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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전남 2017년 월별 기상특성 분석

기온변화 크고 건조했던 1월
□ 큰 기온변화, 중·후반 강추위
○ [기온 개황] 대륙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이 많아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중·후반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 (전반 기온)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쪽으로 치우쳐 지나는 가운데,
대륙고기압이 북편해 지나가면서 광주·전남지역은 그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이 많아 기온이 높았음
※ 1~10일에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6.2℃로 평년(1.9℃)보다 4.3℃ 높아 포근하였으며, 특히 8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중·후반 기온) 베링 해 부근에 형성된 따뜻한 상층 고기압이 북서진하면서
우리나라 동쪽에 머물고 있던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된
가운데,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평년보다 매우 적었던 강수량, 서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
○ [강수량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날이 많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11.5㎜로 평년(31.3㎜)대비 37%로 매우 적었음
※ 1월 14일에 순천, 광양, 여수지역과 15일에 구례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1월 20일까지 지속되었음

－ (전반 강수) 8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동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음
－ (중·후반 강수)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20일에는 발해만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서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에서 눈이 내렸음
※ 20일에는 광주·전남 서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었으며, 20일 일 최심신
적설은 광주 5.3㎝, 목포 1.7㎝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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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일에는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으며, 22일 후반부터 23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서해안을 중심

□ 잦은 기온 변화, 후반 평년 수준으로 회복
○ [기온 개황]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변화가

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잦았지만,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21~22일에 광주·전남 서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었음
※ (일 최심신적설) 21일: 광주 1.7㎝, 22일: 광주 4.0㎝, 목포 0.5㎝, 23일: 광주 2.0㎝, 목포 1.8㎝

▪ 29~30일에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음

참고

2월 잦은 기온변화

－ (3~6일, 15~17일 포근) 12월 후반~1월 전반을 포근하게 만들었던 기압배치가 2월
에도 나타나 기온이 두 차례 크게 올랐음

▪ 북대서양/스칸디나비아 반도 부근에서 상층기압능이 다시 발달하면서

1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북극으로부터 한기 공급이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륙고기압의 강도가
○ 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로 평년(1.5℃)보다 높았음(편차 +1.0℃)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11.5㎜로 평년(31.3㎜)대비 37%였음
※ 1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 기온(-0.5℃～+0.5℃), 강수량(80%～120%)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평년보다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한기 유입이 약했음

▪ 티벳~중국 지역에 형성된 따뜻한 기압능으로 인해 북쪽으로부터 한기
유입이 저지되었음
※ 특히, 4~5일과 16~17일의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각각 6.2℃, 7.0℃로 평년(1.6℃, 3.4℃)보다 4.6℃,
3.6℃ 높아 각각 3월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음

－ (9~12일 강추위) 베링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이 서진하면서 우리나라
동쪽으로 치우쳐 흐르던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었으며,
바이칼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더해져 한파가
발생하였음

강수량

※ 9~11일에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1.2℃로 평년(2.8℃)보다 4.0℃ 낮았음

강수량 평년비

□ 한 차례 많은 강수량
○ [비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22일에 남부
그림 1. 전국 45개 지점의 1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2. 광주·전남 7개 지점의 1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강수량(㎜) 일변화

표 1. 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1) 이후)

구분

평균기온(편차)

평균최고기온(편차) 평균최저기온(편차)

강수량(평년비)

값

2.5℃(+1.0℃)

7.2℃(+1.1℃)

-1.8℃(+0.6℃)

11.5㎜(37%)

순위

10위

9위

15위

39위

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광주·전남지역의
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었음
※ 22일 강수량(㎜): 광주 19.7, 목포 13.8, 여수 32.9, 완도 18.9, 장흥 20.1, 해남 11.9, 고흥 27.7

○ [눈 개황] 9~11일에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
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음
※ 9~11일에는 광주·전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었음

1)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10

일최심신적설(㎝): 9일(광주 1.7, 목포 0.4), 10일(광주 3.4, 목포 8.4), 11일(광주 0.4, 목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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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기온 변화와 건조했던 3월

2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주기적인 기온 변화, 큰 일교차
○ 2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3.2℃로 평년(3.0℃)과 비슷하였음(편차 +0.2℃)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36.0㎜로 평년(46.4㎜)대비 78%였음
※ 2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 기온(-0.7℃～+0.7℃), 강수량(80%～120%)

○ [기온 개황]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 (기온 변화) 6~8일에 베링 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으로 인해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되어 쌀쌀하였으며, 이후에는 바이칼호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주기적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으로 유입되어 기온 변화가 나타났음
－ (일교차)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의 강한 일사와 밤
동안의 복사냉각으로 인해 일교차가 컸음
※ 광주·전남 평균최고기온은 13.0℃로 평년(12.5℃)보다 0.5℃ 높았고, 평균최저기온은 1.7℃로 평년
(2.3℃)보다 0.6℃ 낮았으며, 평균일교차는 11.3℃로 평년(10.2℃)보다 1.1℃ 높았음 < 참고 1 (표 3) >

강수량

※ 광주·전남 일조시간은 216.5시간으로 평년(194.0시간)보다 22.5시간 많았음 < 참고 1 (표 3) >

강수량 평년비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 [강수량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광주·전남 강수량이 27.7㎜로
평년(74.1㎜)보다 적어 1973년 이래 강수량 최소 순위 중 6위를 기록하였음
그림 3. 전국 45개 지점의 2월 (위)평균기온과 그림 4. 광주·전남 7개 지점의 2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 (건조) 전반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으며, 후반
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적어 광주․전남은 건조하였음

표 2. 2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2) 이후)

구분

평균기온(편차)

평균최고기온(편차) 평균최저기온(편차)

강수량(평년비)

값

3.2℃(+0.2℃)

8.5℃(+0.3℃)

-1.7℃(-0.4℃)

36.0㎜(78%)

순위

20위

20위

23위

27위

※ 전라남도 지역은 3월 7일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20일까지 지속되었으며, 광주지역은 3월
12일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20일까지 지속되었음
※ 광주·전남은 20~21일에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눈) 서해안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하였음

▪ 7일에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인해 광주․전남에 눈이 내렸음.
※ 일최심신적설(cm): 7일(광주 1.9), 8일(광주 0.5)

2)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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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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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3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3월 일 최저기온 최저순위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7.0℃로 평년(7.0℃)과 비슷하였음(편차 0.0℃)

(단위 : ℃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27.7㎜로 평년(74.1㎜)대비 38%였음

지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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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그림 5. 전국 45개 지점의 3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2위
값

날짜

3위
값

날짜

4위
값

날짜

5위
값

날짜

값

261 해남 1971.02.03 2016.03.02 -8.1 1984.03.01 -7.6 2008.03.08 -7.5 2017.03.03 -7.4 1996.03.04 -7.4

그림 6. 광주·전남 7개 지점의 3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표 3. 3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등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값
순위

평균기온
(편차)
7.0℃
(0.0℃)
23위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편차)
(편차)
13.0℃
1.7℃
(+0.5℃)
(-0.6℃)
18위

30위

일교차
(편차)
11.3℃
(+1.1℃)

강수량
(평년비)
27.7㎜
(38%)

일조시간
(편차)
216.5시간
(+22.5시간)

6위

40위

17위

표 4. 3월 광주·전남 일극값 경신 현황

14

요소

날짜

지점 및 값(순위)

최저기온(최저)
(℃)

3일

해남 –7.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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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따뜻했던 4월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남서기류 유입, 강한 일사
○ [기온 개황]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 1973년4) 이후 광주·전남 평균기온(14.3℃)은 최고 2위(1위 1998년: 15.1℃, 평년: 12.6℃), 평균
최고기온(20.4℃)은 최고 1위(평년: 18.4℃)를, 최저기온(8.8℃)은 최고 3위(1위 1998년: 11.1℃,
평년: 7.3℃), 일조시간(242.1hr)은 최대 4위를 기록하였음 < 참고 1 (표 5) >

Chapter 1. 2017 광주·전남 기상특성 및 기후변화

□ 황사 발생
○ 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
나라로 유입되면서 19일에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 200㎍/㎥ 안팎의
옅은 황사가 관측되었음
－ 4월 광주·전남 황사발생일수는 0.7일로 평년(2.3일)보다 1.6일 적었음
※ 황사는 광주·전남 3개 목측관측 지점(광주, 목포, 여수)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하며, 2개 지점
(광주, 목포)에서 관측되었음

－ (고온)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상승
하였으며, 전반에 고기압 가장자리 및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가
잦아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참고 1

4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상층기압계) 1~3월 동안 베링해 부근에 정체되어 있던 따뜻한 상층 고기압이 북서진하면서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한기가 유입되었으나, 4월에 베링 해 부근의 상층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상층 기압계의 흐름이 원활해졌음
※ 16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 안팎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광주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 1위(30.4℃)를 경신하였음 < 참고 1 (표 6) >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전반 잦은 강수, 후반 건조
○ [강수량 개황]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 4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4.3℃로 평년(12.6℃)보다 높았음(편차 +1.7℃)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58.2㎜로 평년(99.6㎜)대비 59% 였음
※ 4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85%～115%)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여 비가 자주 내렸고,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면서 광주·전남 강수량이 평년대비 59%로 적었음
※ 최근 6개월 광주·전남 누적강수량(281.4㎜)은 평년(326.1㎜) 대비 86%이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 광주·전남 일부지역으로 약한 기상가뭄5)이 발생하였음

－ 5~6일 및 17일에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특히 5~6일에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5~6일에 내린 강수량은 광양백운산 125.5㎜, 성삼재 88.0㎜를 기록하였으며, 남해안 일부
지역(광양)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11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렸음

그림 7. 전국 45개 지점의 4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8. 광주·전남 7개 지점의 4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4)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5) 약한 기상가뭄 판단 기준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65% 이하일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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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2017 광주·전남 기상특성 및 기후변화

표 5. 4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평균기온
(편차)

평균최고기온
(편차)

평균최저기온
(편차)

14.3℃(+1.7℃) 20.4℃(+2.0℃)

8.8℃(+1.5℃)

구분
값
순위

2위

1위

3위

일조시간
(편차)
242.1hr
(+28.1hr)
4위

강수량
(평년비)
58.2㎜(59%)
38위

표 6. 4월 광주·전남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날짜

평균기온(최고)(℃)

30일

완도 20.3(1위)

16일

광주 30.4(1위)

29일

장흥 27.8(5위), 완도 25.6(5위)

30일

장흥 28.2(2위), 흑산도 23.5(4위)

30일

완도 16.7(1위)

최저기온(최고)(℃)

□ 가장 높았던 5월 평균기온: 남서풍 유입, 강한 일사
○ [기온 개황]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 및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
되었으며,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의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1973년6) 이후 가장 높았음

요소

최고기온(최고)(℃)

5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과 두 번째로 가장 적은 강수량

지점 및 값(순위)

< 참고 1 (표 7) >

－ (전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남서풍이 유입되었음
－ (후반) 우리나라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
으로 유입되었음
※ 29~30일에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며, 낮 기온이 33℃ 이상으로 올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 < 참고 1 (표 8) >

□ 고온 원인 분석
○ [기온 상승 경향] 광주·전남 5월 평균기온의 상승 경향(1.1℃/44년)이 뚜렷한
가운데 올해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졌음
□ 2017년 4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요소
순위

평균기온
(최고)

평균
최고기온
(최고)

평균
최저기온
(최고)

－ 1973년 이후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높았던 순으로 1~5위에 해당하는 해가

(단위 : 기온(℃), 강수량(㎜), 일수(일))
일최저기온
일최고기온
일조시간
10℃
20℃
(최대)
이상일수
이상일수
(최대)
(최대)

1

1998

15.1

2017

20.4

1998

11.1

1978

268.0

1998

19.6

1989

16.3

2

2017

14.3

1989

20.3

2016

9.5

2001

260.1

2016

14.1

2017

16.0

3

2016

14.2

1998

19.9

2017

8.8

2005

247.7

2017

13.3

1998

15.1

4

1989

14.1

1994

19.9

2014

8.8

2017

242.1

2014

13.3

2014

14.6

5

1994

14.0

2016

19.7

2003

8.8

1988

241.8

1975

13.0

1994

14.6

모두 2000년대 이후의 해(2017년, 2012년, 2016년, 2015년, 2009년)로 나타남
○ [최근 고온과 올해 고온 비교]
－ (최근) 2015~16년에는 5월 후반에 중국 북부 및 몽골 부근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 (올해) 우리나라 남쪽 해양으로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었으며,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평균기온 최고 1위)

○ [남서풍 유입 원인]
－ 열대 서태평양 부근의 대류활동으로 인해 서~남서풍이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그림 9. 모식도 참고 >

․ (전반)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로 필리핀 해 북쪽에 대류가 억제(하강
6)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18

19

2017 기후공감스토리 | 광주·전남 기후정보 자료집

기류, 고기압성 흐름)되어 주된 강수 구역이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서~남서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 (후반) 열대 서태평양의 일시적인 대류활동 억제로 남중국 해~필리핀 해 북쪽에
대류가 활발(상승기류, 저기압성 흐름)하였고, 이와 연계되어 형성된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성 흐름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 (평년) 일반적으로 5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자주 나타
나며, 남서쪽에서 북동진하여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에 5월
평균적으로 119.8㎜의 비가 내림

Chapter 1. 2017 광주·전남 기상특성 및 기후변화

□ 두 번째로 적었던 5월 강수량: 평년 강수량의 1/4 수준
○ [강수량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강수량(28.0㎜)이 평년(119.8㎜)대
비 23%로 매우 적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음

< 참고 1 (표 7) >

※ (1~5월 누적강수량) 올해 1~5월까지 누적된 광주·전남 강수량이 161.4㎜로 평년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43%)을 보여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상태임(최소 1위: 2000년 148.3㎜)
※ (가뭄) 최근 6개월 광주·전남 누적 강수량(230.5㎜)은 평년(402.3㎜)대비 57%로, 광주·전남 대
부분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하였음

－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어 건조하
였으며, 강수일수는 평년(9.3일)보다 3.7일 적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
었음
※ (5, 12일)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렸음
(9일)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렸음
(24일)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진하여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비가 내렸음
(31일)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상·하층간의 온도차에 의해 대기불안정이
강화되어 광주를 비롯한 전남내륙과 전남동부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가 내렸으며, 일부지역(순천, 곡성, 담양, 장성, 화순)에서는 우박을 동반한 강한비가 내렸
음

□ 황사 발생
○ (5~9일 황사) 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
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5~9일에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음

그림 9. 5월 전반과 후반에 나타난 열대 서태평양 지역 대기흐름(기류) 모식도
※ 전반과 후반 모두 열대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았으나,
전반에는 대류가 활발(상승기류) 하였고, 후반에는 대류가 억제(하강기류)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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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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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5월 광주·전남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5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요소

○ 5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8.8℃로 평년(17.4℃)보다 높았음(편차 +1.4℃)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28.0㎜로 평년(119.8㎜)대비 23%였음

평균기온(최고)
(℃)

날짜
29일

완도 24.5(1위), 진도(첨찰산) 22.3(2위), 여수 23.8(5위)

30일

진도(첨찰산) 22.6(1위), 완도 24.2(2위), 장흥 23.6(2위),
고흥 23.7(2위),
여수 24.1(3위)

25일

흑산도 26.6(4위)

29일

진도(첨찰산) 29.2(2위),

30일

완도 31.9(1위), 진도(첨찰산) 29.7(1위), 장흥 33.2(2위),
해남 31.8(2위), 여수 31.0(3위),
고흥 32.2(5위)

29일

완도 18.9(4위)

30일

여수 19.7(1위), 진도(첨찰산) 17.7(4위)

31일

완도 19.6(1위), 여수 19.5(3위)

※ 5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기온(-0.2℃～+0.2℃), 강수량(85%～115%)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최고기온(최고)
(℃)

강수량

지점 및 값(순위)

최저기온(최고)
(℃)

강수량 평년비

흑산도 27.5(3위)

그림 11. 광주·전남 7개 지점의 5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그림 10. 전국 45개 지점의 5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표 7. 5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등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
(편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편차)
(편차)

값

18.8℃
(+1.4℃)

24.9℃
(+2.2℃)

순위

최고 1위

최고 2위
1위: 1978년(25.4℃)

비고

22

일조시간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13.1℃
(+0.5℃)

259.7hr
(+37.7hr)

28.0㎜
(23%)

5.6일
(-3.7일)

최고 10위

최대 8위

최소 2위

최소 2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2년(14.1℃)
2001년(13.8℃)
1998년(13.7℃)
2003년(13.6℃)
2016년(13.4℃)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287.8hr) 1위: 1978년(5.2㎜)
1979년(283.3hr)
1978년(276.3hr)
1999년(270.8hr)
2015년(266.1hr)

1위: 1978년(2.3일)

23

2017 기후공감스토리 | 광주·전남 기후정보 자료집

6월 큰 기온 변화, 적었던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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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6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큰 기온 변화
○ [기온 개황] 전반에 기온이 평년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후반에 기
온이 크게 올라 전・후반의 기온 변화가 컸으며,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높았음

○ 6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 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1.8℃로 평년(21.3℃)보다 높았음(편차 +0.5℃)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100.7㎜로 평년(206.5㎜)대비 47%였음
※ 6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기온(-0.2℃～+0.2℃), 강수량(80%～120%)

－ (전반)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상층기압골의 영향으로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두 차례에 걸쳐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 (후반) 전반과 비교하여 상층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진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올랐음
※ (폭염) 16~24일에 내륙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며,
특히 18~19일 및 23일에는 낮 기온이 33℃ 이상으로 올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기도 하였음 <참고1 (표 10)>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소낙성 강수
○ [강수량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강수량(100.7㎜)이 평년
(206.5㎜)대비 47%로 매우 적어 1973년 이후 9번째로 적었음 < 참고 1 (표 9) >
※ (가뭄) 광주·전남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262.2㎜)은 평년(582.9㎜)대비 44%로, 기상가뭄이 발
생하였음

－ (비) 두 차례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렸음

그림 12. 전국 45개 지점의 6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13. 광주·전남 7개 지점의 6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 (6~7일)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25~26일)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대기불안정) 후반에 우리나라 부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표 9. 6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등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편차)
(편차)
(편차)

일교차
(편차)

일조시간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21.8℃
(+0.5℃)

26.9℃
(+1.1℃)

17.7℃
(+0.2℃)

9.3
(+2.3)

208.8hr
(+32.6hr)

100.7㎜
(47%)

7.7일
(-2.8일)

순위 최고 9위

최고 5위

최고 24위

최고 7위

최대 10위

최소 9위

최소 8위

구분

하층에서 따뜻한 남서류 유입 및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대기불안정으
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 평년보다 늦은 장마시작
○ [장마 시작]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6월 24일에, 남부지방은 29일,
중부지방은 7월 1일에 비가 내려 장마가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었음
○ [늦은 장마 원인]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

값

비고

1위:
2위:
3위:
4위:

1997년(27.4℃)
2005년(27.2℃)
1982년(27.1℃)
2010년(27.0℃)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7))

기압의 북상이 저지되어 장마가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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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6월 광주·전남 지점별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요소

최고기온(최고)
(℃)

최저기온(최저)
(℃)

참고 2

날짜

지점 및 값(순위)

5일

진도(첨찰산) 30.2(2위)

15일

여수 31.6(2위)

18일

해남 32.2(3위),
진도(첨찰산) 30.0(3위)

완도 31.4(3위),

19일

진도(첨찰산) 30.4(1위),
완도 31.2(5위)

해남 32.2(2위),

23일

진도(첨찰산) 29.9(4위)

4일

진도(첨찰산) 11.3(5위),

6월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2017년 6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 2017년 6월 통계값 순위(광주)
(단위 : 기온(℃))
평균
최고기온
(최고)

요소
순위

해남 9.1(5위)

(단위 : 기온(℃), 강수량(mm))
평균
강수량
최고기온
(최소)
(최고)

요소
순위

1

1997

27.4

1

2017

29.4

1983

24.6

2

2005

27.2

2

2010

29.3

1982

34.6

3

1982

27.1

3

2013

29.1

2017

42.1

4

2010

27.0

4

2012

29.1

1992

48.5

5

2017

26.9

5

1997

29.0

2007

52.0

참고 3

6월 광주·전남 지점별 극값7)(5순위 이내) 경신 현황

□ 6월 일 평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168
175

지점
명
관측개시
여수
진도
(첨찰산)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1942.03.01 2017.06.15 25.7 2005.06.24 25.5 1982.06.11 25.2 1973.06.22 25.1 1958.06.24 25.1
2001.11.03 2017.06.19 23.3 2006.06.28 23.2 2006.06.19 23.1 2002.06.04 23.1 2002.06.06 23.0

□ 6월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168
170
175
261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여수

1942.03.01 1958.06.24 32.1 2017.06.15 31.6 1958.06.25 30.8 1944.06.22 30.7 1972.06.09 30.6

완도

1971.01.31 2005.06.24 31.7 1997.06.17 31.5 2017.06.18 31.4 1999.06.13 31.4 2017.06.19 31.2

진도
(첨찰산)

해남

2001.11.03 2017.06.19 30.4 2017.06.05 30.2 2017.06.18 30.0 2017.06.23 29.9 2011.06.21 29.6
1971.02.03 1987.06.26 32.8 2017.06.19 32.2 2017.06.18 32.2 1981.06.18 32.2 1982.06.11 32.0

7)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상 지점에 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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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7월 광주·전남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7월 잦았던 폭염·열대야,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

순위

□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잦았던 폭염 및 열대야

광주·전남
폭염일수

광주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 [기온 개황]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1위

1994년

16.3

1994년

11.4

1994년

24.0

1994년

22.0

받았으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2위

1978년

7.7

2013년

11.0

1978년

14.0

1978년

17.0

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1973년8) 이후 평균기온이 세 번째로 높았음

3위

1981년

6.7

2017년

10.1

2017년

13.0

2008년

15.0

4위

1977년

6.0

1978년

9.6

2008년

11.0

2013년

14.0

5위

1990년

5.4

2008년

8.4

2005년

11.0

2017년

13.0

※ (최고기온)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서기류가 계속 유입되면
서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1973년 이후 평균 최고기온이 4위로 높았음

< 참고

1 (표 2) >
※ (최저기온)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광주·전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후 1978년,
2013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았음 < 참고 1 (표 12) >
- (극값)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저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 < 참고 1 (표 13) >

－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원인) 열대 서태평양부터 남중국해까지 넓은 영역에
서 형성된 활발한 대류활동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7))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 [강수량 개황]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북서쪽으로 확장하여
장마전선이 대체로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광주·전남 강수량은 181.3㎜로

확장되었음
○ (폭염과 열대야)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연일 무더위가 이어
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음

평년(275.3㎜)보다 적었음

< 참고 1 >

※ (가뭄지속) 7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으나,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431.9

－ (폭염) 7월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는 4.3일 (평년 2.3일)로 1973년 이
후 아홉 번째로 많았음

㎜)이 평년의 절반(52%)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음

－ (전반)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습한 남서류가 유입되는

－ (열대야) 7월 광주·전남 평균 열대야일수는 10.1일(평년 3.4일)로 1973년

가운데,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의해 중국 산둥반도 및 서해상에서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 (7월 6일)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

열대야일수 : 밤(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폭염일수 : 6.4일

평년일수 : 3.9일

열대야일수 : 6.4일

고흥지역에서는 시간당 53.6㎜의 비가 내려, 7월 1시간 강수량 최다 4위를 기록하였음
평년일수 : 2.3일

－ (후반) 북한에 위치하였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부지
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음
※ (7월 31일) 중국남부에 위치한 열대저압부와 제10호 태풍 하이탕(HAITANG)으로부터 다
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음
※ 2017년 장마의 시작과 종료 및 특성 분석은 사후분석을 통해 8월 3일에 발표될 예정임

그림 14. 전국 45개 지점의 7월 (왼쪽)폭염일수와 평년일수 및
(오른쪽)열대야일수와 평년일수 분포도

8)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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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7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7월에 8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임
※ 평년(1981~2010년) 7월 태풍 발생 수는 3.6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9개임

－ (영향태풍) 제3호 태풍“난마돌(NANMADOL)”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북
쪽에 형성된 수렴대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유입되어 4일에 남해안

○ 7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6.9℃로 평년(24.7℃)보다 높았음(편차 +2.2℃)
[강수량] 광주·전남 강수량은 181.3㎜로 평년(275.3㎜)대비 66%였음
※ 7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기온(-0.5℃～+0.5℃), 강수량(90%～110%)

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음
※ 제3호 태풍 난마돌(NANMADOL)은 2일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760㎞ 해상에서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발생하여 5일 3시 일본 도쿄 동쪽 약 240㎞ 해상에서 소멸하였음

그림 15. 전국 45개 지점의 7월 (위)평균
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일
변화 시계열

그림 16. 광주·전남 7개 지점의 7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표 12. 7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
(편차)

평균최고기온
(편차)

평균최저기온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값

26.9℃
(+2.2℃)

30.6℃
(+2.2℃)

24.0℃
(+2.1℃)

181.3㎜
(66%)

13.1일
(-0.7일)

순위

최고 3위

최고 4위

최고 1위

최저 12위

최저 23위

1위: 1994년(28.0℃) 1위: 1994년(33.0℃) 1위: 2017년(24.0℃) 1위: 1994년(53.7㎜)

1위: 1994년(5.3일)

비고 2위: 1978년(27.1℃) 2위: 1978년(31.3℃) 2위: 2013년(24.0℃) 2위: 1976년(90.4㎜) 2위: 1992년(7.0일)
표 13. 7월 광주·전남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요소
최저기온(최고)
(℃)

30

날짜

지점 및 값(순위)

15일

해남 26.5(4위)

21일

목포 27.3(1위),

24일

흑산도 25.6(1위)

광주 27.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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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광주·전남 지점별 극값9)(5순위 이내) 경신 현황

참고 3

□ 7월 일 평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156
170
175
261

지점
1위
2위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광주 1939.05.01 1994.07.24 31.1 1994.07.21
완도 1971.01.31 2013.07.31 29.6 1994.07.21
진도
2001.11.03 2017.07.24 28.3 2017.07.21

(첨찰산)

3위
4위
5위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31.1 1994.07.13 31.0 1994.07.25 30.8 2017.07.21 30.7
29.4 1994.07.20 29.4 2017.07.22 29.3 2017.07.21 29.2
27.3 2017.07.23 27.1 2017.07.20 27.1 2017.07.22 26.6

해남 1971.02.03 2001.07.31 29.9 2016.07.28 29.6 2016.07.29 29.5 2001.07.30 29.3 2017.07.24 29.2

□ 7월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175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1위
날짜

값

요소
순위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평균기온
(최고)

평균
최고기온
(최고)

(단위 : 기온(℃))
평균
최저기온
(최고)

1

1994

28.0

1994

33.0

2017

24.0

2

1978

27.1

1978

31.3

2013

24.0

3

2017

26.9

1973

30.9

1978

24.0

4

2013

26.6

2017

30.6

1994

23.9

5

1973

26.6

2013

30.1

2008

23.5

□ 2017년 7월 통계값 순위(광주)
요소

(단위 : ℃)
지점
명
관측개시

□ 2017년 7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값

진도 2001.11.03 2017.07.24 34.0 2017.07.21 32.5 2017.07.20 32.3 2017.07.19 32.2 2017.07.28 32.1
(첨찰산)

□ 7월 일 최저기온 최고순위
번호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값

순위

평균기온
(최고)

평균
최고기온
(최고)

(단위 : 기온(℃))
평균
최저기온
(최고)

1

1994

29.3

1994

34.9

1994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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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27.4

2

1978

28.0

1978

32.4

2017

24.8

165

목포 1904.04.08 2017.07.21 27.3 2016.07.29 27.3 2016.07.28 27.3 2016.07.30 27.1 2006.07.15 26.9

3

2017

27.8

1973

32.1

2013

24.5

169 흑산도 1997.01.01 2017.07.24 25.6 2001.07.31 25.5 2001.07.30 25.5 2013.07.29 25.2 2012.07.31 25.2

4

2008

27.3

2017

32.0

1978

24.5

진도 2001.11.03 2017.07.24 24.8 2017.07.21 24.4 2016.07.28 24.1 2017.07.22 24.0 2016.07.29 24.0

5

2013

27.1

2008

31.5

2008

24.4

175
261

(첨찰산)

해남 1971.02.03 2016.07.28 27.7 1988.07.13 26.9 2013.07.28 26.8 2017.07.15 26.5 2013.07.31 26.5

□ 7월 1시간 강수량 최다순위
(단위 : ㎜)
번호
262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고흥 1972.01.22 2006.07.10 62.0 2017.07.09 61.8 1987.07.15 61.5 2017.07.06 53.6 1973.07.19 51.0

9)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상 지점에 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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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상층 기압능이 정체하면서 서해상에

8월 큰 기온 변화, 8월 중반 강수 집중

위치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평년과 비슷했던 기온, 큰 기온변화
○ [기온 개황] 고기압 가장자리 및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

－ (22~24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었으며,
제 13호 태풍 하토(HATO)로부터의 수증기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평년보다 높은 기온) 고기압 가장자리 및 태풍의 영향을 받아 두 차례
기온이 높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음

□ 태풍 발생

< 참고 1 (그림 19) >

· (1~8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어 서쪽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제5호 태풍‘노루(NORU)’의 북상으
로 고온 다습한 공기까지 유입되어 무더웠음

○ 8월에 5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평년(1981~2010년) 8월 태풍 발생 수는 5.9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임

· (21~25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었음
－ (평년보다 낮은 기온)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두 차례 기온이 낮았음
· (9~20일) 우리나라 북동쪽에 상층 기압능이 정체하여 상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 낀 날씨 및 강수로 인해 무더위가 누그러졌음
· (26~31일)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서~북서풍이 유입되었으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음
－ (지역별 기온 편차)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나, 중부지방은 강수의 영향 및 찬 서~북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아 지역별 기온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최고기온) 5~7일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35℃ 이상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
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 < 참고 1 (표 15) >
※ (최저기온) 5~7일, 23~24일에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하
였고, 관측 이래 일 최저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음 < 참고 1 (표 15) >

□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중반에 집중된 강수량
○ [강수량 개황] 서해상에 정체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으로 비가
자주 내렸으나, 광주․전남 강수량은 224.8㎜로 평년보다 적었음(평년비 88%) < 참고 1

>

※ (가뭄)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656.8㎜)이 평년대비 60% 수준으로 기상가뭄이 지속 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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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8월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8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요소

○ 8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었음
[기온] 평균기온은 26.7℃로 평년(25.8℃)과 비슷하였음(편차 +0.9℃)

날짜

최고기온(최고)
(℃)

- 광주 평균기온은 27.0℃로 평년(26.2℃)보다 0.8℃ 높았음
[강수량] 강수량은 224.8㎜로 평년(260.1㎜)대비 88%였음
최저기온(최고)
(℃)

- 광주 강수량은 280.5㎜로 평년(297.8㎜)대비 94%였음
※ 8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90%～110%)
평균기온

지점 및 값(순위)

5일

해남 37.2(2위),

광주 36.9(5위)

6일

해남 37.2(1위),

광주 37.3(3위),

7일

여수 35.9(3위)

5일

여수 28.2(2위)

6일

여수 28.1(3위)

7일

여수 28.7(1위),

완도 27.3(5위)

24일

목포 27.7(2위),

해남 27.1(4위),

여수 34.9(5위)

여수 27.7(5위)

평균기온 편차

○ [폭염과 열대야] 8월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는 11.1일로 평년(3.6일)수준보다
많았으며, 열대야일수는 8.4일로 평년(5.0일)보다 많았음
※ 특히, 광주의 폭염일수는 10.0일로 1973년 이후 열한 번째로 많았음
폭염일수 : 5.8일
강수량

평년일수 : 5.3일

열대야일수 : 4.5일

평년일수 : 2.8일

강수량 평년비

그림 17. 전국 45개 지점의 8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18. 광주·전남 7개 지점의 8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그림 19. 전국 45개 지점의 8월 (왼쪽)폭염일수와 평년일수 및
(오른쪽)열대야일수와 평년일수 분포도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열대야일수 : 밤(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일수

표 14. 8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10)

이후)

구분

평균기온
(편차)

평균최고기온
(편차)

평균최저기온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값

26.7℃
(+0.9℃)

31.0℃
(+1.1℃)

23.2℃
(+0.6℃)

224.8㎜
(88%)

12.1일
(-0.3일)

순위

최고 12위

최고 12위

최고 16위

최다 24위

최대 18위

1위: 2013년(27.7℃) 1위: 2013년(32.5℃) 1위: 2010년(24.6℃) 1위: 2002년(595.1㎜) 1위: 1993년(20.4일)

비고 2위: 2016년(27.3℃) 2위: 2016년(32.3℃) 2위: 2012년(24.3℃) 2위: 1993년(517.1㎜) 2위: 2014년(18.7일)
10)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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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월 지점별 극값 (5순위 이내) 경신 현황

참고 4

□ 2017년 8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 2017년 8월 통계값 순위(광주)

□ 8월 일 평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7.08.05 31.5 2012.08.05 31.4 2013.08.10 31.0 2012.08.01 31.0 1994.08.13 31.0

165

목포 1904.04.08 1994.08.13 30.7 1966.08.07 30.7 1942.08.07 30.5 2017.08.05 30.4 1966.08.06 30.4

168

여수 1942.03.01 2017.08.07 31.7 1966.08.03 31.3 2017.08.06 31.2 2017.08.05 30.5 2016.08.14 30.4

170

완도 1971.01.31 2013.08.20 30.4 1994.08.13 30.4 2017.08.07 30.2 2017.08.06 30.2 2013.08.11 30.1

261

해남 1971.02.03 2013.08.10 30.1 2012.08.01 30.1 2013.08.09 29.9 2017.08.06 29.8 2017.08.05 29.8

262

고흥 1972.01.22 2017.08.06 30.5 1994.08.13 30.5 1983.08.03 30.5 1983.08.04 30.3 1983.08.02 30.3

요소
순위

평균기온
(최고)

(단위 : 기온(℃))
평균
최고기온
(최고)

요소
순위

평균기온
(최고)

(단위 : 기온(℃))
평균
최고기온
(최고)

1

2013

25.6

1994

30.1

1

1994

26.6

1994

32.1

2

1994

25.4

2013

29.8

2

2013

26.5

2013

31.2

3

2017

25.2

2017

29.5

3

2017

26.0

2017

31.0

4

1978

25.1

1978

29.5

4

2010

26.0

2010

30.7

5

2016

25.0

1973

29.3

5

2016

25.9

2016

30.6

□ 8월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156

광주 1939.05.01 2012.08.05 37.7 2017.08.06 37.3 2016.08.12 37.2 2017.08.05 36.9 1983.08.05 36.9

168

여수 1942.03.01 1969.08.15 36.4 1966.08.03 36.4 2017.08.07 35.9 1996.08.14 35.4 2017.08.06 34.9

□ 8월 일 최저기온 최고순위
(단위 : ℃)
번호

38

지점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165

목포 1904.04.08 2017.08.24 27.7 2012.08.02 27.6 1998.08.08 27.6 1998.08.07 27.3 1994.08.14 27.1

168

여수 1942.03.01 2017.08.07 28.7 2017.08.05 28.2 2017.08.06 28.1 2016.08.15 28.1 2017.08.24 27.7

170

완도 1971.01.31 1998.08.08 28.1 1998.08.12 27.7 1995.08.24 27.7 2012.08.02 27.6 2017.08.07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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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다소 적었음

9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9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었음

□ 평년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큰 기온
○ [기온 개황] 바이칼 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기온] 평균기온은 21.9℃로 평년(21.8℃)과 비슷하였음(편차 +0.1℃)
- 광주 평균기온은 22.4℃로 평년(21.9℃)보다 0.5℃ 높았음

세력을 유지한 가운데, 초반에는 상층 찬 공기의 유입으로 쌀쌀, 후반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어 늦더위가 나타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였음

[강수량] 강수량은 118.2㎜로 평년(166.9㎜)대비 72%였음
- 광주 강수량은 108.8㎜로 평년(150.5㎜)대비 72%였음

－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하였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 9월 전국 평년 비슷 범위 기준 : 기온(-0.4℃～+0.4℃), 강수량(75%～125%)

큰 날이 많았음
· (초반) 1~7일에 우랄산맥~바렌츠 해 부근에 형성된 상층 기압능으로 인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해 바이칼 호 부근에 상층 기압골이 위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였음
· (후반) 23~28일에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
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늦더위가 나타났음
※ (북태평양고기압) 열대 서태평양에서의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된 채 세력을 유지하였음
※ (고온) 특히, 25~26일에는 광주·전남를 중심으로 30℃를 웃도는 고온현상이 나타났음

□ 강수량 평년대비 72% 수준으로 건조
○ [강수량 개황]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은 가운데, 세 차례(6, 11, 27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전국 강
수량이 118.2㎜로 평년보다 다소 적었음(평년비 72%).

< 참고 >

그림 20. 전국 45개 지점의 9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21. 광주·전남 7개 지점의 9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 (10~11일 강수)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져 많은 비가 내렸음

표 16. 9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12) 이후)

구분

평균기온
(편차)

평균최고기온
(편차)

평균최저기온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값

21.9℃
(+0.1℃)

26.7℃
(+0.1℃)

17.8℃
(-0.1℃)

118.2㎜
(72%)

6일
(-3일)

최고 21위

최고 23위

최고 22위

최다 23위

최소 11위

※ (가뭄) 광주·전남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711.2㎜)은 평년대비 63%로 기상 가뭄이 지속 중임

□ 태풍 발생
○ 9월에 4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임
※ 평년(1981~2010년) 9월 태풍 발생 수는 4.9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7개임

순위
비고

1위: 1975년(24.0℃) 1위: 1975년(28.4℃) 1위: 1975년(20.3℃) 1위: 1981년(567.7㎜) 1위: 2007년(15.4일)
2위: 2010년(23.3℃) 2위: 2010년(27.8℃) 2위: 1999년(20.1℃) 2위: 2007년(486.9㎜) 2위: 2004년(13.4일)

○ (영향태풍) 제18호 태풍‘탈림(TALIM)’의 영향을 받아 동풍이 지속된 동
해안을 중심으로 17일에 비가 내렸음
※ 제18호 태풍 탈림(TALIM)은 9일 21시 괌 북서쪽 약 250㎞ 해상에서 발생하여 18일 9시 일
본 삿포로 남서쪽 약 220㎞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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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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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았던 10월

Chapter 1. 2017 광주·전남 기상특성 및 기후변화

참고 1

10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 평년보다 높은 기온: 잦은 구름 낀 날씨로 최저기온 크게 상승
○ [기온 개황]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 및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야간 복사냉각이 약하여 최저기온이 크

○ 10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기온] 평균기온은 16.8℃로 평년(16.1℃)보다 높았음(편차 +0.7℃)
- 광주 평균기온은 17.0℃로 평년(15.8℃)보다 1.2℃ 높았음

게 상승하면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 (극값) 최저기온은 평년(11.2℃)보다 1.5℃ 높아 1973년13) 이후 최고 5위를 기록하였고, 일

[강수량] 강수량은 110.4㎜로 평년(47.2㎜)대비 235%였음
- 광주 강수량은 85.4㎜로 평년(46.8㎜)대비 183%였음

교차는 평년(10.6℃)보다 1.6℃ 낮아 최저 4위를 기록하였으며, 일조시간은 평년(210.6시간)보다
38.0시간 적어 최소 4위를 기록하였음 < 참고 1 (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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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일)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평년보다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 (극값) 10일에는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이 경신되었음
< 참고 1 (표 18) >

－ (12~13일, 30~31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
았으며, 31일에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첫 서리가 관측되었음
※ 올해 첫 서리는 10월 31일 광주에서 관측되었으며 평년보다 4일 빨랐음.

○ [강수량 개황]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광주·전남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 (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763.4㎜)은 평년대비 71%로 다소 부족한 상태로 기상가뭄이
일부지역에서 지속 중임

－ (전반 많은 강수량, 후반 건조) 전반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였으나, 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그림 22. 전국 45개 지점의 10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23. 광주·전남 7개 지점의 10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영향을 받아 건조하였음
· (1~2일)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특
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극값) 1일에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일 강수량 최다 극값을 기록하였음 < 참고 1 (표 2) >

13)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
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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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10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편차)
(편차)
(편차)

일교차
(편차)

일조시간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16.8℃
(+0.7℃)

21.6℃
(-0.2℃)

12.7℃
(+1.5℃)

9.0℃
(-1.6℃)

172.6시간
(-38.0시간)

110.4㎜
(235%)

7.3일
(+1.6일)

순위 최고 11위

최고 24위

최고 5위

최저 4위

최소 4위

최다 6위

최대 13위

1위: ‘06년(17.9)

1위: ‘77년(24.8)

1위: ‘16년(13.9)
2위: ‘98년(13.5)

값

비고 2위: ‘98년(17.8) 2위: ‘06년(24.5)

1위: ‘16년( 7.4) 1위: ‘16년(105.5) 1위: ‘16년(195.0)
2위: ‘75년( 8.7) 2위: ‘00년(106.8) 2위: ‘80년(141.3)

1위: ‘16년(11.7)
2위: ‘85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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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10월 일극값 경신 현황 (관측 이래)

요소

날짜

평균기온(최고)
(℃)
최고기온(최고)
(℃)
최저기온(최고)
(℃)
강수량(최다)
(㎜)

10일
10일

참고 3

지점 및 값(순위)

□ 10월 일 평균기온 최고순위

여수 23.4(4위)

(단위 : ℃)

여수 27.3(4위),

진도(첨찰산) 26.8(4위)

번호
168

2일

완도 21.3(5위),

1일

흑산도 59.0(3위),

장흥 71.1(2위), 해남 86.1(4위),

고흥 94.5(2위)

순위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여수 1942.03.01 2016.10.03 24.8 2005.10.01 24.1 2013.10.07 23.9 2017.10.10 23.4 2016.10.04 23.4

□ 10월 일 최고기온 최고순위
(단위 : ℃)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175

□ 2017년 10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요소

지점
명
관측개시

진도(첨찰산) 18.6(5위)

번호
168

참고 2

10월 지점별 극값14)(5순위 내) 경신 현황

평균
최저기온
(최고)

진도
2001.11.03 2016.10.04 27.5 2013.10.07 27.1 2002.10.17 26.9 2017.10.10 26.8 2013.10.01 26.6
(첨찰산)

□ 10월 일 최저기온 최고순위
(단위 : 기온(℃), 일조시간(h))
일교차10℃이상일수
일조시간
(최소)
(최소)

일교차
(최저)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여수 1942.03.01 1978.10.03 28.4 1978.10.01 27.7 1977.10.15 27.6 2017.10.10 27.3 1995.10.13 27.1

1

2016

13.9

2016

7.4

2016

105.5

1985

11.0

2

1998

13.5

1985

8.7

2000

106.8

1975

11.9

3

1975

12.9

1975

8.7

1985

169.9

2017

12.0

4

2006

12.8

2017

9.0

2017

172.6

1973

12.4

5

2017

12.7

1980

9.3

1975

177.5

1983

13.3

(단위 : ℃)
지점
번호
170
175

명
완도

1위
2위
3위
4위
5위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1971.01.31 2013.10.07 22.2 2005.10.01 22.0 2013.10.06 21.9 2016.10.03 21.8 2017.10.02 21.3

진도
2001.11.03 2002.10.05 19.7 2016.10.02 19.2 2013.10.07 19.1 2016.10.03 18.8 2017.10.10 18.6
(첨찰산)

□ 10월 일강수량 최다순위
(단위 : mm)
지점
번호

명

관측개시

1위
날짜

값

2위
날짜

값

3위
날짜

값

4위
날짜

값

5위
날짜

값

169 흑산도 1997.01.01 2007.10.07 144.5 2015.10.01 65.5 2017.10.01 59.0 2009.10.30 57.0 2001.10.27 43.0

□ 2017년 10월 통계값 순위(광주)
요소
순위

175

(단위 : 기온(℃), 일조시간(h))
평균
일교차
최저기온
(최저)
(최고)

1

2016

13.6

2016

7.9

2

1998

13.4

1985

9.0

3

2006

13.2

2017

9.3

4

2008

13.0

1975

9.6

5

2017

12.8

1980

9.8

진도
2001.11.03 2017.10.01 62.5 2007.10.25 52.5 2016.10.05 48.4 2015.10.01 47.0 2014.10.31 45.0
(첨찰산)

260

장흥 1972.01.21 2016.10.05 74.7 2017.10.01 71.1 1994.10.11 67.0 1978.10.27 64.5 2015.10.01 63.5

261

해남 1971.02.03 1994.10.11 98.0 2016.10.08 92.2 2016.10.05 89.4 2017.10.01 86.1 1999.10.11 54.0

262

고흥 1972.01.22 2016.10.05 125.1 2017.10.01 94.5 1978.10.27 89.2 1975.10.11 89.1 1985.10.05 72.5

□ 10월 1시간 강수량 최다순위
(단위 : mm)
번호
261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명
관측개시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해남 1971.02.03 2016.10.08 55.3 2017.10.01 46.9 2016.10.05 32.0 1994.10.11 21.0 2014.10.21 20.0

262

고흥 1972.01.22 2016.10.05 39.9 1978.10.27 22.0 2017.10.01 21.7 1985.10.10 21.5 2012.10.27 20.0

14)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상 지점에 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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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하였던 11월
□ 평년보다 낮은 기온 : 후반 상층 찬 공기의 지속적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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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기온 원인 분석
[중위도 기압계] 북태평양-베링 해와 우랄산맥 부근에 형성된 두 상층 고

[기온 개황] 전반에는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후반에는 차고 건조한

기압 사이로 상층 찬 공기가 머물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가 유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입되어 추운 날이 지속되었음

평년보다 낮았음
※ (일조시간) 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197.7시간(평년 171.4시간, 편차
+26.3시간)으로 1973년15) 이후 최대 7위를 기록하였음 < 참고 2 (표 20) >

－ (전반) 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크
게 나타났음

< 해역 명칭 및 모식도, 참고 1 >

－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빙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척치 해 및 바렌츠-카라 해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은 해빙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부근으로 상층 고기압이 발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음의 북극진동*] 11월 중반 이후부터 음의 북극진동이 나타나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었음

－ (후반) 우리나라 북동쪽 북태평양~베링 해 지역에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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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체한 가운데, 우리나라 북서쪽의 우랄산맥 부근으로도 상층 고기

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음의 북극진동 해에 북극 소용돌이가 느슨해지면서 북극

압이 발달하여 두 상층 고기압 사이로 위치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

지역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되어 추운 날이 계속되었음

[라니냐] 열대 중태평양~동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낮

※ (19일) 평년보다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은 약한 라니냐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라니냐 해에 북태평양~베링 해 지

추운 날씨를 보였음(평균기온 편차 –3.9℃)

역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라니냐의 영향이 일부 나타
나고 있음

□ 평년대비 3%로 매우 적었던 강수량
[강수량 개황]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광주․전
남 강수량이 평년대비 3%로 매우 적었음(1973년 이후 최소 1위)
※ (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736.9㎜)은 평년대비 73%로 다소 부족한 상태로 일부지역에서 기상가뭄이
지속 중임

－ (비) 3일에 중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비가 내렸으며,
10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 (눈) 후반에 상층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 내렸음
· (23일)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과 서해상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어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음
15)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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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보다 빨리 내린 광주․전남 첫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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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역 명칭 및 모식도

올해 첫 눈은 11월 18일에 목포와 흑산도를 시작으로 23일에 광주에서 관측되
었으며, 광주의 경우 작년보다 21일, 평년보다 2일 빨랐음
표 19. 첫 눈 관측일(평년대비) 현황

첫 눈

18일

목포(-10), 흑산도(-14)

23일

광주(-2)

※ (-)는 평년보다 빠름, (+)는 평년보다 늦음을 의미함

□ 두 차례 황사 발생
내몽골 고원과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
여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11월 8일, 22일에 광주․전남 일부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 태풍 현황
11월에 3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그림 24. 해역 명칭 및 11월 추위 지속과 관련된 중위도 기압계 모식도

※ 평년(1981~2010) 11월 태풍 발생 수는 2.3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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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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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광주·전남 기온 및 강수량 현황

참고 3

1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기온] 평균기온은 8.8℃로 평년(9.6℃)보다 낮았음(편차 –0.8℃)

□ 2017년 11월 통계값 순위(광주·전남 평균)
(단위 : 기온(℃), 일강수량(㎜), 강수일수(일))
요소

- 광주 평균기온은 8.8℃로 평년(9.1℃)보다 -0.3℃ 낮았음
[강수량] 강수량은 1.5㎜로 평년(48.2㎜)대비 3%였음
- 광주 강수량은 2.1㎜로 평년(48.8㎜)대비 4%였음
※ 11월 광주·전남 평년 비슷 범위 기준 : 기온(-0.5℃～+0.5℃), 강수량(80%～120%)
평균기온

광주·전남 극값(5순위 이내) 경신 현황

평균기온 편차

순위
1
2
3
4
5

일교차
(최고)
1995
2010
2017
2001
1992

강수량
(최소)

12.0
11.5
11.2
11.2
11.1

2017
2007
2010
1988
1986

강수일수
(최소)

1.5
2.7
9.9
12.9
13.8

2007
2017
1994
2010
1984

2.4
3.1
3.3
4.3
4.6

□ 2017년 11월 통계값 순위(광주)
(단위 : 일강수량(㎜), 강수일수(일), 일조시간(hr))
요소

일강수량
(최고)

순위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최소)

일조시간
(최대)

1

2017

2.1

2017

3.0

1998

203.9

2
3
4
5

2007
2010
2001
1981

3.3
7.4
15.3
15.5

1994
2010
2007
1986

3.0
4.0
5.0
5.0

2017
1991
1973
1995

201.0
200.4
198.7
195.5

참고 4

11월 지점별 극값16)(5순위 내) 경신 현황

□ 11월 일 평균기온 최저순위
그림 25. 전국 45개 지점의 11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아래)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26. 광주·전남 7개 지점의 11월 (위)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아래)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표 20. 1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편차)
(편차)
(편차)

일교차
(편차)

일조시간
(편차)

강수량
(평년비)

강수일수
(편차)

8.8℃
(-0.8℃)

14.6℃
(-0.5℃)

3.4℃
(-1.5℃)

11.2℃
(+1.0℃)

197.7시간
(+26.3시간)

1.5㎜
(3%)

3.1일
(-4.3일)

순위 최고 33위

최고 31위

최고 38위

최고 3위

최대 7위

최소 1위

최소 2위

1위: ‘11년(12.8)

1위: ‘90년(17.8)

1위: ‘11년(8.8)
2위: ‘15년(8.6)

2위: ‘07년(2.7)

1위: ‘07년(2.4)

값

비고 2위: ‘90년(12.1) 2위: ‘11년(17.4)

1위: ‘95년(12.0) 1위: ‘73년(216.3)
2위: ‘10년(11.5) 2위: ‘01년(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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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2.6 2008.11.19 3.1 2013.11.28 3.2 2017.11.30 4.2 2002.11.18 4.3

16) 극값은 관측개시 10년 이상 지점에 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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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2

강수량 평년비

광주·전남 2017년 계절별 기상특성 분석

2016/2017년 겨울철 기상특성
그림 29. 전국 45개 지점의 겨울철 강수량

□ 겨울철 기온

그림 30.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겨울철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 겨울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3.6℃로 평년(2.9℃)보다 0.7℃ 높았음
－ 12월과 1월의 평균기온은 5.3℃, 2.5℃로 평년(12월 3.9℃, 1월 1.5℃)보다 1.4℃, 1.0℃
높았으며, 2월의 평균기온은 3.2℃로 평년(3.0℃)과 비슷하였음(편차 +0.2℃)
－ 12월 후반~1월 전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포근하였으며, 1월
중반~2월 중반에는 주기적으로 강한 추위가 있었음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표 21. 겨울철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편차)

평균최고기온(편차) 평균최저기온(편차)

강수량(평년비)

값

3.6℃(+0.7℃)

8.6℃(+0.8℃)

-0.8℃(+0.5℃)

116.5㎜(116%)

순위

10위

7위

12위

14위

□ 12월 태풍
○ 12월에 1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평년(1981~2010) 12월 태풍 발생 수는 1.2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음
※ 제26호 태풍 녹텐(NOCK-TEN)은 22일 03시 괌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 28일 03시 필리핀 마

그림 27. 전국 45개 지점의 겨울철 평균
기온과 편차(℃) 분포도

그림 28.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겨울철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닐라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

□ 겨울철 강수량
○ 겨울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116.5㎜로 평년(103.3㎜)대비 116%를 기록하였음
－ 12월 강수량은 69.0㎜로 평년(26.1㎜)보다 많았고, 1월에는 11.5㎜로 평년
(31.3㎜)보다 적었으며, 2월에는 36.0㎜로 평년(46.4㎜)보다 다소 적었음

－ 12월 후반과 2월 후반에 강수량이 집중되었으며, 1월~2월 전반 동안은
건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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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전반에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2017년 봄철 기상특성

자주 통과하여 비가 자주 내렸으나, 4월 후반 ~ 5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 봄철 기온

주로 받아 광주·전남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

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3.4℃로 평년(12.3℃)보다 1.1℃ 높았으며,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음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 3월 평균기온은 7.0℃로 평년 (7.0℃)과 비슷하였고, 4월에는 14.3℃로
평년(12.6℃)보다 1.7℃ 높았으며, 5월에는 18.8℃로 평년(17.4℃)보다 1.
4℃ 높았음
－ 3월에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음

그림 33. 전국 45개 지점의 겨울철 강수량
(㎜)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5월에는 남
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과 강한 일사로 인해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그림 34.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겨울철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표 22. 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및 강수량 순위 현황 (1973년 이후)

구분

평균기온(편차)

평균최고기온(편차) 평균최저기온(편차)

강수량(평년비)

값

13.4℃(+1.1℃)

19.4℃(+1.5℃)

7.9℃(+0.5℃)

114.0㎜(39%)

순위

최고 3위

최고 1위

최고 12위

최소 3위

□ 봄철 황사
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그림 31. 전국 45개 지점의 봄철 평균
기온과 편차(℃) 분포도

그림 32. 광주·전남 7개 지점의 봄철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유입되면서 4월 19일에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5월 5~9일에는
전국에 황사가 관측되었음

□ 봄철 강수량
봄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114.0㎜로 평년(293.5㎜)대비 39%를 기록하였으
며,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
－ 3월, 4월, 5월 강수량은 27.7㎜, 58.2㎜, 28.0㎜로 평년(3월 74.1㎜, 4월 99.6㎜, 5월
119.8㎜)보다 적었음

－ 3월 후반에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적어 광주·전남은 건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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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강수량

2017년 여름철 기상특성
□ 여름철 기온

○ 여름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506.8㎜로 평년(742.0㎜)대비 68%로, 1973년

○ 여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2℃로 평년(23.9℃)보다 1.3℃ 높아, 1973년 이
래 최고 3위를 기록하였으며, 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29.5℃,
21.6℃로 평년보다 1.4℃, 0.9℃ 높아 최고 3위와 6위를 기록하였음
－ 6월, 7월, 8월 평균기온은 21.8℃, 26.9℃, 26.7℃로 평년(6월 21.3℃, 7월 24.7℃, 8
월 25.8℃)보다 0.5℃, 2.2℃, 0.9℃ 높았음

이래 최소 12위를 기록하였음
－ 6월 강수량은 100.7㎜로 평년(206.5㎜)보다 적었고, 7월에는 181.3㎜로 평년
(275.3㎜)보다 적었으며, 8월에는 224.8㎜로 평년(260.1㎜)보다 다소 적었음

－ 여름철 광주의 강수량은 534.2㎜로 평년(788.3㎜)대비 68%로, 1973년 이래
최소 12위를 기록하였음

－ 여름철 광주의 평균기온은 26.0℃로 평년(24.7℃)보다 1.3℃ 높아, 1973년
강수량

이래 최고 3위를 기록하였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비

평균기온 편차

그림 37. 전국 45개 지점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그림 38. 광주·전남 7개 지점의 여름철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표 24. 1973년 이래 광주‧전남의 여름철 순위 현황
그림 35. 전국 45개 지점의 여름철 평균
기온과 편차(℃) 분포도

그림 36. 광주·전남 7개 지점의 여름철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 여름철 광주․전남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11.1일과 18.4일로 평년
(6.0일, 8.4일)보다 많았음

－ 특히, 광주의 경우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각각 28일과 22일로 평년

순위
평균기온(최고)
(℃)
평균최고기온(최고)
(℃)
평균최저기온(최고)
(℃)
강수량(최소)
(㎜)

1위

2위

3위

4위

5위

2013년

25.6 1994년

25.4 2017년

25.2 1978년

25.1 2016년

25.0

1994년

30.1 2013년

29.8 2017년

29.5 1978년

29.5 1973년 29.3

2013년

22.4 2012년

22.0 2010년

21.9 2016년

21.8 1978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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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일, 12.3일)보다 많았음
표 25. 1973년 이래 광주의 여름철 순위 현황

표 23. 1973년 이래 여름철 광주‧전남과 광주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현황

순위

광주‧전남

1위

폭염일수
1994년
24.3

열대야일수
1994년
24.1

폭염일수
1994년
41.0

열대야일수
1994년
37.0

2위

2016년

18.4

2013년

23.7

2016년

30.0

2013년

31.0

3위

2013년

16.3

2017년

18.4

2017년

28.0

2010년

31.0

4위

1990년

15.1

2010년

17.9

2012년

25.0

2016년

27.0

5위

2004년

13.0

2012년

17.7

2013년

22.0

2008년

23.0

2017년 11.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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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광주

2017년 22.0일(6위)

평균기온(최고)
(℃)
평균최고기온(최고)
(℃)
평균최저기온(최고)
(℃)
강수량(최소)
(㎜)

1위

2위

3위

4위

5위

1994년 26.6 2013년 26.5 2017년 26.0 2010년 26.0 2016년 25.9
1994년 32.1 2013년 31.2 2017년 31.0 2010년 30.7 2016년 30.6
2013년 23.1 2010년 22.7 1994년 22.5 2017년 22.3 2016년 22.3
1977년 332.7 1995년 357.8 1994년 369.2 1982년 380.8 1983년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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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1973년 이후 광주·전남 평균의 가을철 순위 현황

2017년 가을철 기상특성

순위

□ 가을철 기온
가을철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5.8℃)과 0.0℃ 같았음

강수일수(최소)
(일)

1위

2위

3위

4위

5위

1994년 13.7 1974년 14.6 1991년 15.9 2017년 16.4 1988년 16.7

－ 9월 평균기온은 21.9℃로 평년(21.8℃)보다 높았고, 10월에는 16.8℃로 평년(16.
1℃)보다 높았으며, 11월에는 8.8℃로 평년(9.6℃)보다 낮았음

－ 가을철 광주의 평균기온은 16.1℃로 평년(15.6℃)보다 0.5℃ 높았음
평균기온

평균기온 편차

표 26. 1973년 이후 광주 평균의 가을철 순위 현황

순위
강수일수(최소)
(일)

1위

2위

3위

4위

1994년 13.0 2017년 16.0 1974년 17.0 1991년 18.0

5위
1988

18.0

□ 태풍현황
올해는 총 25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0개가 가을철에 발생하
그림 39. 전국 45개 지점의 가을철
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그림 40.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가을철 평균기온 일변화 시계열

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개(제18호 태풍‘탈림’)임
※ 평년(1981~2010) 가을철의 태풍 발생 수는 10.8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0.8개임

□ 가을철 강수량
가을철 광주․전남 강수량은 230.1㎜로 평년(262.3㎜)대비 88%였음
※ 광주·전남 강수일수는 16.4일로 평년(22.1일)보다 5.7일 적어 1973년 이후 최소 4위를 기록하였음

－ 9월 강수량은 118.2㎜로 평년(166.9㎜)보다 적었고, 10월에는 110.4㎜로 평년
(47.2㎜)보다 많았으며, 11월에는 1.5㎜로 평년(48.2㎜)보다 적었음

－ 가을철 광주의 강수량은 196.3㎜로 평년(246.1㎜)대비 80%로 평년보다 적어
1973년 이후 최다 28위를 기록하였음
강수량

강수량 평년비

그림 41. 전국 45개 지점의 가을철 강수량(㎜)과
강수량 평년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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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가을철 강수량(㎜) 일변화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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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017년 장마 및 태풍 특성 분석

[표28] <올해(2017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기간 강수일수 및 평균강수량>
올해

평년

강수일수(일) 평균강수량(㎜)(평년비(%)) 강수일수(일)

광주․전남 2017년 장마현황
□ 2017년 장마현황
○ 올해 장마는 6월 24일에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7월 29일에 종료되었음
○ 장마기간은 31일로 평년(32일)보다 1일 짧았음

평균강수량(㎜)

중부지방
남부지방
광주·전남

18.5
15.7
13.6

439.0(120%)
184.1 (53%)
185.5(49%)

17.2
17.1
17.7

366.4
348.6
376.3

제주도

8.0

90.2 (23%)

18.3

398.6

전국

16.9

291.7 (81%)

17.1

356.1

※ 전국: 45개 지점 평균(중부 19개 지점, 남부 26개 지점)

○ 장마기간 동안 광주·전남 강수량은 185.5㎜로 평년(376.3㎜)보다 적었음
(평년대비 49%)

※ 광주·전남 7개 지점(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평균

□ 2017년 장마 시작과 종료일
○ 올해 장마는 제주도, 남부, 중부지방 모두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어 늦게 종
료되었음
－ (장마시작) 우리나라의 남쪽에 머물러 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
여 제주도에 6월 24일에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남부지방은 6월 29일에, 중부지방은 7월 1일에 비가 내리
면서 장마가 시작되었음
－ (장마종료) 북한지방에 위치해 있던 장마전선이 7월 21일부터 남하하여 7
월 26일에 제주도에 비가 내린 후 제주도의 장마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그림 43. 장마기간(6.24∼7.29) 강수량(㎜) 및 강수량 평년비(%)

북한지방에서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남부와 중부지방에 7월 29일에
[표27] <올해(2017년)와 평년(1981∼2010년)의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및 기간>
시작
7. 1

올해
종료
7.29

기간(일)
29

시작
6.24～25

평년
종료
7.24～25

기간(일)
32

(광주·전남)

6.29

7.29

31

6.23

7.23～24

32

제주도

6.24

7.26

33

6.19～20

7.20～21

32

중부지방
남부지방

비가 내린 후 남부와 중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되었음

□ 2017년 장마특성
○ 늦은 장마 시작과 종료
－ (늦은 시작) 몽골 북쪽 대기 상층에 기압능이 발달하여 그 동쪽에 위치한
한반도 상공으로 북서류가 유입되어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었음
－ (늦은 종료) 7월 19일에 북한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7월 21일에 다시 남하하여 7월 29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년보다 늦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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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와 중부지방의 큰 강수량 차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았던 강수량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으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강수량이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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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마기간 동안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여 남부지방은
폭염이, 중부지방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2017년 장마 강수량은 평
년대비 81%를 기록하였음

※ (남북 강수량) 평년(1981~2010년) 남부와 중부지방의 평균 강수량 차이는 17.8㎜이나,
올해 남북 장마 강수량의 차이가 254.9㎜로 매우 컸으며, 특히 제주도는 평년 강
수량의 23% 수준, 남부지방은 53% 수준으로 매우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음

광주․전남 2017년 태풍현황
□ 태풍현황

○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 (원인)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하여 세력을
유지한 채 그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수증기가 다량으
로 유입되는 가운데 (1) 서쪽에서 다가온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국
산둥반도 및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었으며, (2)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수렴된 강한 수증기가 우리나라

○ 올해는 총 15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4개가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개(제3호 태풍‘난마돌’, 제5호 태풍‘노루’)임
※ 평년(1981~2010) 여름철의 태풍 발생 수는 11.2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2개임

○ 제5호 태풍‘노루(NORU)’는 18일의 지속기간(7.21.09:00~8.8.15:00)을 보이며,
1951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수명을 가진 태풍으로 기록되었음

를 통과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음
※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원인) 열대 서태평양부터 남중국해까지 넓은 영역에서 형성된
활발한 대류활동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되었음
※ (16일)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많은 수증기가 통과하
면서 청주에 290.2㎜, 천안에 232.7㎜의 많은 비가 내려 관측 이래 일 강수량 1위
를 경신하였음

※ 추가 설명
⇒ 일반적으로 장마는 여름철동안 장기간 내리는 비로 생각되고 있는데,
올해 장맛비가 짧은 시간 동안 국지성 호우 형태로 비가 내려 일반적인 장
마로 인식되기 어려웠음
⇒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장마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장마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은 경향이었음
· 2014~2015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발달하여 장마전선이 주로
우리나라의 남쪽에 머물러 장마 강수량이 평년보다 매우 적었음(2014년
40%, 2015년 68%)
· 2016년에는 장마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였으나,
7월 1~6일까지 단 6일 동안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2016년 장마강
수량은 평년대비 94%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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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기후변화 공감 프로그램

제5회 도전! 기후벨 퀴즈대회
미래세대의 주역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골든벨 퀴즈방식의 기상,
기후변화, 환경 관련 문제풀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일자: 2017. 6. 17.(토) 14:00~17: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상: 광주지역 초등학생 146명 (학부모 포함 총 400여명) *1회~5회 총 868명 참가
▪주최/후원: 광주지방기상청,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운영방식: 집단 문제풀이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 선발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결선

참가자 전원

예선 탈락자
(63명 대상)

예선·패자부활전
통과자(100명 대상)

본선 통과자
(18명 대상)

본선참가자 83명 선발

본선참가자 17명 선발

결선참가자 18명 선발

총점 고득점 순 시상

▪시상: 기상청장상 등 총 18명(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4), 장려상(10))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청소년과 기후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가는
기후변화 소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과 자발적 실천 유도
▪일자: 2017. 7. 11.(화) ▪장소: 전남대학교
▪대상: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등 총 183명
▪주제: 우리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고, 우리의 만남은 미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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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후변화의 이해와 정책 특별강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방법 주제발표,
지구를 살리는 공감 토론, 음악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공감 콘서트 등

Chapter 2. 2017 기후공감 발자취

기상기후사진 순회 전시회
사진으로 만나는 기상기후 현상을 통해 기상과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 대응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중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기간: 2017년 3~11월/총 7회 ▪장소: 광주‧전남 과학전시체험관 등 ▪관람인원: 약 54,600명
▪주요내용: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기후변화 극복 희망을 담은 소망나무 전시 등
회차

대학생 기후변화 포럼
기후변화 전문가의 특별강연, 기후정보 활용사례 발표와 토론 등 미래

전시기간

전시장소

회차

전시기간

전시장소

1

3.23

광주지방기상청

5

5.25~6.7

국립광주과학관

2

3.24~4.12

광주공항

6

9.6~9.8

김대중컨벤션센터

3

4.14~5.7

완도 해변공원

7

11.1~11.14

순천만천문대

4

5.2~5.7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정책결정권자인 지역 대학생들과의 정책소통을 통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확산하고 기후변화의 현실 인식과 미래 기후변화 대응 선도
▪일자: 2017. 3. 24.(금) ▪장소: 전남대학교 ▪대상: 광주지역 대학생, 교수 등 총 95명
▪주제 : 청춘,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다문화 드림 프로젝트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창의적인 과학 체험활동을
통해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지원
▪일자: 2017. 10. 24.(화) ▪장소: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 ▪대상: 다문화자녀 등 학생 35명
▪내용: 기상기후업무 소개 및 기후변화 이해하기, 기상과학 교구재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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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참여‧소통 이벤트

Chapter 2. 2017 기후공감 발자취

기상기후 공감톡톡 SNS 참여 이벤트
광주(청) 공식 페이스북 및 블로그(기후스토리)를 활용한 댓글 이벤트로
세계 기상의 날, 기상기후과학정보, 기후변화 대응활동 등에 대한 이해와

호남 기상기후환경 스탬프 투어
광주와 전라남‧북도에 위치한 기상, 기후, 환경분야 체험시설 8곳을 연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제고
▪기간: 2017. 7. 21. ~ 8. 31. ▪참가인원: 1,033명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참여 유도
▪운영기간: 2017년 3~9월/총 5회
▪응모방법: 광주(청) 공식 페이스북 및 블로그(기후스토리) 댓글 응모
구분
블로그

▪참여기관: 광주(청),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담양군청, 국립광주과학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도로공사수목원
▪주요내용: 체험과 견학을 통해 기상‧기후‧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탬프를 수집하면

페이스북

공모기간

주요내용

1차

3.6.~3.24.

세계기상의 날 기념 네모박스 댓글

2차

6.14.~6.30.

가로 세로 낱말 퍼즐 퀴즈

3차

9.6.~9.8.

OX퀴즈(제9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연계)

1차

5.8.~5.19.

눈치게임

2차

8.7.~8.18.

초성퀴즈 네모박스

투어 완료시 기념품 증정

기후변화 캘리그라피 공모전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등

기후변화를 주제로 캘리그라피 기법을 활용한 창작 공모전을 시행하여 지역

지자체 및 국제 행사와 연계한 기상기후체험관 운영으로 기상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후변화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 홍보

이해와 기상기후정보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정책 홍보 등 지역민 소통 확대

▪공모기간: 2017. 5. 29. ~ 6. 16.
▪공모주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문구
▪심사결과: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시상

70

지자체 및 국제 행사 연계 「기후변화 공감 체험관」 운영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기상기후 공감 전시관’: 2017. 9. 6. ~ 9. 8./김대중컨벤션센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상기후 공감 체험관’: 2017. 4. 14. ~ 5. 7./완도 해변공원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날씨안전체험’: 2017. 5. 11. ~ 5. 13./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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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학생 기상과학 인재육성 「기상아띠」
미래 기상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기상업무 및
기상인재 채용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기상과학의 미래 비전을 공유

어린이 「날씨꿈나무 현장체험」 교실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상청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기상과학에 대한

▪일자: 2017. 9. 12.(화)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대상: 송원대학교 학생 16명
▪주요내용: 기상청의 비전과 인재채용 소개, 기상직업 현장 견학

이해를 높이고 기상재해 대처와 기상기후정보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등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 도모
▪참가대상: 10인 이상의 초등학생 단체 ▪신청방법: 기상청 및 교육기부 홈페이지 접수
▪운영시기: 학기 중 월 2회, 방학기간 중 6회 ▪운영횟수: 총 11회 ▪참가인원: 303명
▪주요내용: 일기예보의 생산과정, 기후변화의 이해, 기상원리 탐구 교구재 만들기

학부모 공감만족 프로그램 「엄마! 어디가?」
학부모에게 기상기후과학 및 기상청 인재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자녀들의 미래 진로 탐색 지원
▪운영횟수: 방학기간 중 6회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대상: 광주지역 학부모 139명
▪주요내용: 기상청 인재채용 정보, 자녀와 함께하는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법 소개

청소년 꿈길 탐색 「진로코칭」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국가기상업무 체험 등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 지원
▪참가대상: 10인 이상의 중‧고등학생 단체 ▪신청방법: 교육청 ‘꿈길’ 홈페이지 신청
▪운영시기: 2017년 3~12월 둘째‧넷째 수요일

▪운영횟수: 총 15회 ▪참가인원: 329명

▪주요내용: 기상업무 소개, 다양한 기상직업의 세계, 기상청 직업현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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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후정보 제공

지역민 기후변화 이해확산 언론기고
지역 언론 및 외부기관 소식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후정보 및
기상이슈 전달로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지역 환경‧산업‧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 확산

계절 기상전망 브리핑
언론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계절 기상특성 분석 및 기상전망을 공유하여

▪대상매체: 남도일보, 광주북구청 ‘북소리’, 기아타이거즈 웹진 등 ▪기고횟수: 총 20회

위험기상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에 대비하고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운영횟수: 연 4회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대상: 광주지역 언론사 및 유관기관
회차

일자

주요내용

1

2.23

겨울철 기상특성 분석 및 봄철 기상전망 브리핑

2

5.23

봄철 기상특성 분석 및 여름철 기상전망 브리핑

3

8.23

여름철 기상특성 분석 및 가을철 기상전망 브리핑

4

11.23

가을철 기상특성 분석 및 겨울철 기상전망 브리핑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협업 인프라 확립

기상기후상생 협의회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 등 농업, 해양, 환경, 에너지 산림 등 5개 분과 전문가 및

기상기후 웹매거진 「하늘스케치」 발간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융합한 기상기후정보 웹매거진을 통해 국민과의
기상기후정책 소통 접점을 넓히고 기상기후과학 활용 가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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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기상기후상생 협의회 운영으로 분야별 정책과 연구성과
공유 등 전문가 소통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의 기상기후서비스 활성화
▪운영횟수: 연 5회 ▪대상: 기상기후상생 협의회 위원 및 지자체 등 협력기관
회차

일자

참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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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옇게 덮인 하늘 ‘황사와 미세먼지’

겨우내 추웠던 날씨가 조금 풀리니 야외로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뿌연 하늘을 보니 밖으로 나서던 발걸음을 주춤하게 된다. 1월
한 달 동안 광주에는 4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얼핏 황사
와도 비슷해 보이는 미세먼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미세먼지(PM10)는 직경 10㎛ 이하의 먼지를 통칭하는 말로, 입자 크기가
2.5㎛ 이하로 더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PM2.5)라고 부른다. 황사는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유입
되는 현상으로, 입자의 크기는 2~10㎛ 정도이다. 머리카락 단면의 크기가
약 50~70㎛인 것과 비교하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 크기도 매우 작아서 코털과
같은 우리 몸의 보호 장치에도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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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산불 조심’

꽃 피는 계절

따스한 햇살이 번지는 봄, 산이 우리를 부르는 계절이다. 올 봄에는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져 징검다리 연휴를 이루고

따스한 햇살이 봄날을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봄노래의 흥얼거림이 어색

있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기가 되면 많은

하지 않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추운 겨울을

지자체에서는 산불 감시와 관리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이겨낸 식물들도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한다. 봄은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6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설렘으로 가득한 계절인 듯싶다.

(2007~2016년) 계절별 산불발생 비율은 봄철에 5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의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봄꽃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시기에 기승을 부린다.

개나리부터 시작하여 벚꽃을 거쳐 철쭉에 이르기까지 봄꽃의 향연은

바람은 불을 쉽게 옮기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산소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기

우리를 집안에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봄꽃의 개화 시기는 2월과 3월의

때문에 불의 확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건조한 대기조건은 불이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일조시간과 강수량, 개화 직전의 날씨에

붙는 정도인 착화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에서는 대기가 건조한

따라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날씨 상황이 중요

경우 지역별로 건조특보를 발표한다.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하다.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2일 이상

2월과 3월 광주지역의 평균기온은 점차 오르는 추세다. 1980년대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건조경보를 발표한다. 실효습도는 나무의

비교해보면 2010년대(2010~2016년)의 2월과 3월의 평균기온이 각각

건조도가 현재의 대기습도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습도에 영향을

1.7℃, 1.1℃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최근의 개나리 개화는 8일, 벚꽃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5일간의 상대습도를 고려해 구한 습도값이다.

개화는 5일 가량 빨라졌다.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40% 이하로 낮아지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올해

올해 광주지역의 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였고 강수량은

3월 중순에는 광주, 여수, 순천 등 광주·전남 1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평년보다 적었다. 3월에는 일시적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날 때가 있겠으나

발표될 만큼 날씨가 매우 건조하였고, 3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상사업체에서 발표한 봄꽃 개화 전망에

산불은 낙뢰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입산자의

따르면 올 해 광주지역은 평년(개나리 3월 23일, 벚꽃 4월 2일)보다 조금

실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빨리 봄꽃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꽃이 우리의 눈을 호강시키는 봄,

최근에는 입산객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봄, 봄이다.

산불로 인해 파괴된 산림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
이라는 긴 시간과 함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건조한 봄철, 입산객들의 자발적인 산불
주의와 감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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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끝을 간지럽히는 봄철 꽃가루

최근 전 세계는 전례 없던 폭염과 열대야, 폭설,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포근한 날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산책이나 운동을 나서며 봄을

현상을 겪고 있다. 2016년은 역사상 지구의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즐기고 있다. 하지만 봄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꽃가루에 민감한

우리나라 역시 작년의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일 이어진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알레르기 때문이다. 감기도 아닌데 연신 재채기와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질환자 증가, 가축과 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 막대한

콧물이 나고 눈과 목은 가렵기만 하다.

피해도 따라왔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점차 빈번하게 그리고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다음으로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꽃가루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결막염과

지구의 기후는 화산폭발, 지구 자전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피부질환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는

수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변화해왔다. 그런데 최근의 기후는

주로 크기가 작고 가벼워 바람에 잘 날리는 수목류, 잔디, 잡초의 꽃가루이다.

오랜 세월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벚꽃이나 장미처럼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들은 꽃가루가 크고 무거워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내는 동안 지구는 과도한 산림

바람에 잘 날리지 않아서 오히려 알레르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괴와 오염물질 배출로 몸살을 앓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극지방의

꽃가루가 멀리까지 퍼지는 데는 기상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맑고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따뜻한 날 바람이 약하게 불수록 꽃가루는 높은 곳까지 상승하여 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이 온실기체의

멀리 이동한다. 기상청은 봄철과 가을철에 알레르기 환자들이 꽃가루에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꽃가루 농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꽃가루 농도

배출 예상치의 37%를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

위험지수로 표시되는 이 정보는 예상되는 꽃가루 농도를 4단계의 위험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도(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로 구분하여 전국 시군 단위별로 제공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하여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초등학생
도전! 기후벨 퀴즈대회, 대학생 기후변화 포럼 등 세대별로 다양한 기후변화

하고 있다. 4월과 5월에는 봄철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수종인 소나무와
참나무에 대한 지수가 제공되고 있다.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의 단계일 때는 꽃가루에 민감한

중요하지만 교통과 가정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빠르게 증가

사람들 대부분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를 막을 수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있는 방법은 원인 물질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외출을 자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하고 마스크와 긴 옷을 활용하여 꽃가루로부터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자.

것이 좋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가루로 고생하고 있다면 기상청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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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적 ‘자외선’

Chapter 3. 기후와 생활

7

간절한 장마

피부에 와 닿는 봄 햇살이 차츰 강해지고 있는 5월이 왔다. 봄철은 야외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6일 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지켜보며 비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져서

바로 자외선이다. 야외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한 선크림,

인지 장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길게만 느껴졌다.

토시, 모자 등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이 최근 잘 팔리는 것을 보면

매년 오는 장마는 계절 현상이다. 여름이 시작되면 북태평양에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달궈진 고온다습한 거대한 공기덩어리가 점자 북쪽으로 세력을 넓혀오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살갗을 태우는데 과하게 노출

과정에서 차가운 오호츠크해 기단과 부딪히게 되는데 두 기단의 온도차로

되었을 때에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다행히 성층권의 오존층은

인해 장마전선이 형성된다.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장마전선은

자외선의 일부를 흡수하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여주는데, 파장이

남쪽 먼 해상에서 형성되었다가 점차 우세해지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가장 짧으면서 가장 유해한 UV-C는 오존층에서 거의 모두 흡수하고,

으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 전선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도착하는

UV-B 일부와 UV-A가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상에까지 도달한다.

시기가 대략 6월 하순이다. 두 기단의 싸움은 오호츠크해 기단이 밀려

적당한 자외선 노출은 비타민D를 생성하여 우울증도 예방하고 햇빛을

나서 북쪽으로 전선을 밀어내면서 끝이 나게 된다.

받은 피부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자극하여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하지만

장마기간에는 1년에 내리는 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피부를

비가 내린다. 작년의 경우 장마기간에 광주와 전남지역은 약 330mm의

건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탄력을 잃어 주름이 생기며 멜라닌 색소의

비가 내려 예년에 비해 50mm 가량 적었다.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많은

증가로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노출시간이 길어지면 각막의

비가 내리게 되면 안전사고와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고 지반이 약화되어 2차

표면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을 유발하여 안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태양이 지표를 비추는 시간이 긴 봄과 가을에는 그만큼 자외선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자외선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물이 증발되어 생긴 수증기가 다시 비로

기상청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2회씩 자외선지수를 제공한다.

변해 내리는 물 순환의 많은 과정 중에서 비가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에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자외선의 위험

대한 관리는 비에 대한 안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부처들의

수준과 함께 단계별 대응요령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 지수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비가 올

‘높음’ 이상이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겉옷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상의 영역이다. 광주 전남지역에 올 여름비가

함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발라주는 것이

시작되면서 방재적 차원의 광주지방기상청의 긴장도 시작되었다. 기상

좋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이롭다. 단, 적당하게 이용

재해가 없는 올 여름의 한반도를 기대한다.

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자외선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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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도시 ‘열섬현상’

9

열대야의 계절

상가가 즐비한 도심 속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의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도둑이 있다. 우리의 잠을 훔쳐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있다. 이런 열이 도심을 배회하면서 도시에서는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열대야이다.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이

외곽지역에 비해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열섬(Heat

열 대야 정도 필요하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새벽녘까지의 이어지는

Island)’ 현상이라고 한다. 기온이 같은 지역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도시

더운 열기는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 열대야란 밤을 지나 아침이 될

지역을 덮고 있는 열 덩어리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때까지 가장 낮은 기온이 2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말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런 열대야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장마전선이 북한지역으로

도시에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도시를

넘어가는 7월 하순경에 기상학적 장마가 끝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것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의

들은 열 흡수율이 높아 뜨거운 태양열을 흡수하여 다시 대기 중으로 열을

지배를 받게 된다. 대기는 온도가 높으면 습기를 많이 품게 되는데 이

방출하면서 주위 온도를 높인다. 이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새벽에도 기온이

습기가 지상의 열을 가두는 효과를 내면서 새벽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동차, 에어컨

않게 되는 것이다. 열대야가 있는 날에는 습도가 높은 탓에 피부의 습기

실외기, 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도 도시의 온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증발력이 약해 증발에 필요한 열기가 신체에서 나가지 못해 무척 덥다는

한다. 특히 에어컨은 실외기를 통해 열을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여름철

느낌과 함께 불쾌감이 더해진다. 목욕탕에서 같은 온도라도 습기가 많은

도시열섬을 심화시키는데 한 몫 한다. 이외에도 바람의 통로를 막는 높은

사우나실이 훨씬 덥고 숨이 막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름철 대도시의

건물과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도 열기를 가두는

경우 낮에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빌딩의 복사, 자동차의 배기열,

역할을 하면서 열섬현상은 도시 대기의 대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무실과 가정의 냉방열 등으로 인한 도시의 열섬효과까지 더해져 열대야

최근 광주에서는 온도 1℃ 낮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미래의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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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열섬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 속 녹지를 확대

지난해 광주지역에는 평년보다 15일이 많은 27일간의 열대야가 발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무와 식물은 그늘을 만들어 한낮의 기온 상승을

했다. 열대야는 불완전한 수면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에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등

무기력증을 유발시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린다.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를

열섬을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연의 도구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나 스마트폰을 자제하고 자기 전 미지근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고 건물 옥상의 공원화 정책을 통해 도시의 더위

물로 샤워를 하거나 우유를 마셔두면 좋다고 한다. 계절은 계절다워야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동원하고 있다. 갈수록 여름이

한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는 여름의 무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럼에도

길어지는 기후변화의 추세 속에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어 보는 것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할 것은 차라리 즐기라 하지 않았던가. 즐기는 여름을

기후변화를 늦춰 달라는 작은 소망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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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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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는 단시간에 바람으로만 좁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는 반면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영향권에 놓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허리케인 ‘어마’와 ‘하비’가 미국 남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최악의

위험한 기상현상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태풍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상사태를 발생시켰다. 신속한 사전 대비로 다행히도 규모에 비해

인식된다. 하지만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태풍은 적도부근의 열적

사상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하여 남북의 온도차를 줄여 균형을 맞추는

올해 9월까지 태풍 19개가 발생했다. 이중 3번째 태풍 ‘난마돌’과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 주거나 바닷물을 뒤섞어

5번째 태풍 ‘노루’, 18번째 태풍 ‘탈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순환시킴으로써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많다.

북태평양 서쪽 적도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태풍이 매년 25개 정도 생긴다.

날씨라는 현상에는 선악이 없다. 단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태풍은

그렇게 많은 태풍이 매년 발생한다는 사실이 의외일 수 있다. 우리는

두 얼굴의 관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구의 많은 증거 중 하나다.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 태풍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
이다. 발생된 태풍 중 일부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하거나 올라오는 도중에 스스로 소멸한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다. 열대저기압은 적도 부근인 북위 또는 남위
5°∼20°에서 발생한다. 발생해역에 따라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으로
다르게 불린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은 한기와 난기가 만나면서 전선을
형성하지만 열대성저기압은 조그마한 소용돌이로 시작된다. 이때 수증기가
상승하여 비를 뿌리면서 동시에 내놓은 많은 열을 에너지 삼아 수증기를
더욱 끌어들이면서 세력을 키워나간다. 26℃ 이상의 높은 해수온도와
매끈한 해수면이 태풍을 키우는 지원세력이다. 열대저기압이 태풍이라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중심부근의 최대풍속이 적어도 초속 17m 이상
불어야 한다. 태풍은 생성되는 초기부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무역풍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전향력으로 인해 북서진하며 이동한다. 그리고
중위도에 이르러 편서풍이라 불리는 서풍계열의 강한 바람에 밀리면서
북동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동속도가 빨라진다. 육지에 상륙하였을
경우에는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이 끊어지고 지면의 마찰력이 더해지면서
급격하게 약화되어 결국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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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의 계절

우리의 산이 북쪽에서부터 점차 빨개지고 있다. 가을이 온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산행 날짜를 헤아려 보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와 시각으로 느낀다. 가을이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나뭇잎이 제 생을 마치고 탈락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마지막 과정과 비슷하다는 감정이 이입되고 중첩되어 ‘나’를 잠시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중년 이후로 가을이 해마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불꽃으로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 줄 준비를 하듯 올해도 전국의 유명산들이 물감을 짜내듯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말에 첫 단풍이 시작된 강원지역의
산들은 10월 중순경에 이미 절정기를 맞았고 그 색은 빠르게 남쪽으로
번지고 있다. 단풍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나흘 정도 빠르게 관측되고
있다. 첫 단풍은 산의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약 20%가 물들었을 경우를
말하고 단풍의 절정기는 산 전체의 80%가 물들었을 경우를 말한다. 첫
단풍에서 절정기까지 기간은 대략 20일 정도이다.
매년 단풍시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단풍이 예쁘게 물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잎의 끝 부분이 오그라지지
않고 모두 펴져서 잎 전체에서 고운 색깔을 드러내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은 날씨다. 단풍이 드는 시기에 낮의 햇볕이 강하고
일교차가 크면서 강수량이 적어 다소 건조한 상태에서 단풍이 예쁘게
든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나뭇잎은 봄에 생겨 나와 여름 내내 녹색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왜 그 단색을 화려한 색으로 바꿀까. 잎의 세포에는
50~200여개의 엽록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엽록소가 가득 차 있다. 엽록소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잎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각종 색소들이
비로소 나타난다. 엽록소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은 노란색, 그리고 타닌은 황갈색으로 나뭇잎은 자신의
본래 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실상 잎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태우면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다.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풍산인 내장산도 10월 말에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광주의 무등산도 정상에서부터 서서히
가을색을 입을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무등산과 월출산에 대한 기상
정보를 등산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의 탐방로 곳곳에 기상정보
QR코드를 부착해 놓았다. 산의 정상 날씨를 알고 싶으면 휴대폰을 통해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있는 QR코드 검색기를 활용하면 된다.
단풍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풍철에는 안전한
산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좀 더 멋있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
이다.
어느 시인은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는다고
하면서 그 낙엽에게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한다.
화려했던 녹색시대를 접고 마지막 화려함을 태운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듯
땅으로 떨어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을 낙엽의 마무리조차
사랑으로 승화시킨 시인의 마음으로 동화되고 싶은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이 왔다.

다른 색은 모두 다 흡수하거나 투과하고 녹색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잎의 색은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주변의 온도가 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낮은 온도에 취약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녹색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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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 축적, 연속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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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관측자료의 연속성이라는 가치가 지역개발의 논리 앞에서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기상관측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 오래된 기상관측소가 있는 곳은 대부분 구도심에 속해 있어

7월 말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도시계획에서 정비 대상으로 지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여름 날씨다. 이때부터 여름철의 기온은 극으로 치닫는다. 8월

여기에는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개인적 이해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초순까지는 그날의 최고기온이 어느 지역에서 나타났느냐가 관심사로

있어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애초부터 개발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언론에서는 속보 경쟁하듯 뜨거운 날씨를 뜨겁게 취재한다.

낮은 오지에 기상관측소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날 온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소개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간이 활동하는 곳에서 기온을 측정해야하는 것이 기상관측의 기본적인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속성이고 인식이다.

지역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이러한 현실적 애로 앞에서 이제는 기후자료 생산의 개념을 새롭게

때문에 지자체는 기상청에 기상관측지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난감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기후자료가 사람들이 느끼는 날씨보다는 기후변화

요청을 하기도 한다. 관측장소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추이를 파악한다는 측면에 집중한다면 기후자료를 위한 관측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기상관측에서 중요한 관측자료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약해진다. 100년이

기상은 대기의 상태를 말한다. 기후는 여기에 ‘오랜 기간’이 입혀진

지나도 동일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숲 속과 같은 곳에서

대기의 상태를 오랜 기간 관측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오랜 기간 기상관측자료가 누적된다면 장기간의 기후변화 모습을 보다

기후값이다. 기후값이라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상학적 세월의 길이는

선명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최소 30년이다. 그런 점에서 1933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서울

기상관측은 재난대응용으로, 비거주 지역의 기상관측은 기후용으로

지역의 날씨를 대표적으로 관측해 오고 있는 서울기상관측소는 기후

관리하는 이원적 체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개념이다.

관측소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 일지라도 기상

변화는 동일선상에서 오랜 기간이 투자되어야 가치가 있다. 기후변화도

관측 장소를 옮기게 되면 해발고도나 주변 건물 등의 관측 환경이 달라져

같은 장소에서 긴 기간의 관측이라는 인내가 투자되지 않으면 과학적

관측자료를 일직선상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관측환경이 달라지는

근거는 낮은 단계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장기간의 기후변화 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관측값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오랜 기간 한

확보를 위한 기상관측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할 때가 온 듯싶다.

자리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되어 누적되는 자료, 즉 기후관측자료는
그 지역의 기후패턴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관측자료의 연속성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내온 친구처럼 기상관측소도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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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류와 한파

계절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지점에 따라 결정된다. 태양은 동짓날에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먼 위치인 남위 23.5도 지점에 위치하고 하짓날
북위 23.5도 지점에 위치한다. 춘하추동의 태양 여행으로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탄다. 작년 겨울 우리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삼한사온의
주기가 반복되었으나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날이 많아 이례적인
수준의 한파는 없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일반적인 겨울철 날씨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한파를
맞이할 때가 있다. 2015년 겨울의 경우,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였으나 한차례 강한 추위가 닥치면서 2016년 1월 24일 광주의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7도까지 떨어지고 일최고기온도 영하 7.7도에 머물렀다.
이렇듯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한파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대류권 상부에서 부는 강한 서풍계열의 바람대인 제트기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트기류는 차가운 북극의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중위도지방의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되며 겨울철 풍속은 보통 시속
100km를 넘는다. 제트기류는 남북의 온도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북극
한기의 강도에 따라 위치와 세기가 달라진다. 한기가 강할 때는 강한 제트
기류는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기가 약할 때는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굽이쳐 흐르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우리는 가끔 혹독한 한파를 경험하게
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갈수록 따뜻한 겨울을 보낼 확률이
분명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가끔씩 닥치는 혹한의 추위는 점차 강도가
세지고 있다. 갈수록 기후가 기울어지면서 한난의 변동폭이 커져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청이 금년 초 이상기후팀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빨라지는 기후변화의 시계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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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40년 신재생 에너지 비율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

06.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54%는
공식국내,
선언34%는
08. 늦은 봄철 초미세먼지의

중국 영향

미국 북동부
연안 습지
경감에
효과 전망
07. 2040년09.신재생
에너지
비율허리케인
50% 피해
육박할
것으로
10. 북대서양 생성 초기 화산 폭발이 고대 최고온기(PETM) 촉발

08. 늦은 봄철 초미세먼지의 54%는 국내, 34%는 중국 영향
09. 미국 북동부 연안 습지 허리케인 피해 경감에 효과
10. 북대서양 생성 초기 화산 폭발이 고대 최고온기(PETM)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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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로드맵을 세워 국내에서는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2016. 12. 6. 국무조정실
❍ 정부는 2016년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

분야에서 2억 19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예정
－ 가장 감축량이 큰 분야는 발전 부문으로 6450만 톤을 감축할 계획
－ 산업 부문에서 5640만 톤, 건물 부문에서 3580만 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 톤, 수송 부문에서 2590만 톤을 감축할 계획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4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림 142.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 발전 비중을 확대하여 친환경

❍ 나머지 9600만 톤은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 2025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의무화

비용을 지불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오는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하여 감축할 계획

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형차와 대형차까지
확대
❍ 기후변화 복합위성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도시지역 산림조성 확대 등 산림구조를 개선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폐기물 처분량 감축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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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해빙의 감소와 시베리아 지역 강설량의 증가는 중국의 기압능

북극 해빙 감소가 겨울철 중국의 대기오염 악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 조지아 공과대학의 Yuhang Wang 대기과학 교수는 3월 Science
Advances 저널에 보고한 논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 및
유라시아 강설량 변화가 중국의 겨울철 대기오염 문제를 악화시킬

구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동아시아 겨울 계절풍을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중국의 공기를 정체시키는 역할을 함
- 이러한 모델 결과는 2013년 겨울철에 한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추웠고 중국 동부 지역이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관측 결과와 일치
❍ 2017년 겨울 중국 동부 지역의 연무 현상 역시 2016년 가을 북극 해빙
감소와 고위도 지역 폭설과의 연관성을 보임

수 있다고 밝힘
❍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부 지역의 연무 문제는 2013년
1월 PM2.5 농도가 극도로 높게 기록되면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

❍ Wang은 “더 이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연무의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라며 “극지방의 온난화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 가스의 감축은 겨울철 연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 정부가 산업 및 기타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목표를 제정하는 계기로 작용
-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난 4년간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의 연무는 심각하게 유지되어 옴
❍ Yuhang Wang의 연구진은 중국의 시정 관측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종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기온 편차와 지표 풍속을
사용한 새로운 오염 잠재 지수(PPI)를 개발하여 대기 환기 조건을 계산
- 중국 동부 지역은 서쪽으로는 산맥, 동쪽으로는 바다가 위치하여 오염
물질은 수평적 분산 또는 수직 혼합에 의해 제거될 수 있으며, 대기가
정체될 경우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해빙, 엘니뇨, 태평양 진동 등 기후인자와의 연관성을 분석
하여 2013년 겨울 중국 동부의 연무 현상과 2012년 가을 사상 최저에
도달한 북극 해빙과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시베리아 고위도 지역의
강설과의 상관관계를 발견

100

❋ 출처: [Science Daily] China's severe winter haze tied to effects of global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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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가 서태평양 태풍 강화

❍ 연구팀은 해양 염분요소를 기후예측모델에 적용하여 온실기체, 기온
상승, 해상 강수량 증가가 궁극적으로 더욱 강력한 태풍으로 이어진다는

미국 북서태평양 국립 연구소
❍ 북서태평양 국립 연구소의 해양학자 Karthik Balaguru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강한 태풍을 분석한 결과 전지구 기온의 상승이 강수량을
증가시켜 태풍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밝힘
❍ 태풍은 해양 열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데, 태풍의 강력한 바람은 바닷물을

것을 발견하였으며, 20여개의 서로 다른 기후모델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힘
❍ Balaguru는 “이미 온난화로 인해 태풍 강도가 강화되고 필리핀, 대만
등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

뒤섞고 아래쪽의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 바다 표면 온도를 낮춤으로써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킴
- 온난화로 인해 바다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과 아래층의 수온차가
커지면서 태풍에 의한 해수 혼합이 바다 표면온도를 더욱 크게 떨어
뜨려 태풍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그런데, 온난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바다 상층부의 염도를 낮춰
밀도가 낮은 표층수와 밀도가 높은 아래층 물이 혼합되는 것을 방해
하고, 이로 인해 바다 표면이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더욱 강력한 태풍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Balaguru와 MIT, 국립해양대기청, PNNL 연구팀은 염도가 태풍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태풍의 1/3이 형성되는 서태평양 염도를
분석
－ 수심 50m 내의 상층부 염도를 분석한 결과 1958년부터 2013년까지
태풍이 지나는 시기에 염도가 낮아졌으며, 저염도 지역에서는 태풍에
의한 해수 혼합층의 수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염도가 태풍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온보다 50%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처: [Science Daily] Increasing rainfall in a warmer world will likely intensify
typhoons ins western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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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엘니뇨 후 라니냐 부재 경년변동성
기여도 차이에 기인
APEC 기후센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 1960년 이후 발생한 강한 엘니뇨 후에는 뚜렷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15/16 엘니뇨의 경우 라니냐로의 위상 전이가
강하지 않았음
－ 2015/16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하게 발달했던 1997/98 엘니뇨,

❍ 반면, 온난화 추세와 장주기 변동성이 우세한 엘니뇨의 경우 엘니뇨
종료 후에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ENSO(엘니뇨남방진동) 중립 상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년 변동성과 장주기 변동성, 온난화 추세 등 세 가지 모드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엘니뇨 발달 시기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장기예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82/83 엘니뇨에 비견할 만큼 강한 강도로 발달하였으나 2016년 5월
엘니뇨 종료 후 약한 라니냐 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들어 중립
상태를 유지
❍ APEC 기후센터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시공간
자료 분석법인 CSEOF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s,
주기 정상 경험 직교함수) 기법을 이용하여 열대 태평양의 온도
변동성을 온난화 추세, 장주기 변동성, 경년 변동성(수 년 주기의 변화)
으로 분리하여 분석
❍ 분석 결과, 2015/16 엘니뇨는 경년 변동성의 기여도에서 1997/98
엘니뇨, 1982/83 엘니뇨와 차이를 보임
- 1997/98, 1982/83 엘니뇨는 경년 변동성이 지배하는 엘니뇨였으며,
- 2015/16 엘니뇨는 경년 변동성의 기여도가 낮고 온난화 추세와 장주기
변동성의 편차로 인해 유발된 엘니뇨였음
❍ 경년 변동성이 우세한 엘니뇨의 경우 엘니뇨 종료 후 강한 라니냐로
전이되었으며, 이러한 라니냐 상태는 2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보임
❋ 출처 : [2017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왜 강한 2015-2016 엘니뇨 후에 강한
라니냐가 발생하지 않았나(김원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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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주기 Warm Arctic-Cold Eurasia 패턴의 원인

❍ 연구진은 지구온난화 경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00년대 후반부터
바렌츠/카라해 지역에 블로킹 고기압이 빈번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이화여대, 극지연구소
❍ 최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바렌츠/카라해 지역의 겨울철 기온 변동이
북대서양 지역으로부터 전파되는 파동열에 영향을 받음을 밝히고 있음
❍ 이화여대와 극지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뚜렷한

나타났고 이와 함께 WACE 패턴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을 발견(그림 3의 B 구역)
❍ 그런데, 북극 온난화가 뚜렷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도 WACE
패턴 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의 상관관계가 수십년 단위의 주기로
오르내림을 반복함(그림 3의 A 구역)

온난화 경향을 보이는 북극 바렌츠/카라해 지역과 더불어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유라시아 지역의 기온 변동(WACE : Warm Arctic-Cold
Eurasia)에 미치는 자연변동성의 영향과 원인을 조사
❍ WACE 패턴에는 바렌츠/카라해 지역에서 발달하는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상호작용이 주요하게 작용
- 북극해에 고기압이 배치될 경우 온난이류를 통해 북극해 지역을
가열하는 동시에 풍하측인 유라시아 지역에는 한랭이류에 의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

그림 4. 그림 1의 상관관계 변동 시기 별로 정의된 WACE 패턴.
박스 표시는 시베리아 고기압 위치 영역

❍ 이러한 상관관계가 강한 시기에는 WACE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림 4의 (b), (d)),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시기에는 북극해 지역의
그림 3. 1901~2013년 시베리아 고기압 지수(회색 실선), WACE 패턴
지수(회색 점선), 두 지수간의 31년 이동 상관계수(주황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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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 아노말리와 시베리아 지역의 한랭 아노말리의 강도와 위치 모두
다른 구조를 나타냄(그림 4의 (a), (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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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공식 선언

지역의 평균 순환장 변동으로부터 찾음
❍ 북대서양 서안에는 우리나라 부근과 마찬가지로 대륙 동안에 발달하는
대륙 기압골이 자리하는데(그림 3), 대륙 기압골이 강도는 수십년
주기의 장주기 변동을 나타내며 이는 종관규모 파동의 평균적인 강도와
위치에 변화를 가져옴
❍ 북대서양 서안의 대륙 기압골이 깊어지는 시기에 빈번하게 발달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6월 1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
- 미국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는 탓에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지구온난화의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내세워 파리 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전면 중단

대규모 대기 파동열 패턴은 바렌츠/카라해 지역의 블로킹 발달 빈도에

- 또한, 중국과 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제재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WACE 패턴의 공간 구조에 변화를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장주기 자연변동성에 의한 북극 온난화가

❍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로 인해 파리 협정이 실효성에

WACE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의 온난화 경향이 이러한 자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파리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히며, 기후변화의 강도와

협정 당사국은 일제히 반발하여 파리 협약을 재협상할 의사가 없으며

속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자연변동성에 대한 깊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힘

❍ 우리 정부 또한 외부 요인과는 별도로 기존의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
(GCF)에 30억 달러 출연을 약속했으나 이번 탈퇴 결정에 따라 기금
출연 역시 파기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2017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기후분과] Warm Arctic-Cold Eurasia 패턴에
나타나는 수십년 주기 변동의 원인(성미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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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신재생 에너지 비율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 부문에서 석탄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 Bloomberg 신에너지금융연구소
❍ 블룸버그 신에너지금융연구소(BNEF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발표한 ‘2017 신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12%에서 오는 2040년
에는 약 5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 에너지는 높은 비용과 자연환경에 따른 효율의 차이로 인해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의 하락과 대용량 전지 기술의 발전으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앞으로 20년간 미국의 석탄 발전은 51% 감소
하는 반면 신재생 발전은 1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 결과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 10년간은 증가하여
2026년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6년 수준
보다 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을 위해 5조 3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빠르게 단점을 극복하고 있음
❍ 현재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09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져 이미
독일,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발전 비용만큼 저렴해진
상태이며,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66% 더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
❍ 풍력 발전의 경우 육상 풍력발전의 비용은 204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해상 풍력발전의 비용은 무려 71%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또한, 배터리 가격의 하락과 전기차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거대 용량 전지 기술이 발달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 [NY times] Global Power Sector Emissions to Peak in 2026
- [Think Progress] Forget coal, solar will soon be cheaper than natural ga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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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봄철 초미세먼지 54%는 국내, 34%는 중국 영향

❍ 또한 국내 초미세먼지의 75% 이상은 오염물질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생성물질인 것으로 분석됨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C)

-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된 유기물질이나 블랙카본 같은 1차 초미세먼지

❍ 국립환경연구원(NIER)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한국의 대기질에

보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부유하면서 다른 물질과 광화학 반응을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C)를 구성하여
2016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6주간 위성, 항공, 선박, 지상 관측소 등을
활용한 대기질 분석을 수행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가 3배가량 많았음
❍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물질(VOCs)과 암모니아
(NH3), 질소산화물(NOx)를 줄이는 것이 한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 연구진이 7월 19일 발표한 예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해결책

국내 요인으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52% 수준으로 늦은 봄철 초미세
먼지 발생은 국내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기간 40여일 중 약 38일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기준(하루
평균 농도 25㎛/㎥ 이하)을 초과했으며, 국내 요인만으로 WHO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날도 관측되어 국내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초미세먼지 기여도가 34%인 중국에서는 산둥 지역이 22%로 가장 높음
- 국외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는 체공 시간이 긴 아황산가스
(SO2)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국가

기여도

한국(국내요인)

52%

중국

산둥

22%

베이징

7%

상하이

5%

북한

9%

일본 등 기타

5%

그림 5.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별 국내외 기여도

표 1. 국내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도(%)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KORUS-AQ 예비종합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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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동부 연안 습지 허리케인 피해 경감에 효과

북대서양 생성 초기 화산 폭발이 고대 최고온기(PETM) 촉발

미국 캘리포니아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 미국 캘리포니아대 Siddharth Narayan 해양학 박사 연구팀은 2012년
미국 북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샌디’ 상륙당시 연안 습지 덕분에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줄였다고 발표

❍ 캘리포니아대 Andy Ridgwell 지구과학 교수는 ‘팔레오세-에오세 최고온기
(PETM)’가 북대서양 생성 초기에 유럽대륙에서 그린란드를 분리시킨
화산 폭발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연구를 발표
- 이전까지 PETM이 대기와 해양으로의 탄소 주입에 의해 야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왔으나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음

* 샌디(Sandy) : 2012년 10월 29일 미국 뉴저지에 상륙하여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00억 달러의 재산 피해 발생

❍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연안 습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파도 및
폭풍해일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윌마’ 상륙 시 맹그로브(열대 및
아열대 갯벌에서 자라는 목본식물) 습지가 해일의 수위를 최대
9.4cm/km 감소시킴
－ 이러한 해일 수위의 감소는 습지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대부분이
습지 초입 몇 백 미터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감소폭은 기하급수적
으로 줄어듦
❍ Siddharth 연구팀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권에 있었던 12개 연안 주(州)에
위치한 습지 면적 및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습지 유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변화를 계산
- 연안습지는 홍수 피해를 평균 11% 가량 감소시켰으며,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 버지니아 등 습지 규모가 가장 큰 4개 주에서는 20~30% 감소
- 도시화된 지역(뉴욕, 뉴저지)일수록 습지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습지로 인한 피해 절감액이 높음
- 습지가 거의 없는 강 상류지역에서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하구 습지
에서 축적된 허리케인 강도 감소의 효과를 통해 홍수 피해가 감소
❋ 출처 : [Nature Scientific Reports] The Value of Coastal Wetlands for Flood
Damage Reduction in the Northeaster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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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aeocene-Eocene Thermal Maximum : 5,600만 년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5~8℃ 정도 상승한 최대의 고온기가 10만년 이상 지속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멸종을 야기했으나, 대부분의 종은 적응이나 이동을 통해 살아남았으며,
포유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함

❍ Ridgwell 교수의 연구진은 지구화학측정과 기후모델의 결합을 통해
북대서양 생성 초기의 화산활동이 PETM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탄소
배출은 전적으로 지구 내부로부터 이루어졌음을 확인
- PETM 기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한 화석 연료의 양보다 30배 이상 많은 양에 해당
❍ 그런데, PETM 기간 동안의 탄소 배출은 수 천 년에 걸쳐 매년 최고
0.58Gt(giga-ton) 규모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여 현재는 연간 약
10Gt의 탄소가 화석 연료 사용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RIdgwell 교수는 PETM 기간 중에 대부분의 생태계가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현 시대의 온난화는 동·식물이 적응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에 우려
❋ 출처 : [Science Daily] Volcanic eruptions drove ancient global warm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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