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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을 위한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시스템

1. 들어가며

이상기후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농작물	등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Perkins	et	al.	(2015)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은	최근	

들어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

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기구에

서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있으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비	및	대응을	위

한	신속한	감시정보의	업데이트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APEC	기후센터(이하,	APCC)에서는	준	실시간	재분석	자료를	활

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분석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서비스	체계

를	개발하여	운영(https://apcc21.org/ser/eastasia/climteExtremes.

do?lang=ko)하고	있다.

APCC가	운영하는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시스템은	이상고온	및	이

상저온,	최대강수사상,	표준강수지수(Standari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Mckee	et	al.,	1993),	표준증발산부족지수(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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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potransipration	Deficit	 Index,	SEDI,	Kim	

and	Rhee,	2016),	토양수분지수(Soil	Moisture	

Index,	SMI,	Chun	et	al.,	2020;	Hunt	et	al.,	2008)	

등과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감시정보를	제공하

는	이상기후	통합	맵을	매월	웹페이지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PCC의	준실시간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시스템의	주요구성과	이	감

시	및	분석정보를	해석하는	가이드를	소개하였다.	

또한,	지난(2021년)	4월의	감시	및	분석정보	예시

를	통하여,	최근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발생하

는	이상기후	현상을	이해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

해를	줄이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APCC의	준실시간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시스템

을	소개한다.	

2. 이상기후 감시시스템

이상기후	감시	정보	생산	및	웹서비스를	실시하

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Land	Information	System	

(LIS)	모형	자료를	구동하고	있으며,	매월	11일에	

감시	대상	월(지난	달)의	전지구	자료를	이용하

여	월별	이상기후	발생일수를	계산하고	매월	12일

에	웹사이트에	표출한다.	LIS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면,	지면모형(Land	Surface	Models)을	수문성

분과	에너지	성분등을	모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Kumar	et	al.,	2006)이다.	APCC의	준

실시간	이상기후	감시스템에	대해	LIS를	적용한	

방법에	대해	Chun	et	al.	(2020)에서	상세한	설명

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월별	이상기후	감시	정보

는	총	4가지로	이상	고온,	이상	저온,	최대	강수	사

상	및	3가지	가뭄	지수를	고려한	가뭄	통합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가지	감시	정보를	모두	통

합한	동아시아	통합맵에	Hot/Cold,	Wet/Dry를	함

께	표출하여	이상기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난(2021년)	4월의	이상

기후	감시	및	분석정보와	간단한	해석가이드를	그

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 2021년 4월 이상고온 발생일수 해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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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웹서비스	된	2021년	4월의	경우,	동

아시아에서	이상	고온	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이

상	저온이	뚜렷하게	나타났고(그림	1~2),	특히	중

국에서	이상저온	발생일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

다(그림	2).	그림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PI,	

SEDI,	SMI	등	3가지	가뭄	지수	또한	중국	서부,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극심한	가뭄	상

태를	나타내고	있다.	SMI가	SPI나	SEDI에	비해	

더	극심한	가뭄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는	근역층

(rootzone)	토양수분의	정보는	강수나	증발산정보

보다	memory가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월	동아시아	이상기후	통합	맵에서는	한반도에는	

그림 2. 2021년 4월 이상저온 발생일수 해석 가이드

그림 3.  2021년 4월 이상강수 통합맵 해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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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1년 4월 가뭄 감시 통합맵 해석 가이드

그림 5. 2021년 4월 동아시아 이상기후 통합맵 해석 가이드

약하게	Hot,	중국	서부	지역에서는	강한	Cold를	보

인다(그림	5).	

3. 나오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한	현상으로써	이상기후

는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포함하는	사회·경제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APCC에서

는	준실시간	웹기반	이상기후	감시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https://apcc21.org/ser/eastasia/

climteExtremes.do?lang=ko)하고	있다.	이	글

에서는	지난(2021년)	4월의	이상기후	감시	및	분

석정보(이상	고온,	이상	저온,	최대	강수	사상	및	

SPI,	SEDI,	SMI	가뭄	지수)를	예시를	들었으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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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해석가이드를	제시하였다.	한편,	4가지	감시	

정보를	모두	통합한	동아시아	통합맵으로부터	종

합적인	이상기후	감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는데,	지난	4월에는	한반도에는	약하게	Hot,	중국	

서부	지역에서는	강한	Cold를	보였다.	APCC가	제

공하는	준실시간	동아시아	이상기후	감시	시스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인	이상기후	감시를	통

해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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