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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2021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50-1900년 산업화 이전의 평균보다 약 1.11 ± 0.13 °C 더
높았다. 연초와 연말에 발생한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몇 년보다 덜 더웠다. 최근 7년
동안 즉, 2015년-2021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7년이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2013년–2021년의 기간 동안 연간 평균 4.5mm 상승하여
2021년에 최고 기록에 도달했다.
2021년에 남극 오존 구멍의 최대 면적은 2480만 km2에 달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깊고 큰 오존 구멍은 하부 성층권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극소용돌이와 평균보다 낮은 기온에 의해 유발되었다.
그린란드에서는 고도 3,216m 의 그린란드 빙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서밋 스테이션(Summit Station)에서 이례적으로 8월
중순 해빙 현상과 사상 최초의 강우가 발생했다.

이례적인 폭염은 북아메리카 서부와 지중해 전역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데스밸리 기온은 7월 9일
54.4 °C 에 도달하였고, 이는 2020년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어도 193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의 기온은 48.8°C 에
도달했다.
허리케인 이다(Ida)는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으로, 8월 29일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하였고, 이는 7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기록적인 상륙이었다.
치명적이고 큰 희생을 초래하는 홍수가 발생하여 중국
허난성에서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서유럽에서는 7월 중순에 기록상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이 기상 현상은 독일에서 2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가뭄은 캐나다, 미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밀과
캐놀라 작물 생산량이 2020년보다 35%-40%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강의 미드 호 수위가 7월 만수위보다 47m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기록상 가장 낮은 수위였다.

COVID-19 펜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분쟁, 이상기후 현상 및 경제적 충격의 복합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수십 년의 진전을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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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기상 위험은 계속해서 국내 실향의 원인이 되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동 횟수가 기록된 국가는 중국(140만 이상), 베트남(664,000 이상), 필리핀(600,000
이상)이었다.

서문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2020년에 화석 연료 CO2 배출량이 약 5.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보다 1.5 °C - 2 °C 높은 세계 평균 온도를
안정시키려면 온실 가스 배출을 대규모
감소시켜야 하고, 향후 10년간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계기상기구(WMO) 2021 전지구기후현황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평가 보고서인 실무그룹 I, II 및 II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몇 달 후에 간행되었습니다.
현재의 WMO 보고서는 2021년에 관측된 연간
기후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주요
지표
측면에서
지속되는
추세(IPCC
보고서에서도 보고됨)를 보여줍니다. 이에는
온실 가스의 농도, 세계 연간 평균 표면 온도,
세계 평균 해수면, 해양 열 함량, 해양 산성화,
해빙 면적 그리고 빙상과 빙하의 질량 변화가
포함됩니다. 주요 지표는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현재의 날씨 및 기후 현상에 대한 인구의
취약성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위험 기상 및
기후가 식량안보와 인도주의적 요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과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 중 CO2 농도의
증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된 것보다
약간 낮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연간
성장률보다는 높았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기후 적응을 위해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반
미만의 회원국만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WMO와 그 회원국은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물리적 데이터 분석 및 영향
평가를 사용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주 저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모든
기고자, 특히 WMO 회원국 국립 기상수문청,
지역 기후 센터 및 유엔 기관의 협력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조직이 지구
시스템의 상태, 2021년의 기상 및 기후 조건
그리고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세계의
지도자와 시민들을 위해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WMO는 이 출판물을 지원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of. Petteri Taalas)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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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기후 지표
전지구 기후 지표1는 대기의 구성성분, 에너지
변화, 육지, 바다, 얼음의 반응을 비롯하여
전지구적 규모의 기후 변화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CO2와 기타 온실 가스의 증가는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대기와 해양을 온난화시킨다.
해양의 온난화는 차례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기 온도가 상승하여 육지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세계 지표는
광범위하고 여러 관측 시스템에 기초한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보고서 끝에 나열)에서
추출되었다(기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 근거
참조). 이들 지표들은 지구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온난화 세계의 일관성
있는 그림을 형성한다.
세계 기후 지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간의
연결은 기후 지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 상호
연결
입증
https://library.wmo.int/index.php?lvl=notice
_display&amp;amp;amp;amp;id=21953&am
p;amp;amp;amp;.Yk2iUm7P1gE(WMO-No.
1271)에서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물리적
시스템으로서의 주요 기후 지표와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대부분에 대한 연쇄적 위험
간의 링크 및 피드백 루프를 추적한다. 따라서
관련 위험 및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기후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특정
기간으로, 현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기간으로 사용된다. 이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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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베이스라인이 사용되었으며 해당되는
경우 텍스트와 그림에 명시되어 있다.
가능한 경우 WMO 기후 표준 평년치(1981–
2010)가 일관된 보고를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다.2 하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측정의 부족으로 인해 또는 대표적인
통계치를 계산하는데 더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을 사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목할만한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지구 평균 기온의 경우 18501900년의 베이스라인이 사용된다. 이는 산업화
이전 온도에 대한 참조 기간으로 최근의 IPCC
보고서(제6차 평가 보고서,3 특별 보고서:
1.5°C4 온도의 지구 온난화)에 사용된
베이스라인으로,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온실 가스의 경우 대기 농도는 빙하 코어에
갇힌 기포를 사용하여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의 온실 가스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
1750년 베이스라인이 사용되었다.

온실 가스
온실 가스의 대기 농도에는 인간의 활동,
천연자원, 생물권 및 해양 흡수원의 배출 간의
균형이 반영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 가스 수준의 증가는 20세기 중반 이후 기후
변화의 주요 동인이었다. 온실 가스의 지구 평균
몰분율은 WMO와 파트너 네트워크의 지구 대기
감시(GAW: Global Atmosphere Watch)
프로그램의 여러 현장에서 수행된 관측으로부터
계산된다.

1

Trewin, B.; Cazenave, A.; Howell, S. et al. Headline Indicators for Global Climate Monitoring,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2021, 102 (1), E20–E37. https://journals.ametsoc.org/view/journals/bams/102/1/
BAMS-D-19-0196.1.xml.

2

1981–2010 is used in preference to 1991–2020, for consistency with climate reports from WMO Members, not all of whom
have yet transitioned to using the more recent period.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www.ipcc.ch/report/ar6/wg1/.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8: IPCC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 °C,
https://www.ipcc.ch/s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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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온실 가스의 몰분율은 각각 산업화
이전(1750년) 수준의 149 %, 262 % 및
123 %인 413.2 ± 0.2 ppm의 이산화탄소(CO2),
1889 ± 2 ppb의 메탄(CH4) 그리고 333.2 ±
0.1 ppb의 아산화질소(N2O)의 전 세계 평균
표면
몰분율과
함께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1). 2019년-2020년의 CO2의
대기 농도 증가는 2018년-2019년 동안 관측된
것보다 약간 낮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연간 성장률보다 높았다.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2020년에 화석 연료 CO2
배출량이 약 5.6% 감소했음에도 CO2의 대기
농도가 증가하였다.5 CH4와 N2O의 경우 2019년
-2020년 동안의 증가는 2018년-2019년 동안
관측된 것보다 더 높았고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연간 성장률보다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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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메탄(CH4)의 증가는 강력한 온실 가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농업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류권 오존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문제이다.6 CH4의 평균 연간
증가는 1980년대 후반에 연간 약 12 ppb에서
1999년-2006년 동안에 거의 0으로 감소했다.
2007년 이후로 대기 CH4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19년 수준보다 11 ppb 증가했다.
GAW CH4 측정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열대
지방의 습지와 북반구 중위도의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증가된 CH4의 배출량이 최근
증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7 이러한 연구는
또한 CH4 배출량 완화의 단기적인 기후 이점과
비용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메탄
평가8에서
제시되었으며 주요 배출 부문, 즉 석유 및 가스,
농업 및 폐기물 관리를 다룬다.

Mauna
Loa
(하와이)와
Cape
Grim
(태즈메이니아)를 포함한 특정 위치의 실시간
데이터는 CO2, CH4 및 N2O의 수준이 2021년에
계속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5

https://public.wmo.int/en/resources/united_in_science; https://library.wmo.int/index.php?lvl=notice_display&id=21946

6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global-methane-assessment-benefits-and-costs-mitigating-methane-emissions

7

Nisbet, E. G.; Manning, M. R.; Dlugokencky, E. J. et al. Very Strong Atmospheric Methane Growth in the 4 Years 2014 –
2017: Implications for the Paris Agreement.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2019, 33 (3), 318–342. https://doi.
org/10.1029/2018GB006009.

8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global-methane-assessment-benefits-and-costs-mitigating-methane-emissions

Year

그림 1. 상단 행:
1984년부터
2020년까지의
CO2(백만분의 일)
(왼쪽), CH4(십억 분의
일) (중앙), N2O(십억
분의 일) (오른쪽)의
세계 평균 몰분율(농도
측정치). 빨간색 선은
계절적 변동이 제거된
월별 평균 몰분율이다.
파란색 점과 선은 월
평균을 나타낸다.
하단 행: 연속적인 연간
물분율 평균의 증가를
나타내는 성장률은
CO2(ppm) (왼쪽), CH4
(ppm) (중앙) 그리고 N2O
(ppb) (오른쪽)에
해당하는 회색 열에
나타나 있다.

출처: WMO Global
Atmospher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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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2021년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50-1900년
평균보다 1.11 ± 0.13 °C 더 높았다. 분석에
사용된 6개의 데이터 세트(전지구 온도 데이터
참조)는 2021년을 세계적으로 기록상 5번째7번째의 가장 따뜻한 해로 규정하고 6개의
데이터 세트 모두 기록상 최근 7년 즉, 2015년
-2021년이 가장 따뜻한 해임을 보여준다.
2021년은 "더블딥" 라니냐로 알려진 연초와
연말에 발생한 중간 정도의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몇 년보다 덜 따뜻했다(단기
변동성의 동인 참조). 라니냐는 세계 평균
기온에 일시적인 냉각 효과를 미치고, 이 냉각
효과는 기상 현상이 발생한 다음 해에 가장
강력하다. 2018년에 발생한 약한 라니냐를
제외하면 마지막으로 중대한 라니냐 현상은
2011년에 발생했다. 2021년은 2011년보다 약
0.22 °C-0.29 °C 더 따뜻했다.

1850-1900년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세계 온도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계기후상태 보고서의
이전 상태에서 업데이트되었다. 새 방법은
1850-1900년 이후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온도 변화 및
불확실성의 평가서를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지구 온도 데이터에 관한 섹션에서 주어진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정책 입안자9를 위한
요약에서 온도 교차점(장기 온난화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20년 동안의 평균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2001-2020년 기간 동안 평균은 0.99 [0.84–
1.10]°C로 추정되었다.10

°C

그림 2. 6 개의전지구
온도 데이터 세트(1850
– 2021)에 대한 산업화
이전 조건(1850 –
1900)과의 전지구 연간
평균 온도 차이. 데이터
세트와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세트와 방법을
참조한다. 출처: Met
Offic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한 기간에 시작된
2016년은 조사된 대부분의 데이터 세트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남아 있다.

-0.2

6

9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_final.pdf.

10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A.1.2. In: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_final.pdf. The
IPCC average was based on four data sets: HadCRUT5, NOAAGlobalTemp—Interim, Berkeley Earth and Kadow, C.; Hall, D.
M.; Ulbrich, U. Artificial Intelligence Reconstructs Missing Climate Information. Nature Geoscience 2020, 13 (6),
408–413. https://doi.org/10.1038/s41561-020-0582-5. Bracketed values indicate the 5%–95% confidence range.

현재 보고서에 사용된 6개 데이터 세트의 평균에
근거하여 2002-2021년의 잠정적인 20년
평균은 1850-1900년 평균보다 1.01 ± 0.12°C
높았다.
2021년의 근접 표면 온도는 북미와 그린란드,
북아프리카와 열대 아프리카, 중동 및 남부
아시아의 넓은 범위에 걸쳐 1981-2010년
평균보다 높았다(그림 3). 기온이 평균 이하인
지역에는
북아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북서부의 일부가 포함되었다.
라니냐의 흔적은 열대 태평양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 동부의
더 시원한 날씨가 라니냐의 특징이다. 북부
아시아의 평균보다 더 추운 지역은 이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인 2020년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2020년 초
북국 진동 위상(강 양성)과 2021년 초 북극 진동
위상(강음성, 북극진동(AO) 섹션 참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1년 내내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해양
온실 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 시스템에
축적되는 대부분의 과잉 에너지는 해양에 의해
흡수된다. 해양에 추가된 에너지는 바다를
따뜻하게 하고, 이에 따른 물의 열팽창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여기에 육지 얼음이
녹은 물이 더해진다. 해양의 표층은 해양의
내부보다 더 빠르게 따뜻해져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 폭염이 발생하였다.
대기의 CO2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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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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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농도 또한 증가한다. 이는 해양 화학에
영향을 미치고, 해양 산성화로 알려진 과정인
물의 평균 pH를 낮춘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해양과 연안 지역에서 광범위한 영향 및 상호
작용11을 갖는다.

해양 열 함유량
인간이 배출하는 CO2와 기타 온실 가스량의
증가는 대기 상부의 양 복사 불균형(지구 에너지
불균형(EEI))을 유발하여 지구 시스템에 지구
온난화를 주도하는 열 형태의 에너지로
축적된다.12,13,14 지구 시스템에 축적된 열의 약
90%는 해양에 저장되며, 이는 해양 열
함유량(OCC)을 통해 측정된다. 양의 EEI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현재의 강제력15에 여전히
반응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온난화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16

11

Gruber, N.; Boyd, P. W.; Frölicher, T. L. et al. Biogeochemical extremes and compound events in the ocean. Nature 2021,
600, 395–407. https://doi.org/10.1038/s41586-021-03981-7.

12

Hansen, J.; Sato, M.; Kharecha, P. et al. Earth’s energy imbalance and implications.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2011, 11 (24), 13421–13449. https://doi.org/10.5194/acp-11-13421-2011.

1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3: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hapter 3,
https://www.ipcc.ch/report/ar5/wg1/.

그림 3. 근접 표면
온도의 2021년 및
1981-2010년 평균
온도 차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값은 5개
데이터
세트(HadCRUT5,
ERA5, GISTEMP,
NOAAGlobalTemp,
Berkeley Earth)에서
계산된 중앙값 편차를
보여준다.
출처: Met Office, United
Kingdom.

von Schuckmann, K.; Palmer, M. D.; Trenberth, K. E. et al. An imperative to monitor Earth’s energy imbalance. Nature
Climate Change 2016, 6, 138–144. https://doi.org/10.1038/nclimate2876.
15
Hansen, J.; Nazarenko, L.; Ruedy, R. et al. Earth’s Energy Imbalance: Confirmation and Implications. Science 2005,
308 (5727), 1431–1435. https://doi.org/10.1126/science.1110252.

14

16

Hansen, J.; Sato, M.; Kharecha, P. et al. Young people’s burden: requirement of negative CO 2 emissions. Earth System
Dynamics 2017, 8 (3), 577–616. https://doi.org/10.5194/esd-8-57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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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처음으로 목표에 가까운 전역
커버리지를 달성한 자동 관측용 부표의 Argo
네트워크 배포로 이제 OHC 변화를 2000 m
깊이까지 일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19,20

100
50

다양한 연구 그룹이 세계 OHC 추청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모든 연구 결과, 지속적인
해양 온난화를 보여준다(그림 4). 다양한 통계적
데이터 격차 처리 방법, 어떤 기후값 혹은 도구적
편향 처리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1년-10년
규모에서
각
추청치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21,22,23 그리고 2021년까지 해양
온난화의 세계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졌다.24

OHC (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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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해양 열함유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난다. IPCC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 해양 및
육지를 온난화시켰고, 인간의 영향이 1970년대
이후 관측된 해양 열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17
그림 4.
0 –300m(회색), 0 –
700m(파란색), 0 –
2000m(노란색)
및
700
–2000m(녹색)
수심에서 2005-2017
평균과 비교해 세계
OHC 편차 1960 –
2021
앙상블 평균
시계열과 앙상블 표준
편차 (2개 표준 편차,
음영). 앙상블 평균은
통합된 국제 데이터 및
분석 노력의 결과를
업데이트(각주
24
참조)한 것으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의
섹션에서 참조할 수
있다. 값은 60°S와
60°N
사이의
해양
표면적에
대해
주어지고, 각 결과의
300m 수심 측량으로
제한된다.
2021년
앙상블 평균 OHC(02,000m) 편차는 앙상블
스프레드와
함께
별도의
지점으로
추가되었고,
해양
열함유량
데이터
섹션에 나열된 4개
자료에 기반한다.
출처: Updated from von
Schuckmann et al., 2016
(see footnote 22).

8

1940년대로부터 시작된 지중 온도 측정은
대부분 선상 측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전지구 규모 및 수심의 측면에서 지중 온도
관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18

해양 상층부 수심 2000m는 2021년에도
계속해서 온난화되었으며 미래에도 계속
온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수백,
수천년 동안에는 되돌릴 수 없다.25,26 2021년의
해양 열함유량은 2020년 값을 14 ± 9 ZJ
초과하여 기록상 가장 높았다(그림 4). 모든
데이터 세트는 해양 온난화 속도가 특히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0062021년(1971-2021) 기간 동안 0-2000m
깊이층(해양 표면을 기준으로)에 대한 해양
온난화 속도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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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level (mm)

1.0(0.6) ± 0.1 Wm-2에 도달했다. 비교를 위해
2006-2021년(1971-2021) 기간 동안 상부
700m 깊이에 대한 값은 0.7(0.4) ± 0.1 Wm2
이다. 2000m 수심 아래에서 해양은 0.07 ±
0.04Wm-2의
낮은
비율27에도
불구하고
온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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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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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평균 해수면(GMSL: Global mean sea
level)은 기후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통합한다. 년간에서 수십
년까지의 기간에서 GMSL의 변화는 해수의
열팽창, 육지 얼음의 용해 및 육지의 수역과 물의
교환을 통한 해양 온난화로 인해 발생한다.
1990년대 초부터 고정밀 고도계 위성으로
측정한 GMSL은 1993년과 2002년 사이에 연간
2.1 mm, 2013년과 2021년 사이에 연간 4.5
mm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빙상에서 얼음
덩어리의 가속화된 손실로 인해 기간 사이에 2배
증가한 것이었다.28 2021년에 GMSL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GMSL이 일시적으로 수
밀리미터 양 또는 음의 편차(아노말리)를
보여주었던 과거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한
해(예를
들면
1997/1998,
2010/2011,
2015/2016)와 비교할 때, 2021년은 GMSL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이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였다(그림 5).

30
20

10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1993년 이후 해수면은 거의 모든 곳에서
상승했지만 균일하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해수면 변화의 지역적 패턴은 해양 열 함량과
염도의 국지적 변화에 의하여 좌우된다. 몇몇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른 해수면 상승
속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지역 및 전 지구
해수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6 참조). 이는
특히 서쪽의 열대 태평양, 남서 태평양, 북태평양,
남서 인도양 및 남대서양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에서

2003년 1월 - 2012년
12월, 2013년 1월2022년 1월).
출처: AVISO
altimetry
(https://www.aviso.
altimetry.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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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정밀 위성
고도계에 근거하여
1993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세계
평균 해수면의
변화(검은색 곡선).
컬러 직선은 세 개의
연속 시간 범위에 대한
평균 선형 추세를
나타낸다(1993년 1월
- 2002년 12월,

0°

27

Update from Purkey, S. G.; Johnson, G. C. Warming of Global Abyssal and Deep Southern Ocean Waters betw een the
1990s and 2000s: Contributions to Global Heat and Sea Level Rise Budgets. Journal of Climate 2010, 23, 6336–6351.
https://doi.org/10.1175/2010JCLI3682.1.

28

WCRP Global Sea Level Budget Group. Global sea-level budget 1993–present. Earth System Science Data 2018, 10 (3), 1551–
1590, https://doi.org/10.5194/essd-10-1551-2018.

그림 6. 위성 고도계에
기초하여 1993 년2020 년 동안 세계
평균 추세가 제거된
후(mm/yr) 해수면의
지역 추세 패턴. 실제
해수면은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했다.
출처: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https://climate.
copernicu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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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MHW days for
ocean (cumulative)

(d)

IV Extreme

그린란드 주변과 아이슬란드의 남부, 남극 대륙
주변의 남극해 등의 지역 해수면은 지구
평균보다 더 천천히 상승했다. 해수면의 경향
패턴은 지난 30년의 고도 측정 동안 약간만
변했을 뿐이고 연간 변화는 작다.

해양 폭염 및 해양 한파
육지의
폭염과
한파와
유사하게
해양폭염(MHW)과 해양 한파(MCS)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또는
추위이다. 해양의 폭염과 한파는 해양 생물과
종속 공동체29에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MHW는 20세기에 더욱 빈번해졌다. 위성으로
해수면 온도를 검색하여 MHW와 MCS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들은 중간, 강함, 심각함
또는 극단으로 분류된다. (정의는 해양 폭염과
한파 데이터를 참조한다.)

29

10

(c)
Top MHW category for
ocean (cumulative)

(b)
Daily MHW coverage for
ocean (non-cumulative)

그림 7. (a)
2021년(참조 기간
1982–2011년)에 각
픽셀에서 발생한
가장 높은 MHW
범주(정의는 해양
폭염 및 해양 한파
데이터 참조)를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 옅은 회색은
1년 동안 픽셀에서
MHW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b) 연중 특정 날짜에
MHW가 발생하는 해양
표면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중첩 막대
그래프.
(c) 1년 동안 MHW가
발생한 해양 표면의
누적
백분율을 보여주는
누적 막대 그림.
참고: 이들 값은
처음에 픽셀에서
가장 높은 MHW
범주가 발생한
연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픽셀은 두 번
계산되지 않는다. 이
그림의 수평선은
MHW의 각 범주에
대한 최종 백분율을
나타낸다.
(d) 해양 표면에서
평균을 낸 MHW의
누적 일수를 보여주는
중첩 막대 그래프.
참고: 이 평균은
가중치가 적용된
픽셀당 MHW 일수의
누적 합계를 해당
픽셀의 표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데이터는
국립 해양기상청
최적 보간 해수면
온도(NOAA OISS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에서
가져온 것이다.
출처: Robert Schlegel

대부분의 바다에서 2021년에 적어도 한번의
"강력한"
MHW가
발생했다(그림
7).
더블딥(double-dip) 라니냐와 관련된 평균
이하의 해수면 온도로 인해 (엘니뇨-남방진동
(ENSO) 참조) MCS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전
세계 해양의 유일한 지역 중 하나인 동부 적도
태평양에서는 MHW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8).
라프테프 해와 보퍼트 해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심각함"과 "극단" MHW가 발생하였다.
그린란드의 동쪽(8월), 스발바르의 북쪽(10월)
그리고 로스 해 동쪽(12월)의 빙하 지역에서
눈에 띄는 "극단적인" MHW가 발생했다.
2021년에는 멕시코 만류의 극쪽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이 변동성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MCS가 "중간" 이었다.
2021년의 MHW 일평균 커버리지가 13 %로,
이는 2016년 17 %, 2020년 16 % 기록보다
낮은 수준이다. 8년 연속

Smale, D. A.; Wernberg, T.; Oliver, E. C. J. et al. Marine heatwaves threaten global biodiversity and th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Nature Climate Change 2019, 9 (4), 306–312.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8-019-0412-1.

그림 8. 그림 7은
MHW가 아닌 MCS를
보여준다.
데이터는 국립
해양기상청 최적
보간
해수면
온도(NOAA
OISS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에서
가져온
것이다.
출처: Robert Schlegel

(b)

(d)
Average MCS days for
ocean (cumulative)

(c)
Top MCS category for
ocean (cumulative)

Daily MCS coverage for
ocean (non-cumulative)

(a)

IV Extreme

2021년 MHW의 가장 흔한 카테고리는
'강함'(28%)이었다. 전반적으로 57%의 해양
표면에서 2021년 동안 최소 하나의 MHW가
발생했다(그림 7c). 이는 2016년 기록인
65%보다 낮은 수치이고, 2012년(57%)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커버리지이다.
2021년에 MCS에 의한 세계 해양의 평균 일일
커버리지는 4%였다(그림 8b). 이는 1982년의
최고 기록(7%)보다 낮은 값이고 2020년(4%)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동안 해수면의 총
25%에서 최소 한 번의 MCS가 발생했으며(그림
8c), 이는 2020년(25%)과 비슷하지만 1985년
기록(63%)보다는 훨씬 적다.

해양 산성화
해양은 연간 대기로 배출되는 인위적 CO2
배출량의 약 23%를 흡수한다.30, 31 이는 대기 중
CO2 농도 상승을 늦추고32 CO2는 해수와
반응하여 해양의 pH를 감소시킨다.33 이는 해양
산성화로 알려진 프로세스이다(그림 9). 현재
세계 해양 산성화 속도는 5천 6백만년전 세계
탄소 주기의 큰 섭동과 관련이 있었던 팔레오세에오세 최고온기(PETM)때 추정된 속도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높다.34

30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9: Summary for Policymakers. In: IPCC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sites/3/2022/03/01_SROCC_
SPM_FINAL.pdf.

31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WMO Greenhouse Gas Bulletin (GHG Bulletin) - No.15: The State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Based on Global Observations through 2018. Geneva, 2019.

32

Le Quéré, C.; Andrew, R. M.; Friedlingstein, P. et al. Global carbon budget 2017. Earth System Science Data 2018, 10, 405–
448. https://doi.org/10.5194/essd-10-405-2018.

3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
www.ipcc.ch/report/ar6/wg1/#FullReport.

3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hapter 2,
section 2.3.3.5 Ocean pH, https://www.ipcc.ch/report/ar6/w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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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권
IPCC 6번째 평가 보고서는 " 해양 표면의 pH가
적어도 26,000년 동안 가장 낮았으며 현재의
pH 변화 속도는 적어도 그 이후로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해양의 pH가 감소하면 대기로부터 CO2를
흡수하는 능력 또한 감소한다.35
해양 산성화는 유기체와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므로 식량 안보, 관광 및 해안 보호를
위협한다. 현지 및 지역 산성화는 해양 유기체
및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CO2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해안 지역의 변동성은 높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14.3 및 관련 SDG 지표
14.3.1을 위해 제출된 해양 산성화 관측의 국가
데이터 세트(“합의된 대표 샘플링 관측소에서
측정한 평균 해양 산도(pH)”)는

million km2

million km2

그림 10. 얼음 덮개가
최대인 달 동안 19812010년 북극(왼쪽)과
남극(오른쪽) 평균과의
해빙 면적 차이(북극:
3월, 남극: 9월) 그리고
1979-2021 동안 얼음
덮개가 최소인 달(북극:
9월, 남극: 2월).
출처: EUMETSAT OSI
SAF v2p1 and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re
(NSIDC) v3 (Fetterer
et al., 2017)에서
제공한 데이터
(빙하 데이터의 참조
세부사항 참조)

-1

-2

-3

-3

199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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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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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권은 지구의 얼어붙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빙하권에는 해빙, 빙하, 빙상, 눈 및 영구
동토층이 포함된다.

해빙
북극 해빙
2020/2021년 북극 겨울은 중앙 북극해의
해수면
압력은
이례적으로
높았다(북극
진동(AO) 참조). 결과적으로 고기압성 바람
패턴으로 인해 더 두꺼운 다년생 얼음을 보퍼트
해로 몰아넣었다.36 2021년, 북극 해빙의 최대
면적은 3월 21일 1,480만 km2에 도달했다.37
2021년 3월은 데이터 출처에 따라 기록(19792021년)에서 9번째 또는 10번째로 낮은
범위였다(그림 10). 사용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빙 데이터를 참조한다.

-1

-2

1980

해안선과 해양에서 해양 산성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측과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글로벌 커버리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SDG 지표 14.3.1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면서 확인되는
것처럼 역량 배양 노력으로 많은 국가들이
산성화 데이터를 측정, 관리, 보고하는 능력이
증가되었다.

pH

그림 9. 1985-2020년
동안 세계 평균 해양
표면 pH(파란색). 음영
처리된 영역은 각
추정치에서 추정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Copernicus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Service에서 제공한
데이터.
출처: Met Offic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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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elburg, J. J.; Soetaert, K.; Hagens, M. Ocean Alkalinity, Buffering and Biogeochemical Processes. Reviews of
Geophysics 2020, 58, e2019RG000681. https://doi.org/10.1029/2019RG000681.

Mallett, R. D. C.; Stroeve, J. C.; Cornish, S. B. et al. Record winter winds in 2020/21 drove exceptional Arctic sea ice
transport.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2021, 2, 149. https://doi.org/10.1038/s43247-021-00221-8.
37
https://nsidc.org/arcticseaicenews/2021/03/arctic-sea-ice-reaches-uneventful-maximu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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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는 속도는 녹는 시기 초기에 1981-2010년의
평균에 가까웠다. 하지만 라프테프 해와 동쪽
그린랜드 해 지역에서 해빙 면적은 6월과 7월
초에 매우 빠르게 감소했다. 그 결과 북극 전역의
해빙 면적은 7월 상반기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월 평균은 기록상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낮았으며(2012년 및 2019년과 같음)
상당한 지역적 대비를 보여주었다.38(그림 11).
보퍼트 해와 추크치 해에서는 평년보다 더 많은
얼음(1981-2010)이 발견되었지만 시베리아와
유럽 지역(라프테프 해와 동쪽 그린랜드 해)에는
평년보다 훨씬 적은 해빙이 발견되었다. 한 가지
예외는 동쪽 카라 해에 해빙이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7월 이후에는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고 전체 북극해에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해빙이 녹는 속도가
느려졌고 2021년 8월은 녹는 속도가 기록상
10번째로 낮았다.
8월에 녹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최소 9월 해빙
면적은 최근 몇 년보다 더 많았지만 19812010년 평균보다는 훨씬 적으며 43년 동안의
위성 기록에서 12번째로 낮은 최소 해빙 면적을
나타낸다(그림 10). 2021년 최소 해빙 면적은
9월 16일에 472만 km2로 관측되었으며39 9월
평균 얼음 면적은 492만 km2로 1981-2010년
평균보다 훨씬 적었다.

남극 해빙
2021년 남극해 전체의 해빙 면적은 일반적으로
1981-2010년 평균보다 낮았으며, 2월 최소치
이전에는 평균보다 낮았고, 대부분의 겨울 동안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례적으로 8월 말에
조기에 최대 해빙 면적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해빙 면적이 발생했다.
2021년 연간 주기에서 최소 해빙 면적이 260만
km2으로 2월 19일에 발생했으며, 이는
기록(1979-현재)상 15번째로 낮은 면적이다.
연간 최소 해빙 면적은 1990년대 초반에 크기가

38
39

그림 11. 2021년 7월
북극 해빙 농도
이상(1981-2010년
평균과 다름). 빨간색은
평년보다 얼음이 적은
지역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얼음이 더 많은
지역을 나타낸다.
출처: EUMETSAT OSI
SAF data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input
from the European
Space Agency Climate
Change Initiative (ESA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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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최대 368만 km2에
도달한 후 2017년 208만 km2 로 1979-2021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해빙 면적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로 연간 최소 면적은 천천히 증가했다.
2월에 대부분의 남극 해빙은 웨델 해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연간 최소 해빙 면적은 해당
지역의 지역적 변화를 많이 반영한다.
남극 해빙은 2021년 8월 30일에 연간 최대
면적인 1,880만 km2에 달했다. 이는 면지
측면에서 평균 규모에 가까웠고 43년 간의 자료
중 22번째로 큰 규모이다. 하지만, 이는 기록상
두번째로 빠르게 최대 해빙에 도달한 경우로,
다른 하나의 경우는 2016년 8월에 나타난
경우였다.
9월 중순 이후 남극해 전체의 해빙 면적은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12월 24일에는
677만km2(평균보다 -182만km2)까지 감소하여
같은 날 기록상 3번째로 낮았다. 그 당시 얼음
면적은
대륙의
모든
부분에서
평균
미만이었지만 웨델 해, 벨링스하우젠 해 그리고
로스 해의 얼음 부족은 남극 전역의 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Sea-ice cover for July 2021: https://climate.copernicus.eu/sea-ice-cover-july-2021
https://nsidc.org/arcticseaicenews/2021/09/arctic-sea-ice-at-highest-minimum-sinc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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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Annual mass
balance (m w.e.)

그림 12. 19502021년 세계 빙하
질량 균형(약 40개의
세계 기준 빙하
세트에서).
(a) 참조 빙하 세트의
평균 연간 질량 균형.
(b) 1950년 이후의
누적 질량 균형.
단위는 m w.e.이다.
출처: 데이터는
World Glacier
Monitoring
Service에서
제공하였다.
http://www.wgms.ch.

빙하는 눈이 압착되어 생성된 얼음으로부터
형성되며, 녹으면서 형태가 변형되어 더 낮고
따뜻한 고도로 흘러내릴 수 있다. 빙하가 호수나
바다에서 끝나는 경우 얼음과 물이 만나는
곳에서 녹거나 빙하 전면이 갈라져 빙산이
형성되면 얼음 손실도 발생한다. 빙하는 기저
윤활의 변화, 해수 온난화 또는 빙붕 지지의
손실과 같은 기타 요인뿐만 아니라 온도, 강수량
및 햇빛의 변화에 민감하다.
2000-2019년 기간 동안 세계 빙하와
만년설(그린란드 및 남극 빙상은 제외)은 연간
267 ± 16Gt의 평균 질량 손실이 발생했다.40
질량 손실은 2015-2019년 기간 후반에 연간
298 ± 24Gt로 더 높았다. 몇몇 중위도 지역의
빙하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세계
평균(연간 0.52 ± 0.03m)의 두 배 이상
얇아졌다.

(a)

국제빙하감시서비스(World
Glacier
Monitoring Service)는 장기간 관측된 42개의
참조 빙하 세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빙하 연도
2020/2021년 동안 이러한 참조 빙하 중
32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데이터는 –0.77m
물당량의 평균 세계 물질 균형을 나타낸다(m
w.e.41 그림 12).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2011-2020년 동안의 -0.9 m w.e.)보다
적은 질량 손실이지만 1991-2020년 기간
동안의 평균 질량 손실인 -0.66m w.e.보다는
크다.
빙하 연도 2020/2021은 최근 몇 년보다 덜
음성적인 빙하 질량 균형이 특징이지만 수십
년의 시간 척도에서 질량 손실이 가속화되는
명확한 경향을 보인다(그림 12). 평균적으로
기준 빙하는 1950년 이후 33.5m(얼음
당량)만큼 얇아졌으며, 1980년 이후에는
76%(25.5m)가 얇아졌다.

캐나다 서부의 이례적인 빙하 질량
손실

-0.5
-1.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b)

Cumulative mass
balance (m w.e.)

예를 들면 빙하가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1.52m,
알래스카에서는 연간 1.24m, 중부 유럽에서는
연간
1.11m,
서북
아메리카(알래스카
제외)에서는 연간 1.05m 얇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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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빙하의 질량 손실은 지난 20년 동안
가속화되었다. 서북 아메리카의 빙하 질량
손실은 2000-2004년의 기간 동안 연간 53 ±
13Gt에서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연간
100 ± 17 Gt로 증가했다.42
2021년의 이례적인 따뜻하고 건조한 북반구
여름(폭염과 산불 참조)은 캐나다의 알버타와
남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대부분의 빙하 질량
손실이 악화되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코스트 산맥에서 Place 및 Helm 빙하는
1965년에 측정이 시작된 이후 어느 해보다
2020-2021년 기간 동안 더 많은 질량이

Hugonnet, R.; McNabb, R.; Berthier, E. et al. Accelerated global glacier mass los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ature 2021, 592 (7856), 726–73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436-z.

Metres water equivalent is the depth of water that would result if the lost ice were melted and spread across the surface are a
of the glacier.
42
Hugonnet, R.; McNabb, R.; Berthier, E. et al. Accelerated global glacier mass los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ature 2021, 592 (7856), 726–73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1-034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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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되었다(그림 13a). 캐나다 로키산맥에서
Peyto 빙하의 질량 손실은 1998년에 발생한
강력한 엘니뇨에 이어 1965년 이후로 두 번째
큰 질량 손실이었다(그림 13b). 반복적인
LiDAR 조사43는 각각 Place, Helm 및 Peyto
빙하에 대한 –2.66, –3.30, –1.95m w.e.의 질량
균형을 나타낸다. 이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지역의 평균적인 빙하가 얇아지는
속도의 약 2배에 해당된다.

극심한 질량 손실의 원인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Kokanee
빙하는
2021년에 총 부피의 5%– 6%를 손실했고, 로키
산맥(210km2)에서 가장 큰 빙원인 컬럼비아
빙원은 약 0.34Gt의 얼음을 손실했다(그림 13c).

2021년 8월 중순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산악
빙하에는 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이들
빙하의 대부분은 다년간에 쌓인 눈이 빙하로
변하는 만년설 존(firn zone)을 손실했다.
2021년 여름 광범위한 지역 산불 현황으로 인한
그을음과 재를 포함한 미립자 퇴적은 빙하의
표면이 7월과 8월에 비정상적으로 어두웠고
평소보다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여

빙상은 50000 km2보다 큰 면적을 덮고 있는
빙하의 광활한 공간이다. 현재 기후에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두 개의
빙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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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ICE SHEET)

그림 13.
(a) 1965-2021
동안의
Place
Glacier,
British
Columbia,
Peyto
Glacier
및
Alberta 의 빙하
질량 균형. 19652019 년 데이터의
출처는
World
Glacier Monitoring
Service 이다.
2021 년 동안의 질량
균형 추정치는
LiDAR 조사에서
가져온 것이며 Pelto
등(2019)에 의해
만년설 밀도가
수정되었다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
참조). 파란색과 노란색
수평 막대는 Hugonnet
et al.(2021)의 해당
지역에 대한 10 년
평균 값을 나타낸다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
참조).
2021 년의 데이터는
불확실성(분홍색 막대),
동시대의 LiDAR 에서
도출된 빙하
지역(빨간색 원)을
사용한 질량 균형 계산,
Hugonnet 등(2021)이
사용한 Randolph
Glacier Inventory
빙하 지역/윤곽선에서
계산된 특정 질량
균형을 나타낸다
(검정색 십자선).
(b) 2020/2021 질량
균형 연도 동안
캐나다 로키 산맥의
컬럼비아 빙원에서
LiDAR 로부터
도출된 고도 변화.

그린란드 빙상
그린란드 방상의 총 질량 균형 변화는 강설량과
빙상에서 흘러나온 녹은 물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표면 질량 균형, 빙산이 분리되고

Pelto, B. M.; Menounos, B.; Marshall, S. J. Multi-year evaluation of airborne geodetic surveys to estimate seasonal
mass balance, Columbia and Rocky Mountains, Canada. The Cryosphere 2019, 13, 1709–1727.
https://doi.org/10.5194/ tc-13-17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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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접촉할
때
빙하설이
녹으면서
주변부에서 손실된 질량의 합인 해양 질량 균형,
그리고 지열로 인한 기저부 융해와 빙하
기저부에서 미끄러지고 얼음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열로 구성된 기저 질량 균형의
결합효과를 반영한다.

NASA47에서 처리한 GRACE 위성 중력
데이터는 동일 기간 동안 -126Gt의 총 질량
균형을 제공한다.48 질량 손실의 추정된 규모는
다른 방법과 가정으로 인해 다르지만 그린란드
빙상은 25년 연속으로 음의 질량 균형을
가졌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린란드의 경우 지역 기후 모델44의 앙상블은
2021년 질량 균형 연도(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에 대해 -166Gt의
추정된 총 질량 균형45을 보여준다. 위성 관측과
PROMICE 지상 기상 관측소 네트워크에 근거한
추정치는 동일 기간 동안 – 85Gt의 총 질량
균형을 보여준다. 46

1986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후 모델링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은
총 5,511Gt의 얼음49이 손실되었고, 연간 평균
질량 손실은 157Gt이었다(그림 14). 질량
손실은 지난 20년 동안 가속화되었다. GRACE
및 GRACE-FO 위성 중력 데이터50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151Gt의 얼음이 손실되었으며,

그림 14. 1987-2021 년
그린란드 빙상의 총 질량
균형의 구성요소.

6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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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각주 44 참조).
출처: Mankoff, K. D.; Solgaard,
A.; Colgan. W. et al. Greenland
Ice Sheet solid ice discharge
from 1986 through March 2020.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0, 12 (2), 1367-1383.
https://doi.org/10.5194/
essd-12-136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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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verage of three regional climate and mass balance models. See Mankoff, K. D.; Fettweis, X.; Langen, P. L. et
al. Greenland ice sheet mass balance from 1840 through next week.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1, 13, 5001-5025.
https://doi.org/10.5194/essd-13-50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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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mass balance indicates a loss of ice mass; a positive mass balance indicates a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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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T. A.; Tedesco, M.; Box, J. E. et al. Greenland Ice Sheet. In Arctic Report Card 2021; Moon, T. A.;
Druckenmiller, M. L.; Thoman, R. L., Ed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1.
https://doi.org/10.25923/546g-m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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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limate.nasa.gov/vital-signs/ice-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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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se, D.N.; Yuan, D.-N.; Boening, C. et al. 2019. JPL GRACE and GRACE-FO Mascon Ocean, Ice, and Hydrology Equivalent
Water Height RL06M CRI Filtered Version 2.0, Ver. 2.0, PO.DAAC, CA, USA. http://dx.doi.org/10.5067/TEMSC-3M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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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verage of three regional climate and mass balance models. See Mankoff, K. D.; Fettweis, X.; Langen, P. L. et
al. Greenland ice sheet mass balance from 1840 through next week.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1, 13, 5001–5025.
https://doi.org/10.5194/essd-13-5001-2021.

50

Wiese, D.N.; Yuan, D.-N.; Boening, C. et al. 2019. JPL GRACE and GRACE-FO Mascon Ocean, Ice, and Hydrology Equivalent
Water Height RL06M CRI Filtered Version 2.0, Ver. 2.0, PO.DAAC, CA, USA. http://dx.doi.org/10.5067/TEMSC-3MJ62.

(b)

Mass change (Gt)

Mass change (Gt)

(a)

평균 질량 손실률은 연간 276Gt이었다(그림 15).
2021년 그린란드의 질량 균형은 35년 동안의
평년치에 가까웠지만 질량 손실은 위성 중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2002-2020년 기간의
평균 미만이었다.
그린란드의 2021년 여름 해빙 시즌 동안 해빙
범위는 초여름까지 장기 평균에 가까웠지만
온도와 해빙수 유출은 2021년 7월 말과 8월에는

(a)

평년치보다 훨씬 높았다(그림 16).51 8월의 기상
현상은 배핀 만(Baffin Bay)에서 유입되어
그린란드 남서부와 중부 대부분을 덮은
따뜻하고 습한 기단과 관련이 있었다. 8월 14일,
그린란드 빙상(3,216m)의 가장 높은 지점인
서밋 스테이션(Summit Station)에서 몇 시간
동안 비가 관측되었고, 기온은 약 9시간 동안
영상을 유지했다.52,5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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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sidc.org/greenland-today/2021/08/rain-at-the-summit-of-greenland/
Moon, T. A.; Tedesco, M.; Box, J. E. et al. Greenland Ice Sheet. In Arctic Report Card 2021; Moon, T. A.;
Druckenmiller, M. L.; Thoman, R. L., Ed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1.
https://doi.org/10.25923/546g-m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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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2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의 질량
변화에 대한 GRACE 및
GRACE-FO 위성 중력
데이터(각주 48 참조).
그린란드 빙상은 이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76 Gt의 질량을
손실했고, 남극 대륙의
평균 질량 손실 비율은
연간 152 Gt이었다.
이를 합치면 매년 전
세계 해수면이 약 1.2
mm 상승하는 것과
같다.

그림 16. (a) 2021년
그린란드 빙상의 누적 용융
일수는 2021년 여름에
대부분의 빙상의 용융 영향을
나타낸다.
(b)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해빙 범위
중앙값을 기준으로
그린란드의 2021년 해빙
시즌까지의 빙상의 해빙
범위(%).
(c) 2012년-2019년의
최근 광범위한 녹는
시기와 비교하여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그린란드 해빙수가
유출되었고, 이는
서밋에서 8월 중순 강우
현상과 관련된 후기 계절
빙상 용해의 기록적인
양을 나타낸다.
출처: 모든 이미지는
USA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http://
nsidc.org/greenlandtoday/에서 제공했고,
Ted Scambos and the
Greenland Ice Sheet
Today 팀에 감사를
드린다. (a)와 (b)의
분석은 Thomas Mote,
University of Georgia,
USA에서 수행했고,
(c)의 해빙수 유출은
지역 기후 모델,
MARv3.12에서
추정되었다.
(출처: courtesy of Xavier
Fettweis, University of
Liège, Belgium.)

http://nsidc.org/greenland-today/2021/08/rain-at-the-summit-of-gree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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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밋에는 강우량에 대한 이전 보고는 없고, 이는
이 위치에서 영상 온도가 기록된 올해의 가장
최근 날짜이다. 서밋의 해빙 현상은 1995년,
2012년 및 2019년에도 관측되었다. 빙하 코어
기록에 따르면 1995년 이전에 서밋에서
마지막으로 해빙 현상이 발생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었다.54

남극 빙상
남극 빙상에는 그린란드에 비해 무시할만한
수준의 표면 용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용해는
일반적으로 11월과 2월 사이에 남극 반도와
일부 저지대 빙붕 및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다.
남극 대륙의 2020/2021 여름 해빙 시즌은
온화했으며 1990-2020년 평균 이하였다.55
2020년 12월 중순에 웨델 해의 북부 필히너
빙붕에 강력하지만 잠깐의 용해 현상이
발생했다. 남극 대륙의 여름 해빙기가 2021년
2월 중순에 종료되었다. 올해의 가장 강한 양의
해빙 이상은 남극 반도의 남은 라슨 B 및 C

2020/2021년 여름 남극 대륙의 평년치에
가까운 표면 해빙에도 불구하고 GRACE-FO
위성 중력 데이터에 따르면 남극 빙상은 2021년
초에 계속해서 질량이 감소했으며(그림 15),
이는 서부 남극 대륙의 아문센 해의 분리 및 해양
빙하 해빙과 관련이 있다. 2010년 이후 남극
빙상의 질량 손실은 주로 아문센 해의 빙상의
해양 온난화로 촉발된 Thwaites 빙하의 얇아짐
그리고 지반선 후퇴에 의해 주도되었다.56
GRACE-FO 데이터57에 따르면 남극 대륙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96Gt의
질량이
손실되었으며,
이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남극 대륙의 평균 얼음 손실률의 약
두 배에 이른다(그림 15).

눈
북반구(NH)의 계절적 적설량은 늦은 봄과
여름에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가을에는 비교적
안정되거나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다.58
2021년의
적설
범위(SCE)는
Rutgers
북반구(NH) 적설 범위(SCE) 결과 분석에
기초해 1970-2021년의 SCE 기록에서 세
번째로 낮은 -2백만 km2의 5월 북반구 적설량
이상과 함께 이러한 장기 추세와 일치했다(그림
17). 59 북반구 봄 눈 범위의 감소는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일관되며, 2021년에는 유라시아
고위도 지방에서 평년치 이하의 적설량에 의해
주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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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9912020 년 평균에 비해
1970-2021 년 기간
동안 북반구(NH)의
5 월 적설량 범위(SCE)
이상치.
출처: Rutgers
Northern Hemisphere
Snow Cover Extent
product: https://
snowcover.org.

빙붕 위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다른
위치에서는 평균 1990-2020년의 조건에 비해
거의 평년치에 가까운 해빙 범위가 발생했다.

Meese, D. A.; Gow, A. J.; Grootes, P. et al. The Accumulation Record from the GISP2 Core as an Indicator of Climate
Change Throughout the Holocene. Science 1994, 266 (5191), 1680–1682. https://doi.org/10.1126/science.266.5191.1680.
http://nsidc.org/greenland-today/2021/04/the-antarctic-2020-to-2021-melt-season-in-review/

Velicogna, I.; Mohajerani, Y.; Landerer, G. A. F. et al. Continuity of Ice Sheet Mass Loss in Greenland and Antarctica from
the GRACE and GRACE Follow-On Mission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020, 47 (8), e2020GL087291. https://doi.
org/10.1029/2020GL087291. See also Rignot, E.; Mouginot, J.; Scheuchl, B. et al. Four decades of Antarctic Ice Sheet mass
balance from 1979–2017.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9, 116 (4) 1095–1103. https://doi.
org/10.1073/pnas.1812883116.
57
Wiese, D.N.; Yuan, D.-N.; Boening, C. et al. 2019. JPL GRACE and GRACE-FO Mascon Ocean, Ice, and Hydrology Equivalent
Water Height RL06M CRI Filtered Version 2.0, Ver. 2.0, PO.DAAC, CA, USA. http://dx.doi.org/10.5067/TEMSC-3MJ6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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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_final.pdf.

59

https://snowcover.org

그림 18. 활성층 분리
슬라이드와 후퇴적
해빙 슬럼프를
포함하여 영구 동토층
해빙과 관련된 최근의
경사 불안정성.
전면에서 많은 양의
물질이 강으로
밀려들어 파편설을
형성한다. 캐나다
서북부의 노르만 웰즈
남쪽의 매켄지 산맥의
산기슭. 출처:
Government of Northwest
Territories, Canada.

유라시아 북극의 2021년 5월과 6월 눈덮힌
범위는 1967-2021년 기간 동안 각각 5번째와
3번째로 낮았다.60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은 지구의 노출된 육지 면적의 약
8분의 1 아래에서 발생한다. 온도가 적어도 연속
2년 동안 0 °C 이하로 유지되는 곳은 지면이다.
영구 동토층 해빙은 이전에 동결된 유기
물질로부터 나온 온실 가스의 배출을 비롯하여
경관 불안정 및 기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구 동토층의 온도가 0 °C에 가까워지면
얼음과 물 사이의 상 변화로 인해 얼음이 풍부한
지면의 온도 변화가 정체된다. 온도 상승은 상
변화로 인해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0 °C
근처에서 안정된다 하더라도 영구 동토층
온난화 및 해빙이 지반 안정성(침하 및 질량
이동 포함), 수문학, 생태계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명확하게 볼 수 있다(그림
18).
1990년대부터 전지구동토층네트워크(GTNP)는 영구 동토층 온도(시추공에서 측정한

60

온도)와 활성층 두께(영구 동토층 위의
계절적으로 해빙된 층의 최대 두께)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다. GTN-P 결과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주로 연구 프로젝트에 의존한다.
산지와 극지방에서 운영되는 국가 및 지역
네트워크의 장기 데이터 시리즈는 사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0년까지 과거 온난화
추세가 계속됨을 보여준다.

성층권 오존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할론과
염화불화탄소(CFC)의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대기
중
농도는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다. 오랜 수명으로 인해 이러한
화합물은 수십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다.
새로운 배출이 없더라도 8월부터 12월까지 남극
대륙의 오존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한
염소와 브롬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낮은
오존 농도 지역인 남극 오존 구멍의 형성은 매년
봄 현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Mudryk, L.; Chereque, A. E.; Derksen, C. et al. Terrestrial Snow Cover. In Arctic Report Card 2021; Moon, T. A.;
Druckenmiller, M. L.; Thoman, R. L., Ed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1. https://doi.
org/10.25923/16xy-9h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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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기와 깊이의 변화는 매년 기상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림 19. 왼쪽: 오존
구멍 영역(millions of
km2). 오른쪽: 오존
전량이 220 돕슨 단위
미만인 최소 오존 영역.
2021 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최근 연도는
범례에 나타난 대로
비교를 위해 표시된다.
부드럽고 두꺼운 회색
선은 1979-2020 년
평균이다. 파란색 음영
영역은 10-90 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내고
녹색 음영 영역은
1979-2020 년의 기간
동안 30-70 번째
백분위수를 나타낸다.
얇은 검은색 선은
1979-2020 년 기간의
일일의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준다.
출처: 그림은 NASA
Ozone Watch 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WMO 에서
생성되었다
(https://ozonewatch.
gsfc.nasa.gov/). NASA
데이터는 OMI 및
TOMS 계의 위성
관측에 기초한다.

2021년 남극 오존 구멍은 비교적 조기에
발달하고 계속 성장하여 크고 깊은 오존 구멍을
형성한다. 오존 구멍은 9월 24일에 2,400만
km2로 확장되었으며 2021년 10월 중순까지도
이 크기에 가까웠다. 오존 구멍의 발달, 그 범위
및 심각도는 2020년과 2018년 시즌 동안 이
크기에 가까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분석에 따르면 오존 구멍은 2021년 10월 7일에
2,480만 km2의 최대 면적에 도달했으며, 이는
2020년과 2018년의 면적과 유사하고 2015년
2820만 km2와 2006년 2960만 km2 등의 이전
년도에 관측된 최고 값에 가까웠다.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그림 19,
왼쪽).
오존 전량 측면에서 NASA는 2021년 10월
7일에 92 DU(돕슨 단위)의 최소 오존을
보고했으며, 이는 2021년 시즌과 지난 17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다(그림 19, 오른쪽).
2021년 9월 이후, 성층권의 오존 농도는 남극
대륙의 고도 15-20km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값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시즌과 함께 국립 해양기상청(NOAA)에서
보고한 대로 남극 관측소에서 존데를 통해
측정된 가장 낮은 오존 값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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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오존 구멍은 1979년 이후 오존 구멍의
70%보다 더 크고 깊었고, 12월 하반기에는 오존
구멍이 닫힐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13번째로 큰 오존 구멍으로, 최소
오존 측면에서 6번째로 깊은 오존 구멍이었다.
2021년에 비정상적으로 깊고 큰 오존 구멍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극 소용돌이와 성층권에서
2021년 평균보다 더 추운 대기 환경에 의해
주도되었다.

단기 변동성의 동인
종종 기후 패턴 또는 기후 모드라고 하는 다양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수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의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
온도는 해양에서 비교적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일부 경우 해수면 온도의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계절적 시간대에 따라 육지에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날씨의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더 빠른
속도지만 대기의 알려진 기압 변화는 특정 지역
기상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엘니뇨-남방진동(ENSO), 인도양
다이폴(IOD),
북극진동(AO)
및
남반구
환형모드(SAM)가 각각 세계의 다른 지역의

주요 기상 및 기후 현상에 기여했으며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엘니뇨-남방진동
ENSO는 전 세계적으로 기상 패턴의 연도별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ENSO는 폭우,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다. 열대의 태평양 동부의 평균 이상의
해수면 온도와 무역풍의 약화가 특징인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지구 온도에 온난화
영향을 미친다. 열대의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평균 이하의 해수면 온도와 강력해진 무역풍이
특징인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라니냐 현상은 2020년 중반에 나타났고, 10월12월 기간에 중간 정도의 세기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평균 해수면 온도는 니뇨 3.4
지역(5°N-5°S, 120 °W–170°W)의 19912020년 평년치보다 1.3 °C 낮았다. 라니냐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약화되어 해양 및 대기
지표에 따라 5월에 ENSO 중립 상태(평년치의
0.5 °C 이내 온도)에 도달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는 연중 중반 이후에 냉각되어 7-9월
기간에 다시 라니냐 임계치에 도달했다. 10월12월 기간까지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0 °C 낮은 적당한 세기에 다시 도달했다.

지구의 세계 온도에 일시적인 냉각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라니냐는 동아프리카의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 케냐,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는 2020년 말,
2021년 초 및 2021년 말에 연속적으로 평균
이하의 강우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
가뭄이 발생했다. 2021년 초에 강수량은 연초에
해양 대륙61(기후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본토와 호주 사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섬과 바다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았고

61

62
63

파타고니아에서 연초에 평년보다 낮았으며,
이는 라니냐와 관련된 일반적인 패턴이다. 또한
라니냐 현상은 북대서양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허리케인이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며, 2021년
허리케인 시즌에 21개의 명명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게 했다(전체 시즌의 19812010년 평균은 14). 라니냐는 또한 미국 남부의
더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과 관련이 있다. 12월에
이 지역의 대부분의 주는 최고 기온 또는 최고
기온에 가까운 고온이 발생했고, 몇몇 주에서도
평균보다 건조했다.

인도양 다이폴
IOD의 양의 위상은 동부 인도양의 평균 이하의
해수면 온도와 서쪽의 평균 이상의 해수면
온도가 특징이다. 음의 위상은 반대 패턴을
가진다. 전체 해양 분지의 해수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주로 남반구에서 주변
대륙의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양의 위상 IOD
현상은 종종 엘니뇨와 관련이 있고 음의 위상
현상은 라니냐와 관련이 있다.62
음의 위상 IOD는 2021년 7월에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음의 위상 측에 있었지만 중립으로
돌아갔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음의
위상 IOD를 기록했다. 라니냐와 함께 이러한
상은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늦은 겨울과 봄에
습한 상태에 기여했다. 서호주 남서부에서 7월
강우량 총계는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고,
남호주의
많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호주 전체에서 122년 기록 중
10번째로
습한
봄이
관측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4번째로 습한 날씨를
기록했다. 11월은 뉴사우스웨일즈와 호주 전체
모두에서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습한
11월이었다.63 이와는 반대로, 다시 라니냐와
함께 음의 위상 IOD가 동부 아프리카의 극심한
건조한 날씨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Ramage, C. S. Role of a Tropical “Maritime Continent” in the Atmospheric Circulation. Monthly Weather Review 1968, 96 (6),
365–370. https://journals.ametsoc.org/view/journals/mwre/96/6/1520-0493_1968_096_0365_roatmc_2_0_co_2.xml.
http://www.bom.gov.au/climate/enso/history/ln-2010-12/IOD-what.shtml
http://www.bom.gov.au/climate/current/statements/scs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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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00/2021 년 북반구
겨울철 동안 북극 진동
월별 지수 값.
12 월은 파란색, 1 월은
주황색, 2 월은
회색이다.
출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Climate
Prediction Center.

북극 진동
AO는 북반구 전체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대기 패턴이다.64 양의 위상은 북극의
평균보다 낮은 기압과 북태평양과 대서양의
평균보다 높은 기압이 특징이다. 제트 기류는
위도선과 평행하고 평균보다 더 북쪽으로
흐르며 차가운 북극 공기를 차단하고 폭풍은
평소 경로의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 유럽, 시베리아 및 동아시아의
중위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AO의 음의 위상 동안
평소보다 찬 공기 발생이 더 적다. 음의 위상
AO는 더 예측할 수 없는 제트 기류와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떨어지는 중위도 안까지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공기와 관련하여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AO는 북반구 2020/2021 겨울 동안 음의
위상이었고, 계절적으로는 2009/2010 겨울
이후 기록상 가장 높은 음의 위상이었다(그림
20). 제트 기류가 북미를 휩쓸어 1994년 이후
대륙에서 가장 추운 2월에 기여했다. 하지만
동일한 파형의 제트 기류가 2021년 2월
북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밀려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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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온난화에 기여했으며 몽골,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보고되었다.
양의 위상 AO(2019/2020년 겨울)와 음의 위상
AO(2020/2021년
겨울)의
대비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1/4분기의 온도 패턴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북극 진동의 음의 겨울
위상은 또한 다음 해 여름에 보다 온건한 북극
해빙 손실과 관련이 있다65(북극 해빙 참조).

남반구 환형모드
지구
반대편에
있는
SAM(남극
진동,
AAO라고도 함)은 남반구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대기 패턴이다. SAM은 남극
대륙을 순회하는 서풍 벨트의 남북 이동으로
측정되며 남반구의 중위도에서 고위도까지
발생한다. 양의 위상은 남극 대륙을 향해
줄어드는 강한 서풍 벨트가 특징이고 ENSO의
라니냐 위상와 관련이 있다. 양의 SAM 동안,
북부 반도의 따뜻하고 습한 서쪽 흐름은
동쪽에서 푄 온난화와 이례적인 온난화로
이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의 위상은
적도를 향한 강한 서풍 벨트의 확장이
특징이다.66

64

Thompson, D. W. J.; Wallace, J. M. The Arctic Oscillation signature in the wintertime geopotential height and
temperature field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1998, 25 (9), 1297–1300.

65

Rigor, I. G.; Wallace, J. M.; Colony, R. L. Response of Sea Ice to the Arctic Oscillation. Journal of Climate 2002, 15 (18), 26482663. https://doi.org/10.1175/1520-0442(2002)015<2648:ROSITT>2.0.CO;2.

특히 SAM은 남극 표면 온도, 해양 순환 및 호주 이러한 양의 패턴은 남극에서 기록적인 추운
일부 지역의 강우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의 겨울과 4-9월 추운 계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극지방에서 주로
SAM은 2021년 내내 주로 양의 수치이었거나 북동쪽에서 비정상적인 낮은 풍속과 풍향을
중립적이었고 연초와 연말 모두에서 높은 양의 생성하고 따뜻한 기단이 이 지역에 도달하는
수치를 보였다.67
것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극
반도
북동쪽에
있는
에스페란사
관측소(Esperanza Station)는 평균 기온이 2.6°C로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였다. 12월
18일에 온도는 14.6 °C에 도달했으며 이는
에스페란사 관측소의 12월 내내 최고
기온이었다.

66

http://www.bom.gov.au/climate/sam/

67

http://www.nerc-bas.ac.uk/icd/gjma/s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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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위험 기상현상
기후의 광범위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날씨와 기후의 급격한 영향은
폭우와 눈,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열대성
폭풍과 사이클론을 포함한 폭풍과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에서 가장 자주 느껴진다. 이는 홍수,
산사태, 산불 및 눈사태와 같은 다른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섹션은 주로 WMO 회원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위험 및 영향은 위험 및
영향에 설명되어 있다.

폭염과 산불
이례적인 폭염은 6월과 7월 동안 여러 번
북아메리카 서부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측정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폭염은 6월 말에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남부의 리턴(Lytton)은 6월 29일
49.6 °C에 도달하여 4.6 °C 더 높아져 이전의
캐나다의 기록을 경신했다. 서쪽으로는 밴쿠버
동부 교외와 밴쿠버 섬 내부까지 기온이 40도
중반에 도달했다. 또한 이전에 알려진 북위
50 °N의 최고 기온 보다 5°C 이상 더 높았다.
6월 20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68 대규모의 더위
관련
사망이
발생하였는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만
569명이
보고되었고,
앨버타69에서는 185명, 그리고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의 워싱턴70에서는 154명 그리고
오리건 주71에서 최소 83명이 보고되었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46.7 °C)를 포함하여 많은
장기 관측소에서 기온이 4 °C-6 °C 상승하여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남서부에도 여러 번의
폭염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데스 밸리의
기온은 7월 9일 54.4 °C에 도달하였고, 이는
2020년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소한
193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그리고 기록상 미대륙의 평균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68
69
70

24

폭염 기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큰 산불이
발생했다(기록적인 기온 발생한 다음 날
리턴(Lytton) 마을 대부분을 파괴한 산불 포함).
7월 13일에 시작된 북부 캘리포니아의
딕시(Dixie) 산불은 10월에 완전히 진압되기
전에
약
390,000
헥타르를
전소시켜
캘리포니아에서 기록된 단일 화재 중 가장 큰
화재였다. 12월 30일 콜로라도의 볼더 동쪽에서
드물게 발생한 겨울 산불로 인해 1,000개
이상의 가옥과 기타 건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어 대규모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이 시즌 동안 불탄 면적은 평균72보다 약간
낮았지만 캐나다에서는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온타리오 주는 기록상 가장 큰 면적이 불탔고,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세 번째로 큰 면적이
불탔다. 장기간의 매연 공해는 여름 동안 북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캘거리는
12시간의 장기 평균과 비교하여 기록적인
512시간의 매연 또는 연무가 보고되었다.
극심한 더위는 북반구 늦여름에 여러 차례 더
넓은 지중해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8월 둘째
주가 가장 많이 더웠다. 8월 1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시라쿠사 근처의 기상 관측소는
유럽의 잠정 기록인 48.8°C에 도달했으며
카이루안(튀니지)은 50.3°C를 기록했다.
몬토로(47.4°C)는 8월 14일 스페인의 국가
기록을 갱신했고, 같은 날에 마드리드(바라하스
공항)는 42.7°C로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다. 7월
20일, 시즈레(49.1 °C)는 터키의 국가 기록을
갱신했고, 트빌리시(조지아)는 가장 더운
날(40.6°C)을 기록했다. 큰 산불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알제리, 터키 남부 및
그리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알제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망자73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레바논, 이스라엘,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eath/coroners-service/news-and-updates/heat-related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top-ten-weather-stories/2021.html
https://www.doh.wa.gov/Emergencies/BePreparedBeSafe/SevereWeatherandNaturalDisasters/HotWeatherSafety/
HeatWave2021#heading88455

71

Oregon Medical Examiner’s Office, quoted in media reports, https://flashalert.net/id/OSPOre/146352

72

https://www.nifc.gov/

73

https://www.emdat.be/

6월은 동부와 중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따뜻했다. 6월에 에스토니아
(34.6°C)와 벨로루시(37.1°C)는 국가 기록을
갱신했고, 6월 23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35.9°C)와 모스크바(34.8°C), 24일에 예레반
(아르메니아,
41.1°C),
26일에
바쿠
(아제르바이잔, 40.5°)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다. 핀란드의 탐페르(Tampere)는
6월 22일에 기록상 최고 기온(33.2°C)을 보였다.
라트비아는 기록상 가장 더운 6월과 여름을
보였다. 더 멀리 떨어진 리비아에서도 6월 말에
장기간 폭염이 발생했다. 여름 후반에
비정상적인 따뜻함이 북서 유럽에도 도달했고,
7월 21일 캐슬더그(Castlederg)의 31.3C는
북아일랜드에서는 기록적인 더위였다. 7월에
아일랜드에서
두
번의
열대성
밤이
관측되었으며 케리 주(County Kerry)에서는
일일 최저 기온이 20°C를 초과했다.
3년 연속으로 여름 동안 시베리아, 특히
야쿠츠크(Yakutsk) 주변의 사하 공화국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러시아연방산림청(Federal
Forestry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말까지 야쿠티아(Yakutia)의 산불 건수는
2,295건이고, 산불 시즌이 시작된 이후 약
890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탔다.
8-9월 성수기 동안 아마존 지역의 산불 활동은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적었지만74 판타날을
비롯한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산불이 일어났다.

한파와 눈
2월 중순에 비정상적으로 추운 날씨가 미국
중부와 멕시코 북부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1989년 이후 최저 기온이 발생한 텍사스에
있었으며 일부 지역의 기온은 6-9일 동안 계속
영하에 머물렀다. 2월 16일 오클라호마 시의
기온은 -25.6°C, 댈러스는 -18.9°C로 각각
1899년과 1949년 이후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74
75
76

송전이 심각하게 중단되어 이러한 기상 현상이
정점에 달했을 때 약 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전이 발생했다. 동파된 파이프는 손상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에서는 총 226명이
사망자와 약 2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보고되었고, 이는 미국에서 기록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겨울 폭풍이 되었다.75
2020/2021 겨울은 북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추운 겨울이었다. 러시아 연방은 2009/2010년
이후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평균 이하의
기온은 12월 말과 1월 초에 일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차례 폭설이 내렸다. 혼슈
동해 연안의 여러 지역은 1월 초에 기록상 가장
많은 72시간의 강설량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 대부분의 지역 또한 비정상적으로
추웠으며 베이징의 기온은 1월 7일에 19.6 °C에 도달하여 1966년 이후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스페인의 많은 지역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레티로(마드리드)의
중심 도시 지역에 총 53cm의 눈이 내렸고
스페인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폭설이
보고되었다.76 톨레도(-13.4 °C)와 테루엘(21.0 °C)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풍의 여파로
1월 12일에 기록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육상
및 항공 운송에 큰 지장이 있었다. 겨울 후반인
2월 둘째 주에 네덜란드에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눈보라를 내렸고, 독일, 폴란드, 영국에도
폭설이
내렸다.
폭풍의
여파로
브래머(Braemar)는 2월 12일에 -23.0°C를
기록했고, 이는 1995년 이후 영국에서 최저
온도였다. 남동부 유럽에서는 아테네에 2009년
2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리비아는
2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비정상적인 강설이
내렸고, 12월 말에는 고지대에 다시 강설이
내렸다.
4월 초에 비정상적인 봄 추위가 유럽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4월 최저

https://queimadas.dgi.inpe.br/queimadas/portal-static/estatisticas_estados/
https://www.ncdc.noaa.gov/billions/events/US/2021
http://www.aemet.es/en/conocermas/borrascas/2020-2021/estudios_e_impactos/fil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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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8일 생테티엔(Saint-Etienne) 에서 7.4°C, 6일 보베(Beauvais)에서 -6.9°C를
기록했고,
베오그라드(세르비아)는
7일에
기록상 가장 많은 4월 강설량을 기록했다. 이는
21세기 폴란드에서 가장 추운 4월이었다. 높은
고도에서
4월의
국가
기록이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26.3°C)와 슬로베니아(기상
관측소 Nova vas na Blokah에서 20.6 °C)에서 세워졌다. 이는 프랑스에서 3월
31일에 기록상 가장 따뜻한 3월을 기록하면서
3월까지 매우 따뜻한 날씨로 이어졌다. 농업의
서리
피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했으며
프랑스에서만 포도원와 기타 작물의 손실이
미화 46억 달러를 초과했다. 영국의 4월 월평균
기온은 19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수
기온과
비교하여
강수량은
더
높은
공간적/시간적 변동성이 특징이다. 2021년에
선택된 기후 기간(1951-2000년)을 기준으로
총 강수량이 평년 이상인 지역은 동유럽,
동남아시아, 해양 대륙, 남미 북부 지역 및 북미
남동 일부 지역이었다(그림 21). 강우량이 적은
대규모 지역에는 서남 아시아와 중동,

남아프리카 일부, 남아메리카 남부 일부 및
북아메리카 중부 지역이 포함된다.
서아프리카 몬순의 시작은 지연되었다. 시즌
후반에는 특히 서부 몬순 지역에서 총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계절적 강우량은
평년에 가까웠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5월까지 우기 동안의
강우량이 장기 평균이하였다. 적어도 2년 연속
마다가스카르의 강우량이 정상 이하였고, 총
강우량은 2011년 이후 대부분 평균 이하였다.
또한 우기(4월-5월 및 10월-11월) 에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했다.
평균 이상의 총 강우량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 미국 남동부 및 카리브해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이 두 개의 평년보다 더 습한 밴드
사이에서는 해당 대륙을 가로질러 광범위하게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조사 기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수량이
호주 남서부와 남동부에서 기록되었다. 한편,
뉴질랜드의 북쪽 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적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90°N

그림 21. 1951-2010
참조 기간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2021 년 총 강수량으로,
가장 건조한 지역
20%(갈색)와 가장 습한
지역 20%(녹색),
갈색과 녹색의 짙은
음영은 가장 건조한
10%와 가장 습한
10%를 나타냄.
출처: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Centre
(GPCC), Deutscher
Wetterdien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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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적은 강수량이 지중해 주변
지역에 내렸고, 흑해 주변과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감지되었다.

홍수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태풍 인파(In-fa)에
앞서 수분 유입으로 강화된 폭우가 중국 중부의
헤난성을 강타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정저우 시(헤난성 성도)의 주변으로, 7월
20일에는 1시간 동안 201.9mm(중국 국가
기록), 6시간 동안 38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720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는 연평균 보다 많았다. 정저우
시에서는 많은 건물, 도로 및 지하철이 침수되는
극심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이 홍수로
38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보고되었다.77 그리고 10월 초에
산시성과 허베이 성에 집중적으로 늦은 계절성
홍수가 발생했다.
서유럽에서는 7월 중순에 기록상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독일 서부와 벨기에 동부로, 7월 1415일에 넓은 지역에 100-150mm의 비가 지난
번의 높은 강우량 이후 이미 비정상적으로 젖어
있는 땅에 떨어졌다. 독일의 하겐(Hagen)은
22시간 동안 241mm의 강우량을 보고했다.
수많은 강이 극심한 홍수를 겪었고 여러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여러 번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또한
심각한 홍수를 겪었다. 보고된 사망자 수는 독일
183명, 벨기에 36명으로 독일의 경제적 손실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78
3월 중순에 계속된 폭우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즈 동부 지역에 큰
발생했다.79

77

RM 114.3 billion, from China’s national contribution

78

National contribution, Germany

호주의
홍수가

3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1주일은
뉴사우스웨일스 해안 지역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습한 1주였다. 가장 심각한 홍수는
시드니 북쪽의 Hastings, Karuah 및 Manning
강을 따라 발생했지만 시드니 서부 일부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큰 홍수가 발생했다.
또한 많은 내륙의 강에 홍수가 발생하여 20172019년 가뭄으로 심각하게 고갈된 저수량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최소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보고되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서쪽 헤라트 주변 그리고
7월 28-29일 동쪽 누리스탄을 중심으로 국지적
집중호우와 관련된 두 번의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두 기상 현상 모두 5월에 61명이
사망하고 7월에 113명이 사망하는 등 상당한
인명 손실이 있었다.80
돌발 홍수는 지중해와 흑해 연안 주변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 가장 강력한 기상 현상은 8월
10일 터키의 흑해 연안에서 발생했으며 여러
마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77명이 사망했다.
399.9mm의
강우량이
24시간
동안
보즈쿠르트(Bozkurt)에서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상 현상은 흑해에서 열대성 폭풍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 밖에서
형성되는 폭풍인 "메디케인"과 관련이 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연방의
흑해
연안에서도 극심한 강우와 홍수가 보고되었다.
10월 4일, 리구리아(이탈리아 북서부)의 해안
지역에는 Montenotte Inferiore에서 6시간
동안 496.0mm 그리고 Rossiglione에서 12시간
동안 740.6mm를 비롯하여 이례적인 강우량이
내렸다.
올해 상반기에 남아메리카 북부의 일부 지역,
특히 북부 아마존 유역에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서 이 지역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홍수가
발생했다.
마나우스(브라질)의 리오 네그로(Rio Negro)는
6월 20일 30.02m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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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광범위한 홍수는 브라질 북부에서
보고되었지만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
공화국, 콜롬비아 또한 영향을 받았다.
인도 몬순의 진행과 사라짐은 지연되었지만
전반적인 인도 몬순 강우량은 평균에 가까웠고,
서쪽의 평균 이상 강우량은 북동부의 평균 이하
값에 의해 상쇄되었다. 시즌 동안 인도에서
529명, 파키스탄에서 198명(9월 30일 기준)이
홍수로 사망했으며 방글라데시와 네팔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82 10월과 11월 북동 몬순
시즌 동안 인도 동부와 네팔에 또 다른 홍수가
발생했다. 동부 아시아에서 중국 동부(허난
제외)는 2020년보다 몬순 시즌 동안 일반적으로
덜 습했지만 일본은 8월에 매우 습했다. 일본
서부는 기록상 가장 습한 8월을 경험했고83 일부
지역은 8월 11일과 26일 사이에 1400 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12월 16일 열대 저기압이
말레이시아에
상륙하여
셀랑고르와
쿠알라룸푸르에 심각한 홍수를 일으켜 최소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는 12월 17-18일에
12시간 동안 230mm의 비가 쏟아졌다.84
아프리카
사헬의
우기는
일반적으로
평균(1951-2000)에 가까웠고 최근 몇 년보다
덜 습했지만 특히 니제르, 수단, 남수단과
말리에서 여전히 상당한 홍수가 보고되었다.
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 탕가니카(Tanganyika)
호수는 5월에 정상 수위보다 3 m 이상 높아져85
부룬디의 호숫가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는 1992년 위성 데이터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위로 상승하여 전년도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2020년 홍수로 인해 발생한 많은
양의 고인 물과 더불어 빅토리아 호수의 나일강
하류의 높은 유량으로 2021년에 거의 정상적인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남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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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부는 11월에 심각한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60시간 동안 200-300mm의 비가
내렸고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일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유기수 때문에
더욱 악화되기도 함). 밴쿠버와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주요 경로가 몇 주
동안 폐쇄되어 몇몇 지역사회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침수되어 교통이 심각하게
중단되었다. 6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20억 캐나다 달러를 초과했다. 이
홍수는 또한 미국 북서부의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시애틀과 밴쿠버 모두 기록상 가장 습한
가을을 보냈다.

가뭄
심각한 가뭄이 2년 연속 아열대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강우량은
브라질의86 중부와 남부,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북부의 많은 지역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이 가뭄은 심각한 농업 손실로
이어졌고, 7월 말에 발생한 한파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브라질 남부의 높은
지역에서 5일 연속 최고 기온이 10 °C
미만이었고 브라질의 많은 커피 재배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낮은 강 수위 또한 수력 발전
생산량87을 감소시켰고 하천 수송을 방해했다.
브라질 정부는 파라나(Paraná) 수로 지역에서
수자원의 심각한 부족 상황을 선언했고, 수많은
물 저장고가 지난 20년 동안 최저 수준 또는
거의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88

National contributions of India and Pakistan; EM-DAT has 120 deaths in Nepal over two incidents and 21 in Bangladesh
from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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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홍수가 발생했다.
대부분 장기간의 가뭄을 겪었던 남아프리카에서
2020/2021 우기 동안의 강우량은 남아프리카
북부와 짐바브웨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평균
이상이었고,
일부
홍수가
보고되었지만
북부에서는 평균에 가깝거나 평균보다 낮았다.

https://clima.inmet.gov.br/prec
http://www.ons.org.br/Paginas/Noticias/20210707-escassez-hidrica-2021.aspx

이 지역의 24개월 표준 강수 지수(SPI)는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강은 10월 6일 기준
수위에서 0.75m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2020년에 설정된 이전 기록보다 0.21m 낮았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간 가뭄이 지속된
칠레에서는 2021년 또한 건조한 해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보다 최소 30 % 낮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콘셉시온(559.2mm),
발디비아(949.0mm),
푸에르토
몬트
(921.7mm)를 비롯한 산티아고 남쪽의 여러
지역에서 2021년에 기록상 가장 건조한 해였고,
전체 기온은 평년보다 40-50 % 낮았다.
2020년에 시작된 북미 서부 지역의 광범위한
가뭄이 2021년에 확산 및 심화되었다. 9월에
들어서자 7월부터 남서 내륙 일부 지역에서
활동력이 있는 여름 몬순으로 인해 약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부분 지역과
로키 산맥 서부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극한의 이례적인 가뭄 또한 미국-캐나다 국경의
양쪽에서 동쪽으로 확장되어 동쪽의 미네소타와
캐나다의 프레리 지역과 같은 북쪽 국경 주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은 미국 남서부89에서 기록상
가장 건조했으며 강수량은 이전 기록보다 10 %
이상 낮았다. 2021년 캐나다의 예측된 밀 및
캐놀라 작물 생산량은 2020년 수준90보다 35%
-40% 낮았으며,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강의
미드 호수 수위가 저수지가 완전히 가동된 이후
7월에 기록상 최저 수준으로 만수위보다 47m
아래로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의 가뭄 상황은
10월 말과 12월에 내린 폭우로 완화되었다.
새크라멘토는 10월 24일에 내린 138mm로
강수량조차 측정할 수 없는 기록적인 211일
기간이 끝난지 불과 며칠 만에 기록상 가장 습한
날을 기록했지만

가뭄은 멀리 서부 해안에서 계속되었고 해가
끝날 무렵 미국의 중남부를 관통하여 동쪽으로
더 확장되었다.
심각한 가뭄은 2021년 동안 서남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남동부,
투르크메니스탄
대부분을 포함한 지역에서 2020/2021의
차가운 계절 동안 평균보다 훨씬 낮은 강수량이
떨어졌다. 파키스탄은 기록상 세 번째로 건조한
2월과 5번째로 건조한 1-3월을 기록했다.
산악의 눈덩이로 뒤덮인 들판 또한 평균보다
훨씬 낮았으며, 이란의 적설 범위는 1월과 2월
대부분의 장기 평균의 절반 정도였고, 이로 인해
눈이 녹으면서 강의 유량이 감소하고 관개용 물
가용성이 감소했다.
가뭄은 연중 내내 3회 연속 평균 이하의 우기
이후 특히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발생했다. 시즌 후반에 케냐에 약간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0-12월 우기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적어도 2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가뭄이
마다가스카르 남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91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강우량은 해당 지역의 평년보다 약
50% 낮았다. 이 지역에는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가 있었고, 2021년 8월 기준으로 114만
명이 세계식량계획에 의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었다.92

열대 사이클론
2021년 전 세계 열대성 사이클론 활동은 평균에
가까웠다(1981-2010년).
2년
연속으로
북대서양은 1981-2010년 평균인 14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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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웃도는 21개의 명명된 폭풍으로 매우
활동적인 시즌을 보냈다. 북인도양에서도
활동적인 계절이었지만 북태평양 서부와
북태평양
동부에서는
활동량이
평균에
가까웠거나 평균보다 낮았다. 2020/2021
남반구 시즌 또한 태평양과 인도양 모두에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북대서양

시즌의 가장 중요한 허리케인은
이다(Ida)였다. 이다는 8월 29일 루이지애나
(미국)에서 1분 동안 지속된 시속 240km의
바람으로 카테고리 4 시스템으로 상륙했으며,
이는 막대한 바람 피해와 폭풍 해일 범람으로
기록상 주에서 가장 강한 허리케인 상륙이었다.
그 후 카테고리 4 시스템은 특히 뉴욕 시
지역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한 육지의
북동쪽 트랙에서 계속되었다. 2주 전에 발생한
허리케인 헨리(Henri)로 인해 발생한 홍수를
경험한 뉴욕은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 80
mm였고, 24시간 동안 총 강수량은 도시
일부에서 200 mm를 초과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기 전에 이다의 전조
시스템은 또한 베네수엘라에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총
72명의 사망자는 이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43명이 이다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했으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미화 750억 달러로
추산된다.93 시즌 동안 상륙한 또 다른 중요한
허리케인은 그레이스(Grace)로, 베라크루스
(멕시코)를
카테고리
3
허리케인으로
강타했으며, 이전에는 주로 홍수로 인해
아이티(지진 후 복구가 지연된 곳),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그리고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영향을 미쳤다.
남반구에서
2021년의
가장
중요한
94
사이클론 은 4월에 발생한 세로자(Seroja)였다.
세로자는 인도네시아 남쪽에서 형성되어
남동쪽으로 호주 서부 방향으로 이동했다.
세로자는 4월 11일 칼바리 근처에 (호주)
카테고리 3 사이클론으로 상륙했으며, 이는
1956년 이래 지금까지 호주 서부의 남쪽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상륙이었다.
세로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홍수와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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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의 전조 시스템과 동 누사텡가라(East
Nusa
Tenggara)의
인도네시아
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것이었다. 쿠팡(티모르)은 4월
2일-5일의 4일 동안 700.4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총 226명의 사망자가 세로자와
관련이 있고, 인도네시아 181명, 동티모르 44명,
호주 1명이었다.95 1월에 엘로이즈(Eloise)는
남아프리카 홍수의 원인이 되었고,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및
마다가스카르에서 피해와 사상자가 보고되었고,
남태평양에서는 아나(Ana)와 니란(Niran)이
각각 피지와 뉴칼레도니아에서 홍수와 정전을
일으켰다.
북인도양

시즌의

가장

심각한 사이클론은
인도
서해안의
북쪽까지 이동했고 최고 강도에 약간 못 미치는
강도로 최고 3분 동안 초당 50-53 m의 풍속96이
지속되었고, 이는 구자라트에서 알려진 가장
강한 사이클론 상륙과도 동일하다. 적어도
144명이 인도에서 그리고 4명이 파키스탄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97 시즌 후반에
사이클론 굴랍(Gulab)이 9월 말에 벵골 만에서
인도의 동부 해안을 건넜왔다. 나머지 시스템은
아라비아 해에서 출현하고 다시 강력해지기
전에 인도를 건너와 섀힌(Shaheen)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섀힌은 10월 3일 무스카트 북서쪽
오만 북부 해안에 상륙했으며, 1890년 이후 이
지역에 상륙한 첫 사이클론이다. 알 수와이크(Al
Suwaiq)는 24시간 만에 294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 지역 연간 평균의 약
3배이다. 인도, 파키스탄, 오만, 이란에서 주로
홍수로 총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타우크태(Tauktae)이었고,

북서태평양에서 시즌의 가장 중요한 열대성
사이클론은 12월 16일 필리핀 중심부를 횡단한
태풍 라이(오뎃)로, 상륙 전에 빠르게 강력해진
후 915 hPa의 최소 중심 기압으로 거의 최고
강도로 상륙했다. 태풍 라이는 남중국해에
진입한 후

https://www.ncdc.noaa.gov/billions/events/US/2021
Tropical Cyclone Yasa (December 2020) forms part of 2020/2021 seasonal statistics but was reported on in the 2020 State of
the Climate.
https://reliefweb.int/disaster/tc-2021-000033-idn
https://rsmcnewdelhi.imd.gov.in/uploads/report/26/26_e0cc1a_Preliminary%20Report%20on%20ESCS%20TAUKTAE- 19july.pdf
From national contributions

12월 18일에 다시 강력해졌다가 더 이상
상륙하지 않고 약화되었다가 소멸되었다.
필리핀 전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최소
406명이 사망하고 베트남에서도 홍수가
발생했다. 다른 몇몇 중요한 태풍이 상륙했으며,
특히
바탄
제도(필리핀)의
태풍
찬투
(Chanthu)가 가장 두드러졌다. 7월에 발생한
찬투와 태풍 인파 또한 상하이 주변의 홍수와
선박 차질의 원인이 되었고, 태풍 덴무
(Dianmu)는 베트남에 상륙한 후 9월에 태국에
홍수를 발생시켰다.

강한 폭풍
6월 하반기와 7월에 서부 및 중부 유럽에서 여러
차례 심한 뇌우가 발생했다. 6월 24일 F4
토네이도98가 모라비아 남부의 여러 마을을
강타하여 큰 피해와 6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는
체코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였다. 6월 동안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토네이도가 보고되었다. 체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독일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큰 우박(6-8cm의 직경)이 보고되었다.
체코에서만 약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21년 동안 1,376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고, 이는 1991-20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3월 25일 남동부를 강타한 심각한
토네이도가 알라바마와 서부 조지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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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망자와 18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보고되었다. 2021년 12월 동안 193개의
토네이도 보고가 확인되었고, 이는 19912010년 12월 평균인 24개의 약 8배이다. 이
수치는 2002년의 이전 기록(97건)의 두 배이다.
12월 10일에는 93명이 사망하고 39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보고된 역사적인 토네이도가
남동부와 중부 여러 주에서 발생했다. 이는
1953년
12월
5일
발생한
미시시피
빅스버그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를 능가하는
미국에서
12월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월
27-28일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한
우박으로 인해 3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원인규명
개별적인 극한 기후 현상의 원인규명은
전문가의 의견검토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기상 기록이 깨진 후
단 며칠 만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원인규명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원인규명"
연구는 6월과 7월99,100,101에 북미 서부의 폭염에
대해 그리고 7월102에 서유럽과 11월103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해
수행되었다. 북미 서부 폭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기후에서는 이러한 폭염은
드물지만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폭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On both the Fujita scale and the Enhanced Fujita scale, a tornado that causes devastating damage is classified as
category 4 tornado (F4 and EF4 respectively). The scales differ in the wind speed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devastating damage”, with lower wind speeds assumed in the enhanced system for the same level of damage.

99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western-north-american-extreme-heat-virtually-impossible-without-humancaused-climate-change/

100

Philip, S. Y.; Kew, S. F.; van Oldenborgh, G. J. et al. Rapid Attribution Analysis of the Extraordinary Heatwave on the
Pacific Coast of the US and Canada June 2021. Earth System Dynamics Discussions, In review, 1–34. Preprint:
https://doi.org/10.5194/esd-2021-90.

101

Christidis N., 2021. Using CMIP6 Multi-model Ensembles for Near Real-time Attribution of Extreme Events; Hadley
Centre Technical Notes 107. United Kingdom Met Office Hadley Centre: Exeter, 2021. https://digital.nmla.
metoffice.gov.uk/IO_e2e76d02-d72e-49d6-8419-728fb313d075/; https://blog.metoffice.gov.uk/2021/06/29/
heatwave-record-for-pacific-north-west/

102

https://www.worldweatherattribution.org/heavy-rainfall-which-led-to-severe-flooding-in-western-europe-mademore-likely-by-climate-change/

103

Gillett, N.; Cannon, A.; Malinina, E. et al. Human Influence on the 2021 British Columbia Floods; SSRN Scholarly Paper ID
4025205;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Rochester, 2022. https://doi.org/10.2139/ssrn.40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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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홍수의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 연구에서
해당 기상 현상의 규모에서는 극한 강수의
경향을 감지하는 것이 어렵고 수분이 포화된
토양과 지역 수문학 또한 이 기상 현상의
요인임을 밝혀졌다. 하지만 서유럽의 더 넓은
지역에서 극한 강수의 유의미한 경향이
발견되었고, 연구는 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인간에
의해 초래된 기후 변화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극한 강수 현상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결론내렸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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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상 현상은 더 넓은
변화의 패턴에 들어 맞는다. IPCC는 북미
서부와 북미 북서 지역의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온도 증가가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104 이와 유사하게 IPCC는 홍수의
영향을 받은 서부 및 중부 유럽 지역에서 호우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기상 변화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은 현재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AR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_final.pdf.

위험 및 영향
기후 관련 영향의 위험은 기후 관련 위험요인
그리고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 노출 및
적응 능력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따라 다르다.
기후 관련 현상은 인간안보, 인간 이동성, 생계,
경제, 기반시설 및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보건,
식량 및 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사회에
인도주의적 위험을 제기한다. 기후 및 기상 이변
현상은 또한 지역과 국가내 천연 자원의 사용 및
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는
가뭄, 산림 및 이탄 지대 지역의 산불, 토지
황폐화, 모래 및 먼지 폭풍, 사막화, 홍수 및 해안
침식과 같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현재 수준에서 세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C 또는 2 °C 높은
합의된 온도 임계값을 초과하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만연한 기후 변화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식량 안보
2021년 세계 식량 안보 전망
COVID-19 펜대믹으로 더욱 악화된 분쟁, 이상
기상 현상 및 경제적 충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아가 증가하고 식량안전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수십 년의 진전이 약화되었다(그림 22).
2021년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근
위험에 처한 국가의 수도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영양실조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4억
1,800만 명), 3분의 1이 아프리카(2억 8,200만
명)에 살고 있다. 2020년(7억 6,800만 명),
영양실조가 정점에 달한 후 2021년에는 세계
기아 인구수는 약 7억 1,000만 명(세계 인구의
9%)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05 하지만
2021년 10월 현재 많은 국가의 수치가 이미
2020년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저한 증가는 이미
식량 위기

그림 22.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는
COVID-19 동안
2019년 6억
5천만명에서 2020년
7억 6800만으로
현저히 증가했다.
점선과 빈 원은 그림에서
투영된 값을 나타낸다.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10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Affordable Healthy Diets for All,
https://docs. wfp.org/api/documents/WFP-0000130141/download/?_ga=2.47516911.931354890.1634299853-763856357.16338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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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룹에서
대부분이 경험했다(IPC/CH 상 3 이상106).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2020년 1억
3,500만 명에서 2021년 9월까지 1억 6,100만
명으로 19% 증가했다.107 이러한 충격의 또 다른
결과는 기아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생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이다(IPC/CH 상
5). 총 584,000명이 이 그룹에 속해 있고,
대부분은
에티오피아,
남수단,
예멘,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다. 2021년 1분기에는
또한 지난 6년 중 전 세계 소비자 식품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집중되었다.108
서아프리카에서는 조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식품
가격이 여러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가격 인상은 시민 불안감과 폭우로 인해
악화되었다.
북아프리카에서
식량
물가
상승률은 2021년에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고
가격 인상을 막는 많은 기본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완충되었다.

수문기상 위험요소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2020/2021에 발생한 라니냐로 인해 강우량이
변하여 전 세계의 생계와 농업 캠페인을
방해했다. 2021년 강우 시즌 동안 관련된 기상
이변, 수문 및 기상 현상은 전년도 또는 몇 년
동안의 충격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단일 기상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정량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강력한 폭풍, 사이클론 및
허리케인의 지역적 영향뿐만 아니라 더블 딥
라니냐와 관련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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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연속적인 가뭄은 생계와 반복되는 기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남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 걸친 건조한 환경은
이 지역 내의 작물 수확량을 더욱더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배는 대륙 전체의 작물
생산성 손실을 대부분 상쇄했다(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3.6%).109 카리브해에서
아이티는 지진, 불규칙적인 비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세 번이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농업 피해를 일으키고 식량 불안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국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여
2021년에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예상 총 생산량은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었다(2020년 대비 2021년
+2.9%).110 2021년 동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지역의 첫 번째 시즌 수확량은 지속된 가뭄으로
악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케냐는 공식적인
옥수수 수확량이 평균보다 42-70% 낮은 것으로
추산되었다.111 동아프리카 북부에서는 계절적
홍수의 규모와 이러한 홍수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2020년보다
적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마다가스카르에서 2년 연속 평균
이하의 강우량이 발생하여 주식 생산량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가축 떼 규모 또한 감소했다.
또한 기상 관련 위험요인,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수확량 추정치는 5년 평균보다 50-70% 낮을
것이다.112

106

The 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IPC) is a common global scale for classifying the severity and
magnitude of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https://www.ipcinfo.org/ipcinfo-website/resources/ipc-manual/en/. The
Cadre Harmonisé (CH) is a unifying tool for classifying the nature and severity of current and projected acute food and
nutrition in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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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Against Food Crises, 2021: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Joint Analysis for Better Decisions.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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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21: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Report, https://www.fao.org/3/cb6901en/cb6901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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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21: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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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21: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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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에서는 이 지역의 휴작기이며 취약성이
가장
높을
때인
1월
말에
사이클론
엘로이즈(Eloise)가
상륙하여,
사이클론
이다이(Idai)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모잠비크 정부에
따르면 사이클론으로 인해 44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약 44,000명이 실향민이
되었고
45,000헥타르
이상의
경작지가
파괴되었다.113
서남 아시아와 중동의 가뭄 상황은 곡물
생산량을 평균 이하로 감소시켰고,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취약한
상황에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켰다. 중동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동아시아의 밀 생산량은 202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적절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중부는 2021년 7월 중순에 집중
호우로 인해 심각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주로 옥수수, 콩, 땅콩 등의 10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영향을 받았고, 이 중 3분의
1이 폭우로 유실되면서 국가의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인도주의적인 영향과 인구 이동
난민, 국내 실향민 및 무국적자는 종종 기후와
날씨 관련 위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속한다.
실향민이 된 많은 취약한 개인은 다양한 규모의
기후 및 기상 위험에 노출되는 고위험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수문기상 위험요인과 인간의
이동성은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적, 정치적 긴장
및 분쟁과 교차될 수 있다.

112

113
114
115

따라서 조기 경보 시스템, 대비 그리고 토지
이용과 도시 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개의 위험요인 재해
위험 감소 조치에 대한 통합된 고려가 필요하다.

기후 관련 위험은 새 실향민 발생의 주요
동인이었다.
극한 날씨, 물, 기후 현상 및 환경은 인구 이동과
이미 일년 내내 이미 집을 잃은 사람들의
취약성에 크고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가뭄, 홍수 및 기타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복구
및 적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114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가장 큰
규모의 이동 중 다수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2021년의 대부분의 재해로
인한 이동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열대성 폭풍과 홍수에 기인하였다.
2021년 동안 위험한 수문 기상 현상과 환경
악화로 인해 노출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다. 위험한
수문 기상 현상과 환경 악화에는 홍수, 폭풍,
산불과 같이 빠르게 발생하는 기상 현상과 가뭄
및 사막화와 같은 천천히 발병하는 과정의
영향이 포함된다. 이는 사람들의 안전과 식량, 물,
회복력 높은 주택 및 생산적인 토지와 같은
생존을 위한 기본 요구를 충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반기 동안 주로 홍수와 관련된 재해로 인해 약
22,500명의 새로운 실향민이 발생했다.115
6월에 정부는 국가의 80%가 심각한 가뭄 상태로
분류되는 국가 가뭄을 선언했고, 이 외에도
인도적 지원, 개발 및 정부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실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갈등, 식량 불안정, COVID-19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116

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 (FEWSNET), 2021: Madagascar Food Security Alert, https://reliefweb.int/sites/
reliefweb.int/files/resources/Madagascar%20Food%20Security%20Alert%20-%20June%2010%2C%202021.pdf.
https://www.fao.org/mozambique/news/detail-events/en/c/1393190/
https://www.unhcr.org/news/stories/2021/4/60806d124/data-reveals-impacts-climate-emergency-displacement.html
https://story.internal-displacement.org/2021-midyear-re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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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재산을 팔고 위험한 일을 해야 했고, 일부
아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른 지역이나 이웃 국가로 일하러 보내졌거나
조기 결혼에 내몰리기도 했다.117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리아의 실향민
또한 폭우로 인한 홍수에 직면했으며, 2021년
1월 중순에는 142,000명에 가까운 국내
실향민이 피해를 입었다.118 인도에서는 2021년
11월과 12월 사이에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다.119
확립된 추세에 따라 2021년에는 위험한 기상
현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새 실향민들은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대부분의 국내 이동은 특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열대성 사이클론, 홍수, 지진 및 화산
폭발에 의해 촉발되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실향민의 수가 가장 많이 기록된
국가는 중국(7월, 140만명 이상의 실향민),
베트남(9월, 664,000명 이상의 실향민),
필리핀(7월, 214,000명 이상의 실향민, 10월,
386,000명 이상의 실향민)이다.120
동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대규모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많은 사람들
이외에도 홍수와 가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국내 실향민을 위한 과밀하고
불안정한 캠프에 살고 있었다. 사막의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이 황폐해진 농부들 또한 생존을
위한 원조를 찾아 강제로 이동해야 했다.121

고소득 국가 또한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이례적인 폭염, 가뭄,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산불은
또한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가중시켜
실향민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우에 따른
의무적인 사전 대피 명령에 따라 1만5천명이
실향민이 되었다.123

수문기상학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이동
수문기상학적 현상에 의해 촉발된 많은 이동
상황은 사람들이 이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지역적으로 통합하거나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화되었다.
국제난민감시센터(IDMC: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에 따르면
2021년 초에 최소 7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
재해 현상과 관련된 재해124 이후 국내 실향민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이었고,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니제르, 예멘이 그 뒤를 따랐다.125
출신 지역(및 귀환 지역) 또는 정착지에서
계속되거나 증가하는 위험으로 인해 수문 기상
현상때문에 실향민이 된 사람들은 반복적이고
빈번한 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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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알가나(Alganaa) 난민 캠프는 2021년
11월 홍수로 침수되어 3만5천명의 남수단
난민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했다.122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global-displacement-map
https://www.unhcr.org/news/stories/2021/8/611a2bca4/displaced-somalis-refugees-struggle-recover-climate-changebrings-new-threats.html
https://www.unhcr.org/news/stories/2021/11/619c9aea4/refugees-count-losses-floods-destroy-camp-sudan.html
https://story.internal-displacement.org/2021-midyear-review/index.html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cuments/grid2021_idmc.pdf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global-displacement-map

충격과 다음 충격 사이에서 회복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상반기에 557,000명의 새로운 재해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은 큰 우기 홍수로 인해
발생했다. 삼림 벌채, 도시화, 토지 황폐화를
비롯한 인간의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흡수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우기 절정 직전인 2021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폭우와 홍수로 50,000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20년 실향민 수치는 두
배가 되었다.126 이러한 상황은 재난 대비 및
위험 관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동 해결책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재난과
이동에 의해 생활 환경이 점진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사람들의 회복력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실향민과 난민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위험한 기상 현상과
변화하는 기후 상황이 더해졌다.
예멘에서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위험한
기상현상이 대피소와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시장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치명적인 질병 확산을
촉진시키며 사망자 수를 늘리는 등 사람들의
취약성을 악화시켰다. 4월 중순에 폭우와
홍수가 전국 여러 지역을 강타하여 7천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75%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127 이는 이미
400만 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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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국내 실향민 위기였던
상황에서 인구 이동에 기여했다. 우기에는 특히
해안 지역에 폭우, 강풍 및 홍수가 발생하며
2021년에는 수천 가구가 돌발 홍수의 영향을
받는다. 홍수는 또한 도로를 막아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다.128
모잠비크에서는 2019년 발생한 사이클론
이다이(Idai)와 케네스(Kenneth) 이후 여전히
대피한 수천 가구를 포함하여 반복되는 질병
발생과 분쟁 외에도 여러 번의 열대성 폭풍과
홍수가 사람들의 취약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1월에 열대성 폭풍우 찰레인(Chalane)과
사이클론 엘로이즈(Eloise)가 일으키는 강한
바람과 홍수로 인해 학교와 병원뿐만 아니라
8,700명이 넘는 국내 재해민의 대피소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130 이러한 기상 현상은
또한 사이클론 엘로이즈로 인해 43,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면서 새로운
실향민이 발생했다.131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으로 남아 있고 복구는 지연되고 있다.132
복합 재해, 반복되는 질병 발생 및 분쟁의 영향은
이 지역 사람들의 취약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상황과 다른 지역의 유사한 상황은
취약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기후
관련 취약성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기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133
나이지리아에서도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
가뭄과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북동부
지역의 분쟁으로 실향민들의 피난처가 손실되고
취약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상반기에 더욱 악화되어 2021년 1월과 6월
사이에 약 294,000명의 새로운 난민이
보고되었다.134

https://story.internal-displacement.org/10-internal-displacement-situations-to-watch-in-202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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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hcr.org/news/briefing/2021/4/606c17bf4/unhcr-scales-response-thousands-flee-attacks-northernmozambiq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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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isplacement.iom.int/reports/mozambique-%E2%80%93-flash-report-16-tropical-cyclone-eloise-january2021?clo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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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
5월과
6월에
사이클론 야스(Yaas)에 이어 계절풍 강우가
대규모 홍수와 수백만 명의 실향민을 초래했다.
2021년 7월 Cox's Bazar에 있는 로힝야족
실향민 현장의 홍수로 6천개 이상의 대피소가
손상되었고 2만5천명 이상의 실향민이 다른
가족과 함께 공동 시설의 대피소를 찾아야
했다.135 홍수는 2021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인파(In-fa)로 인해 수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중국, 네팔,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피소의 강화, 언덕에 구조물
건설, 배수, 도로 및 교량 개선을 포함하여 캠프
지역에서 수행된 대비 조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기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육지, 담수, 연안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생태계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일부 요소는 다른
요소보다 더 취약하다.136 또한 일부 생태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웰빙을 지원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적응 능력이 감소한다.137
예를 들어, 세계의 급수탑인 산악 생태계는
취약하고 적응 능력이 적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는

산악 지역에 거주하거나 산악 지역 바로 밑에
거주하는 19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8 기후 변화는 특히 강수량이 감소하고
지하수가 이미 고갈된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농업 생산량, 경작지 및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139
기후 변화는 또한 기후에 민감한 종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에 민감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이른
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늦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존재한다.140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바다 고기 및 민물 고기 산란 현상
그리고 동물 이동 시기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종의 개체량과 분포의 현저한 변화는 종 간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1,142 그리고
해충, 병원체 및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및 개별
종에 대한 위험이 변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른
위협을
악화시킨다.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의 수는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현저하게 증가하며
1.5°C 온난화보다 2°C 온난화에서 30% 더
많다.143
반면에 해양 생산성 감소, 고위도 지역과 높은
고도 지역으로의 종의 이동, 산호초 및
맹그로브의 피해를 비롯하여 해양 생태계에서
대규모 변화가 관측되었다. 1.5°C로 온난화되면
수온이 상승하고 해양의 화학적 성질(예를 들면
산성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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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종들은 높은 사망률과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144 기후 변화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름에 북극해에 얼음이 없을 가능성을 높여
해양
순환과
북극
생태계를
더욱더
교란시킨다.145
상승하는 온도는 해초 목초지와 다시마 숲을
비롯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위험을 높인다. 산호초는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산호초는 1.5 °C의 온난화에서 이전
커버리지 지역의 70%에서 90% 사이, 그리고
2 °C의 온난화에서는 99% 이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안 습지의 20-90%는 해수면
상승 속도에 따라 금세기 말까지 손실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는 다른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도
식량 공급, 관광 및 연안 보호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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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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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여름의 기상 이변: 준정상
행성파의 역할과 북극 온난화의 증폭
José Á lvaro Silva (WMO)

2021 북반구 여름의 기상 이변:
간략한 설명
북반구(NH)의 중위도 지역에서 2021년 여름
동안 여러 번의 기상 이변과 기후 현상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더운 날과 폭염, 심각한 가뭄,
강력하고 파괴적인 산불 그리고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2021년의 위험 기상 현상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23. 2021년 6월
29일, 최고 기온(°C)의
ERA5 재분석.
출처: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nd KNMI
Climate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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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일찍 시작되어 6월에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동을 비롯한 여러 북반구 지역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했다. 6월 말에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에서 고온이 특히
이례적이었다(그림 23).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Lytton)은 6월 29일 49.6°C를 기록했으며
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기록이다. 7월 9일, 여름
동안, 여러 번의 폭염이 미국 남서부에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Furnace Creek 기상
관측소는(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2년 연속
54.4 °C 도달했다. (이는 적어도 지난 90년 동안
세계 최고 기온이다.)

7월 14일과 15일에 유럽 서부의 일부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독일
서부와 벨기에 동부 일부 지역은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불과 며칠
후에 중국 헤난성에서는 7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정저우에 내린 평균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고, 7월 20일의 1시간 동안 강우량
총계는 201.9 mm로 중국의 기록을 갱신했다.
8월에 극심한 더위는 일부 지중해 국가에 영향을
미친 강력하고 파괴적인 산불과 관련이 있다.
8월 1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시라쿠사 근처에
위치한 관측소는 유럽의 최고 잠정 기록인
48.8 °C에 도달했다.

북반구 여름 기상 이변의 잠재적 원인
및 메커니즘
최근 수십 년 동안 나타난 추세에 따라 2021년
북반구 여름에는 수많은 날씨와 기상 이변이
나타났다. 하지만 북반구 여름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특정 유형의 기상 및 기후 이변의 빈도는 기후
변화1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원인규명
연구2,3,4,5,6,7,8에 따르면 최근 많은 단일 기상
현상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러한 연구의 일부에
따르면, 기상 이변의 전개에는 광범위한 시공간
규모와 대기 과정이 관련되어 있지만, 기상
이변의 발생 배경에는 보통 변칙적인 대규모
순환 패턴이 작용하고 있고, 준공명 순환 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준공명 증폭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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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왼쪽:
5 개의 행성파
패턴의 도식적인 예.
출처: NOAA/NWS.
오른쪽: 느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제트
기류와 관련된
2021 년 6 월 29 일의
해수면 기압
이상(1981-2010 년의
차이). ERA5 재분석
결과의 데이터.
출처: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그림 25. 1979-2020 년
3 월과 9 월의 해빙 농도
추세.
출처: C3S, https://
climate.copernicus.
eu/climate-indicators/
sea-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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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제I실무그룹
기고문 4장에서 강조하여 설명된 대로 AA를
구동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지난
10년 동안 향상되었고, 보고서에 언급된 여러
연구 결과는

요약하면, 중요한 지식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여름
순환과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더
전개될 필요가 있지만 북극 온난화와 관련된
중위도 여름 순환의 변화(증폭되고 더 안정된
행성파, 더 약하고 하늘거리는 제트 기류)가
차단 상황 증가와 관련되어 북반구에서의 기상
이변 발생에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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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북극의 온도는 전 세계 속도19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는 북극
증폭(AA)으로 알려진 기후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20 AA는 폭풍의 진로를 약화시키고
제트
기류의
위치를
옮겨
준정상파를
증폭함으로써 중위도 여름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역학적 변화가 지역 기상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21 최근 수십 년 동안
QRA22,23에 유리한 조건의 발생은 증폭된 북극
온난화와 관련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상 이변
현상의 발생을 촉진했고, 따라서 기후 변화
영향은 증폭된 북극 온난화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4 하지만
관측과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않아 명확한 연관성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의하고 있다.25 첫 번째
연구 결과는 해빙 손실(그림 25)과 관련이 있고,
이는 표면 알베도의 변화(반사 얼음이 더 어두운
해양으로 바뀜)를 일으켜 태양 복사로부터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 이를 해빙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한다. AA를 유발하는 다른 중요한
대기 과정은 온도(플랑크와 감율 모두), 구름
그리고 수증기 피드백이다.26 대기와 해양의
적도에서 극으로의 열과 습기 이동의 증가 또한
AA의 동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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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온난화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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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역학, 특히 행성 파동 역학과 관련된 물리적
메커니즘이 극지 제트 기류 및 북반구 여름의
극한 온도의 지속적인 교란과 관련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9,10,11
Rossby파12(그림 24), 특히 이러한 중위도
고진폭파(구역
파수
6-8)의
준공명
13
증폭(QRA) 은 극한 온도와 관련된 조건을
이끄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14,15, 16 제트
기류는 날씨 패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천천히 움직이는 파와 관련하여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하늘거릴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류가 느리게 이동하면서 기상
시스템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기간 동안
거의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차단 상황이
발생한다.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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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 근거
기후 모니터링은 대기, 해양, 수문학, 빙하권 및
생물권을 포괄하는 관측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각 영역은 다양한 조직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된다.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위성 관측은 지구 기후 모니터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1992년에
세계기후관측시스템(GCOS)은
WMO에 의해 설립되었고,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국제 과학 위원회(ISC)의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는 지구 기후 관측의 개발 및 개선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GCOS는 완화 및 적응
전략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기후의 궤적을 이해,
모델링 및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일련의
핵심기후변수(Essential
Climate Variables, ECVs)를 식별했다(그림
26). 이러한 ECV에 대한 관측 기반의 현황은
정기 현황 보고서에

그림 26. GCOS 에 식별한 핵심기후변수 (ECVs)

44

공개된다. GCOS는 또한 실행 보고서에서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한다.
GCOS가 조정하는 GSN(Global Surface
Network) 및 GUAN(Global Upper Air
Network)에서 제공하는 관측 이외에 WMO
회원국의 국가수문기상서비스(NMHS)는 주로
운영 기상 예측을 위해 획득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측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WMO의
GBON(Global Basic Observing Network)은
기능과 관측 일정을 규정하고 국제 데이터
교환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설계된 국제
네트워크로, 수치 기상 예측에 중요한
관측자료를 제공하고 기후 모니터링 강화에
현저히 기여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관측
지역에서 GBON의 구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WMO와 수문기상
개발을 위한 연합체(Alliance for Hydromet
Development)a의

회원들은 체계적 관측 자금지원 기구(SOFF)를
설립하고 있다.
대기의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관측을
보완하는 WMO의 지구 대기 감시(GAW)는
WMO 회원, 연구 기관 및/또는 기관 그리고 기타
기여 네트워크에서 수행한 측정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대기조성
측정을 조정한다.
해양 물리학, 생물 지구화학, 생물학 및 생태계의
해양 관측은 지구해양관측시스템(GOOS: The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을 통해
조정된다.
GOOS
합동관측단(OCG:
Observations Coordination Group)은 이러한
관측b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해양 관측
시스템 보고서 카드를 작성한다. 해양 관측은
일반적으로 국제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지상 영역에는 더 넓은 그룹의 관측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수문 관측은 일반적으로 NMHS에
의해 운영되고 WMO를 통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수문학, 영구 동토층, 빙하, 토지 사용
및 생물량에 관한 수많은 전문화된 전세계 지상
네트워크(GTN: Global Terrestrial Networks)
또한 GCOS에 보고를 수행한다. 데이터 교환
협약은 일반적으로는 지상 네트워크에 대해 덜
발달되었으며 많은 중요한 관측 내용이 국제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지구
관측
위성/기상위성조정그룹(CEOS/
CGMS)
공동기후실무그룹(WGClimate)은
GCOS에서 확정한 ECV 요구사항에 따라
기후에 대한 위성 관측 개발에 기초한다. 그리고
72개의 개별 ECV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33개의
ECV에 대한 766개의 기후 데이터 기록을
포함하는 ECV 인벤토리를 생성했으며 더 많은
계획을 수립했다. 위성 관측은 전 세계
커버리지를 포함하는 몇몇 장점이 있지만 광학
관측은 구름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위성
관측은 지상 기반 관측과 함께 보완 데이터
세트로 사용되거나 검증 및 보정을 위해
사용되어 지구 관측 시스템의 귀중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림 27. 2021 년 2 월 18 일에 발생한 사하라 사막의 먼지 폭풍. 이 기상 현상으로 인해 며칠 동안 공기질이 광범위하게
악화되었고, 이달 초 발생한 또 다른 사하라 사막의 먼지 폭풍은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의 눈을 덮었고, 프랑스,독일
및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지역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다.
a
b

https://public.wmo.int/en/our-mandate/how-we-do-it/partnerships/wmo-office-of-development-partnerships
https://www.ocean-o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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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내-계절 예측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재난 위험 대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2021 년 9 월 20–26 일 사례 연구 검토
Estelle De Coning1, Thea Turkington2,
Frederic Vitart3, Andrew Robertson4, Ryan Kang2,
Wee Leng Tan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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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
National Environment Agenc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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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S Co-chair,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4

S2S Co-chair,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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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SEA)는 S2S 시간 규모에서 가장
높은 예측력이 보이는 지역으로서 계절내계절(S2S) 기후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전문 기상 센터(ASMC) 및 그
파트너(UN ESCAP,a RIMES,b the AHA
Centrec)는 S2S SEA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라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해 SEA에서 S2S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WMO,
세계기상연구프로그램(WWRP)
및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에서 수행한 S2S
예측 프로젝트 실시간 파일럿 이니셔티브의
일부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S2S 예측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필리핀,
술라웨시 및 인도네시아 동부 보르네오에서
5만명d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주에 열대성 사이클론 덴무(Dianmu)는
베트남, 캄보디아 및 태국의 일부 지역에 심각한
홍수를 일으켜 18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e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결과로,
해양
대륙(Maritime
Continent)에서 극심한 강우가 내릴 확률의
증가는 일반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위험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3주 전에 알리는 좋은
지표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전망이 종종 일주일
전에만 증가되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동남아시아
본토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위험한 기상 현상
확률이 증가하면 재난의 확률 또한 증가한다.
계절내 시간 척도에서 임박한 위험한 기상
현상의 징후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잘못된 경보는 기상 현상 전개 대상
모니터링 및 제도적 프로세스를 조기에
활성화하여 대비 및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계절내 시간 척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ttps://www.unescap.org/

b

Regional Integrated Multi-Hazard Early Warning System for Africa and Asia: https://www.rimes.int/

c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https://ahacentre.org/

d

https://adinet.ahacentre.org

e

https://adinet.ahacentre.org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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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S SEA 파일럿 프로젝트의 예측에 따르면,
사례 연구 주간 3주 전에 인도네시아 남동부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약간 증가할 확률로
예측되었다. 이 기상 현상은 술라웨시, 말루쿠
제도 및 서파푸아에서 약간 증가하기 일주일
전에 발달하여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남부, 수마트라 남부, 보르네오 동부 및 자바의
일부 지역까지 약간 증가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전망은 AHA 센터의 국가 재난관리기관과 기타
기관에 보내지는 주간 보고서f에 보고되었고,
완벽한 예측 접근방식을 위한 단계의 영역의
예인 후속 일기 예보와 함께 덴무(Dianmu) g 및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뒷받침한다.

https://ahacentre.org/wp-content/uploads/2021/09/DWeek_37_13-19Sep2021.pdf
https://ahacentre.org/flash-update/flash-update-no-01-tropical-depression-21w-twentyone-viet-nam-23september-2021/

데이터 세트 및 방법
온실 가스 데이터
1750년의 추정 농도는 산업화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계산은 산업화 이전의
몰분율이 CO2는 278 ppm, CH4는 722 ppb 그리고 N2O는 270 ppb라고 가정한다.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operated by Japan Meteorological Agency https://gaw.kishou.go.jp/.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WMO Greenhouse Gas Bulletin – No . 17: The State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Based on Global Observations through 2020 . Geneva,
2021.
World Ozone and Ultraviolet Radiation Data Centre operated by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https://woudc.org/home.php.

전지구 온도 데이터
전지구 평균 온도 시계열
1850-1900년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전지구 온도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2020년 전지구기후현황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업데이트되었다. 이 방법은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기고에서 실무
그룹 I이 수행한 평가, 장기 변화 및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 이 새로운 방법은
또한 최근의 온도 변화에 대한 권위 있는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더 넓은
범위의 짧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다.
2020년 보고서(및 이전 보고서)에서 1850-1900년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변화는 1850년까지 다시
확장된 유일한 데이터 세트인 HadCRUT4 데이터 세트에 기초했다. 다른 데이터 세트는 18801900년의 기간(NASA GISTEMP 및 NOAA GlobalTemp) 또는 1981-2010년의 기간(ERA5,
JRA-55) 동안 HadCRUT4의 평균과 일치하도록 오프셋되었다.
2021년에 IPCC 6차 평가 보고서 실무 그룹 I은 평균 4개의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1850-1900년
-다른 기간 동안 발생한 변화를 평가했다. – HadCRUT5, Berkeley Earth, NOAA–Interim and
Kadow et al. (2020) – 모두 18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가장 차가운 데이터 세트의
불확실성 범위의 하한에서 가장 따뜻한 데이터 세트의 불확실성 범위의 상한까지 취한 4개 추정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했다. 작업 그룹 I은 18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4개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추정을 할 수 있었다.
4개의 IPCC 데이터 세트 중 2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에서 18501900년과 1981-2010년 사이의 온도 변화에 대한 IPCC의 추정은 1850-1900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1981-2010년과 6개의 데이터 세트의 현재 연도 사이의 추정된
변화와 결합된다.
1981-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대한 6개의 데이터 세트 간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양호한 관측 커버리지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6개 데이터
세트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일반적 불확실성은 1850-1900년에서 19812010년으로의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IPCC의 추정치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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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히는 6개의 데이터 세트(아래 인용)가 전지구 온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다음의 단계를
사용하여 1850-1900년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전지구 평균 온도 편차를 계산했다.
1. 시작점은 데이터 제공자가 제공한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전지구 연간 평균 기온의
시계열이었다. 편차는 다른 베이스라인에 제시되었다.
2.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해 1981-2010년 기간의 평균을 빼서 1981-2010년 평균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계산했다.

3.

1850–1900년과 1981–2010년 사이의 추정된 차이에 근거하여 각 시리즈에 0.69°C의
양이 추가되었고, 이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 실무 그룹 I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숫자는 이 보고서의 그림 1.12의 캡션에 있다.)

4.

6개 추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계산되었다.

5.

IPCC 추정치의 불확실성은 두 개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IPCC 불확실성
범위(0.54°C-0.79°C)가 90% 신뢰 범위(1.645 표준 편차)를 대표한다고 가정하여
표준 편차와 결합되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2021년 수치(1.11 ± 0.13°C)는 1.11°C가 6개 추정치의 평균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연간 온도 지도
연간 기온 편차의 지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한 업데이트되었다. 2020년 보고서에서 단일 데이터
세트(ERA5)의 1981-2010년의 이상 현상을 보여주는 지도가 사용되었다. 지도는 단일 데이터
세트에 기초하였고, 동반된 평가는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세트에 기반했다.
2021년 기온 편차 지도의 경우 HadCRUT5, ERA5, NOAAGlobalTemp, Berkeley Earth 및
GISTEMP의 5개 데이터 세트의 중앙값이 사용되었고, 위도 5° x 경도 5° 격자에 표시되는 최저
해상도 데이터 세트(NOAAGlobalTemp 및 HadCRUT5 데이터 세트)의 공간 격자로
재그리드(regrid)되었다. 중앙값은 잠재적인 이상치(Outliers)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보다
우선하여 사용된다. 데이터 세트의 절반 범위는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데이터 세트 간의 확산은
데이터 커버리지가 희박한 고위도 지역과 중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다.
다음 6개의 데이터 세트가 사용되었다.
Berkeley Earth – Rohde, R. A.; Hausfather, Z. The Berkeley Earth Land/Ocean Temperature
Record.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0, 12, 3469-3479. https://doi.org/10.5194/
essd-12-3469-2020.
ERA5 — Hersbach, H.; Bell, B.; Berrisford, P. et al. The ERA5 global re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2020, 146 (730), 1999–2049. https://doi.org/10.1002/
qj.3803.
GISTEMP v4 — GISTEMP Team, 2022: GISS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GISTEMP), version 4 .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https://data.giss.nasa.gov/gistemp/.
Lenssen, N.;Schmidt, G.; Hansen, J. et al. Improvements in the GISTEMP Uncertainty
Model.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2019, 124 (12): 6307-6326.
https://doi.org/10.1029/2018JD02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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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CRUT.5.0.1.0 — Morice, C. P.; Kennedy, J. J.; Rayner, N. A. et al. An Updated Assessment of
Near-Surface Temperature Change From 1850: The HadCRUT5 Data Se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2021, 126 (3), e2019JD032361. https://doi.
org/10.1029/2019JD032361. HadCRUT.5.0.1.0 data were obtained from http://www.
metoffice.gov.uk/hadobs/hadcrut5 on 24 October 2021 and are © British Crown
Copyright, Met Office 2021, provided under an Open Government License, http://www.
nationalarchives.gov.uk/doc/open-government-licence/version/3/.
JRA-55 — Kobayashi, S.; Ota, Y.; Harada, Y. et al. The JRA-55 Reanalysis: General Specifications and
Bas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Meteorological Society of Japan . Ser. II 2015, 93 (1),
5–48. https://doi.org/10.2151/jmsj.2015-00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
jmsj/93/1/93_2015-001/_article.
NOAAGlobalTemp v5 — Zhang, H.-M., et al., NOAA Global Surface Temperature Dataset
(NOAAGlobalTemp), Version 5.0. 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oi:10.7289/V5FN144H. Huang, B.; Menne, M. J.; Boyer, T. et al. Uncertainty Estimates for
Sea Surface Temperature and Land Surface Air Temperature in NOAAGlobalTemp Version
5. Journal of Climate 2020, 33 (4), 1351-1379. https://journals.ametsoc.org/view/
journals/clim/33/4/jcli-d-19-0395.1.xml.

(a) Median 2021

그림 28.
(a) 5° 격자의 5개
데이터 세트의
중앙값에 대한 19812010년 평균과 비교한
2021년의 지표면
부근의 기온 편차.
(b) 5개의
추정치의 범위,
(c) HadCRUT
5(5° 해상도),
(d) ERA5
(0.25°), (e)
Berkeley
Earth (1°), (f)
GISTEMP
(2°), (g)
NOAAGlobalT
emp (5°) 에
대한 데이터
세트의 기본
해상도 격자의
지표면 부근의
온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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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tude

Latitude

90ºN

45ºN
0º

45ºS

45ºS

90ºS

90ºS

0º
Longitude

Longitude
–10

–1

0

3

1

10 °C

0.0

0.2

0.4

0.6

(d) ERA5

(e) Berkeley Earth

Latitude

45ºN

2.0 °C

0.8

Latitude

(c) HadCRUT5

45ºS

45ºS

90ºS

90ºS

45ºS

90ºS

0º
Longitude

Longitude

(f) NASA GISTEMP
90ºN

45ºN

45ºN

45ºS

45ºS

90ºS

90ºS

90ºW

Longitude
-10

90ºW

0º
Longitude

(g) NOAAGlobalTemp

90ºN

Latitude

Latitude

Latitude

90ºN

–3

-3

-1

0

3

0º
Longitude

10 °C

49

해양 열 함유량 데이터
2021년까지 추정치에 사용된 데이터:
Cheng, L.; Trenberth, K. E.; Fasullo, J. et al. Improved estimates of ocean heat content from 1960 to 2015,
Science Advances 2017, 3 (3), e1601545. https://doi.org/10.1126/sciadv.1601545.
Ishii, M.; Fukuda, Y.; Hirahara, S. et al. Accuracy of Global Upper Ocean Heat Content Estimation Expected
from Present Observational Data Sets. SOLA 2017, 13, 163–167. https://doi.
org/10.2151/sola.2017-030.
Lyman, J. M.; Johnson, G. C. Estimating Global Ocean Heat Content Changes in the Upper 1800 m
since 1950 and the Influence of Climatology Choice. Journal of Climate 2014, 27 (5),
1945-1957. https://doi.org/10.1175/JCLI-D-12-00752.1.
von Schuckmann, K.; Le Traon, P.-Y. How well can we derive Global Ocean Indicators from Argo data?
Ocean Science 2011, 7 (6), 783–791. https://doi.org/10.5194/os-7-783-2011.

2020년까지 사용된 데이터:
Desbruyères, D. G.; Purkey, S. G.; McDonagh, E. L. et al. Deep and abyssal ocean warming from 35 years
of repeat hydrography,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016, 43 (19), 310–356.
https://doi.org/10.1002/2016GL070413.
Gaillard, F.; Reynaud, T.; Thierry, V. et al. In Situ–Based Reanalysis of the Global Ocean Temperature
and Salinity with ISAS: Variability of the Heat Content and Steric Height, Journal of Climate
2016, 29 (4), 1305–1323. https://doi.org/10.1175/JCLI-D-15-0028.1.
Hosoda, S.; Ohira, T.; Nakamura, T. A monthly mean dataset of global oceanic temperature
and salinity derived from Argo float observations. JAMSTEC Repor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2008, 8, 47–59. https://www.jstage.jst.go.jp/article/
jamstecr/8/0/8_0_47/_article.
Kuusela M.; Stein, M. L. Locally stationary spatio-temporal interpolation of Argo profiling float dat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A 2018, 474, 20180400. http://dx.doi.org/10.1098/
rspa.2018.0400.
Levitus, S.; Antonov, J. I.; Boyer, T. P. et al. World Ocean heat content and thermosteric sea level change
(0-2 000 m) 1955–2010.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012, 39 (10), L10603.
https://doi.org/10.1029/2012GL051106.
Li, H.; Xu, F.; Zhou, W. et al. Development of a global gridded Argo data set with Barnes successive correction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2017, 122 (2), 866–889, https://doi.
org/10.1002/2016JC012285.
Roemmich, D.; Gilson, J. The 2004–2008 mean and annual cycle of temperature, salinity, and steric
height in the global ocean from the Argo Program, Progress in Oceanography 2009, 82 (2),
81–100. https://doi.org/10.1016/j.pocean.2009.03.004.
von Schuckmann, K.; Le Traon, P. -Y.; Smith, N. et al., Eds. Copernicus Marine Service Ocean State Report,
Journal of Operational Oceanography 2018, 11, S1–S142. https://doi.org/10.1080/
1755876X.2018.1489208.

해수면 데이터
CNES/Aviso+ https://www.aviso.altimetry.fr/en/data/products/ocean-indica- torsproducts/mean-sea-level/data-acces.html#c12195의 GMSL

해양 폭염 및 해양 한파 데이터
해양 폭염(MHW)은 해수면 온도(SST)가 5일 이상 기후 분포의 90번째 백분위수 이상일 때
중간으로 분류된다. 후속 범주는 SST와 기후 분포 평균 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즉, 강함,
심함 또는 극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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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가 각각 90번째 백분위수와 기후 분포 평균 간의 차이의 2배, 3배 또는 4배 이상인
경우(Hobday et al., 2018) 해양 한파(MCS) 범주 또한 유사하지만 10번째 백분위수 미만의 해수면
온도와 관련하여 범주화된다.
MHW와 MCS에 사용된 베이스라인은 1982-2011년이고, 이는 기반이 되는 위성 SST 시리즈의
첫 번째 전체 연도가 1982년이기 때문에 1981–2010의 표준 정상 기간에서 1년 이동된다.
Hobday, A.J.; Oliver, E. C. J.; Sen Gupta, A. et al. Categorizing and naming marine heatwaves.
Oceanography 2018, 31 (2), 1–13. https://doi.org/10.5670/oceanog.2018.205.
NOAA OISST 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OISST): Banzon, V.; Smith, T. M.;
Chin, T. M. et al. A long-term record of blended satellite and in situ sea-surface
temperature for climate monitoring, modeling and environmental studies. Earth System
Science Data 2016, 8 (1), 165-176. https://doi.org/10.5194/essd-8-165-2016.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
참조 빙하의 전세계 네트워크에 대한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는 World Glacier Monitoring
Service(WGMS) (https://www.wgms.ch)에서 구할 수 있다. 2020-2021년 질량 균형 년도에
대한 데이터는 예비 데이터로, 32개(총 ~42개 중) WGMS 참조 빙하의 하위 세트에 기초한다. 서부
캐나다에 대한 빙하 질량 균형 데이터는 Pelto et al.가 설명된 대로 캐나다 북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Brian Menounos가 수행한 다년, 격년(4월과 9월)의 반복 LiDAR 조사에 기초한다 (2019).
Pelto, B. M.; Menounos, B.; Marshall, S. J. Multi-year evaluation of airborne geodetic surveys to
estimate seasonal mass balance, Columbia and Rocky Mountains, Canada. The
Cryosphere 2019, 13 (6), 1709-1727. https://doi.org/10.5194/tc-13-1709-2019.
Hugonnet, R.; McNabb, R.; Berthier, E. et al. Accelerated global glacier mass los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ature 2021, 592, 726–731. https://doi.org/10.1038/ s41586021-03436-z.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데이터
그린란드 빙상 질량 균형 데이터는 세 개의 출처에서 보고된다. 1985년부터 2021년까지 표면 질량
균형과 총질량 균형의 모델링된 변화는 Mankoff 등(2021)에 의해 설명된 세 개의 지역 기후 및
질량 균형 모델의 평균에 기초한다. 2021년 질량 균형의 대체 추정치는 PROMICE 지표면 기상
관측소 네트워크에 의해 구동되는 해빙 면적과 지표면 질량 균형 모델의 위성 관측을 기반으로
NOAA 북극 보고서 카드(Moon et al., 2021)에서 주어진다. GRACE와 GRACE-FO 미션의 총
빙상 질량 균형의 위성 중력 데이터는 Wiese et al.(2019년, 2021년으로 업데이트됨)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들 데이터는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 모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Mankoff, K. D.; Fettweis, X.; Langen, P. L. et al. Greenland ice sheet mass balance from 1840 through next
week.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1, 13 (10), 5001–5025. https://doi.org/10.5194/ essd-135001-2021.
Moon, T. A.; Tedesco, M.; Box, J. E. et al. Greenland Ice Sheet. In Arctic Report Card 2021; Moon,
T. A.; Druckenmiller, M. L.; Thoman, R. L., Ed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21. https://doi.org/10.25923/546g-ms61.
Wiese, D.N.; Yuan, D. -N; Boening, C. et al. 2019. JPL GRACE and GRACE-FO Mascon Ocean, Ice, and
Hydrology Equivalent Water Height RL06M CRI Filtered Version 2.0, Ver. 2.0, PO.DAAC,
CA, USA. http://dx.doi.org/10.5067/TEMSC-3M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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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데이터
눈 데이터와 월별 이상 시계열 차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s://climate.rutgers.
edu/snowcover/files/wmo/rutgers-nh-sce-anomalies-2020-21-data.xlsx

해빙 데이터
해빙 섹션은 EUMETSAT OSI SAF Sea Ice Index v2.1(OSI-SAF, Lavergne et al., 2019 기반)과
NSIDC v3 Sea Ice Index(Fetterer et al., 2017)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해빙 농도는 위성에서
측정한 극초단파 복사로 추정된다. 해빙 면적은 해빙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해양 그리드 셀의
면적으로 계산된다. 데이터 세트 간의 절대 범위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연도별 변화와
추세는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서 NSIDC 데이터는 이전 보고서와 일관성을 위해 절대 범위(예를
들면 "1895만 km2")로 보고되지만 순위는 두 데이터 세트 모두에 대해 보고된다.
EUMETSAT Ocean and Sea Ice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 Sea ice index 1979-onwards
(v2.1, 2020), OSI-420, OSI SAF FTP server: 1979–2020,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
https://osi-saf.eumetsat.int/products/osi-420 에서 발췌한 데이터
Fetterer, F.; Knowles, K.; Meier, W. N. et al. 2017, updated daily. Sea Ice Index, Version 3 . Boulder,
Colorado USA.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NSIDC). https://doi.org/10.7265/ N5K072F8.
Lavergne, T.; Sørensen, A. M.; Kern, S. et al. Version 2 of the EUMETSAT OSI SAF and ESA CCI seaice concentration climate data records. The Cryosphere 2019, 13 (1), 49–78.
https://doi.org/10.5194/tc-13-49-2019.

영구 동토층 데이터
Noetzli, J.; Christiansen, H. H.; Hrbáček, F. et al. Global Climate Permafrost Thermal State.
In State of the Climate in 2020; Dunn, R. J., Aldred, H., F., Gobron, N. Ed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2021, 102 (8); S42–S44. https://doi.org/10.1175/
BAMS-D-21-0098.1.
Smith, S. L.; Romanovsky, V. E.; Isaksen, K. et al. Permafrost. In State of the Climate in 2020;
Druckenmiller, M. L., Moon, T., Thoman, R., Ed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2021, 102 (8); S293–S297. https://doi.org/10.1175/BAMS-D-21-0086.1.

강수 자료
아래 GPCC(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Center) 데이터 세트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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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Guess Monthly, doi: 10.5676/DWD_GPCC/FG_M_100.

•

Monitoring Product (Version 2020), doi: 10.5676/DWD_GPCC/MP_M_V2020_100.

•

Full Data Monthly (Version 2020), doi: 10.5676/DWD_GPCC/FD_M_V2020_100.

•

First Guess Daily, doi: 10.5676/DWD_GPCC/FG_D_100.

•

Full Data Daily (Version 2020), doi: 10.5676/DWD_GPCC/FD_D_V2020_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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