루 동안 수행하

수의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 자체 특성과 에이전트

는 활동들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간의 상호작용 규칙을 설정하고, 에이전트 특성의

다는 것이다. 시간지리학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제

학습과 업데이트를 함께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약기반 활동 통행 연구는 활동기반 접근법이 시작

한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는 정책 변화에 대한 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고 발전하

인의 반응의 집합적 발현이 정책 변화를 의도한 방

여 왔다(Kwan, 2004). 그러나 제약 이외에 선호 등

향과 강도에서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가 다른 세부 접근 방법에 비

데 큰 도움을 준다.

해 취약하여, 제약 하에 개인의 선택이 구체적으로

활동기반 접근법은 개인 특성의 프레임을 어떻
게 잡느냐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접근 방법으

어떤 원리로 특정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된 단점을 갖는다.

로 구분된다(Timmermans et al ., 2002). 이들 세부

두 번째 세부 접근 방법은 효용에 근거한 방법으

접근 방법들은 개인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원리

로서, 효용 기반 접근법이라고도 불린다(Malayath

가 개인이 접하는 일상 활동 수행에서의 제약에 근

and Verma, 2013). 개인이 일상을 지내는 것은 하

거하는지, 일상 활동 수행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용

루 동안 어떤 활동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수행하

에 근거하는지, 혹은 일상 활동 수행의 만족에 근거

는 것인지, 또 원래 생각에서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제가 다름에서 기원한다. 먼저 일

해야 하는지, 혹은 생각지 못하던 일을 하려면 또 어

상 활동 수행에서의 제약에 근거한 활동기반 접근

떻게 다른 활동들을 조정해야 하는지 등, 중단 없

법은 제약기반 교통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개인이

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부 접근 방

사회와 맺는 관계에 의해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예

법은 개인이 일상을 수행하는 근본 원리는 이러한

로, 하루, 일주일, 한달 등의 시간 프레임) 안에 할

선택들의 결과가 다른 어떤 선택들보다 더 큰 효용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

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활동은 어느 정도 주어져

는 것이다. 기존의 계량경제학적 전통을 그대로 수

있으며, 따라서 정책 투입에 의해 이러한 시간이나

용한 것이어서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

공간에 변화를 주면 개인이 수행할 활동이 달라질

다. 아마도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 있다. 전후 스웨덴 국토공간구조 재편과 도시계

이 접근 방법은 활동의 선택, 교통수단의 선택, 활

획의 토대 구성을 이끈 룬트 대학의 해거스트란드

동 위치의 선택, 활동 수행 순서의 선택 등등에 대

는 시간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도시 연구 분야를 개

한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개인이 최적의 컴비네

척하고, 도시계획이 일상의 개인이 행복을 증진하

이션을 찾을 수 있고, 실제 찾아서 그대로 일과를 수

는 방향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거시

행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사람들의 행동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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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그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 2000년 노벨경

받아들여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다(Cenani et al .,

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맥패든의 심리학적 선택론

2012).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초등학

이 그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어 매우 공고한 학

생조차도 매우 많은 종류의 활동들과 그 활동들을

문 영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세부 접근 방법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여, 만일 효

은 개인이 일상에서 늘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

용 접근법에 의해 그것들의 모든 조합을 고려해야

니라는 문제제기를 받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한다면 일과 수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안 조합을

지만, 개인이 일상 활동의 선택을 최적으로 하지 않

열거하고 최적 대안의 선택을 위해 그것들을 서로

는 것은, 보통의 개인들은 일상의 선택 대안이 너무

비교하는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갈 것이다. 그러나

나 많아 그것을 모두 최적으로 처리할 정보 처리 능

초등학생들도 그러한 어려움이 전혀 없이 하루 일

력이 없다는 것, 또한 설령 그러한 능력이 있는 개인

과를 잘 관리하고 수행해 낸다. 만족자의 입장에서,

이라 할 지라도 많은 노력이 드는 그런 정보 처리 과

인식된 조건 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하고 그

정을 겪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하거

중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며, 선택 후에는 다른 생

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각지 않은 더 나은 대안들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면, 개인은 그가 할 수 있는

지 않는다. 실제 하루의 소소한 일상의 수행은 이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적화된 선택을 하려고 애

한 인지심리학적이고 점진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

를 쓴다. 선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는 그 사람의 정

진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행태적으로는 더 타당한

보처리 능력의 차이이지 의지의 차이가 아닐 것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세부 접근 방법은 그 복잡한

다. 그러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루틴한 활동들, 그 활

정보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기본 연구 틀로

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의사결정 대상들은

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 관리, 분석의 복잡성은 그

사실 일상의 사소하고 대부분이 반복적인 일들이

이상이다. 다행히 최근 자동화된 자료수집 방법들

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에서의 특정 활동을 잘 못 선

이 많이 있어 이 세부 접근 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지

택했다고 해서, 교통수단을 잘 못 선택했다고 해서,

고 있는 추세이다.

목적지를 잘 못 선택했다고 해서, 그 개인이 큰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
는 마지막 세부 접근 방법인 CPM에 중점을 두고 구

세 번째 세부 접근 방법은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

체적인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즉 기후변화라는 이

이 만족에 근거한 선택과 실행으로 구성된다고 본

누이트족에게는 외부적인 충격이 그 동안 이누이트

다.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뿐 아니라 활동 의

족의 일상 생활 변화, 특히 교통 활동 변화에 어떠한

사결정 상황에 따라 일상 생활 실행에 대한 구체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틀로서 주목하

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

고 그 구체적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다 결정 결과의 최적화를 위하여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식된 조건에 선택하려고 하
는 내용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만족할 만 한지 등을

3. 방법론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Computational
Process Model(CPM) 이라고도 불리며, AI에서 많

본 연구는 활동기반 매크로 시뮬레이션으로 기후

이 활용되는 인지심리학적 의사결정 이론을 크게

변화에 따른 생활변화, 특히 교통 활동 변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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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표현하고 연구목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거하여 기후변화의 이전과 이후로 정하고, 교통 활

위한 연구 방법을 논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전체

동의 특성을 이전과 이후 각각으로 비교 정리한다.

적인 연구의 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향이 있기

•과거에서 현재로의 북극권 기후변화 정리

전과 후를 구분하고, 그 변화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

•이누이트족의 교통 활동을 모형화

이 필요하다.

•위 2)에 근거하여 과거 활동과 현재 활동을 각
각 정리
•위 1)이 위 3)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 즉, ‘기후변
화 → 교통활동 변화’를 모형화)
•기후변화 트렌트의 유형 정리
•위 4)에 근거하여 위 5)의 유형별 각 생활변화
변화 예측

4) 다양한 기후변화 내용들 중 어떠한 것이 교통
활동의 변화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후변화 → 교통활동 변화’
를 모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이제까지의 기후변화 내용 외에도 앞으로 기후
변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영향의 방향
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는 내

•결과의 시사점 정리

용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

1) 북극권 기후변화를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6) 위 4)에서 확인한 기후변화 → 교통활동 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과 이후를 가르

의 모형에 근거하여 위 5)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는 역사적 시점을 정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기후

교통활동 변화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미래 기후변

변화 내용의 상세를 각각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언

화의 영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급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연구자마다 강조점이

본 연구 논문은 위 중 4)의 모형 수립에 대한 상세

달라, 이 연구 과제를 위한 기후변화의 내용과 그 잠

한 방법론 논구를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

재적 영향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변화의 영향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파생

2) 교통 활동은 하루 동안(혹은 한 주나 한 달 등

적으로 만들어지는 교통활동은 그로부터 2차효과

주어진 기간 동안) 개인이 일상 활동을 한 내용을 모

로 변화가 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교통 활동의 발

두 포함한다. 일상 활동의 장소가 서로 다르다면 이

생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 활동 수행의 파

들을 연결해 주는 교통 활동을 포함한다. 하루 동안

생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활동기반 마이크로

일어난 활동과 교통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

면 활동-교통의 궤적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예측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통 활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반

Figure 2는 본 연구가 논구하는 기후변화 교통활

적인 활동 수행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

동 변화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

한 듯이 교통 활동은 다른 일반 활동의 수행 장소가

고 예측하는 틀을 설명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그

달라 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하기

림에서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서 진행된다.

때문이다. 활동-교통의 궤적은 개인별로 상이하며,

1) 개인마다 다양한 교통 활동이 어떤 것이 존재

그 패턴은 소수의 유사한 그룹들로 묶어서 의미 있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다. 이누이트족 구성

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 개개인은 각자의 일상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3) 위 1)에서 정한 기후변화의 역사적 시점에 근

위한 각자의 방법의 교통 활동이 있다. 개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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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framework of activity-based micro-simulation of the climate change’s impact on
transportation activity change.

다른 교통 활동의 궤적을 자료로서 수집하고 기록

로파일과 기후변화 특성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추정

한다.

하여 모델을 수립한다. 인구집단별, 상황별 특성 등

2) 개인마다 다양한 교통 활동을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형화한다. 이는 기후변화와 교통 활동

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물

5) 정책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관심이 되는 추가

론 개인별로는 세부내용에서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적인 기후변화 요소의 목록을 준비하여 목록별 시

교통 활동의 궤적을 하나의 집단으로 군집화하고

나리오를 구축한다. 위 3)과 같은 실제로 벌어진 기

각 집단의 활동 특성을 프로파일한다. 이 특성의 프

후변화 상세 이외에, 정책적, 이론적으로 관심의 대

로파일은 기후 변화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

상이 되는 특정한 기후변화 상황이 미래 전개될 것

는 데 핵심 정보로 활용된다.

을 대비하여 구제척인 시나리오들을 구축한다. 이

3) 이누이트족의 주생활 무대인 북극권에서의 기

는 재앙적 기후변화에 대한 콘틴전시 플랜의 성격

후변화 요소를 목록화한다. 기후변화에 구체적으로

을 가질 수도 있으며 혹은 일상의 점진적인 기후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특정하는 작업이다. 이는

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적 대응 준비용으로도 고

본 연구 자체가 아닌 타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결과

려할 수 있다.

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6)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위 4)에서 구축한 활

4) 기후변화 이전의 교통 활동 유형으로부터 기후

동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변화 이후의 교통 활동 유형이 나타나는 변화에 대

각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델

해 목록화된 기후변화 요소들이 어떠한 유의한 영

내의 에이전트들에 의해 상이한 집합적 발현을 결

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활동기반 모델을 구축한다.

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앙적 기후변화 시나리오

위의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 활동 집단의 프

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의 집합적 발현과 점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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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그것은 다를 것이다. 그

전문용어가 없이,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리고 그 다름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역시 정책적

가 관심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할 기후변화의 종류

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와 문제점 등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7)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교통활동의 변화를 분석

다음으로는 북극항로권 지역의 원주민 특히 이누

하고 예측한다. 위 6)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

이트와 같은 수 천년 거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생

과를 분석하고 미래 계획 상황에 대한 예측을 실행

활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원인을 시계열적으로, 체

한다.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인구집단별, 제도

계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적 범위 등 다양한 스케일의 시뮬레이션 분석이 가

들의 생활상의 변화는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 생존

능하다.

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

8) 전체적인 요약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공할 수 있다. 과거 이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를

분석 및 예측 결과를 요약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통한 미래 우리 인류 전체의 생활 변화를 예측하는

도출한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이러한 연구

것은 우리 후세의 안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일이

에 기초한 정책을 실행하였을 때 수혜자와 실행을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이누이트족 생활 변화에 대한

위한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류 생활

도 모든 인구집단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조건의 변화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구축하

은 드문 일이다. 혜택을 얻는 인구집단과 그렇지 못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한 정책적 시

한 인구집단을 확인하고, 혜택에서 소외되는 집단

사점은 그 가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

이나 지역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시뮬레이션 연구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외적 자극 혹은 충격에 따른 사회 변화의 대규모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지리학, 도시공학 등 많은 공간과학 연구자들이 관

4. 추후 연구 과제

심을 갖는 분야이다. 매크로 시뮬레이션에 비해 정
책적 활용도가 높아 이론적으로 매우 선호되는 접

이상의 방법론적 논구를 실제 분석과 시뮬레이션

근이지만,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이 매우 복잡하고 노

실행에서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추가적인 연구 소

동집약적이어서 연구 발전에 제약이 되어 왔다. 그

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범 지구적인 관심사이

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 수집에 관한 다양

며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가장 앞서 생각하는

한 방법론적 기술적 도약이 있어 왔다. 이를 통해 그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각자가 의미하는 기후

간의 연구 제약을 많은 부분 제거하고 최근 마이크

변화의 부분은 전문가, 정책담당자, 일반 시민들마

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

다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기후

다. 활동기반 사회 변화 예측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

변화의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고 그 아래 세부적

및 이론적 도약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첨

인 차이를 확인하는 탑다운 방식의 기후변화 내용

단의 사회과학적 연구 분야이다. 그 방법으로서는

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문

최근 각광받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대부분의 4차산업 선도 기술을 포괄한다.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공감이 가고,

이러한 방법론은 극지분야 적용 연구의 사례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권 지역에서의 교통 활동 변화 해석 및 예측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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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바로는 북극

Cho, S., Na, Y. G., Lee, J. Y., and Joh, C. H., 2011,

항로 운항 조건 관련 연구에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Analysis of the ecological impact of climate

집계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방법론으로 북극지방

change using ABMS: a case study of polar bears

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의 심
각성을 일깨울 수 있다. 관련된 후속 연구와 연구환
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and glacier,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6(3), 291-30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Ford, J. D., Pearce, T., Duerden, F., Furgal, C., and
Smit, B., 2010, Climate change policy responses

이상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항로권 지역에

for Canada’s Inuit population: the importance

거주하는 이누이트족의 교통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

of and opportunities for adaptation, Global En-

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현
상이 일어날 때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해당 지역 주

vironmental Change, 20(1), 177-191.
Joh, C. H., 2013, A Time-Space Approach to Urban Daily
Life Study, Purungil (in Korean).

민들의 생활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할 것인

Kim, B. Y., Lee, S. H., and Yang, H. S., 2015, Climate

가에 대한 가능한 방법론으로서의 활동기반 마이크

change and the world food production: an

로 시뮬레이션을 논구해 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추

empirical analysis using a panel data, Journal

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of Climate Research, 10(2), 209-21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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