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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17년 세계 기후 보고서 요약해외이슈

◈ 미국 항공우주국과 미국 해양대기국은 공동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기상 관측 결과를 발표(2018.1.18.)

◈ 역사상 가장더웠던다섯해가모두 2010년 이후였다는 점을 명시한 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2017년 기상 관측·분석 결과

ㅇ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7년을 역사상 2번째 더운 해로,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3번째 더운 해로 발표

* 기온 측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NASA는 2017년 평균 기온가 1951~1980년도 연평균 기온보다 화씨 

1.62도(섭씨 0.9도)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힘

* 1951~1980년 대비 2013~2017년 평균 지구 온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노랑,

주황, 빨간색은 기준년도보다 더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나타냄(출처: NASA)

-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이었지만,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을 

제외한다면 2017년이 가장 더운 해였을 것이라고 예측

* 2015년과 2016년에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발생, 2017년에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발생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주된 원인으로, 40년간 지속돼 온 지구

온난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NASA의 설명

ㅇ NOAA는 2017년 평균 기온이 20세기 연평균 기온(화씨 57도, 섭씨 13.9도)

보다 화씨 1.51도(섭씨 0.84도)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힘

* 20세기 대비 2015년 평균 기온은 화씨1.62도, 섭씨0.90도, 2016년 평균 기온은

화씨1.69도, 섭씨0.94도 높은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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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지표면의 경우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평균 화씨 2.36도(섭씨 1.31도),

해수면의 경우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1.21도(섭씨 0.67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

- 1880~2017년까지를 비교해봤을 때, 2017년 가장 따뜻했다고 분석된 

곳은 많이 생긴 반면, 가장 추웠던 곳은 없는 것으로 분석

* 온도 상승한 지표면: 북미 중부, 남미 남부, 아프리카, 중동 및 동아시아 전역

온도 상승한 해수면: 서태평양및중앙태평양, 인도양서부및북부, 서대서양및북대서양

* 파란색은 기온이 낮아진 곳을, 붉은색은 올라간 곳을 나타냄(출처: NOAA)

□ 시사점

ㅇ NASA와 NOAA 두 기관 모두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다섯 해가 모두 2010년 

이후였다고 분석하며 지구온난화가 명확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명시

- NASA는 2018년 라니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2018년 역시 

역사상 가장 더웠던 다섯 해 중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측

ㅇ 과학자들은 온난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

- 기후학자들은 엘니뇨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017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

- 이와 같이 기후학자들은 온난화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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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기후변화대응부문

ㅇ 해외이슈 <2017년 세계 기후 보고서 요약>
- Global Climate Report – Annual 2017, NOAA, 2018.01월

- Long-term warming trend continued in 2017: NASA, NOAA, NASA2018.01.18.

- NOAA: 2017 was 3rd warmest year on record for the globe, NOAA, 2018.01.18.

- Assessing the Global Climate in 2017, NOAA, 2018.01.18.

- NASA ranks 2017 the second-hottest year on Earth, QUARTZ, 2018.01.18.

- 나사 “2017년, 기상관측 사상 2번째로 더웠던 해”, NEWSIS,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