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큰 기온변화, 한차례 강추위

 ❍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이 많았으며, 

일시적으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

변화가 컸음  

  －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특히, 전반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형성된 필리핀 해 부근의 고기압성 흐름으로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 18~25일에는 우랄산맥 부근에서 상층기압능의 발달로 인해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강한 한파

가 발생하였음

※ 전반(1∼17일) 동안 광주 전남 평균기온은 3.4℃, 후반(18∼31일) 동안 평균기온은 –0.7℃로

4℃이상의 큰 기온차를 보였음

※ 24일에 광주 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8.6℃ 낮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

으며,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1.7℃로, 41년만(1976. 1.24, -12.8℃)에 최저값을 기록함.

□ 강한 추위 발생원인 분석

 ❍ 양의 북극진동*(강한 북극 소용돌이 상태)과 대륙고기압의 약화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던 2015년 12월과 달리, 2016년 1월 들면서 음의 북극진동(약한 북극 

소용돌이 상태)이 발생하여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였음

*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북극 주변을 돌고 있는 강한 소용돌이(북극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 하는 현상으로, 음의 북극진동 해에 중위도 지역은 극

지역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음의 북극진동으로 북극에 갇혀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우랄산맥 동쪽 

부근에 형성된 상층기압능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

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주제1. 광주‧전남 지역 2016년 월별 기상특성 분석
1월 큰 기온변화와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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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 대륙고기압 감시구역(40˚N∼60˚N, 80˚E∼120˚E) 일평균 해면기압편차 시계열 및 

(우) 북극진동지수 시계열(2015.12.1.～2016.1.29.) 

그림 2. 강한 한파가 발생한 기간(18∼25일) 기압계.

(좌) 500hPa 지위고도 평균 및 편차와 (우) 해면기압 평균 및 편차

□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서해안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

 ❍ 찬 대륙고기압 및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

  － 18~19일, 23~25일에는 강한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

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일별 신적설 현황  (단위 ㎝)

일자 광주 목포 흑산도

18일 7.1 3.5 0.2

19일 12.5 6.9 6.0

23일 9.6 16.3 2.8

24일 13.5 11.5 3.6

25일 3.1 1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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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1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1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했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기온] 평균기온은 1.5℃로 평년(1.5℃)과 같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0.9℃로 평년(0.6℃)보다 0.3℃ 높았음

    [강수량] 강수량은 58.9㎜로 평년(31.6㎜)대비 188%였음

     －  광주 강수량은 49.7㎜로 평년(37.3㎜)대비 133%였음

※ 1월 광주 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기온(-0.5～+0.5℃), 강수량(80～120%)

그림 3. 광주･전남 7개 지점의 1월 (위)평균기온과 평년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평년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대비(%) 및 강수량(㎜) 일변화

일최저기온(℃)
(최저)

23일
24일

흑산도 –7.1(2위)
흑산도 –8.7(1위)

일최고기온(℃)
(최고)

02일
03일

흑산도 13.8(5위)
장흥 16.1(4위)

일최심신적설(㎝)
(최고)

19일 흑산도  6.0(2위)

표 1. 1월 일극값 경신 현황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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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통계값 순위

□ 1월 일 평균기온(최저)

□ 1월 일 최고기온(최고)

□ 1월 일 최고기온(최저)

참고자료 2  광주‧전남 지역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요소

순위
월강수량(최다) 운량(최고)

1 1989 112.2 1989 6.0

2 1987 61.5 1993 5.8

3 2016 58.9 2016 5.7

4 1973 56.5 2008 5.7

5 2002 54.9 1998 5.7

(단위 : 강수량(㎜), 운량(할))

참고자료 3  1월 지점별 극값 경신 현황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1959.01.17 -8.6 1943.01.12 -8.1 1959.01.05 -7.7 1963.01.24 -7.6 2016.01.24 -7.5 
170 완도 1971.01.31. 2001.01.15 -6.2 2016.01.24 -5.9 2001.01.16 -5.6 1990.01.25 -5.5 2004.01.22 -5.2 
260 장흥 1972.01.21. 1990.01.25 -10.3 2016.01.24 -8.5 2001.01.15 -7.3 2001.01.16 -7.1 1990.01.24 -7.0 
261 해남 1971.02.03. 1990.01.25 -9.2 1977.01.04 -8.2 2016.01.24 -7.4 2001.01.16 -6.6 1990.01.24 -6.4 
262 고흥 1972.01.22. 2016.01.24 -7.8 1990.01.25 -7.4 1985.01.30 -6.8 2001.01.15 -6.4 2004.01.22 -6.3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02.01.15 16.5 2010.01.20 14.3 1999.01.22 14.1 2015.01.05 13.9 2016.01.02 13.8 
260 장흥 1971.01.08 2002.01.15 17.6 2002.01.12 16.2 1979.01.10 16.2 2016.01.03 16.1 1979.01.27 16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1959.01.17 -7.8 2016.01.24 -7.7 1963.01.24 -7.5 1963.01.23 -7.0 1959.01.05 -6.5 
168 여수 1942.03.01. 2016.01.24 -6.0 1959.01.17 -5.7 1951.01.13 -5.3 1943.01.12 -5.0 1986.01.05 -4.6 
169 흑산도 1997.01.01. 2016.01.24 -2.7 2001.01.14 -2.1 2001.01.15 -1.9 2003.01.29 -1.8 2011.01.16 -1.5 
170 완도 1971.01.31. 2001.01.15 -4.2 2004.01.22 -3.4 2011.01.16 -3.2 2016.01.24 -3.0 2001.01.14 -2.8 
260 장흥 1972.01.21. 2016.01.24 -6.3 1998.01.24 -4.2 1990.01.24 -3.6 2003.01.05 -3.5 1990.01.25 -3.3 
261 해남 1971.02.03. 2016.01.24 -5.7 1990.01.25 -4.3 2011.01.16 -3.1 2016.01.23 -2.9 1977.01.30 -2.9 
262 고흥 1972.01.22. 2016.01.24 -5.6 2003.01.29 -2.5 2004.01.22 -2.2 1998.01.24 -2.2 2001.01.15 -2.1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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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일강수량(최다)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73.01.01 1999.01.23 42.1 1989.01.07 40.8 1996.01.14 31.1 2016.01.28 28.9 2002.01.15 20.5
262 고흥 1973.05.01 1999.01.23 40 1996.01.14 39.5 1989.01.07 31 2016.01.28 26.7 2003.01.26 23.5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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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온변화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3.5℃로 평년(3.0℃)와 비슷하였음

 ❍ 11~13일에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특히 13일에 평균기온이 13.1℃로 평년(3.4℃)보다 9.7℃ 높았음

※ 12~13일에 대부분 지방에서 일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하였음 < 표1 참고 >

 ❍ 14~15일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15일의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1.5℃로 평년(3.4℃)보다 4.9℃ 낮았음

※ 광주 전남 평균기온 편차: 13일 +9.7℃ ⇒ 15일 –4.9℃

□ 한 차례 많은 강수

 ❍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50.5㎜로 평년(47.3㎜)과 비슷했음(평년대비 107%)

 ❍ 두 차례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눈이 내렸음

  － 12~13일에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12일 일 강수량은 완도 54.9㎜를 기록하였으며, 남해안 일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28~29일에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내렸음

※ 29일 일 최심신적설1)은 광주 2.9㎝를 기록하였음

  － 저기압이 통과한 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5~16일에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

어 눈이 내렸음

※ 15일 일 최심신적설은 광주 5.6㎝, 목포 2.1㎝를 기록하였음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1) 하루(00~24시)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 중 가장 많이 쌓인 깊이(출처: 지상기상관측지침
(2010.7.), 기후통계지침(2014.11.))

2월 기온변화가 컸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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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2월 평균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기온] 평균기온은 3.5℃로 평년(3.0℃)과 비슷했음(평년차 +0.5℃) 

    － 광주 평균기온은 3.3℃로 평년(2.5℃)보다 높았음(평년차 +0.8℃)

    [강수량] 강수량은 50.5㎜로 평년(47.3㎜)과 비슷했음(평년비 107%)

    － 광주 강수량은 45.2㎜로 평년(49.3㎜)과 비슷했음(평년비 92%)

※ 2월 광주 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기온(-0.7℃～+0.7℃), 강수량(80～120%)

그림 4. 광주･전남 7개 지점의 2월 (위)평균기온과 평년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평년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대비(%) 및 강수량(㎜) 일변화

일최저기온(℃)
(최고)

12일   목포 12.2(2위), 완도 11.8(2위), 여수 11.2(4위), 광주 11.3(5위)

13일   여수 11.8(2위)

일강수량(㎜)
(최다)

12일   완도 54.9(2위), 여수 49.7(5위), 장흥 40.3(5위)

표 2. 2월 일극값 경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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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평균기온(최고)

□ 일 최저기온(최고)

□ 강수량(최다)

□ 일조시간(최고)

참고자료 2  2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5 목포 1906.01.01 2004.02.21 15.5 1992.02.28 14.6 1992.02.29 14.3 2016.02.12 14.2 2010.02.24 13.7

168 여수 1942.03.01 2009.02.13 14.9 2010.02.25 14.7 1992.02.29 13.3 2016.02.12 13.2 2004.02.21 13

170 완도 1973.01.01 2010.02.25 15.6 2009.02.13 14.9 1992.02.29 14.7 2016.02.12 14.3 2004.02.21 14.1

260 장흥 1971.01.08 2010.02.25 16 2009.02.13 15.4 1992.02.29 15 2004.02.21 13.9 2016.02.12 13.7

262 고흥 1971.01.22 2010.02.25 16.2 2009.02.13 15.4 1992.02.29 15.2 1987.02.11 14.4 2016.02.12 13.7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5 목포 1973.01.01 1979.02.22 105.8 2001.02.23 35.9 1976.02.14 35.9 2010.02.25 34 2016.02.12 32.6
168 여수 1973.01.01 2013.02.01 91 2011.02.27 77 2016.02.12 49.7 2004.02.22 46.5 1979.02.22 45
170 완도 1973.01.01 2013.02.01 65.5 2016.02.12 54.9 2010.02.25 48.5 1993.02.16 48.2 1990.02.18 43
260 장흥 1973.05.01 1979.02.22 78.6 2010.02.25 49 2011.02.27 46 2004.02.22 44.5 2016.02.12 40.3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4.01 2013.02.23 10.9 2008.02.28 10.9 1958.02.19 10.8 2016.02.25 10.7 2013.02.20 10.7
260 장흥 1973.01.01 2005.02.26 10.6 1996.02.28 10.6 2014.02.21 10.5 2013.02.23 10.5 2016.02.17 10.4

(단위 : hr)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0.02.25 14.5 2004.02.21 12.2 1954.02.26 11.4 1954.02.25 11.4 2016.02.12 11.3 
165 목포 1904.04.08 2004.02.21 12.7 2016.02.12 12.2 1992.02.28 12.0 1992.02.29 11.0 1928.02.29 11.0 
168 여수 1942.03.01 2010.02.25 13.2 2016.02.13 11.8 1992.02.28 11.5 2016.02.12 11.2 1992.02.29 11.2 
170 완도 1971.01.31 2010.02.25 13.1 2016.02.12 11.8 1992.02.29 11.6 1993.02.06 11.2 1998.02.20 10.9 
260 장흥 1972.01.21 2010.02.25 14.2 1992.02.29 12.4 2016.02.12 12.2 1998.02.20 11.3 2004.02.21 10.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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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온변화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편차 +0.9℃)

  － 3~8일과 16~23일 및 28~31일에 이동성 고기압 및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 1일과 9~15일 및 24~27일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세 차례 많은 강수량

 ❍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4~6일과 8~9일, 18일에 많은 비가 내려 

광주･전남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04%)

  － 일본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중국해상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4~6일 동안 약 40㎜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5일에는 

일 강수량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 5일 일 강수량은 순천 86.6㎜를 기록하였음

  －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8~9일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8일 일 강수량은 해남 20.7㎜, 고흥 16.4㎜, 장흥 16.3㎜를 기록하였음

  －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18일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18일 일 강수량은 여수 28.8㎜를 기록하였음 

[ 엘니뇨 현황 및 영향 ]  

 ❍ ‘15/’16년 겨울철 전반부에 최고조로 발달했던 엘니뇨가 현재 약화되고 있으며, 

올 여름철에 정상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주간(3.20~26) 엘니뇨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1.6℃ 높아 여전히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 중임

 ❍ ‘15/’16년 겨울철 전반부 동안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고기압성 

3월 기온변화가 컸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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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형성되었으며, 그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음

 ❍ ‘15/’16년 겨울철 후반으로 감에 따라,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기압성 흐름이 남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강수가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낮았음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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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3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3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7.9℃로 평년(7.0℃)보다 0.9℃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8.4℃로 평년(7.1℃)보다 1.3℃ 높았음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76.4㎜로 평년(74.1㎜)대비 104% 였음

     － 광주 강수량은 55.2㎜로 평년(62.1㎜)대비 89% 였음

※ 3월 광주 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85～115%)

그림 5. 광주･전남 7개 지점의 3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 일변화

일평균기온(℃)
(최고)

5일   완도 15.7(2위)

일최저기온(℃)
(최저)

2일   해남  -8.1(1위)

일최저기온(℃)
(최고)

5일   고흥 11.8(5위),

표 3. 3월 일극값 경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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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3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일 평균기온(최고)

□ 일 최저기온(최고)

□ 일 최저기온(최저)

□ 일조시간(최고)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70 완도 1973.01.01 2009.03.18 16.8 2016.03.05 15.7 1979.03.29 15.4 2009.03.19 15.3 1999.03.18 14.9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262 고흥 1972.01.22 2009.03.19 14.2 2014.03.29 14.0 1972.03.29 12.7 1973.03.28 12.0 2016.03.05 11.8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260 장흥 1973.01.01 1985.03.31 11.2 1980.03.24 11.2 2016.03.28 11.1 2011.03.31 11.1 2010.03.29 11.1

(단위 : hr)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261 해남 1971.02.03 2016.03.02 -8.1 1984.03.01 -7.6 2008.03.08 -7.5 1996.03.04 -7.4 2000.03.01 -7.3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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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기온 역대 최고 2위, 고온현상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았으며, 19732)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 

※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고 1위: 1998년(15.1℃, +2.5℃)

  －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기압계가 

자주 형성되어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1973년 이래 최고기온 최고 4위를 기록하였음

※ 1973년 이래 최고기온 최고 1위: 1989년(20.3℃, +2.0℃), 2위: 1998년(19.9℃, +1.6℃), 3위:

1994년(19.9℃, +1.6℃)

  － 상층 한기의 유입이 매우 약했던 가운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

으로 구름 낀 날씨 및 잦은 강수로 인해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1위: 1998년(11.1℃, +3.8℃)

□ 평년보다 많고 잦은 강수

 ❍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기압계가 

자주 형성되어 비가 자주 내렸고(강수일수 최대 4위), 광주ㆍ전남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평년비 232%) 1973년 이래 최다 2위를 기록하였음

      ※ 1973년 이래 강수일수 최대 1위: 2015년(16.6일), 2위: 1993년(14.6일), 3위: 2010년(12.7일)

※ 1973년 이래 강수량 최다 1위: 1977년(241.3㎜, 258%)

  － 3~4일 및 27일에 우리나라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 우리지역에 

비가 내렸음

  － 6~7일과 13일, 21일에 우리나라 남부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16~17일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를 지나면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강한 남서풍으로 다량의 수증기 유입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2)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
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4월 이상고온과 많은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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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일 강수량은 장흥(관산) 93.5㎜, 완도 62.5㎜, 고흥 56.7㎜, 여수 46.5㎜를 기록하였으며

장흥, 고흥 등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엘니뇨와 관련된 기압계 현황

 ❍ 필리핀 해 부근의 고기압성 흐름이 약했던 3월과 달리, 4월에 필리핀 해 부근의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되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자주 통과하였으며,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었음

  － 겨울철에 최고조로 발달한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에 봄철 평균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으나, 봄철 월별로 살펴보면 4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경향이 있음

 ○ 1997/98 엘니뇨의 경우, 엘니뇨가 약화되면서 1998년 4월에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으며,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 1998년 4월 순위 현황: 평균기온 최고 1위, 최저기온 최고 1위, 최고기온 최고 3위, 강수일수

최대 8위, 강수량 최다 12위

□ 황사 발생

 ❍ 4월 광주‧전남 황사발생일수는 4.3일로 평년(2.5일)보다 1.8일 많았음

  － 몽골과 내몽골 고원 및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

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황사가 발생하였음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발원지의 상태는 평년에 비해 고온 건조하였으며, 특히 몽골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많이 발생하였음

  － 9~10일과 14일에는 우리나라 남부를 중심으로, 17일에는 서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2~25일에는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특히 23~24일에 

400㎍/㎥ 안팎의 짙은 황사가 나타났음

 ※ 황사는 광주, 목포, 여수 3개 목측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함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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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4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4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았음

    [기온]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은 14.2℃로 평년(12.6℃)보다 1.6℃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15.5℃로 평년(13.2℃)보다 2.3℃ 높았음

    [강수량] 광주ㆍ전남 강수량은 230.0㎜로 평년(97.1㎜)대비 238%였음

     － 광주 강수량은 185.0㎜로 평년(78.9㎜)대비 235%였음

※ 4월 광주ㆍ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기온(-0.4℃～+0.4℃), 강수량(90～110%)

그림 6. 광주ㆍ전남 7개 지점의 4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 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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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4월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2016년 4월 통계값 순위(광주ㆍ전남 평균)

□ 2016년 4월 통계값 순위(광주)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기후통계지침(2014.11.))

요소

순위

평균기온

(최고)

평균 최고기온

(최고)

평균 최저기온

(최고)

일강수량

(최다)

강수일수

(최대)

일최저기온

10℃ 이상일수

(최대)

1 1998 15.1 1989 20.3 1998 11.1 1977 241.3 2015 16.6 1998 19.6

2 2016 14.2 1998 19.9 2016 9.5 2016 230.0 1983 14.6 2016 14.1

3 1989 14.1 1994 19.9 2014 8.8 2003 225.5 2010 12.7 2014 13.3

4 1994 14.0 2016 19.7 2003 8.8 2015 222.0 2016 12.3 1975 13.0

5 2014 13.8 2014 19.5 1994 8.8 1975 220.8 2006 12.0 1973 13.0

(단위 : 기온(℃), 강수량(㎜), 일수(일))

요소

순위

평균기온

(최고)

평균 최고기온

(최고)

평균 최저기온

(최고)
일강수량(최다) 강수일수(최대)

일최고기온

20℃ 이상일수

(최대)

1 1998 16.3 1998 22.0 1998 11.7 2003 243.9 1977 16.0 2016 22.0

2 2016 15.5 1994 22.0 2016 10.5 1977 212.4 1983 15.0 1998 22.0

3 1994 15.1 2016 21.9 2014 9.4 1980 210.6 2015 14.0 1989 21.0

4 2014 14.5 1989 21.4 2003 9.3 2016 185.0 2006 14.0 2015 19.0

5 2008 14.5 2001 21.2 1994 9.2 1974 184.8 2016 13.0 2014 19.0

(단위 : 기온(℃), 강수량(㎜), 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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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4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 일 강수량 최다순위

□ 일 최대풍속 최대순위

□ 일 최대순간풍속 최대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1999.04.27 27.4 1999.04.23 25.3 2004.04.20 24.9 2016.04.14 24.8 1943.04.21 24.8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14.04.27 72.0 2012.04.21 66.0 2015.04.28 59.5 2002.04.05 58.5 2016.04.27 54.1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16.04.16 24.5 2002.04.05 23.0 2015.04.02 21.9 2000.04.10 21.5 1999.04.09 21.2 
261 해남 1971.02.03 2000.04.10 14.8 2016.04.17 13.8 2000.04.27 13.7 1994.04.20 13.7 2005.04.19 13.6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16.04.16 34.9 2002.04.05 33.2 1999.04.09 33.1 2002.04.06 30.8 2009.04.20 30.0 
260 장흥 1972.01.21 2012.04.03 24.2 2016.04.17 22.5 2006.04.20 21.6 2010.04.28 21.5 2010.04.13 21.0 
261 해남 1971.02.03 2016.04.17 25.6 2006.04.20 24.7 2002.04.16 22.8 2007.04.30 22.1 2016.04.16 21.9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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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기온 최고 2위, 4월에 이어 5월에도 고온현상 지속

 ❍ 전반에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1973년3) 이래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고(1위 2012년: 18.7℃), 평균 최고

기온과(1위 1978년: 25.4℃, 평년: 22.7℃), 평균 최저기온은 다섯 번째(1위 2012년: 14.1℃, 

평년: 12.6℃)로 높았음 <참고 1>

 ❍ 특히, 18~23일에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었고,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한 고압대 및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고온현상이 나타났음

※ 18～23일 광주ㆍ전남 평균 최고기온이 26.8℃로 평년(22.8℃)보다 4.0℃ 높았으며, 이는 7월 상순의

평균 최고기온(26.6℃)에 해당함

- 18일 낮 최고기온 기록: 광주 31.1℃, 장흥 29.3℃, 해남 29.5℃

□ 5월 기온 경향성 분석

 ❍ 1973~2016년 기간에 대한 5월 광주ㆍ전남지역 평균기온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1973년 이래 광주ㆍ전남지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 5위 안에 드는 해가 2009년, 

2012년, 2015년, 2016년으로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으며, 최근 5월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함

□ 전반엔 많고 잦은 강수, 후반엔 건조

 ❍ 전반에는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내렸

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5월 광주ㆍ전남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음

  － 2~3일은 중국 중부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3)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ㆍ전남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
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5월 5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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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까지 강수량은 완도 59.0㎜, 목포 55.7㎜, 고흥 53.4㎜, 장흥 42.6㎜, 여수 40.5㎜를 기록

하였으며, 전라남도 일부지방(여수시, 고흥군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10일에는 남해안, 15~16일 및 24일에는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황사 발생

 ❍ 5월 광주ㆍ전남 황사발생일수는 1.0일로 평년(1.2일)과 비슷하였음

  － 몽골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우리지역에서는 7일에 황사가 관측되었음

※ 황사는 광주, 목포, 여수 3개 목측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함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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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5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5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기온]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은 18.5℃로 평년(17.4℃)보다 1.2℃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19.8℃로 평년(18.3℃)보다 1.5℃ 높았음

    [강수량] 광주ㆍ전남 강수량은 118.7㎜로 평년(119.8㎜)대비 102%였음

     - 광주 강수량은 104.5㎜로 평년(96.6㎜)대비 108%였음

※ 5월 광주ㆍ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기온(-0.2℃～+0.2℃), 강수량(85～115%)

표 4. 광주ㆍ전남 지역의 5월 평균기온 및 강수량

지점
평균기온 강수량

2016년(℃) 평년(℃) 평년차(℃) 2016년(㎜) 평년(㎜) 평년비(%)
광주 19.8 18.3 +1.5 104.5 96.6 108.2
목포 18.6 17.3 +1.3 119.9 89.2 134.4
여수 18.9 17.5 +1.4 124.3 146.5 84.8
완도 18.4 17.1 +1.3 108.9 135.4 80.4
장흥 18.2 17.0 +1.2 133.2 125.2 106.4
해남 17.8 17.1 +0.7 111.6 105.5 105.8
고흥 18.0 17.3 +0.7 128.2 140.2 91.4
평균 18.5 17.4 +1.2 118.7 119.8 101.6

그림 7. 광주ㆍ전남 7개 지점의 5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 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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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12 18.7 2016 18.5 2015 18.4 2009 18.3 1978 18.3

평균최고기온(최고)
(℃)

1978 25.4 2012 24.4 2009 24.4 2015 24.3 2016 24.0

평균최저기온(최고)
(℃)

2012 14.1 2001 13.8 1998 13.7 2003 13.6 2016 13.4

표 5. 1973년 이래 광주ㆍ전남 평균의 5월 순위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기후통계지침(2014.11.))

일최고기온(℃)
(최고)

21일 흑산도 26.1(4위)

일최저기온(℃)
(최고)

27일 여수 19.7(1위)

표 6. 5월 일극 값 경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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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5월 지점별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 일 최저기온 최고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07.05.27 28.6 2014.05.27 28.5 2007.05.26 26.4 2016.05.21 26.1 2007.05.08 25.9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2016.05.27 19.7 1982.05.29 19.4 1998.05.24 19.1 1967.05.26 19.0 1967.05.25 19.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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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년보다 적었던 6월 강수량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광주ㆍ

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7℃ 높았음 <참고 1>

  －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평균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6월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1위: 2013년(최저기온 19.2℃, 편차 +1.7℃)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 전반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렸으며, 후반에는 저기압이 주로 우리

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광주ㆍ전남지역 강수량이 평년대비 63.7%로 적었음

  － (전반)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자주 통과하여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렸음

  － (후반) 우리나라 북쪽의 상층기압골 영향과 함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발달

하면서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 강수량이 적었음

□ 평년보다 이른 장마시작

 ❍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8일에 남해안을 중심

으로 비가 내려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었음

※ 남부지방 평년 장마시작일: 6월 23일

※ 최종 장마시종일은 사후분석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의 분석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18일에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여 22~24일에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자주 통과

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였음

□ 엘니뇨 약화시기의 6월 강수량 경향성 분석

 ❍ 엘니뇨가 겨울철에 최고조로 발달하고 다음 해 봄철~여름철동안 약화되었던 총 7 

사례(1983년, 1988년, 1995년, 1998년, 2005년, 2007년, 2010년)를 분석한 결과, 많은 강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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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던 1998년 6월을 제외하면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에 광주ㆍ전남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성이 우세하였음

 ❍ 엘니뇨가 약화되는 6월에, 엘니뇨에 의한 대기 반응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서의 

대류활동이 억제되어,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여 동서로 발달하면서 

주 강수밴드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여 건조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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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6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6월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은 22.0℃로 평년(21.3℃)보다 0.7℃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23.0℃로 평년(22.4℃)보다 0.6℃ 높았음

    [강수량] 광주ㆍ전남 강수량은 130.8㎜로 평년(206.5㎜)대비 63.7%였음

     － 광주 강수량은 116.1㎜로 평년(181.5㎜)대비 64.0%였음

※ 6월 전국 평년비슷범위 기준 : 기온(-0.2℃～+0.2℃), 강수량(80～120%)

표 7. 광주ㆍ전남 지역의 6월 평균기온 및 강수량

지점
평균기온 강수량

2016년(℃) 평년(℃) 평년차(℃) 2016년(㎜) 평년(㎜) 평년비(%)
광주 23.0 22.4 +0.6 116.1 181.5 64.0
목포 22.2 21.4 +0.8 133.6 173.1 77.2
여수 21.9 20.9 +1.0 162.2 213.7 75.9
완도 21.5 20.7 +0.8 140.9 243 58.0
장흥 21.9 21.1 +0.8 141.5 219.0 64.6
해남 21.8 21.3 +0.5 103.5 199.5 51.9
고흥 21.5 21.1 +0.4 117.5 216.0 54.4
평균 22.0 21.3 +0.7 130.8 206.5 63.7

그림 8. 광주ㆍ전남 7개 지점의 6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 일변화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최저기온(최고)
(℃)

2013 19.2 2016 19.0 2005 18.9 2012 18.8 2014 18.7

표 8. 1973년 이래 광주ㆍ전남의 평균최저기온(최고) 6월 순위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기후통계지침(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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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반에 강수 집중, 후반에 열대야 지속

□ 계속되는 고온현상, 후반 무더위

 ❍ 전반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

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 후반에는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1℃ 높았음 

※ 16～18일에 강수 및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특히, 후반에 베링해 부근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여 무더위가 지속되

었음

  － 23일 이후에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및 가장자리에 들어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음

□ 광주ㆍ전남지역 폭염과 열대야 현상

 ❍ 7월 평균 폭염일수는 3.4일로 평년(2.3일)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1일 

이후에 주로 폭염이 발생하였음

 ❍ 7월 평균 열대야일수는 6.1일로 평년(3.3일)보다 2.8일 많았으며, 이 중 대부분이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무더웠던 후반(19~31일, 5.3일)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음

※ 열대야 지속기간: 23~31일(광주), 24~31일(목포, 여수), 27~31일(완도)

※ 7월 4일에 광주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작년(2015년)에는 7월 10일에 목포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났음

□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전반에 집중된 많은 강수량

 ❍ 전반에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으며(평년비 79%), 강수일수

(11.4일)도 평년(13.8일)보다 적었음

  －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6일 동안 158.8㎜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7월 평년 강수량의 약 57.7%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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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발생

 ❍ 올해 총 4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평년(1981-2010) 7월 태풍 발생 수는 3.6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9개임

  － 올해 첫 태풍‘네파탁(NEPARTAK)’은 7월 3일 09시 괌 남쪽 해상에서  발생

하였으며, 이는 1951년 이후 두 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임

※ 가장 늦게 발생한 태풍은 1998년 ‘니콜(NICHOLE)‘로서 7월 9일에 발생하였음

※ 제2호 태풍 루핏(LUPIT)은 24일 03시 일본 도쿄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 25일 03시 일본 삿포로

동남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

※ 제3호 태풍 미리내(MIRINAE)는 26일 15시 중국 잔장 남남동쪽 약 370㎞ 해상에서 발생하여 28일

21시 베트남 하노이 북서쪽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

※ 제4호 태풍 니다(NIDA)는 30일 21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이동 중임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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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7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7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평균기온은 25.8℃로 평년(24.7℃)보다 1.1℃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26.9℃로 평년(25.6℃)보다 1.3℃ 높았음

    [강수량] 강수량은 217.2㎜로 평년(275.3㎜)대비 79%로 적었음

     － 광주 강수량은 301.3㎜로 평년(308.9㎜) 대비 98%로 비슷했음

※ 7월 광주ㆍ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기온(-0.5℃～+0.5℃), 강수량(90～110%)

그림 9. 광주ㆍ전남 7개 지점의 7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 일변화

참고자료 2  광주‧전남지역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2016년 7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 2016년 7월 통계값 순위(광주)

요소

순위
평균최저기온(최고)

1 2013 24.0
2 1978 24.0
3 1994 23.9
4 2008 23.5
5 2016 23.0

(단위 : 기온(℃))

        

요소

순위
평균최저기온(최고)

1 1994 25.4
2 2013 24.5
3 1978 24.5
4 2008 24.4
5 2016 23.7

(단위 :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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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7월 지점별 극값 경신 현황

□ 일 평균기온(최고)

□ 일 최고기온(최저)

□ 일최다 강수량(10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70 완도 1971.01.31 2013.07.31 29.6 1994.07.21 29.4 1994.07.20 29.4 2016.07.31 29.2 2012.07.31 29.2
261 해남 1971.02.03 2001.07.31 29.9 2016.07.28 29.6 2016.07.29 29.5 2001.07.30 29.3 1994.07.21 29.2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1960.07.27 28.2 1994.07.13 27.8 1994.07.14 27.7 2016.07.29 27.6 1994.07.15 27.2
165 목포 1904.04.08 2016.07.29 27.3 2016.07.28 27.3 2016.07.30 27.1 2006.07.15 26.9 2001.07.31 26.9
168 여수 1942.03.01 2016.07.30 26.6 2016.07.28 26.6 2014.07.25 26.6 1994.07.25 26.6 2012.07.29 26.5
261 해남 1971.02.03 2016.07.28 27.7 1988.07.13 26.9 2013.07.28 26.8 2013.07.31 26.5 2011.07.27 26.5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1969.07.31 30.8 2016.07.02 19.4 2010.07.16 18.5 1989.07.15 17.6 2003.07.18 17.0
260 장흥 1972.01.21 1978.07.13 19.0 2004.07.14 18.5 1979.07.24 18.5 1986.07.11 17.5 2016.07.03 16.9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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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7월 광주‧전남 폭염 및 열대야 현황

□ 7월 광주․전남지역 폭염 및 열대야 일수

□ 7월 광주․전남지역 폭염 및 열대야 최장지속일수(2016년)

폭염 열대야

시작일 종료일 지속일수(일) 시작일 종료일 지속일수(일)

광주 7.28 7.31 4 7.23 7.31 9

목포 7.29 7.29 1 7.24 7.31 8

여수 - - - 7.24 7.31 8

완도 7.31 7.31 1 7.27 7.31 5

장흥 7.30 7.31 2 7.27 7.28 2

해남 7.28 7.31 4 7.27 7.29 3

고흥 7.28 7.31 4 7.28 7.28 1

폭염(일) 열대야(일)

평년(1981~2010) 2016년 평년(1981~2010) 2016년

광주 4.6 9 6.0 11

목포 1.4 1 4.3 10

여수 0.6 0 3.1 8

완도 1.1 1 2.5 6

장흥 2.9 4 2.0 3

해남 2.2 5 3.7 3

고흥 3.3 4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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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후반에 나타난 무더위 8월 후반까지 이어지다 누그러져

 ❍ 일본 동쪽에서 남북방향으로 크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으로 기압계 흐름이 

다시 정체된 가운데 중국 대륙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었음

※ 7월 후반에 베링 해 부근의 강한 고기압의 발달로 기압계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여 무더위가 지속되었음

※ 8월 1～25일 기간 동안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28.3℃(편차 +2.2℃)와 33.5℃(편차 +3.4℃)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평균 최저기온이 24.3℃(편차 +1.4℃)로 4번째로 높았음

 ❍ 26일 이후에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무더위가 누그러졌음

  － 중국 대륙에 위치한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

하였으며, 일본 동쪽에 발달되어 있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기압계의 흐름이 

여전히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평균기온 27.3℃(편차 +1.5℃), 평균 최고기온 32.3℃(편차 +2.4℃)로 1973년 이래 각각 

두 번째로 높았음

※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고 순위 : 1위(2013년 27.7℃, 편차 +1.9℃)

※ 1973년 이래 평균 최고기온 최고 순위 : 1위(2013년 32.5℃, 편차 +2.6℃)

□ 폭염과 열대야 지속, 폭염일수 역대 최대

 ❍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의 폭염일수가 15일로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폭염연속일수 – 광주 : 8.16.～8.25.(10일간) / 목포 : 8.9～~8.13.(5일간) / 여수 : 8.11.～8.15.(5일간) / 완도 :

8.10～~8.14.(5일간) / 장흥 : 8.18.～8.22.(5일간) / 해남 : 8.4.～8.25.(22일간) / 고흥 :

8.11.～8.16.(6일간)

 ❍ 또한, 열대야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수의 경우 열대야일수가 23일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

※ 열대야연속일수 - 광주 : 8.9.～8.15.(7일간) / 목포 : 8.4.～8.15.(12일간) / 여수 : 8.3.～8.23.(21일간)

/ 완도 : 8.13.～8.15.(3일간)

8월 8월 폭염일수 역대 가장 많았고, 강수량은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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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광주‧전남 광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2016년 15.0 2010년 13.9 2016년 21.0 2010년 21.0

2위 2013년 13.3 2012년 13.4 2013년 18.0 2013년 17.0

3위 2006년 11.4 1994년 13.0 1994년 17.0 1995년 17.0

4위 1990년 9.7 2013년 12.7 2012년 16.0 2016년 16.0

5위 2004년 8.7 1995년 11.6 2010년 14.0 1994년 16.0

2016년 9.6(7위)

 표 9. 1973년 이래 8월 광주‧전남과 광주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그림 10. 광주‧전남 7개 지점의 8월 1~25일 기간 동안

(왼쪽)최고기온과 편차(℃) 및 (오른쪽)최저기온과 편차(℃) 분포도

※ 폭염: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 열대야 : 밤(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 1973년 이래 가장 적었던 8월 강수량

 ❍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의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지역적으로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었음

  － 강수량이 41.2㎜(평년비 15%)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강수일수도 6.1일(편차 

–6.3일)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음 

  －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상층 기압골이 주로 

일본 부근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로의 찬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인 

비가 내리지 못했음

□ 태풍 발생

 ❍ 8월에 7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34 -



※ 평년(1981~2010) 8월 태풍 발생 수는 5.9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0개임

  － 태풍은 8월에 일본 동쪽에서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진 또는 북동진하는 진로를 보였음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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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8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8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7.3℃로 평년(25.8℃)보다 1.5℃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27.8℃로 평년(26.2℃)보다 1.6℃ 높았음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41.2㎜로 평년(260.1㎜)대비 15%였음

     － 광주 강수량은 81.0㎜로 평년(297.8㎜)대비 27%였음

※ 8월 광주 전남 평년비슷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85～115%)

그림 11. 광주‧전남 7개 지점의 8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 일변화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13년 27.7 2016년  27.3 2010년  27.3 1994년 27.3 2012년  27.2

평균최고기온(최고)
(℃) 2013년 32.5 2016년 32.3 1990년  32.1 2006년  31.7 1975년  31.5

강수량(최소)
(㎜) 2016년 41.2 1975년 84.4 1977년 85.7 2001년 107.0 1983년 107.8

강수일수(최소)
(일) 2016년  6.1 1974년  6.7 1973년   6.9 1975년  7.7 2015년  8.0

 표 10. 1973년 이래 광주‧전남의 8월 순위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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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13년 28.4 2010년 28.1 1994년 28.1 2016년 27.8 2012년 27.6

평균최고기온(최고)
(℃)

2013년 33.4 2016년 33.1 1990년 33.0 1994년 32.9 2010년 32.2

강수량(최소)
(㎜)

1983년 75.3 2016년 81.0 1988년 89.8 2001년 113.2 1973년 125.8

 표 11. 1973년 이래 광주의 8월 순위 현황

최고기온(최고)
(℃)

11일   해남 37.1(1위)

12일   광주 37.2(3위),   해남 36.7(3위),   완도 35.6(5위)

최저기온(최고)
(℃)

13일   여수 27.7(2위)

14일   여수 27.5(5위)

15일   여수 28.1(1위)

 표 12. 8월 일극값 경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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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많았던 강수량

□ 평년보다 높은 기온

 ❍ 주로 고기압의 영향 및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었으며, 남풍 유입 및 낮 동안의 

일사로 인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8℃ 높았음

  － 상층의 한기가 약했던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복사냉각이 약하여 최저기온이 평년(17.9℃)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1.4℃, 

최고 6위), 일교차도 평년(8.7℃)에 비해 작았음(-1.2℃, 최저 4위) 

※ 특히, 27～28일에 일시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한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광주 전남 평균 최저기온이 평년(15.1℃)보다 6.3℃ 높았음

  － 한편,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낮 동안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0.2℃)

□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비 151%)

  － 2~3일에 남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17일에는 제14호 태풍 “므란티(MERANTI)”에서 약화된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9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

※ 17일 일 강수량은 여수 180.9㎜, 고흥 179.7㎜를 기록하였으며,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26~30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태풍 현황 및 영향

 ❍ 9월에 7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임

※ 평년(1981～2010년) 9월 태풍 발생 수는 4.9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7개임

  － 제16호 태풍 “말라카스(MALAKAS)”가 북상하면서 태풍의 북쪽에 형성된 수렴대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유입되어 19일에 제주도에 비가 내렸으며, 제주도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음

 ❍ 태풍발생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에너지가 축적되어 강하게 발달

하는 태풍이 많았으며, 대기 중층에 아열대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하여 주로 대만과 

남중국해를 향하거나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하는 진로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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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6년 (왼쪽)9월 평균 500hPa 지위고도 및 (오른쪽)발생태풍 진로도

기온, 강수량은 광주･전남(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7개 지점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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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9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9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2.6℃로 평년(21.8℃)보다 0.8℃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23.0℃로 평년(21.9℃)보다 1.1℃ 높았음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250.5㎜로 평년(166.9㎜)대비 151%였음

     － 광주 강수량 251.2㎜로 평년(150.5㎜)보다 167% 였음

그림 13. 광주‧전남 7개 지점의 9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 일변화

1위 2위 3위 4위 5위
일교차(최저)

(℃)
2007년  6.4 1999년  7.2 1983년  7.5 2016년  7.5 1989년  7.6

 표 13. 1973년 이래 광주‧전남의 일교차(최저) 9월 순위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최고, 최다 순)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강수량(최다)
(㎜)

17일   여수 180.9(2위),   흑산도 136.1(2위),   고흥 179.7(5위),   광주 122.9(5위)

 표 14. 9월 일극값 경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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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최저기온 큰 폭으로 상승

 ❍ 고기압의 영향 및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평균기온이 평년(16.1℃)보다 

1.3℃ 높았음(1973년4) 이래 최고 4위)

※ 1973년 이래 광주 전남 평균기온 최고 순위 : 1위 2006년 17.9℃, 2위 1998년 17.8℃

  － 고기압 가장자리 및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이 많아 

복사냉각이 약하여 최저기온이 평년(11.2℃)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2.7℃, 최고 1위), 

일교차(7.4℃) 및 일조시간(105.5시간)도 평년(10.6℃, 208.8시간)에 비해 매우 작아 최저 1위를 

기록하였음

※ 2～4일에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어 10월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일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 < 참고 1, 표3 >

  － 9~13일에는 중국 북부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였

으며, 29일부터 일시적으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평년보다 많고 잦았던 강수

 ❍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비가 자주 내렸으며(강수일수 

11.7일, 최대 1위, 평년 : 5.7일), 강수량도 195.0㎜를 기록하여 평년(47.2㎜)보다 많았음(평년대비 

418%, 1973년 이래 강수량 최다 1위)

  － 7~8일 및 25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으며, 1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5일에 제18호 태풍“차바(CHABA)”가 제주도와 경남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10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 참고 1, 표3 >

※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5일에 10월 평년 강수량(47.2㎜) 보다 많은 84.5㎜의

많은 비가 내렸음

※ 1973년 이래 10월 일 강수량 최다 1위를 기록하였음

4)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
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값을 사용함

10월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이 많았던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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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보다 많고 잦았던 강수

 ❍ 10월에 5개의 태풍이 활동하였으며, 이 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임

※ 평년(1981～2010년) 10월 태풍 발생 수는 3.6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1개임

  － 제18호 태풍“차바(CHABA)”는 10월에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준 태풍 중의 가장 

강력한 태풍임

※ 중심기압 930h㎩, 중심풍속 50㎧의 매우 강/중형 태풍(최성기, 10월 3∼4일)

  － 제18호 태풍“차바(CHABA)”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5일에는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강한 바람과 함께 지형과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음

 ❍ 올해의 경우, 10월 초까지도 일본 남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함에 따라 제18호 태풍“차바(CHABA)”는 한반도로 상륙하였음

 ❍ 대기 중층에 평년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길게 확장하여 주로 대만과 남중국해를 

향하거나 일본 동쪽 먼 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진로를 보였음

그림 14. (왼쪽)기후평년 값과 2016년 10월 평균 500hPa 지위고도 및 (오른쪽)2016년 10월 태풍 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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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10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10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7.4℃로 평년(16.1℃)보다 1.3℃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17.2℃로 평년(15.8℃)보다 1.4℃ 높았음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195.0㎜로 평년(47.2㎜)대비 418%였음

     － 광주 강수량 216.7㎜로 평년(46.8㎜)보다 463% 였음

※ 10월 광주 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80%～120%)

그림 15. 광주‧전남 7개 지점의 10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 일변화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06년  17.9 1998년  17.8 1977년  17.8 2016년  17.4 2008년  17.4

평균최저기온(최고)
(℃) 2016년  13.9 1998년  13.5 1975년  12.9 2006년  12.8 2001년  12.6

일교차(최저)
(℃) 2016년   7.4 1975년   8.7 1985년   8.7 1980년   9.3 1973년   9.4

강수량(최다)
(㎜) 2016년 195.0 1980년 141.3 1985년 129.0 1994년 118.1 1999년 117.9

강수일수(최대)
(일) 2016년  11.7 1985년  10.4 1980년  10.4 1973년  10.1 1976년   9.6

일조시간(최소)
(hr) 2016년 105.5 2000년 106.8 1985년 169.9 1975년 177.5 1999년 178.2

 표 15. 1973년 이래 광주‧전남지역 평균의 10월 순위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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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최고)
(℃)

4일   광주 31.1(1위),   해남 29.6(2위),   완도 28.0(5위)

최저기온(최고)
(℃)

2일
  해남 21.0(3위), 흑산도 19.8(3위),   완도 20.7(5위),   장흥 20.5(5위),      
  고흥 20.1(5위)

3일
  여수 23.0(1위),   고흥 21.3(3위),   광주 20.9(3위),   완도 21.8(4위),      
  장흥 21.0(4위),   해남 20.5(5위)

강수량(최다)
(㎜)

5일
  고흥125.1(1위),   장흥 74.7(1위),   여수101.6(2위),   완도 87.0(2위),      
  해남 89.4(3위)  

8일   해남 92.2(2위)

 표 16. 10월 일극값 경신 현황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4.11.))

참고자료 2  10월 지점별 극값5)(5순위 내) 경신 현황

□ 10월 일 평균기온 최고순위

□ 10월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5)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상 지점에 대하여 산출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3.10.07 24.6 1946.10.02 24.5 1961.10.05 24.1 2016.10.03 24.0 2005.10.01 23.9 

165 목포 1904.04.08 2005.10.01 24.4 2013.10.07 24.1 1946.10.02 24.1 1961.10.05 23.8 2016.10.04 23.7 

168 여수 1942.03.01 2016.10.03 24.8 2005.10.01 24.1 2013.10.07 23.9 2016.10.04 23.4 1946.10.02 23.1 

169 흑산도 1997.01.01 1999.10.01 23.0 2002.10.05 22.1 1997.10.20 22.1 2016.10.02 21.9 2013.10.07 21.7 

170 완도 1971.01.31 2005.10.01 25.2 2016.10.03 24.7 2013.10.07 24.7 2013.10.06 23.6 1999.10.01 23.3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13.10.07 21.7 2016.10.04 21.6 2005.10.01 21.6 2016.10.03 21.3 2002.10.05 21.1 

260 장흥 1972.01.21 2013.10.07 25.4 2005.10.01 25.2 2013.10.06 24.2 2016.10.03 24.1 2016.10.04 23.8 

261 해남 1971.02.03 2005.10.01 25.2 2013.10.07 25.1 2016.10.03 24.1 2013.10.06 23.9 2016.10.04 23.5 

262 고흥 1972.01.22 2005.10.01 25.2 2016.10.03 24.9 2013.10.07 24.5 1977.10.30 24.1 2016.10.04 23.2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6.10.04 31.1 2008.10.18 30.6 1977.10.04 30.6 1977.10.02 30.3 1977.10.01 30.0 

170 완도 1971.01.31 2005.10.01 29.9 2013.10.07 28.7 2006.10.15 28.3 2002.10.05 28.3 2016.10.04 28.0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16.10.04 27.5 2013.10.07 27.1 2002.10.17 26.9 2013.10.01 26.6 2006.10.13 26.4 

261 해남 1971.02.03 2005.10.01 29.7 2016.10.04 29.6 2008.10.17 29.3 1977.10.04 29.3 1978.10.01 29.2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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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일 최저기온 최고순위

□ 10월 일강수량 최다순위

□ 10월 1시간 강수량 최다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1961.10.05 21.3 1946.10.02 21.2 2016.10.03 20.9 2005.10.01 20.7 1985.10.12 20.7 

168 여수 1942.03.01 2016.10.03 23.0 2005.10.01 22.9 2013.10.07 22.3 2013.10.06 21.4 2013.10.08 21.2 

169 흑산도 1997.01.01 1999.10.01 20.2 2013.10.07 19.9 2016.10.02 19.8 2005.10.01 19.8 1997.10.20 19.8 

170 완도 1971.01.31 2013.10.07 22.2 2005.10.01 22.0 2013.10.06 21.9 2016.10.03 21.8 2016.10.02 20.7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02.10.05 19.7 2016.10.02 19.2 2013.10.07 19.1 2016.10.03 18.8 2016.10.04 17.7 

260 장흥 1972.01.21 2013.10.07 22.9 2005.10.01 21.6 2013.10.06 21.5 2016.10.03 21.0 2016.10.02 20.5 

261 해남 1971.02.03 2013.10.07 23.0 2005.10.01 21.2 2016.10.02 21.0 2013.10.06 21.0 2016.10.03 20.5 

262 고흥 1972.01.22 2005.10.01 22.8 2013.10.07 22.4 2016.10.03 21.3 1985.10.10 20.4 2016.10.02 20.1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1999.10.11 170.2 2016.10.05 101.6 1958.10.11 80.8 1975.10.11 79.8 1974.10.18 78.7 

170 완도 1971.01.31 1994.10.11 93.9 2016.10.05 87.0 2008.10.22 86.0 1975.10.11 79.5 1999.10.11 78.6 

175
진도

(첨찰산)
2001.11.03 2007.10.25 52.5 2016.10.05 48.4 2015.10.01 47.0 2014.10.31 45.0 2014.10.21 40.5 

260 장흥 1972.01.21 2016.10.05 74.7 1994.10.11 67.0 1978.10.27 64.5 2015.10.01 63.5 1987.10.30 62.2 

261 해남 1971.02.03 1994.10.11 98.0 2016.10.08 92.2 2016.10.05 89.4 1999.10.11 54.0 1975.10.11 50.9 

262 고흥 1972.01.22 2016.10.05 125.1 1978.10.27 89.2 1975.10.11 89.1 1985.10.05 72.5 1994.10.11 60.0 

(단위 : mm)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1999.10.11 53.2 1974.10.18 41.3 2016.10.05 38.3 2007.10.07 26.5 1975.10.11 26.3 

260 장흥 1972.01.21 1987.10.30 40.0 2016.10.08 34.8 1974.10.18 26.5 2012.10.27 21.5 2007.10.07 21.0 

261 해남 1971.02.03 2016.10.08 55.3 2016.10.05 32.0 1994.10.11 21.0 2014.10.21 20.0 2014.10.22 19.0 

262 고흥 1972.01.22 2016.10.05 39.9 1978.10.27 22.0 1985.10.10 21.5 2012.10.27 20.0 1995.10.15 20.0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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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일 최대풍속 최고순위

□ 10월 일 최대순간풍속 최고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2016.10.05 29.4 1985.10.05 23.5 1961.10.02 21.7 1961.10.26 21.0 1945.10.10 20.5 

260 장흥 1972.01.21 2003.10.28 12.5 2016.10.05 11.6 2000.10.19 11.0 2002.10.27 10.8 2010.10.26 10.6 

261 해남 1971.02.03 2016.10.05 14.5 1994.10.12 13.2 2000.10.12 13.1 1994.10.11 12.9 1999.10.11 12.3 

(단위 : m/s)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번호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68 여수 1942.03.01 2016.10.05 38.9 1985.10.05 30.6 1982.10.19 30.0 1980.10.25 30.0 1971.10.11 28.9 

170 완도 1971.01.31 2016.10.05 28.1 1994.10.12 27.8 1985.10.05 27.0 1989.10.31 25.3 2003.10.28 25.0 

261 해남 1971.02.03 2016.10.05 25.0 2002.10.27 21.3 1994.10.11 20.9 2007.10.20 20.7 1997.10.05 20.5 

(단위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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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광주‧전남 지역 2016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2015/2016년 겨울

 ❍ 겨울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3.6℃로 평년(2.8℃)보다 0.8℃ 높았음

  － 12월 평균기온은 5.8℃로 평년(3.9℃)보다 1.9℃ 높았고, 1월에는 1.5℃로 평년과 

같았으며, 2월에는 3.5℃로 평년(3.0℃)과 비슷하였음

  － 12월은 따뜻한 날이 많았으나, 1~2월에는 기온 변동성이 컸음

 ❍ 겨울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162.0㎜로 평년(105.8㎜)대비 154%로 많았음

  － 12월 강수량은 52.5㎜로 평년(26.1㎜)보다 많았으며(평년대비 197%), 1월에도 59.0

㎜로 평년(31.3㎜)보다 많았으나(평년대비 190%), 2월에는 50.5㎜로 평년(47.3㎜)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07%)

그림 16.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겨울철 (위)평균기온과 평년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평년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대비(%) 및 강수량(㎜) 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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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 봄철 기온 및 강수량

 ❍ 봄철 광주ㆍ전남 평균기온은 13.5℃로 평년(12.3℃)보다 1.2℃ 높았음

  － 3월, 4월, 5월 평균기온은 7.9℃, 14.2℃, 18.5℃로 평년(3월 7.1℃, 4월 12.6℃, 5월 

17.4℃)보다 0.8℃, 1.6℃, 1.1℃ 높았음

  － 3월에는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나, 4~5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아 고온현상이 지속되었음

 ❍ 봄철 광주ㆍ전남 강수량은 425.1㎜로 평년(296.5㎜)대비 145%였음

  － 3월 강수량은 76.4㎜로 평년(75.9㎜)과 비슷하였고, 4월에는 230.0㎜로 평년(99.6㎜)

보다 많았으며, 5월에는 118.7㎜로 평년(119.8㎜)과 비슷하였음

표 17. 봄철 광주ㆍ전남 평균기온 및 강수량

지점
평균기온 강수량

2016년(℃) 평년(℃) 평년차(℃) 2016년(㎜) 평년(㎜) 평년비(%)

광주 14.6 12.8 +1.8 344.7 240.8 143.1
목포 13.3 12.1 +1.2 366.8 220.2 166.6
여수 14.1 12.9 +1.2 511.9 341.7 149.8
완도 13.8 12.4 +1.4 448.0 352.8 127.0
장흥 13.2 11.8 +1.4 446.4 303.0 147.3
해남 12.6 12.0 +0.6 381.0 271.5 140.3
고흥 13.2 12.4 +0.8 477.1 345.4 138.1
평균 13.5 12.3 +1.2 425.1 296.5 144.6

그림 17. 광주‧전남 7개 지점의 봄철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 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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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황사

 ❍ 봄철 광주ㆍ전남 황사발생일수는 5.4일로 평년(5.3일)보다 0.1일 많았음

  － 3월 황사발생일수는 0.0일로 평년(1.8일)보다 1.8일 적었고, 4월에는 4.3일로 평년

(2.5일)보다 1.8일 많았으며, 5월에는 1.0일로 평년(1.2일)보다 0.2일 적었음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 발원지의 상태는 평년에 비해 고온 건조하였으며, 특히 몽골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많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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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 여름철 기온

 ❍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0℃로 평년(23.9℃)보다 1.1℃ 높아, 1973년 이래 최고 4위를 

기록하였으며, 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29.1℃, 21.8℃로 평년보다 1.0℃, 

1.1℃ 높아 최고 5위와 4위를 기록하였음

  － 6월, 7월, 8월 평균기온은 22.0℃, 25.8℃, 27.3℃로 평년(6월 21.3℃, 7월 24.7℃, 8월 

25.8℃)보다 0.7℃, 1.1℃, 1.5℃ 높았음

  － 광주 평균기온은 25.9℃로 평년(24.7℃)보다 1.1℃ 높아 1973년 이래 최고 4위를 

기록하였음

그림 18. 광주‧전남 7개 지점의 여름철 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 광주‧전남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8.4일과 15.4일로 평년(6.0일, 8.4일)보다 

많았음

  － 특히, 광주의 경우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각각 30일과 27일로 평년(11.5일, 

12.3일)보다 많았음

순위
광주‧전남 광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1994년 24.3 1994년 23.9 1994년 41.0 1994년 37.0
2위 2016년 18.4 2013년 23.7 2016년 30.0 2013년 31.0
3위 2013년 16.3 2010년 18.0 2012년 25.0 2010년 31.0
4위 1990년 15.1 2012년 17.7 2013년 22.0 2016년 27.0
5위 2004년 13.0 1978년 17.3 2004년 21.0 2008년 23.0

2016년 15.4(6위)

 표 18. 1973년 이래 여름철 광주‧전남과 광주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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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강수량

 ❍ 광주‧전남 강수량은 389.2㎜로 평년(742.0㎜)대비 53%로, 1973년 이래 최소 4위를 

기록하였음

  － 6월 강수량은 130.8㎜로 평년(206.5㎜)보다 적었고(평년대비 64%), 7월에는 217.2㎜로 

평년(275.3㎜)보다 적었으며(평년대비 79%), 8월에는 41.2㎜로 평년(260.1㎜)보다 적었음

(평년대비 15%)

   － 광주의 강수량은 498.4㎜로 평년(788.3㎜) 대비 63%로, 1973년 이래 최소 9위를 

기록하였음

그림 19. 광주‧전남 7개 지점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및 강수량(㎜) 일변화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13년  25.6 1994년  25.4 1978년  25.1 2016년  25.0 2012년  25.0

평균최고기온(최고)
(℃)

1994년  30.1 2013년  29.8 1978년  29.5 1973년 29.3 2016년  29.1

평균최저기온(최고)
(℃)

2013년  22.4 2012년  22.0 2010년  21.9 2016년  21.8 1978년  21.7

강수량(최소)
(㎜)

1977년 340.2 1992년 357.1 1973년 376.0 2016년 389.2 1994년 390.5

 표 19. 1973년 이래 광주‧전남의 여름철 순위 현황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1994년 26.6 2013년 26.5 2010년 26.0 2016년 25.9 2012년 25.8

평균최고기온(최고)
(℃)

1994년 32.1 2013년 31.2 2010년 30.7 2016년 30.6 2012년 30.6

평균최저기온(최고)
(℃)

2013년 23.1 2010년 22.7 1994년 22.5 2016년 22.3 2012년 22.3

 표 20. 1973년 이래 광주의 여름철 순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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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현황

 ❍ 올해는 총 11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평년(1981～2010) 여름철의 태풍 발생 수는 11.2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2개임

 ❍ 올해 첫 태풍인‘네파탁(NEPARTAK)’은 7월 3일 9시 괌 남쪽 해상에서 발생하였

으며, 이는 1951년 이후 두 번째로 늦게 발생한 태풍임

※ 가장 늦게 발생한 태풍은 1998년 ‘니콜(NICHOLE)‘로서 7월 9일에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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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현황

 ❍ 광주‧전남 지역의 올해 장마는 6월 18일에 시작되어 7월 16일에 종료되었음

 ❍ 장마기간은 29일로 평년(32일)보다 3일 짧았음

 ❍ 장마기간 동안 광주‧전남 평균 강수량은 328.9㎜로 평년(376.3㎜)보다 적었음(평년대비 

87.4%)

그림 20. 장마기간(6.18∼7.16) 강수량(㎜) 및 강수량 평년비(%)

올해 평년
시작 종료 기간(일) 시작 종료 기간(일)

중부지방 6.24 7.30 37 6.24～25 7.24～25 32
남부지방

(광주ㆍ전남)
6.18 7.16 29 6.23 7.23～24 32

제주도 6.18 7.16 29 6.19～20 7.20～21 32

<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올해 평년
강수일수(일) 평균강수량(㎜) 강수일수(일) 평균강수량(㎜)

중부지방 16.5 398.2 17.2 366.4
남부지방 15.8 283.8 17.1 348.6
광주ㆍ전남 18.0 328.9 17.7 376.3

제주도 18.0 347.4 18.3 398.6
전국 16.1 332.1 17.1 356.1

< 올해(2016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기간 강수일수 및 평균강수량>

※ 전국: 45개 지점 평균(중부 19개 지점, 남부 26개 지점) <참고2>

주제3. 광주‧전남 지역 2016년 장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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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장마 시작과 종료

 ❍ 우리지역의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하여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었음

  －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6월 18일에 

비가 내려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었음

  －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7월 16일에 비가 내린 후 장마가 

종료되었음

□ 2016년 장마특성 

 ❍ 장마전선의 활성화가 약했던 가운데, 7월 초반 집중된 많은 강수량

  － 7월 1~6일에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1호 태풍 네파탁

(NEPATAK)이 북태평양고기압을 밀어 올려 그 가장자리에서 고온 습윤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많은 비가 내렸음

※ 7월 1～6일 기간에 내린 광주ㆍ전남지역 강수량이 158.8㎜로, 올해 장마기간(6.18～7.16)에

내린 강수량(328.9㎜)의 48.3%가 6일 동안 내렸음

  － 6월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 

기압골이 자주 지나가면서 장마전선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러 강수량이 

적었음 

  － 7월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전선이 주로 북한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강수량이 적었음  

 ○ 적었던 장마강수량

  － 7월 16일에 비가 내린 후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우리나라로 확장되어 

정체되면서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짧고 강수량이 적었음

※ 7월 16일 이후에 베링해 부근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으로 강수량이 적었으며, 폭염·열대야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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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광주․전남 장미기간 (위) 일 강수량(㎜) 및 (아래) 강수량 평년비(%)

- 55 -



참고자료 1  장마기간 강수량 및 강수일수(1973~2016년)

연 도
남부 광주･전남 광주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량 강수일수
19736) 61.4 3.9 58.4 3.1 63.7 4
1974 566.5  25.7 709.2 25.7 621.4 25
1975 340.0  18.0 279.0 18.0 424.5 19
1976 87.4  14.2 115.6 15.3 116.7 17
1977 116.3  12.9 166.2 15.1 66.3 13
1978 464.3  20.5 497.5 19.9 564.7 22
1979 299.0  19.4 281.8 23.0 266 23
1980 431.4  23.4 427.8 26.6 511.5 29
1981 321.2  18.6 461.0 19.1 562.4 20
1982 209.5  11.2 334.7 12.7 186.7 11
1983 342.4  18.5 296.0 16.0 316.2 17
1984 332.4  16.4 313.5 18.4 351.7 17
1985 488.0  18.1 751.5 20.6 571.8 22
1986 359.4  19.6 425.8 22.4 354 21
1987 500.3  22.2 595.6 27.1 578.5 27
1988 309.1  16.5 252.2 15.1 343.2 15
1989 409.5  16.4 435.4 15.6 733.3 19
1990 420.5  19.7 459.9 21.3 502.1 20
1991 427.1  23.6 373.6 23.3 538.5 23
1992 159.8  7.4 130.3 6.4 228.1 8
1993 366.9  19.5 249.6 19.0 371.7 19
1994 75.1  6.0 26.8 5.4 48.2 7
1995 167.3  12.7 181.6 11.3 110 14
1996 319.6  14.7 337.0 15.0 354.7 14
1997 463.9  14.6 419.7 14.7 443.3 17
1998 407.5  20.8 457.7 18.6 446.1 18
1999 255.0  10.9 338.7 11.9 218.9 12
2000 267.8  12.8 372.6 15.0 377.5 19
2001 313.2  14.9 352.4 17.4 419.8 20
2002 279.3  15.3 323.7 15.4 207 16
2003 574.4  22.1 526.4 24.0 643.2 28
2004 257.9  13.4 308.1 12.1 357.1 15
2005 276.1  15.7 233.5 18.0 295.6 18
2006 646.1  25.3 604.8 24.4 613.5 26
2007 295.7  19.5 299.9 21.1 277 22
2008 317.7  19.2 379.1 20.7 369.2 21
2009 571.5  25.2 652.9 28.0 776.1 30
2010 324.0  21.3 395.4 22.3 473.5 22
2011 468.3  17.4 465.2 17.7 305.1 16
2012 280.5  15.5 265.1 17.0 321.7 15
2013 318.9 19.9 286.3 15.7 426.1 19
2014 145.8 15.6 200.4 18.3 240.9 19
2015 254.1 16.7 292.2 17.4 209.2 18.0
2016 283.8 15.8 328.9 18.0 39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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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전국 45개 지점

6) 강수량과 강수일수의 경우 현재 평균하는 7개 지점의 관측시작 시기가 1973년 이후가 대다수 이므로 
1973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중부
(19)

90 101 105 108 112 114 119 129 131 135

속초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원주 수원 서산 청주 추풍령

201 211 212 221 226 232 235 236 238 　

강화 인제 홍천 제천 보은 천안 보령 부여 금산 　

남부
(26)

130 138 143 146 152 156 159 165 168 170

울진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완도
243 245 260 261 262 272 273 277 278 279
부안 정읍 장흥 해남 고흥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281 284 285 288 289 295 　 　 　 　
영천 거창 합천 밀양 산청 남해

광주･전남
(7)

156 165 168　 170　 　260 261 262　
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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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엘니뇨

 변덕스러운 겨울이다. 예년 같으면 전국이 얼어붙는 1월에 따뜻한 봄 같은 날씨가 

지속되더니, 요즘에는 눈이 많이 와서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날씨가 심상치 

않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던 18년 만에 발생한 ‘강한 강도의 엘니뇨’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지속되다가, 북극한파와 엘니뇨가 부딪혀 폭설이 쏟아졌다는 분석이다.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페루부근 열대 태평양)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 이상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현재(1월 

22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균 29.2℃로 평년보다 2.7℃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와 같이 엘니뇨가 발생한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강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보다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페루부근의 해수면온도 변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지구를 풍선이라 생각했을 때,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은 

팽창하는 원리와 같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원격상관이라 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여 수증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대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 지구상의 대기대순환 메커니즘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의 대홍수, 남미의 무더위, 미국 동부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초여름과 같은 

따뜻한 기온이 나타났고, 미국 중서부에서는 눈보라와 홍수가 나타나는 등 이상기상

으로 인한 재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 광주지역에는 평년보다 잦은 비로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

되는 대기의 흐름이 자주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1월 

22일) 엘니뇨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점차 약화되겠으나 엘니뇨 

상태는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엘니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경제 등의 각 분야별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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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윤달과 윤년

 조선시대 사림파 영수였던 김종직의 한시 중 ‘윤이월 스무하룻날 길 가는 도중에 

눈바람을 만나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시에서 윤이월은 윤달인 2월을 의미한다. 

윤달은 달의 주기를 통하여 절기를 적용하는 태음력에서 파생되었고, 오랜 역사

동안 음력을 사용해 온 우리 민족에게는 윤달과 관련된 글과 풍습, 미신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윤년에 하는 결혼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풍습이 있다. 

부부금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를 갖기 힘들다는 미신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윤달의 생성원리를 알기 위하여 태음력을 먼저 알아야 한다. 태음력의 정의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삭망월)이다. 삭망월이란 달의 초하루에서 

다음 초하루까지의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삭망월의 주기는 29일 12시간 44분 

3초가 되므로, 1년이 354일이 되어, 태양력의 1년을 기준으로는 11일이 모자란다. 그래서 

8년 동안 석 달의 윤달을 넣어야 양력과 일정주기의 보조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윤달이 드는 해는 각각 3년에 한 번씩 들고, 나머지 한번은 2년 만에 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있다. 이는 윤년을 말한다. 윤달과 

윤년은 이름이 유사하여 두 단어의 의미를 혼동할 수 있다. 윤년은 태양력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확한 양력 1년의 일수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다. 따라서 4년

마다 하루를 더해서 366일을 한해로 만들어준다. 이로써 366일인 해를 윤년이라고 

하는데 마침 올해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윤년이다. 이처럼 시간을 구분하고, 

날짜의 순서를 매겨나가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는데, 인류역사에서 역법을 제정

하고 반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가 

역법이었고, 농사의 흥망이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역법은 ‘미래 

기상예측’을 그만큼 잘한다는 의미였다. 

 윤달이 낀 해에는 기상이변이 잦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과거 윤달이 있었던 

2014년 광주･전남지역의 봄철 기온의 변동이 컸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났었다. 

오랫동안 음력을 써온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음력을 기준으로 한 24절기가 양력에 

익숙해진 계절변화와 달라 기상이변이 잦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윤년에 날씨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기후관측을 하는데 윤달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기상학적인 

연관성도 찾기는 어렵다.

 윤달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윤년은 태양력의 1년 일수를 

365일로 맞추기 위한 글자 그대로의 윤년이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하루가 

더 주어진 만큼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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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맑은 하늘 ‘청명(淸明)’

 화창한 봄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춘(立春)에 돋아나기 시작한 봄나물이 쇠고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는 청명(淸明, 4.4)이다. 청명이 드는 날이 식목일과 겹치듯, 

이때는 온갖 초목이 새로 자라기 시작하는 봄의 중심이다. 천지간에 양기가 왕성

해지는 때라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 진 것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청명을 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청명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

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도 수월하다.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히 논농사의 준비 작업이 된다. 

 청명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하나로 날씨와 관련된 속신이 많다.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바닷가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어종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고, 반면에 이 날 바람이 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명에는 ‘내 나무’라 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결혼할 

때 농짝을 만들 재목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청명날 밑술을 담그고 

보름이 지나 곡우에 덧술을 하여 담근 지 21일이 지나면 술이 되는데 이 술을 

청명주(淸明酒)라 하여 가용주(家用酒)와 농주(農酒)로 사용하였다.

 ‘삘기’, 혹은 ‘삐삐’ 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청명 무렵에는 ‘삘기’라 부르는 

띠 모양의 어린 순이 돋는데, 이는 허기에 시달리던 시골아이들의 심심찮은 군것질거리

가 되었다. ‘삐삐’라고도 불린 이것은 먹어서 배부른 음식도 아니었고, 별 맛도 

없는 풀잎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먹기 위해 이곳저곳 찾으러 다니기도 했었다.

 ‘삘기’를 찾아다니던 그 때, 우리 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2006년~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청명의 일 평균기온은 11.5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18.4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6.2도로 앞 절기인 춘분(春分, 3.20) 때보다 2~3도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수가 거의 없어 좋은 날씨가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로 인해 청명이라는 명칭이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근 5년간(2011~2015년) 청명이 포함된 4월에 광주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지 

않았다. 올해에도 황사 없이 맑고(淸) 밝은(明) 이름에 걸맞은 파란 하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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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여름의 시작 ‘입하(立夏)’

 입하(立夏, 5.5) 무렵에 피는 꽃인 이팝나무가 거리 곳곳에 하얀 쌀밥을 연상시키듯 

활짝 피었다.

 입하는 24절기 중 일곱 번째로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며 여름의 첫 

절기로 ‘여름에 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맥랑(麥凉), 맥추(麥秋)라고도 하고, 초여름이라는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유하(維夏)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때가 되면 봄은 완전히 물러가고 들판의 풀잎이나 나뭇잎이 신록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또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하고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 뽑기도 한창인 시기로 농사일이 바빠진다. 이 때 

시절음식인 쑥버무리라는 어린 쑥을 뜯어서 날것 그대로 멥쌀가루와 섞어서 시루에 

쪄서 떡을 해먹으며 봄의 마지막 정취를 느끼고 고단한 농사일을 달래는 풍속도 

있었다. 또한 입하까지 채취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삼춘차(三春茶)·삼첨(三尖), 

입하 후에 만든 차를 사춘(四春)·난청(爛靑)·장대(長大)라 하여 통칭 입하차라고 

하는데, 찻잎을 수확하여 우려먹는 풍습도 있었다. 옛날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므로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몰리게 

되는데, 이 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는 말이 있다. 

 기후학적으로 여름은 일평균기온을 9일 이동평균한 뒤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시작으로 본다. 우리지역의 여름 시작일의 변화경향을 살펴

보면 2000년대 이후 15년동안 약 2.1일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 소나기, 집중호우 등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로 우산, 우비, 장화 

등 비를 피하는 도구가 많이 쓰인다. 옛날에는 짚이나 가는 풀을 촘촘하게 엮어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만들어 입는 도롱이를 우비대신 입었고, 우산대신 

대오리나 갈대를 엮어서 삿갓을 만들어 사용했다. 도롱이와 어깨너비까지 넓은 

삿갓을 쓰고 잠방이라고 하는 반바지를 입으면 비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 무렵에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일 평균기온은 17.0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3.1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11.7도로 앞 절기인 곡우(4.20) 때보다 2~4도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츰 강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쌀밥나무라 불리운 이팝나무의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해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이팝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년을 점치기도 했는데, 

올해 활짝 핀 이팝나무를 보며 풍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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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단오(端午)

 단오(端午, 6.9)는 음력 5월 5일로 일 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겨왔고, 예로부터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단오의 ‘단(端)’ 

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午)’ 자는 다섯의 뜻으로 ‘초닷새(初五日)’ 라는 

의미를 지닌다.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이하기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단오가 되면 곧 더위가 시작 하므로, 임금이 시종들에게 부채를 하사했던 풍속이 

있었다. 

 민간에서는 이날 몸에 이롭다 하여 창포주를 빚어 마시기도 하였고, 창포를 넣어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단오장(端午粧)

이라 하여 창포뿌리를 잘라 비녀를 삼아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양쪽에 붉게 연지를 

바르거나 비녀에 수복(壽福)자를 써서 복을 빌기도 하였다.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수리취는 모양이 보통의 취나물과 

같이 장원형이며, 생것은 두드려서 쑥떡에 쑥을 넣는 것과 같이 멥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든다. 이 떡을 수리취떡이라고 한다. 앵두는 여러 과실 중에 가장 먼저 

익으며, 단오절이 한창 제철이어서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에 넣고 잣을 

띄워낸다. 이는 단옷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음료였다.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 등이 있다. 외출을 뜻대로 하지 못했던 부녀자들이 

이날만은 밖에서 그네 뛰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단오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지역으로는 강원도 강릉의 강릉단오굿, 경북 

경산군 자인면의 한장군놀이, 경남 창녕군 영산의 문호장굿이 있다. 반면, 우리지역

에서는 단오행사가 쇠퇴하였는데, 그 이유는 농사의 종류와 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1모작을 하였던 북쪽에서는 파종을 마치고 단오를 크게 쇨 수 있지만, 2모작이 보급된 

남쪽에서는 모내기 준비로 한창 바쁠 때여서 단오를 쇨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단오가 쇠퇴한 것 같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창포에 머리감던 그 시기에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일 평균기온은 22.0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7.7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17.4도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인 1976년부터 1985년까지 평균값에 

비해 약 0.4도에서 1도 가량 상승했다. 

 봄이 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는 이 무렵에 옛 선조들이 씨름과 그네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였던 것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운동을 통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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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삼복더위

 초복(7.17)을 지나 중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 찜통더위로 잠못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올 초복은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중국대륙 상공에 위치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오고, 아침ㆍ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어 비교적 쉬운 초복을 

보낼 수 있었다.

 삼복(三伏)은 예전부터 일년 중 가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복

더위라는 말이 생겨났다.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복(伏)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철 금(金)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의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屈伏]는 의미로,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

시켰다는 뜻이다.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伏)자를 써서 삼복이라 하였다.

 또한,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는 속담이 있는데, 초복 무렵

에는 날씨가 무덥고 가뭄이 들기 쉬워서 조금의 비가 와도 농사에 매우 귀중하다는 

뜻이다. 특히 초복 무렵은 벼의 성장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계절이므로 비가 적당

하게 내려야 벼가 충분히 자라는데 좋다.

 무더운 여름철을 견뎌내기 위해 여름철 보양식을 준비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여름철 대표적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오장육부를 안정시켜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뜨거운 보양식을 먹고 뱃속을 

따뜻하게 해야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지역의 삼복 무렵의 기후는 어떠했을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동안 평균 복날은 7월 16일부터 8월 10일(25일간)

사이로, 평균최고기온은 31.5도를 기록했고, 평년 폭염일수 7.3일에서 8.6일로, 열대야 

일수는 평년 7.9일에서 11.4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면서 더위로 인한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한 여름철을 나기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주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

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을 휴대하기를 바란다. 또한 폭염에 관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신체허약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한다. 

 무더운 여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양식과 이웃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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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폭염(暴炎)과 열대야(熱帶夜)

 현대인들은 한여름 더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냉장고 속의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선풍기와 에어컨,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 등을 떠올릴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도심이 찜통같이 변하면서,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피서를 가거나, 냉방시설을 찾는 사람이 많다.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지역의 폭염과 열대야 현황은 어떨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기준온도인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수로 정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2006~2015년) 광주의 

폭염일수는 평균 15.2일로 평년(1981~2010년)보다 3.2일 증가하였다. 낮 동안에 뜨거

워진 공기가 식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25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날인 열대야일수도 

최근 10년 동안 평균 18.1일로 평년보다 5.5일 증가했다. 올여름도 현재(8.11.)까지 

폭염일수가 17일, 열대야일수는 18일 나타나면서 동기간의 최근 10년보다도 폭염

일수가 6.3일, 열대야일수는 4.3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발생일수와 더불어 연일 이어지는 지속일수가 중요하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지치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올해 광주의 

최장 폭염지속일수는 5일(7.28~8.1, 8.4~8.8), 최장 열대야지속일수는 10일(7.23~8.1)로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이 발생하면서 무더운 한여름 날씨가 계

속되었다.

 그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없이 어떻게 뜨거운 여름 났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간편한 

도구이다. 또한 대나무를 깎아 엉성하게 엮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만든 죽부인(竹夫人)은 

대나무의 차가운 감촉을 이용한 것이다. 겨울철 얼음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신라 때

는 석빙고(石氷庫)를 만들어 얼음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도시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위를 식히는 문화는 많이 달라졌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는 여름철 별미와 보양식은 비슷하다. 냉면, 냉국, 냉콩국 

등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고, 이와 반대로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삼계탕, 

영계백숙 등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몸의 기운을 돋우어 더위를 이기기도 했다.

 올여름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여름철을 나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주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후 꼭 물병을 휴대하도록 한다. 더불어 TV, 라디오 등을 통해 최신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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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가을에도 ‘자외선’을 조심하세요

 이제 하늘도 유난히 높고 푸른 완연한 가을이다. 여름에는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누구나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지만, 가을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 

자외선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대처하기 쉽다.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10년 동안(2006~2015년) 계절별 일조시간(태양 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땅 위를 비추는 시간)을 살펴보면, ‘봄 > 가을 

> 겨울 > 여름’의 순으로 나타난다. 봄, 가을에 일조시간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외선의 유입 가능한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

 자외선은 UV(Ultraviolet)라고 하며,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의미한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B C로 나눈다. 적절한 자외선 노출은 

비타민D의 합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각종 기미와 같은 색소 질환이나 피부암, 백내장이나 광각막염 같은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자외선A는 광노화의 주범으로 진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여 피부에 검버섯이나 기미, 잔주름이 생기게 한다. 자외선

B는 햇빛에 노출된 지 몇 시간 만에 피부를 검게 그을리거나 붉게 하여 쉽게 알 수 

있지만, 자외선A는 자외선B에 비해 에너지양이 적은데도 장시간 노출되면 자외선 

B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A의 차단지수를 나타

내는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숫자가 아닌 +등급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PA에 +가 많이 붙을수록 잘 차단함을 의미한다. 자외선B의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력이 높고, 일상생활을 할 경우 

SPF 15정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 30이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서는 자외선지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일 2회(6시, 18시) 자외선지수를 5단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기상청 홈페이지→생활과 

산업→생활기상정보→자외선지수). 자외선지수가 ‘매우높음’ 이상인 경우에는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자외선지수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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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9. 가을산행 산불조심으로 안전하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하늘. 청량한 가을바람. 산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

이다. 해발고도 1,187m의 무등산은 도심 속에 위치한 명산으로 올해 첫단풍이 10월 

14일에 정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단풍과 함께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가을철은 등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산불도 많이 발생

한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것이며, 낙뢰나 화산폭발 등 자연적인 원인은 

거의 없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산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달 유럽의 허파로 불리는 타이가 숲 산불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불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는 강수량, 상대습도, 온도, 바람 등이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즈음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의 위험도가 

커진다. 또한 바람이 강하면 큰 불이 되기 쉬운데, 산불이 부채질을 당하는 것처럼 

연소 속도가 빨라져서 풍속이 7m/s 이상 일 때는 불씨가 튀어 비화현상(飛禍現狀)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지역의 10월~11월의 평년(1981~2010)강수량은 약 50㎜ 내외로 

겨울철을 제외한 다른 월에 비해 적고, 습도는 봄철과 비슷한 60~70% 정도 이다. 

 기상청과 산림청은 협업을 통하여 산불방지 및 예방을 위해  기상조건과 지형·임상 

조건을 종합 분석하고 산불위험지수 등을 개발하여 산불위험예보시스템

(http://forestfire.nifo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우리

지역 무등산 탐방객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하여 주요 등산로 30개 지점에 QR

코드를 부착하여 산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 생활속에 매우 깊숙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및 환경

오염 완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나큰 보물이다. 귀중한 자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개인화기물 소지를 금지하고, 더불어 

산불위험정보나 산악기상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

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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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가장 기분 좋은 손님, 바로 봄꽃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많은 사람들을 야외로 이끌어내는 

봄꽃이지만, 이 봄꽃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화분증)를 

가진 사람들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

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란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꽃가루는 기온이 높고 맑은 날 잘 퍼지는데, 강한 바람보다는 약 초속 2m/s의 

약한 바람이 불 때 공중으로 높이 떠올라 더 멀리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은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4~5월에 

제공(www.kma.go.kr, 날씨/생활과 산업/생활 기상정보/지수별/보건기상지수/꽃가루

농도위험지수)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네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높음 이상은 대개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이나 피부, 눈 등을 가리고 

꽃가루가 달라붙기 쉬운 종류의 옷(니트, 털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출 후에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축제의 대상되는 꽃들인 벚꽃이나 개나리, 튤립, 장미꽃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봄철에 대표적으로 자작나무, 참나무와 

같은 수목 꽃가루가 포함된 식물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하니, 화창한 봄날, 꽃가루 

농도 정보를 잘 살피면서 화려한 봄꽃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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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 늘 한가위만 같아라

 산과 들이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석(秋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로 음력 8월 15일을 말하며, 한가위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한다. 농사의 

결실을 보는 추석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의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이듬해의 풍농(豐農)을 기리는 날이다.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 이후부터 추석 이전에는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기 위해 벌초(伐草)를 하는데, 백중이 지나 처서(處暑)가 되면 

풀의 성장이 멈추어 이때 벌초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묘를 깨끗이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묘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여 

벌초에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다가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건조해진 날씨에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끼리, 마을사람끼리 강강술래, 

줄다리기, 줄타기, 씨름대회 등의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사과 배 등의 제철 과일과 

음식을 나눠먹었다. 지금은 놀이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다양한 농업 기술의 발달과 

비닐하우스 재배로 1년 365일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추석 

명절만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는 고향을 찾는 귀성행렬로 인해 교통 혼잡을 이루곤 

한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귀성객은 날씨에 따라 운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날씨정보를 사전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추석연휴의 

광주·전남지역 날씨는 일 평균기온 22.2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7.8도, 일 평균

최저기온은 17.1도, 일 강수량은 약 1mm, 강수일수는 약 0.4일로 대체로 좋은 날씨가 

많았다. 이번 추석에는 구름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1~2m로 

잔잔하게 일어, 귀성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부분 지역

에서 보름달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름사이로 보이는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 볼 수 있겠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일년 중에 가장 먹을 것이 푸짐한 계절이다. 그중에서도 

추석은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풍성하게 상을 차릴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이번 추석에도 자연에 대해 감사해 하고, 가족, 친지간, 이웃과 정을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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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2. 봄철의 불청객 황사

 계절의 여왕 5월! 프로야구가 개막 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야구경기를 보기위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김주찬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것을 떠올리면 올해 야구경기가 얼마나 흥미로울지 기대 된다. 사이클링 히트란 

한 선수가 한경기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낸 

것을 의미한다.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야구관람, 쾌청한 날씨라면 더욱 좋을텐데, 봄철에는 

야구경기를 즐기는 팬들만 경기장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도 

찾아온다. 바로 황사이다.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먼지로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라 

상층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네 배 이상의 먼지가 대기에 가득 차고, 카드뮴, 납, 알루미늄 등의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이 때 황사먼지가 호흡 기관으로 들어오면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눈에 들어갈 경우, 결막염 등 안구 질환까지 유발하며,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고혈압,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크기의 기준은 없으나 보통 

그 크기는 1~10㎛로 매우 작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우리지역에서 봄철(3~5월)에 황사가 관측된 일수를 살펴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관측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황사관측일수(단위: 일)>

 황사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찾는 팬들은 물론 그날 경기를 위한 운영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 6 1
2014 2 2 3
2013 3 -
2012 - 2
2011 2 6
2010 1 6 3 2 3
2009 1 2 - 1 3
2008 1 2 2 3
2007 1 3 2 2 2
200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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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 상인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쾌청한 날 경기가 시작되면 야구장은 

경기와 먹거리를 즐기면서 응원하는 놀이공원으로 변하게 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야구장 밖의 주변 음식점에 삼삼오오 모여든 관중으로 축제의 장을 이루는 반면, 

황사가 관측되면 야구를 관람하는 관중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자연스레 관중의 수도 

줄어든다. 이렇게 선수와 운영진은 물론 경기관람을 위한 팬들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주변 상인에게까지도 경기 당일 황사의 발생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한번 황사가 발생

하면 1~2시간 후에 걷히는 것이 아니라 1~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가 예보되거나, 관측되는 날에 야구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황사전용

마스크를 써서 황사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긴 소매 옷, 보호 안경, 

모자 등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인 미역요리, 기관지에 좋은 오렌지, 사과 

등의 과일을 간식거리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 

 2016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상청에서는 야구 팬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황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 예상될 때 옅은 황사, 400~800㎍/㎥정도 예상될 

때 짙은 황사, 800㎍/㎥이상 예상될 때 매우 짙은 황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400㎛/㎥(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황사특보나 

정보를 잘 활용하여 봄철 즐거운 야구경기를 관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뜨거운 

팬들의 응원 속에 선수들 또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기아타이거즈 V11을 견인

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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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3. 가을 야구

 올해, KIA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야구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정규

리그가 끝나지 않은 현재 포스트시즌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경기를 치루고 있는 

KIA 선수들을 뜨거웠던 올 여름의 기온보다 더한 열기를 가지고 응원해본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순위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선수들의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경기를 기대한다. 잦은 소나기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많았던 여름에 비해 그 어느 계절보다 맑은 가을은 야구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다. 

물론 종종 태풍이 발생하여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의 야구 관람이 아닌, 청량한 가을바람과 함께 야구 관람을 

할 생각을 하니 마음만은 이미 V11이다. 

 포스트시즌이라 불리는 가을야구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나, 응원을 하는 팬들

이나 승리를 향한 기대감을 준다. 마치 가을 날씨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을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대부분이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우리지역의 가을철 날씨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기온은 16.3℃, 평균최고기온은 21.7℃, 평균최저기온은 12℃, 강수량은 246.6㎜, 

강수일수는 25.6일, 일조시간은 557.9시간, 습도는 68% 이다. 

 일교차는 9℃에서 10℃ 사이로 봄철(10℃~12℃) 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운량(구름의 양)은 4.7할로 가을철 날씨가 평균적으로 구름이 적게 낀 

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구름의 양을 관측하는 기준은 0~2할이 맑음, 3~5할이 

구름조금, 6~8할이 구름많음, 9~10할이 흐림이다. 가을철 동안(91일) 구름이 적게 

낀 만큼 강수일수도 20~30%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이나, 폭염과 열대야,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최근10년 동안의 평균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일교차(단위 ℃)] [최근10년 동안의 강수일수(일)와 전운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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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가을철은 정말 야구하기 좋은 날이다.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된 비로 인해 경기운영을 

어렵게 한다. 태풍은 중심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온도가 보통 26℃ 이상일 때 발생하며, 7월

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 ( )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임.

 통계적으로 볼 때,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는 10월의 태풍 발생 수에 비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수는 적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직접영향권에 들게 되면 

경기취소는 물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다. 

 2016년 KIA 선수들은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포스트시즌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야구팬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및 태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www.kma.go.kr)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여 즐거운 야구경기를 관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뜨거운 

팬들의 응원 속에 선수들 또한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월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06 1 1 3(1) 7(1) 3(1) 4 2 2 23(3)
2007 1 1 3(2) 4 5(1) 6 4 24(3)
2008 1 4 1 2(1) 4 5 1 3 1 22(1)
2009 2 2 2 5 7 3 1 22(0)
2010 1 2 5(2) 4(1) 2 14(3)
2011 2 3(1) 4(1) 3(1) 7 1 1 21(3)
2012 1 1 4 4(2) 5(2) 3(1) 5 1 1 25(5)
2013 1 1 4(1) 3 6(1) 8 6(1) 2 31(3)
2014 2 1 2 2 5(3) 1 5 2(1) 1 2 23(4)
2015 1 1 2 1 2 2(1) 4(2) 3(1) 5 4 1 1 27(4)

[최근 10년간 태풍발생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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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4. 소한(小寒)

 소한(小寒, 1.6)은 24절기 가운데 스물세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동지(冬至)와 대한

(大寒) 사이의 절기이다. 소한에는 강추위가 몰려오고 때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는 시기이다.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맞는 절기인 소한은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소한에 관한 속담은 대부분 추위와 관련되어 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소한에 얼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는 사람은 없다.‘ 

라는 속담은 소한의 매서운 추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1월 4일경까지 이상고온이 나타났지만, 1월 5일 소한 즈음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내습하고 있다. 소한은 역시 소한이다.

 강추위가 몰려온다는 이때에, 우리지역은 얼마나 추웠을까?

 2006년~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소한의 일 평균기온은 –0.5도, 일 평균최고

기온은 4.3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4.3도로 바로 앞 절기인 동지 때 보다 약 3도 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한에서 대한 사이의 눈 일수는 그 기간의 약 1/3인 평균 4일정도로 나타

났고,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눈이 내린 날이 많았었다.   

 2016년 새해가 밝고 맞이한 첫 절기인 소한을 지나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라며, 큰 포부를 가지고 세운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주제 15. 입춘(立春)

 며칠 전까지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리고, 강물이 어는 등 강추위가 있었다. 

큰 추위가 지나고 날이 풀리는 듯 싶더니 어느새 입춘(立春,2.4)도 지나갔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이다. ‘봄의 기운이 일어난다.’ 

뜻의 입춘은 길었던 겨울이 끝나는 시기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며, 좋고 경사

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 라는 뜻의 ‘입춘대길(立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의 글귀를 대문이나 집안기둥에 붙이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절기상으로는 봄으로 접어들었지만, 실제로는 겨울이라 봄이 왔음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따뜻한 봄이 왔다고 생각하다가 추위가 지속되면서 더 춥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속담이 많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라고 하여 

입춘이 제 구실을 한다면 글자를 바로 세웠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글자를 거꾸로 

놓은 꼴이라는 뜻의 속담이다. 

 2006년~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입춘의 일평균기온은 1.0도, 일평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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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6.0도, 일평균최저기온은 영하 2.9도로 바로 앞 절기인 대한(大寒) 때 보다 약 

2~3도 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의 기상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2009년에는 평균기온이 7.0도, 2006년에는 영하 5.5도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기온변동도 

크게 나타났다.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이지만, 여전히 추운 이 시기에 감기나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

주제 16. 경칩(驚蟄)

 3월의 시작과 동시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 날씨가 따뜻하여 각종 초목이 싹을 

틔우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는 경칩(3.5)이 지나

갔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석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버러지도 

꿈틀거린다는 이때는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뜻한다. 

 이 무렵 대륙에서 남하하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흔히 천둥이 울리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개구리나 뱀 등이 놀라서 튀어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기후학적으로 

우리지역에서 3월에 뇌전이 관측된 횟수는 많지 않다.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이 시기의 최근 10년(2006~2015년)간 광주지역 일평균

기온은 4.7도, 일평균최고기온은 9.9도, 일평균최저기온은 0.4도로 바로 앞 절기인 우수

(雨水) 때 보다 약 2도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6년에는 평균기온이 12.5도, 

2007년에는 영하 1.6도를 기록하는 등 매년 기온변동도 크게 나타났다.  

 경칩과 함께 시작하는 3월은 앞에다 ‘춘(春)’자를 붙여서 '춘삼월'이라 하여 봄을 

기리는 달이지만, 양력 3월은 마냥 따뜻하지만 않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다가도, 가끔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여 한난(寒暖)이 반복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봄이 다가오게 된다. 날씨 변화와 더불어 불현 듯 다가오는 봄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주제 17. 망종(芒種)

 3월에 만개한 매화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때, 망종(6.5)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에 해당

하는 절기로 모내기에 알맞은 때이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때 보리를 베어야 논에 

모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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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망종보기’라 해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듦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음력 4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잘 돼 빨리 거둬들일 수 있지만 

음력 5월에 들면 그 해 보리농사가 늦어져 망종 내에 보리농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올해 망종은 음력 5월 1일로 음력 5월에 든다. 

 또한 지역마다 망종 풍속이 다른데, 전남 지역에서는 이날 ‘보리그스름(보리그을음)’

이라 하여 풋보리를 베어 그을음을 해 먹으면 이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1년 중 곡식의 씨뿌리기에 가장 알맞다는 이 무렵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일 평균기온은 22.4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9.0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17.7도로 앞 절기인 소만(5.20) 때보다 2~4도 가량 높게 나타났고, 

10년 중 비가 온 해는 2008년, 2010년 두 번 있었다.

 올해 망종은 음력 5월 1일로 음력 5월에 드는데, 보리농사가 늦어져 보리농사를 할 수 

없었을지라도, 벼농사는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주제 18. 소서(小暑)와 장마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때인 소서(7.7)는 24절기의 열한 

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라 불리며, 본격적으로 더위가 몰려오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장기간 머물기 때문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감소한다. 

 소서 무렵에는 논의 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예전에는 김을 매거나 

피사리를 해주고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했다. 요즘은 농약을 

치면서 전처럼 김매기하는 모습은 줄었지만, ‘소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달려든다’

는 말을 보아 예전의 바쁜 농촌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밀이 제 맛이 나는 때라 국수나 수제비를 즐겨 해먹기도 하였고, 호박과 각종 푸성귀가 

나오고,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이어서 다양한 음식이 입맛을 돋우는 계절의 별미가 

되고 있다.

 소서 무렵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일 평균

기온은 24.2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7.9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21.1도로 앞 절기인 

하지(6.21) 때와 큰 차이는 없었고, 장마철에 드는만큼 최근 10년 중 다섯 해에 비가 

내렸고, 2009년의 경우 196㎜를 기록하는 등 많은 강수가 내리기도 하였다.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오는 시기인 만큼 공기 중의 습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의 

쾌적한 습도 조절을 위해 숯, 제습기 등을 이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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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 입추(立秋)

  여름휴가가 한창인 8월 초에 드는 입추(8.7)는 24절기의 열세 번째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다는 절기이다.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받아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1년 벼농사의 

마지막 성패가 이때의 날씨에 달려있으며, 특히 처서(8.23) 무렵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풍속으로 ‘기청제’가 있는데,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여무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기우제와는 반대 

성격의 풍속이다.

 또한 장마가 끝나고 입추 무렵이 되면 날씨가 좋고 일조시수가 많아 “입추 때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라는 속담도 있다. 

 입추 무렵,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일 

평균기온은 27.4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32.5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24도로 앞 절기인 

대서(7.22) 때보다 약 1~2도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입추가 무색하게도 폭염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한 강수유무가 중요한 이때, 강수량(152.9㎜)은 평년

(1981~2010년)대비 87.3%로 평년(174.6㎜)과 비슷했다.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기운이 나타나는 이 시기에 마지막까지 건강관리에 주의

하시길 바란다.

주제 20. 백로(白露)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바람뿐일까,,,이른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또한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백로(白露, 9.7)는 흰 이슬이란 뜻으로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대기 

중의 수증기가 냉각되어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이 무렵

에는 기온도 적당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 곡식이 여무

는데 좋으나, 간혹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겉여물고 백과에 단물이 빠진다.”는 속담은 백로 무렵의 

청명한 날씨와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또한 예부터 내려오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제철식품으로 포도가 있다. 백로에서 

추석까지는 포도가 많이 나고 단물이 푹 드는, 가장 맛있는 시기로 '포도순절(葡萄旬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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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린다. 

 청명한 가을하늘, 백로 무렵, 최근 10년(2006~2015년)간 우리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 

일 평균기온은 23.4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28.7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19.0도로 앞 절기인 

처서(8.23) 때보다 약 1~4도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일조시간은 6.9시간으로 평년

(1981~2010년) 보다 0.7시간 많았다.

 여름의 더운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며 여름내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바란다.

주제 21. 찬 이슬‘한로(寒露)’

 더없이 높고 푸른 하늘과,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계절의 바뀜을 실감

하는 요즘이다. 한로(寒露, 10.8)는 공기가 차츰 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제비가 오면 기러기가 가고, 기러기가 가면 제비가 온다.’는 속담처럼 봄에 왔던 

여름철새가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고 추운 곳에 사는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이다.

 또한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국화가 피어나는 

시기로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찬 이슬 머금은 국화꽃 향기가 그윽하고,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 기후는 어떠할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의 한로 일 평균기온은 18.4도, 일 평균

최고기온은 24.3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13.8도로 추분 때 보다 약 2도에서 4도 가량 

낮게 나타났다. 2009년, 2010년, 2013, 2015년을 제외하고 한로에 이슬이 관측되기도 

했다.

 또한 한로부터 가을의 끝을 알리는 상강까지 평균기온은 16.9도, 최고 평균기온은 23.1도, 

최저 평균기온은 12.0도로 추분에서 한로 때 보다 약 2도에서 3도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한로에서 상강까지 약 보름(15일)이 걸리는데 그 중 이슬일수는 평균 12.6일 정도로 나타

났다. 이때쯤 이슬이 매일 나타나는데, 기온이 더욱 떨어지게 되면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시기, 그만큼 기온이 떨어진다는 말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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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2. 입동(立冬)

 찬바람이 불며 제법 추운 날씨가 성큼 다가왔다. 지난 11월 7일은 한해 중 마지막 

계절인 겨울로 바뀌는 시기인 입동(立冬)이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었던 산야의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가며,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 속으로 숨는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에 속한 모든 생물들의 모습이 변한다. 우리 또한 겨울을 나기 

위해 두터운 옷과 이불을 꺼내고, 겨울 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 등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한다.  

 “입동날이 따뜻하면 그 해 겨울이 따뜻하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입동의 우리지

역 기후는 어떠할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의 입동 일 평균기

온은 13.5도, 일 평균최고기온은 18.7도, 일 평균최저기온은 9.6도로 앞 절기 상강 때 

보다 약 2도가량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입동에는 평균기온이 15.0도로 평년

(11.6도)보다 높아 속담에 의하면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예상할 수 있으

나 속담처럼 입동날의 기온이 높았던 해의 겨울철이 모두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

후변화로 인해 한 계절 안에서도 월별 기상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만큼 하루해가 짧아지는 시기이다. 밤이 길어지는 이때에 자연의 

이치에 맞춰 사람의 몸도 수면량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

해 수면 시간을 약간 늘려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한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몸

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요즘,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

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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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탄소배출 ‘방하시대’ 연기 / 독일

 ❍ 인간이 대기에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기가 5년이상 지연될 수 있음

  － 독일 과학자들은 12,000년 전 발생한 빙하기의 조건을 분석함

  －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의 형상이 빙하기를 유발하는 조건이 되나, 현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 빙하기 지연될 것

 ❍ 빙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는 태양 주위의 궤도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태양 주위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고, 지구의 자전축은 주기적으로 

바뀜

  － 이러한 운동은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태양 복사의 양을 변경하고, 북반구 

중위도가 위험 임계점에 도달하면 빙하기가 시작될 수 있음 

 ❍ Ganopolski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빙하기에 대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의 역할을 

보여줌

  －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지구가 몇 백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산업 혁명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

  － 포츠담 연구원은 천문학적 관점에서 현재 간빙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400ppm이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지 않는다고 발표

 ❍ 이는, 인간의 행동이 행성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줌

  － 런던 대학의 교수 chris Rapley는 우리가 새로운 지질학의 분야로 진입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표현

❋ 출처 : http://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353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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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CMPI5 모형에서 나타난 겨울철 동아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의 엘니뇨 원격상관의 미래변화 / 한국 

 ❍ 열대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남방진동은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동성으로 전지구적인 기상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엘니뇨의 발생으로 인한 열대태평양 해수면온도의 변동은 원격상관을 

통해 중위도의 대기순환에 영향을 줌 

 ❍ CMIP5(Coupl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31개 모형을 사용하여 

현재기후와 미래기후에서 엘니뇨와 관련된 겨울철 북태평양의 대기순환장 

변동을 분석

  － 미래기후에는 동아시아에서 유의하지 않은 쿠로시오 고기압을 나타내며, 북태평양 

저기압은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망 

 ❍ 엘니뇨 원격상관에 의한 북태평양의 대기순환은 강한 계절 의존성을 가지며, 

월별로 다른 결과를 가짐.  

  － 12월까지 지속되던 동아시아의 쿠로시오 고기압은 1월이 되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북태평양 저기압은 12월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 결과 쿠로시오 고기압의 소멸에 영향을 줌 

 ❍ 월별 대기순환장을 분석하여 미래기후에서 모의되는 엘니뇨 원격상관 패턴의 

변동성 분석 결과 

  － CMIP5 모형은 미래기후에 동아시아에 위치한 쿠로시오 고기압이 약해질 것으로 예측 

  － 미래기후에는 북태평양에 광범위하게 위치한 저기압성 흐름 역시 약해질 것으로 예측

  － 미래기후에서의 북태평양 저기압은 현재기후에 비해 남동진하는 경향이 있음

 ❍ 미래기후에서 엘니뇨의 변동은 전지구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엘니뇨에 

의한 대기순환 패턴의 변동은 기온과 강수 같은 지역적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구자 :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김선용 국종성 교수

❋ 출처 : http://dx.doi.org/10.15531/KSCCR.2015.6.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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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대서양 횡단 항공편 운행시간을 연장시키는 원인 

       기후변화 / 영국

 ❍ 기후변화는 제트기류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대서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의 고도를 증가시킴

  － 미국에서 유럽으로 비행시 제트기류를 활용하여 더 빨리 운행하지만, 유럽

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한 시간정도 더 소요됨

  － 속도가 빠른 제트기류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편의 연료비를 수백만 달러

이상 증가시키고, 여행시간을 1년에 수천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 항공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임 

  － 현재 왕복 항공편의 수가 하루에 300정도이며, 그것은 1년에 2,000시간정도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며, 2200달러의 추가 연료와 7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방출의 결과를 초래함

 ❍ 영국대학의 대기 과학자 폴 윌리엄스 박사는 운항 시간에 미치는 온난화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기후 모델과 함께 매일 최고의 경로를 계산하는 항공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

  － 빨라진 제트기류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대서양 횡단 항공편이 빨라진 정도

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을 둔화시킨 정도가 더 심했음

❋ 출처 :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6/feb/10/climate-change-will-make-transatlantic-flights-longer-s

tudy-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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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전지구 기후 민감도 지도 제작 / 노르웨이

 ❍ Bergen 대학교 생물학과의 Alistair Seddon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기후변화 취약성에 민감했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연구결과는 Nature에 게재되었음

  － 연구진의 접근법은 월간 단위의 식물 생산성에 대한 기후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연구를 통해 전지구 생태계에 대한 기후 민감도를 발견하였음

  － Seddon은 “우리는 북극 툰드라, 북반구의 삼림지대, 열대우림, 전세계의 산악

지역, 유럽 동남부와 시베리아의 스텝지대와 중앙아시아, 남･북아메리카의 대초원

지대, 남아메리카 숲지대, 호주 동부지역에서 기후 변동성에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을 발견하였다”고 말함

 ❍ 연구진이 개발한 측정기준은 식물민감지수(Vegetation Sensitivity Index; VSI)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반응과 생태계가 단기 기후 아노말리(예를 들면, 

평균보다 따뜻한 6월, 추운 12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냄

  － VIS는 생태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전의 방법을 보충함

 ❍ Seddon은 연구에서 2000~2013년의 위성자료가 사용되어 국가 규모의 생태계 평가에 

매우 유용하였다고 말함

[VSI 결과 도출된 전지구 지도] 

  

❋ 출처 : http://www.eurekale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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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 지구온난화로 기승부리는 모기發 전염 바이러스 / WHO

 ❍ 지카바이러스 등의 질병을 전염시키는 모기는 부화, 성장 및 활동에 온도가 

가장 중요함

  － 모기가 알에서 부화해 성체로 자랄 수 있는 온도는 14~36℃, 유충 성장이 

가능한 최저 한계온도는 9~10℃, 최적의 온도는 20~30℃정도.

  － 온도가 높으면 성체로 자랄 확률도 커지고, 자라는 시간도 짧게 걸림

 ❍ 지난해(2015년) 지구평균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음

  － 엘니뇨를 비롯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큼

  － 기온이 오르면 모기의 서식 환경 개선 및 서식 지역 확대됨

 ❍ 또한 강수량도 모기의 개체수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

  － 비가 적게 내리면서 물이 고인 웅덩이가 많아지고, 모기 부화도 쉽게 일어남

  － 반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인 물에 있는 모기 

유충이 쓸려 내려가므로 모기 개체수가 적음

 ❍ 엘니뇨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모기 활동과 전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이나 계절별로 기후 특징이 다른 것 만큼 제각각임

  － 모기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함

❋ 출처 :
http://www.edp.or.kr/newsletter/board.asp?bbs_code=7&mode=view&bbs_idx=2174&pag
e=1&search_type=0&search_word=&bbs_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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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급증 / 미국

 ❍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하와이 마우나로아(Mauna Loa)의 관측소에서 측정된 

2015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5ppm 증가하여 56년만에 최고치를 갱신

 ❍ NOAA Global Greenhouse Gas Reference Network의 연구를 이끈 Pieter Tans은 

“2015년은 4년 연속으로 2ppm 이상 증가하는 해였으며, 이산화탄소 수준이 

자연적인 과정에 비해 폭발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함  

 ❍ NOAA의 지구시스템연구소(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ESRL)과 

Scripps 해양과학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온실가스를 측정

  － 2016년 2월의 전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2.59ppm으로 1800년도 이전의 

평균 농도는 280ppm이었음

  － 17,000~11,000년 전의 농도 상승 속도에 비해 200배 빠름

 

                        
❋ 출처 : http://www.noa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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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7. 미생물이 연출하는 ‘탄소의 향연’ / 미국

 ❍ 미국 에너지부의 태평양 북서 국립연구소(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 과학자들은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 물과 육지가 만나는 곳에 허기진 미생물들의 

활동을 촉발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및 다른 온실가스들을 자연스럽게 방출하는 

‘탄소의 향연’이 열린다는 사실을 밝힘

  － 생태학자 제임스 스티건 박사는 “강 주변의 이런 지역들은 미생물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생물지구화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이라며, “표층수와 지하수가 

만나 혼합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지구의 탄소 순환을 이해

하는 핵심사항” 이라고 강조함

혼합대

 ❍ 표층수와 지하수의 혼합대에서 미생물 활동 활발

  － 혼합대란 강물과 지하수가 섞이는 곳으로 강가를 따라서 강물 바로 아래 있는 

뭍을 포함하며, 강가로부터 수백미터까지 뻗어있는 곳도 있음

  － 혼합대에 연구력을 모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지구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임

 ❍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 수위가 높아진 물은 굶주린 미생물들에게 기회를 줌

  － 퇴적물과 암석의 구멍과 수로를 통해 폭포처럼 흐르는 물은 퇴적물 입자를 옮기고 

바위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음식물’인 탄소와 산소, 질소와 다른 물질들을 

수송해줌

 ❍ 강물과 지하수가 혼합될 때 용해된 유기 탄소가 줄어들고 무기 탄소가 늘어난

다는 사실 발견

  － 미생물들이 유기 탄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명백한 증거

  － 탄소 증가가 허기진 미생물들의 활동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는 기폭제 

역할을 함

 
❋ 출처 : http://www.sciencetimes.co.kr/?p=149209&cat=131&post_ty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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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8. 백두산 아래 서울시 면적 2배 마그마 / 한국

 ❍ 백두산 천지 5~10km 아래에 부분적 용융상태의 마그마가 있으며, 그 면적이 서울시의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북한과 영국, 중국,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백두산 천지 인근 
60km 안에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음

  － 천지에서 60km 떨어진 곳은 지각 두께가 35km, P파와 S파의 비율의 값이 
1.76~1.79로 인근 한-중 지각과 차이가 없었으나

  － 천지에서 20km 이내에서 P파와 S파의 비율의 값이 1.9 이상으로 높아져 암석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이를 백두산 천지 5~10km 아래에 부분적 용융상태의 마그마가 존재
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 마그마 지대가 2002~2005년 백두산 일대에서 발생한 
빈번한 지진 등 불안정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

  － 마그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지 주변 지역 면적은 1천 256㎢로 서울시(605㎢)의 
2배가 넘음

❋ 출처 : http://www.sciencetimes.co.kr/?p=149573&cat=131&post_type=news

주제 9. 작은 섬 국가들을 위한 기후예측 보고서 발간 / wmo

 ❍ 세계기상기구(WMO) ‘Climate Prediction for Small Island Nations’ 보고서 발간
  － 카리브해,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 국가의 자원 관리와 경제 성장을 

위하여 계절예측과 그 외 기후정보 사용 방법 제공 

 ❍ 많은 기업과 여러 산업에서 의사결정 및 계획에 기후서비스 통합 추세
  － 자메이카의 커피와 꿀, 세이셸(Seychelles)의 풍력에너지와 농업, 카리브 해의 관광, 

피지의 설탕, 사모아의 신재생에너지, 벨리즈(Belize)의 수력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후서비스 사용 

 ❍ 작은 섬은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풍 등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하며, 기후
과학은 의사결정자에게 국가의 기후복원력 강화에 필요한 도구 제공

 ❍ 고용전망과 맞춤형 기후정보에 대한 산업별 의사결정자들의 경험 인터뷰
  － 수력 발전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Met Service가 제공하는 

예측서비스 필요(Kevin Longsworth, Belize Electricty Limited의 제어센터 관리
자)

  － 기후예측서비스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Malielegaoi, 사모아의 총리)

❋ 출처: http://www.wm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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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0. 기후변화로 아한대산림과 툰드라 지역의 화재발생

        가능성 증가 / 미국

 ❍ 알라스카의 아한대(亞寒帶)산림과 툰드라지역의 기후가 고온건조 해지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 증가 

  － 세기말 경에는 알라스카의 화재 위험이 과거 대비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Adam young 몬타나 대학 연구팀)

 ❍ 아한대산림과 툰드라지역은 지구의 50%에 달하는 토양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

  － 화재발생으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 증가 및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잠재적 영향 발생

❋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5/160510143702.htm

주제 11.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생산량 감소 / 콜럼비아

 ❍ 기온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경 브라질과 중앙아메리카의 80%에 해당

하는 지역이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산량이 50% 감소하여 커피 가격 상승 전망

  － 아라비카 커피 생산 농민 2,500만 명 피해 전망(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 CIAT)

  － 스타벅스는 해당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 커피가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농부들과 협력(MIT Technology review)

 ❍ 온난한 기후는 작물질병 발생 위험 증가 원인

  － 2014년 멕시코 Chiaoas지역 진균성 질병으로 인해 커피나무 60% 손실

❋ 출처: http://www.sfgate.com/food/article/Wine-coffee-Favorite-foods-are-vulnerable-to-745705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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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2. 이산화탄소를 “돌”에 가두는 기술 개발 / 영국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돌로 만들어 땅 밑 화산암에 가둬두는 방법이 

개발됨. 이 방법이 현실화될 경우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지난 6월 9일 영국 사우샘프턴대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지하 현무암층으로 흘려

보내 화학반응을 통해 고체로 만드는 카브픽스 프로젝트(carbfix Project) 결과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함

  － 2012년부터 시작된 카브픽스 프로젝트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 공급

하는 지열 발전소가 화산 고온수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친환경

적이지만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화산가스를 연간 4만 톤씩 뿜어낸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함

  － 연구팀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교외의 지열 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증기에서 분리시키고 물에 녹여 탄산용액을 만든 다음, 이 탄산용액을 지하 

400~500m 현무암층에 투입을 시도함

  － 이산화탄소와 물이 섞인 탄산용액은 현무암과 만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을 

걸러내고, 시간이 지나면 걸러진 원소들과 결합해 석회석으로 변화했음. 연구팀은 

“220톤의 이산화탄소 95%가 석회석으로 바뀌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밝힘

 ❍ 과거에도 이산화탄소를 가스 형태로 지하 암반 지대에 저장하는 포집‧저장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막대한 비용과 가스가 새어나갈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됐음.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들면 대기 중으로 새어나갈 위험이 없어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산화탄소를 탄산으로 만들어 현무암층에 주입하는 

것은 매우 쉬운 친환경 기술”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무암이 많은 제주도 

해안가와 연천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6/jun/09/co2-turned-into-stone-in-iceland-in-climate-change-
break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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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3. 해양 생태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결정 / 한국

 ❍ 공기 중의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micro plastics)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

  －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에 세정의 목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음

  －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

취하면서 수생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 미세 플라스틱이란 0.001㎜~5㎜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함. 미세 플라

스틱은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같은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바다로 

유입되거나, 화장품과 치약에 사용된 성분이 하수도를 통과해서 발생함 

  －  국내 남해의 경우, 넓게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음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

 ❍ 미세 플라스틱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등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독성을 띄기도 함

 ❍ 최근 이 문제로 여성환경연대와 대한화장품협회는 간담회를 가졌고, 국내외 유명 

화장품 기업들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 또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미국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함

 ❍ 지난해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세 플라스틱 수질오염 방지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을 통과시킴.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출처: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35067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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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4. 제주 바다 수온 2년 새 1.1℃ 하락 / 한국

 ❍ 제주 연안 바다의 표층 수온 변화가 최근 큰 폭으로 불규칙하게 이뤄지면서 해양

생태계는 물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서히 증가하던 제주 바다의 평균 수온이 2013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등 불규칙적이면서도 큰 변동 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앞바다의 연평균 수온은 

2003년 18.9℃에서 2013년 19.3℃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찍었음

  － 2014년 18.8℃로 0.5℃ 내려간 데 이어 2015년 18.2℃로 급격히 떨어짐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수온이 0.4℃ 오르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1.1℃ 

떨어지는 데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음

 ❍ 1월~3월 평균 수온 변화 역시 마찬가지임

  － 2003년 14.4℃에서 2013년 15.1℃로 10년간 0.7℃ 오른 뒤 이듬해인 2014년 

14.3℃, 2015년 14.2℃로 등 수온이 큰 폭으로 내려감

  － 제주 바다의 평균 수온이 3~4년 짧은 기간 적게는 0.3℃, 많게는 1.0℃ 가까이 

변화한 것임

 ❍ 학술적으로 정확히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어류와 해조류 등 바다 

생물에게 수온 1℃ 변화는 육상 생물에게 10℃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수온은 어류의 산란과 먹이 생활 등 생리현상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 상승과 하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어종이 유입

되거나 사라지는 등 바다 생태계가 변화함

  －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 비율이 2012년 47.8%, 2013년 52.4% 

등으로 늘어났으나, 수온이 떨어진 2014년에 43.4%, 2015년 42.5%로 감소함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고준철 연구사는 “오랜 기간 흐름으로 볼 때 

현재까지 제주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출연 종 수 중 절반 가까이가 아열대 

어류일 정도로 바다가 아열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기존 토착종과 

아열대어종의 상관관계,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진행 중” 이라고 밝힘

  － 그는 “보통 한반도의 수온 상승은 적도해역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고온⦁고염의 대마난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 가장 큰 줄기인 

쿠로시오 난류 대흐름 확산이 보통 10년을 주기로 서서히 변화하지만, 최근에는 

변동폭이 매우 크고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며, “제주 바다의 급격한 수온 

변화 역시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고 설명함

❋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p=152650&cat=131&post_ty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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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5. 회복중인 남극 오존층 / 미국

 ❍ 오존층은 성층권인 15~30km 높이에 있는데 오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말함.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 
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인류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됨

  － 오존층이 1980년부터 매년 4%씩 감소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1987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고, 오존층 파괴에 원인이 되는 프레온 가스 등의 배출을 
철저히 규제해 왔음

 ❍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그동안 오존층을 관측해온 MIT의 대기화학자 수전 
솔로몬(Susan Solomon) 교수는 “남극 오존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힘. 그녀는 
“예상보다 빨리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큰 놀라움을 표명함

    

[첨단 3D 관측기를 사용해 남극 오존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솔로몬 교수 연구팀이 오존층 회복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2015년) 9월부터로, 위성 
및 장비, 기후관측을 위한 열기구 등을 이용해 오존층 구멍의 크기를 관측한 
결과 구멍의 크기가 400만㎢ 줄어든 것을 발견함

  － 이는 328만㎢의 인도보다 훨씬 더 큰 면적임. 연구진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 감소가 
오존층 구멍을 줄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D 대기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
작업을 시도함. 그리고 인조 냉매제 외에도 바람과 기온, 화산폭발 등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전체적으로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염소와 브로민의 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오존층 구멍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 오존층 상황을 완전히 규명한 것은 아님. NASA의 남극 오존층 담당 폴 뉴먼
(Paul Newman)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남극 오존층 구멍의 400만㎢ 
면적이 사라진 이유가 밝혀진 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함

 ❍ 전체적으로 오존층 구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는 기후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기후과학자들은 솔로몬 교수팀의 관측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해 더 상세한 관측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p=152423&cat=131&post_ty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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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6.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개체 수 감소 가능성 / 호주

 ❍ 모기 번식지가 건조화되고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호주 북동부의 열대 

습윤지역에서 뎅기열에 의한 위험이 감소할 것(2050년 고배출 시나리오 가정, 

호주국립대, David Harley 교수)

  － 해당 결과는 지카를 포함하는 기타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와도 관련됨

  －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모기에 의한 질병을 전세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본 연구는 퀸즈랜드 지역에 대해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극심한 온난화가 

뎅기열 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보인데 의의가 있음

[ 전북 CBS 노컷뉴스(8.2) ]

❋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8/1608101044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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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7.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산지 환경 / 미국

 ❍ 기후변화로 인해 산지의 동식물이 현재의 서식지를 옮기게 될 때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미국 몬타나대학 Dobrowski 교수)

  － 기후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 시기와 장소를 모의하는 새로운 방법 제안

  － 기존 연구에서는 동식물이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거리를 산정함

  － 하지만 산지 지형은 복잡하여 인접한 지역에서도 기후환경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산지 내 인접한 지역으로의 이동 시에도 산 정상과 계곡 사이를 지날 때 동식물이 

기후환경 변화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

  － 산지 지역에서 동식물은 기후적으로 고립되어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것임을 제안

❋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8/160802103712.htm

주제 18. 8개월 후 파리협정 목표치인 1.5℃ 상승 / 영국

 ❍ 지난해 말 파리협정 이후 7개월여가 지난 지금 파리협정 목표인 1.5℃에 거의 

접근했으며, 8개월 후면 목표치에 도달할 것(영국 레딩대학, Ed Hawkins 교수)

  － 영국기상청 데이터 기반으로 향후 지구온도 상승 속도 산출

  － 2015년도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 이상 상승한 상태

  － 2015년 11개월 동안 매월 1℃ 이상 상승했으며, 2월과 3월에는 1.38℃ 상승

  －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 8개월 정도 지나면 1.5℃ 상한선이 무너질 

가능성 존재

 ❍ 연구 결과는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PCC에 제출되고, IPCC 과학자들이 진위를 

확인할 계획

❋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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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 북극 이어, 남극 빙하도 녹고 있다 / 영국

 ❍ 영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극 동쪽 빙하 위에 무려 8000개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 

  － 이 호수들은 빙하표퇴(빙하 표면이 녹은 물)로 얼지 않고 물 상태로 있는 경우 

해빙의 원인이 됨

  － 해빙이 지속될 경우 빙하 안쪽이 더 많이 녹게 되고 더 많은 물을 분출하면서 

빙하 전체가 녹아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

 ❍ 대륙빙하1)가 있는 곳은 북반구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으로 빙하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그린란드는 약 700m, 남극은 2250m를 유지해옴

  － 그러나 빙하 속의 푸른 호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 빙하 두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대륙빙하가 녹아 염도가 높은 바닷물 속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해류 

변화 발생 가능

  － 염도가 낮은 물이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토네이도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면서 빙하의 해빙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빙하가 해수면과 만나는 부분의 온도 상승이 인근 지역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기온도 상승이 광범위한 지역에 빙하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남극대륙의 빙하가 녹을 경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에 큰 이

변이 일어날 수 있음

❋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p=154459&cat=133&post_type=news

1) 대륙빙하란 빙하가 내륙의 높은 곳에서 해안으로 천천히 흘러내려 바다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거대한 
빙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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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 해양 생태계가 북극 온난화 가중 / 한국

 ❍ 포항공대 국종성 교수는 북극의 급격한 온난화 원인을 재규명해 에어로솔과 

해양생태계의 역할을 제시

  － 북극 온난화가 중위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명

  － 해양생태계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준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반됨 

그림 22 (왼쪽) 간빙기와 빙하기 시기의 전구 평균 온도 변화에 대한 상대적인 비

율로 북극은 전구 평균에 비해 온도하강이 6배(20℃) 이상 큼.

       (오른쪽) 전구 평균 에어로솔 양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온도 뿐만 아니라 

에어로솔 양도 빙하기 극지역에 급격하게 증가함.

  

 ❍ 온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양에 대해서도 Polar amplification(지구 기후변화 시 

극지역의 기후가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남

  －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태양복사를 차단해 지면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불러옴

  － 따라서 빙하기 극지역에 급속하게 늘어난 미세먼지는 태양복사를 차단해 

북극과 남극의 온도 하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함

  － 대기 중의 미세먼지 양은 간빙기에 비해 빙하기에 증가

  － 빙하기의 대기 중 미세먼지 양이 전구 평균에 비해 남극과 북극에서 12배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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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모식도.

 ❍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의 순환을 바꿔 ‘추운 겨울’을 유도
  － 동아시아 기후는 카라-바렌츠해의 온난화와 관련성이 있으며, 
  － 북미의 겨울은 척치해의 온난화와 관련 있음

❋ 출처: http://csl.postech.ac.kr/bbs/board.php?tbl=bbs03

주제 21.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증가 / 미국

 ❍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와 미 서부 지역 전반에 잦은 산불이 발생
하고 임야 소실면적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발표됨

  － 아이다호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에서 2015년까지 30여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LA 면적의 약 30배에 달하는 
1,040만 에이커가 탄소배출 등 인간활동이 원인이 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소실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서부 지역 주들에서는 총 2,350만 에이커가 산불로 소실됨

 ❍ 온실가스 배출로 고온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화 가능성이 더 높아
졌으며 불탄 임야의 양이 이전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섬

 ❍ 연구진은 30년간 11개 서부 주 산림의 건조지수가 높아졌으며, 기후와 습도가 
산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냄

  － 지난 50년간 평균기온이 2.5도 높아진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산림의 55%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나머지 45%는 자연기후, 날씨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됨

  － 홍수와 이상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로 건조지수가 75% 높아진 결과 
화재위험 시즌이 매년 평균 9일이 늘어났다고 밝힘

❋ 출처: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10/1610121417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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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2. 온난화 초래 냉매제 HFC 금지 규약 합의 / 미국

 ❍ 10월 15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제28차 당사국 

회의에서 197개국 대표는 온난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물질로 알려진 수소불화탄

소(HFC)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

  －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 HFC는 1980년대에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대체물질로 도입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CFC의 사용을 금지

  －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기체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에어컨과 냉장고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위험성 급증 

 ❍ 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HFC 감축 목표를 부과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2019년에 2011~2013년 HFC 사용량의 10%를 감축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85%를 감축

  － 한국과 중국 등(개도국 1그룹)은 2024년부터 HFC 사용 감축을 시작하여 

2029년까지 2020~2022년 수준의 10%를 감축, 2045년까지 80%를 감축

  － 인도, 파키스탄, 중동 일부 국가 등(개도국 2그룹)은 2028년부터 HFC 사용 

감축을 시작하여 2032년까지 2024~2026년 사용량의 10%를 감축, 2047년까지 

85%를 감축

 ❍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이 실천되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0.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HFC 감축 부담이 적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대체물질(HFO)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수출 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현지 기준에 맞춰 

HFC의 대체물질인 수소불화올레핀(HFO)을 사용

  － 미국 기업 듀폰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HFC 감축을 시작하는 

2020년대 중반에는 관련 특허가 만료되어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HFO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

면 2017년부터 양산할 계획

❋ 출처: http://www.nytimes.com/2016/10/15/world/africa/kigali-deal-hfc-air-condition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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