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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기온: + 1.1°C 상승  
(1850-1900 대비)

가장 더웠던 5년: 
2015-2019

가장 더웠던 10년: 
2010-2019 

지난 5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 
1위: 2016년 
2위: 2019년



온실가스 농도 추이: 최근 데이터

Carbon dioxide 
CO2 

66% of warming 

Lifetime >>100 y

Methane 
CH4 

17 % of warming 

Lifetime 11 y

Nitrous oxide 
N2O 
6 % of warming 
Lifetime 120 y

407.8 ppm 1869 ppb 331.1 ppb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지구온난화 기여도 66%, 
대기중 체류기간 100년 이상.

지구온난화 기여도 17%, 
대기중 체류기간 11년.

지구온난화 기여도 6%, 
대기중 체류기간 120년.



Feb 2019 : 411.75 ppm 
Feb 2020 : 414.11 ppm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측정. 2019~2020년 초 농도 계속 증가

실시간 농도

월 평균



해양 산성화 
산업혁명 이후로 26% 증가

하와이안해 실시간 pH 하와이안해 실시간 pCO2

산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고(pH 감소), 해수 내 이산화탄소 농도(pCO2)는 증가하고 있다.



세계 기온 이상: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2019년 1-10월 온도와 1981-2010년 온도 차이: 붉은 색일수록 온도 상승폭이 크다. 



세계 기온 상승폭 전망

Source: Met Office Hadley Centre

• 2020-2024년 세계 기온은 1850-1900년 대비 1.06-1.62도 상승할 전망이다. 
• 5년 내 이 정도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 1년 동안 일시적으로 1.5도 상승할 가능성은 10% 이하이다. 



해양 열함류량, 사상 최대치 기록

열
함
유
량

0-700 미터 깊이, 세계 해양 열함유량

2019년 7-9월, 3개월 평균 
2018년 연평균 
2014-2018년, 5년 평균



해수위 상승, 가속화되고 있다.

20세기 
: 연간 1–2 mm 상승 

현재 
: 연간 3–4 mm 상승

세계 평균 해수위

해수위 상승 평균값



북극권 해빙, 지속적으로 감소

3월

9월

북극권 해빙 봄-가을 면적 차이,1981-2010년 평균 (백만 평방 킬로미터)



1950-2019 동안 표준 빙하 31개 지점에서 녹고 있다.

WGMS 표준 빙하, 질량 수지

연간 질량 수지

누적 질량 수지

https://wgms.ch/products_ref_glaciers/


2019년 폭염 지역

• 유럽 2회 발생(6, 7월) - 국가적 기
록을 보인 곳은 프랑스, 영국, 벨기
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 가장 더운 여름 기록한 곳은 지난 1, 
2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라틴아메
리카 

• 우기 직전 폭염 - 인도 반도 지역 

• 기타 폭염 지역 - 알래스카(미국), 캐
나다 북극권 지역, 홋카이도(일본), 
남부 아프리카 지역



강수량, 지역별 비교
GPCC 강수량 백분위수. 2019년 1월 - 10월 

(1951-2010년 대비)



열대성 폭풍

Hurricane Dorian ,2 
September

• 사이클론 이다이 
- 3월, 모잠비크/짐바브웨) 
- 사망 900명 이상. 지난 100년 동안 남반구 사이
클론 중 최강. 

• 허리케인 도리안 
– 북부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 
- 바하마에서만 손실액 약 30억 달러(GDP의 25%) 

• 태풍 하기비스 
– 당시 일본 일강우량 922.5 mm, 홍수 피해 심각 

• 태풍 레키마  
– 중국에 가장 큰 손실을 입힌 태풍 중 하나. 

• 파니(4월), 불불(Bulbul, 11월) 
– 벵갈만에 큰 피해. 
- 그러나 사상자 수는 비교적 덜 심각.



들불
Fires in eastern Australia, 7 November 2019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봄 기간 동안 대규모 들불 
다수 발생. 

1-3월 동안 태즈매니아에서 장기간 들불 지속 

Chile Fotografía del incendio de 
Coronel durante la noche del día 11 de 
febrero de 2019. Fuente: Agencia Uno.        2010년 이래로, 들불 시즌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



들불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기여도)

  북극권: 2003년 이래로 여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장 높음.

CAMS. 총 방사열에너지. 북극권. 2019년 6-8월

CAMS. 들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북극권. 2019년 6-8월

https://atmosphere.copernicus.eu
https://atmosphere.copernicus.eu


• 평균 2억명 이상이 폭염에 노출된다. 
• 세계 인구 91%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대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공기를 마신다.

1986-2005년 평균 대비 변화 
1986-2005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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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오염, 
매개 감염(모기 등이 옮기는)과 수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댕기열 발생이 대폭 증가하였다. 
• 미국에서만 댕기열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280만 명이었고, 이들 중 1,250명이 사망하였다.

Source : WHO

매개 감염 질환 위험 증가
이집트 숲모기
흰줄숲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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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o Heatwaves

Source (FAO)

8억 2천 만 명 이상, 즉 9명 중 1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식량안전보장(Food Security)에 대한 영향
영양실조 상태 인구 수는 2015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10-201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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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 요소 (세계경제포럼. WEF) 

 20

영
향

발생가능성



물부족 심화,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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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약 40억 명, 즉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연중 최소 1개월동안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Find the full report at  

https://public.wm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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