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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2018년도 북반구 지역의 이상기후 원인 분석 및 시사점해외이슈

◈ 최근 북반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 공유

□ 기후변화로 인하여 관측되는 이상기온 현상

ㅇ (일본) 도쿄 북쪽 지방에 위치한 쿠마가야(Kumagaya)는 관측 개시 아래 

일본 역대 최대 기온인 41.1〫〫C 기록

ㅇ (알제리) 사하라사막은 아프리카 관측 사상 최고치인 51.3 C〫 기록

ㅇ (오만) 쿠리야트(Quriyat) 마을의 하루 최저 기온 42.6 C〫를 기록하며 

세계기록을 경신*

* 이전 기록은 41.9 C〫로 2011년 6월에 관측

ㅇ (스웨덴) 260년 만에 최고 7월 평균 기온 기록

□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과학적 원인

ㅇ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전지구적 평균 온도 상승

ㅇ 제트기류(Jet Stream)의 약화

- 중·고위도 상공에서 부는 편서풍으로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형성, 온도차가 클수록 세기가 강함

- 최근 북극 온도 상승에 따른 위도 간 온도차 감소로 제트기류가 약화됨

- 대기의 움직임이 고요해지고, 고기압이 장시간 지속되어 기온 상승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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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서양진동(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AMO)

- 대서양에서는 주기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현재는 기온이 상승하는 국면에 속한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변화로 인한 최근 재난·재해 사례

ㅇ (일본) 폭염 첫 2주간 최소 15명 이상 사망, 서남부 지역 최대 1,000m 이상의 

폭우로 인하여 150명 이상 사망․실종

ㅇ (그리스) 들불(wildfire)로 인하여 74명 이상 사망

ㅇ (캐나다) 72년만의 폭염으로 인하여 최소 33명 사망

ㅇ (영국) 일부 지역에서 예상 강우량의 6%만 내려 풀들이 비이상적으로 건조*

*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5월, 오른쪽은 7월에 촬영된 사진

□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정책 및 시사점 도출

ㅇ 세계기상기구(WMO)를 중심으로 세계기후 감시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유 강화

- WMO는 전세계 기상이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세계기상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글로벌 기상예보 및 기후정보 공개

ㅇ 지역별로 상이한 이상기후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 마련 필요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재난재해 지원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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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해외이슈 <2018년도 북반구 지역의 이상기후 원인 분석 및 시사점>
   - Too hot to handle: Heatwaves cause death and destruction in Northern 

Hemisphere (NewScientist, 2018.07.27.)
   - Wildfire kills 74 in Greece, including families with kids (The Straitstimes, 

2018.07.25.)
   - Why is Europe going through a heatwave? (The Guardian, 2018.07.24.)
   - It’s a savage summer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climate change is 

slashing the odds of more heatwaves (The Conversation, 2018.07.26.)
   - Red-hot planet : All-time heat records have been set all over the world 

during the past week (The Washington Post, 2018.07.05.)
   - ‘72년 만의 폭염’ 캐나다서 최소 33명 사망 (국민일보, 2018.07.06.)
   - 일본 남서부 폭우, 사망·실종 150명으로 늘어…최고 1000㎜ 이상 물폭탄에 '속수무책' 

폭우 (조세일보,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