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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1997 !!“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

가용성 휴리스틱 은 우리가 어떤 사건의 과거의 예를 얼마나 쉽게 기억할 수 (Availability Heuristic)

있는지를 기반으로 사건의 빈도를 추측하는 사고의 지름길 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mental shortcut) . 

리가 기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따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생하고 쉽. , 

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은 특히 널리 알려진 경우 더 중요하게 기억된다 이는 리스. 

크 인식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게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그럴 . 

것 같지 않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뉴스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리스크보다는 미디어에서 생생

하게 다루어지는 잘못된 리스크를 더 걱정한다. 

동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년 엘니뇨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많은 1997-1998 . 

국가에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다 사람들의 집과 생계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여 지역에 살았. 

던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년 엘니뇨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잠재적인 엘. 1997-1998

니뇨가 예측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동일한 영향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 

과학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엘니뇨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강우량이 많아지면 일부 건조. 

한 지역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인해 사람들과 정부는 실제 인지되는 . 

것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기후 리스크 관리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가용성 휴리스틱은 특히 리스크 인식 왜곡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   

미래의 극한 기상 현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후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겪은 마지막 . , 

태풍에 대해 쉽게 기억해낼 수 없는 경우 대피 가능성이 적다 년 텍사스에서 등급. 2008 2 (Category 2)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대피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허. 

리케인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명이 사망하고 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직 전체에서 보면 이113 380 . 

러한 사고의 지름길은 기후 적응 프로젝트가 어떤 리스크에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작용할 수도 있

다 리스크에 대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기억에 기반한 평가는 현재와 미래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 

미칠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대신 의도치 않게 최근 사건에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기억이나 설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 

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기후 리스크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종종 국. 

가 기상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IPCC 기후 변화에 관(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 보고서에는 지역 규모에서 미래에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평가가 있) 

다 게다가 극한의 사건을 다루는 연구는 특정 극한 사건의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극한 사건의 실제 빈. , , 

도를 알아보고 그 빈도가 기후 변화의 결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