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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_ i

요  약

l 지난 106년(1912∼2017)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13.2℃ 이고 연 강수량은 

1237.4㎜임.

- 연평균 최고기온은 17.5℃, 최저기온 8.9℃.

l 최근 30년 기온은 20 세기 초(1912~1941) 보다 1.4℃ 상승하였음.

-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중 최저기온 상승폭이 가장 컸음

- 2010년대(2011∼2017)는 연평균기온이 14.1℃로 기온이 가장 높았음.

- 연평균기온은 1980년대(13.4℃)와 1990년대(14.0℃) 사이에 크게 상승함.

l 최근 30년 강수량은 20세기 초 보다 124mm 증가하였고, 변동성은 매우 큼.

-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있음.  

l 최근 10년 동안은 서리일수, 한랭일이 많아지며, 강한 강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30년 동안과 상반된 현상이 나타남.

l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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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온

l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 변화량은 +0.18℃/10년으로 상승.

- 연평균 최고･최저기온 변화량은 각각 +0.12℃/10년, +0.24℃/10년으로 상승.

- 계절적으로 겨울(+0.25℃/10년)과 봄(+0.24℃/10년)의 기온상승이 가장 뚜렷함.

- 최근 10년 동안 기온상승은 봄, 여름, 가을이 주도함.

l 기온상승에 따라 고온과 관련된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하고 저온과 관련된 극한기후지

수는 감소함

- 여름일수는 +1.2일/10년*, 열대야일수는 +0.9일/10년*으로 증가 추세.

- 서리일수는 -3.2일/10년*, 결빙일수는 –0.9일/10년*, 한랭일은 –1.9일/10년*으로 감소 추세.

- 여름의 평균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기후지수(폭염일, 온난일)는 변화 없음.

l 최근 10년 동안은 저온과 관련된 극한기후현상이 다소 증가하여, 최근 30년간의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임.



요 약 _ iii

(a) (b)

(c) (d)

■ 106년(1912∼2017) 동안의 선형 변화경향. (···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변화)

■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의 변화 

■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의 변화

[우리나라의 106년(1912∼2017) 동안 기온 및 기온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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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수

l 지난 106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증가(+16.3㎜/10년)하였으나, 강수일수는 

변화 없음.

- 여름 강수량의 증가가 가장 컸으며(+11.6㎜/10년), 다른 계절은 큰 변화 없음.

- 최근 10년 동안은 모든 계절에서 강수량이 다소 감소함.

l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여 강수의 양극화.

- 일 강수량 10㎜ 이상의 강수빈도와 강수량 증가하고, 특히 80㎜이상의 강한 강수의 증가가 

뚜렷함.

- 강수일수는 변화가 없으나, 강한 강수(80㎜이상)의 강수일수가 증가함.

- 최근 10년 동안은 약한 강수가 증가하고 강한 강수가 감소하여 과거 106년 동안의 경향과 

다르게 나타남.

l 1일･5일 최대강수량과 95·99퍼센타일의 강수일수가 다소 증가.



요 약 _ v

(a) (b)

(c) (d)

  ■ 106년(1912∼2017) 동안의 선형 변화경향. (···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변화)

  ■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의 변화 

  ■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의 변화

[우리나라의 106년(1912∼2017) 동안 강수 및 강수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



vi _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Ⅲ. 계절

l 지난 106년 동안 우리나라의 계절 시작일은 봄은 13일, 여름은 10일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각각 9일, 5일이 늦어짐.

l 계절 지속일은 여름은 98일에서 117일로 19일 길어졌으나, 겨울은 109일에서 

91일로 18일 짧아짐. 봄과 가을은 큰 변화 없음.

[우리나라의 계절길이 변화. 과거 30년(1912∼1941: 안쪽) 대비 최근 30년(1988∼2017: 바깥쪽).]



제1장 서론 _ 1

제1장 서론 

l 산업화 이후로 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관측된 많은 기후변화들은 지난 수십･수백 년간에 전례가 없는 현상임(IPCC, 2013).

- 지난 138년(1880∼2017) 동안 전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10년 중 9년이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음(NOAA, 2018). 

l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이후, 2016년이 가장 기온이 높은 년도였으며, 2015년이 

세 번째로 높은 년도, 2017년은 일곱 번째로 높은 연도로(45개 관측소 평균), 최근의 

온난화가 뚜렷함1).

l 인간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호우, 

폭설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IPCC, 2007), 이는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직결됨.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최근 10년(2007~2016)동안 162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약 6조 3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행정안전부, 2017).

l 국제적으로 IPCC 6차 평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후변화예측 모델,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l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까지 최신의 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장기간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하였음. 극한기후 분석은 세계기상기구(WMO)의 

표준에 의거하였음.

1) 기상청 보도자료, 2018.01.02., 2017년 우리나라 기온·강수량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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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용 자료 및 분석 방법

1. 사용 자료

l 100년 이상 기상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6개 기상관측소(표 1, 그림 1)의 일 

평균기온,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과 일 강수량 자료 사용.

- 이 보고서는 장기간 관측이 있는 기온과 강수에 대하여 분석

l 일 평균기온은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사이의 평균을 이용(WMO, 1983).

- 장기적인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균질한 기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일 평균기온의 산출 방법이 여러 차례 변경됨(류상범과 김연희, 2007)에 따라 

관측된 일 평균기온을 사용하면 추세분석에 왜곡이 있을 수 있음.

l 6개 기상관측소의 관측 시작 시기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1912년을 분석기간의 첫 해로 설정.

-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6년간 일 시간간격의 기상관측자료를 사용.

-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지점 

번호

관측

지점

북위

( N̊)

동경

( E̊)

해발고도

(m)

관측개시

(연도)

105 강릉 37.75 128.89 26.0 1911

108 서울 37.57 126.97 85.8 1907

112 인천 37.48 126.62 68.2 1904

143 대구 35.89 128.62 64.1 1907

159 부산 35.10 129.03 69.6 1904

165 목포 34.82 126.38 38.0 1904

표 1. 6개 관측지점 정보

  

그림 1. 6개 관측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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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l 평균적인 기후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후요소는 표 2와 같이 정의하였음. 극한기후

지수는 세계기상기구의 ETCCDI2) 기후변화 지수의 산출방법을 따랐으며, 총 27개 

지수 중 21개의 지수를 사용하였음(표 3). 극한기후지수 중 일부 지수(열대야일수, 

폭염일수)는 기상청의 기준을 사용하였음.

l 월 평균, 계절 평균, 연 평균, 우리나라 평균 등 기후통계분석을 위한 계산 방법은 

기상청 기후통계지침(기상청, 2017)에 기초하였음.

- 년 통계: 해당 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에 대하여 월 통계자료로 통계처리.

- 계절 통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익년 2월)로 구분

l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

하였음.

1) 각 분석요소들에 대하여 106년 동안 각 해의 연 평균값과 피어슨(Pearson) 회귀계

수를 사용하여 나타낸 추세선으로 기후변화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유의성3)을 

검증하였음.

2) 분석기간의 첫 30년(1912∼1941)과 마지막 30년(1988∼2017)의 차이를 비교. 

이 보고서에서는 두 기간을 각각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으로 명명.

3) 최근 30년과 최근 10년(2008∼2017)의 차이를 비교하여 최근의 기후 특성을 분석.

※ 추세선과 최근 30년-과거 30년 비교를 통해 장기 기후변화를 분석하였고, 최근 10년-최근 30년 

비교를 통해 최근 기후특성을 분석하였음.

l 우리나라 평균은 6개 지점별로 각 기후요소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하여 통계처리를 

한 후, 6개 지점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음.

2) ETCCDI: CCl/CLIVAR/JCOMM Expert Team (ET)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3) 추세선에서 유의수준이 0.05에서 유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며, 본문 및 그림과 표에서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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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계절 시작일은 기상청 방법(2012)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의 

일 평균기온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봄 일 평균기온이 5℃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여름 일 평균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가을 일 평균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겨울 일 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분 석 요 소 설    명 단위

일 평균기온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을 평균 한 값 ℃

일 최고기온   연속된 24시간(0~24시) 중 가장 높은 기온 ℃

일 최저기온   연속된 24시간(0~24시) 중 가장 낮은 기온 ℃

강수량   연속된 24시간(0~24시) 동안 누적된 총 강수량 ㎜

강수일수   일 강수량이 1㎜ 이상인 날의 일수 일

강수강도   강수일수로 나누어진 누적강수량(일 강수량 1㎜ 이상) ㎜/일

표 2. 기후요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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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요 소 설    명 단위

열대야일수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일수

※ 기상청 기준: 밤(18:01~익일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일

여름일수 일 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일수 일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 기상청 기준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일

서리일수 일 최저기온이 0℃ 이하인 날의 일수 일

결빙일수 일 최고기온이 0℃ 이하인 날의 일수 일

온난일 일 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의 일수 일

온난야 일 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의 일수 일

한랭일 일 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일수 일

한랭야 일 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일수 일

일 최고기온 연 최대값 일 최고기온의 연중(1월1일 ~ 12월31일) 최대값 ℃

일 최고기온 연 최소값 일 최고기온의 연중(1월1일 ~ 12월31일) 최소값 ℃

일 최저기온 연 최소값 일 최저기온의 연중(1월1일 ~ 12월31일) 최소값 ℃

일 최저기온 연 최대값 일 최저기온의 연중(1월1일 ~ 12월31일) 최대값 ℃

구간별 강수량
일 강수량이 1~10㎜, 10~30㎜ , 30~80㎜, 80~150㎜, 150㎜이상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되어진 강수량
㎜

구간별 강수일수
일 강수량이 1~10㎜, 10~30㎜ , 30~80㎜, 80~150㎜, 150㎜이상의 

5개 구간으로 구분되어진 강수일수
일

최장 무 강수 지속기간 일 강수량이 1㎜ 미만인 날의 최장 지속일수 일

최장 강수 지속기간 일 강수량이 1㎜ 이상인 날의 최장 지속일수 일

1일 최대 강수량 연속된 24시간(0~24시) 동안 기록된 최대 강수량 ㎜

5일 최대 강수량 연속된 5일 동안 기록된 최대 강수량 ㎜

99퍼센타일 강수일수 일 강수량이 기준기간의 상위 99퍼센트 보다 많은 날의 연중 일수 일

95퍼센타일 강수일수 일 강수량이 기준기간의 상위 95퍼센트 보다 많은 날의 연중 일수 일

표 3. 극한기후지수의 정의 (WMO ETCCDI 기후변화지수 기반)



6 _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

1.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1) 연평균기온 변화

l 지난 106년간 연평균기온은 +0.18℃/10년*으로 상승함4)(그림 2).

- 연평균 일 최고･최저기온은 각각 +0.12℃/10년*, +0.24℃/10년*으로 상승.

l 106년의 분석기간 중 과거 30년의 연평균기온은 12.6℃이고, 최근 30년의 

연평균기온은 14.0℃으로 두 기간 동안에 +1.4℃ 상승(표 4).

- 6개 관측지점 모두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상승폭은 서울과 대구에서 

+0.24℃/10년*으로 가장 크고 목포는 +0.07℃/10년*으로 가장 작음.

4) 기온변화 연구 사례

  - 약 100년(1912~2008)에 걸쳐 기온이 +0.17℃/10년으로 상승 (국립기상연구소, 2009).

  - 지난 44년(1954~1999)동안 +0.23℃/10년으로 상승 (Jung et al., 2002). 

  - 최근 38년(1973~2010)간은 +0.27℃/10년으로 상승 (기상청, 2011).

  - 우리나라의 기온상승 중 도시화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3년(1912~2014)동안은 약 3~11%, 최근 42년 (1973~2014) 

동안은 약30~45%임 (Park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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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평균기온 (℃) 13.2 +0.18*
+1.4

(12.6 → 14.0)

+0.1

(14.0 → 14.1)

최고기온 (℃) 17.5 +0.12*
+1.1

(17.1 → 18.2) 

-0.1

(18.2 → 18.1)

최저기온 (℃) 8.9 +0.24*
+1.9

(8.0 → 9.9)

+0.1

(9.9 → 10.0)

표 4.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그림 2.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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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별 기온 변화

l 장기적인 기온상승 경향은 겨울과 봄이 가장 뚜렷함.

-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기온상승은 겨울 이외의 계절이 주도함.

l 지난 106년 동안 계절별 기온 상승폭은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으로 높음(표 5).

- 봄 : +0.24℃/10년*, 여름 : +0.08℃/10년*, 가을 : +0.16℃/10년*,  

겨울: +0.25℃/10년*

- 겨울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여름 최고기온은 뚜렷한 변화가 없음.

l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기온상승이 둔화되어 최근 30년 보다 0.6℃ 낮아짐.

- 최근 30년 동안 계절별 일 평균기온의 변화경향은 봄 +0.23℃/10년, 여름 +0.35℃

/10년*, 가을 +0.16℃/10년, 겨울 –0.45℃/10년* 임(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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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봄

평균기온 (℃) 12.0 +0.24 *
+1.9

(11.1 → 13.0)
+0.1

(13.0 → 13.1)

최고기온 (℃) 16.8 +0.20 *
+1.6

(16.1 → 17.7)
-

(17.7 → 17.7)

최저기온 (℃) 7.2 +0.28 *
+2.1

(6.2 → 8.3)
+0.3

(8.3 → 8.6)

여름

평균기온 (℃) 24.2 +0.08 *
+0.6

(24.0 → 24.6)
+0.3

(24.6 → 24.9)

최고기온 (℃) 27.9 +0.01
+0.1

(28.0 → 28.1)
+0.3

(28.1 → 28.4)

최저기온 (℃) 20.4 +0.15 *
+1.1

(19.9 → 21.0)
+0.5

(21.0 → 21.5)

가을

평균기온 (℃) 15.4 +0.16 *
+1.3

(14.8 → 16.1)
+0.2

(16.1 → 16.3)

최고기온 (℃) 20.0 +0.08 *
+0.7

(19.7 → 20.4)
-

(20.4 → 20.4)

최저기온 (℃) 10.9 +0.24 *
+1.8

(10.0 → 11.8)
+0.4

(11.8 → 12.2)

겨울

평균기온 (℃) 1.2 +0.25 *
+2.1

(0.3 → 2.4)
-0.6

(2.4 → 1.8)

최고기온 (℃) 5.4 +0.21 *
+1.8

(4.6 → 6.4)
-0.6

(6.4 → 5.8)

최저기온 (℃) -3.0 +0.29 *
+2.3

(-4.0 → -1.7)
-0.5

(-1.7 → -2.2)

표 5. 계절별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봄 (b) 여름

(c) 가을 (d) 겨울

그림 3. 계절별 최고, 평균, 최저기온의 연변화(1912~2017년).



10 _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3) 월별 기온 변화

l 일 최저기온은 모든 월에서 상승하였으며, 일 최고기온도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상승함.

l 일 최고기온의 월별 변화

-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7월과 8월 기온은 변화가 없으나, 그 외의 월은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1~3월의 일 최고기온은 2.1℃ 상승(그림 4a).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5∼8월에 일 최고기온이 상승함. 반면 11∼2월에 

일 최고기온이 하강하며, 특히 12월 기온 하강이 –1.0℃로 두드러짐(그림 4b).

l 일 최저기온의 월별 변화

-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모든 월에 일 최저기온이 상승함. 1∼3월에는 일 

최저기온이 +2.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7월과 8월에 일 최저기온 변화가 

각각 +0.9℃, +0.8℃로 상승폭이 가장 작음(그림 4c).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5∼11월에 월평균 일 최저기온이 상승. 반면에 12월과 

1월에 일 최저기온 변화는 각각 –0.7℃, -0.5℃로 하강하며, 2월부터 4월까지는 큰 

차이가 없음(그림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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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일 최고기온(상)과 일 최저기온(하)의 연변화(5일 이동 평균).

왼쪽은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비교, 오른쪽은 최근 10년과 최근 30년 비교.



12 _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4) 기온 극한현상일수 변화

l 지난 106년 동안 고온 극한현상일수는 증가하고 저온 극한현상일수는 감소함, 

최근 10년 동안은 저온 극한현상일수가 다소 증가함(표 6).

- 여름철 최고기온은 평균 뿐 아니라 극한현상일수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음.

l 서리일수는 -3.2일/10년*으로 감소 추세.

- 최근 30년의 서리일수는 69.4일로, 과거 30년에 비해 25.7일 감소(그림 5a).

ㆍ 서리일은 2월과 3월에 크게 감소 → 겨울이 짧아짐.

l 결빙일수는 -0.9일/10년*으로 감소 추세.

- 최근 30년의 결빙일수는 7.9일로, 과거 30년에 비해 7.9일(-50%) 감소(그림 5b).

ㆍ 결빙일은 1월에 크게 감소 → 겨울이 따뜻해짐.

- 최근 10년간 평균 결빙일수는 10.3일로, 최근 30년에 비해 2.4일 증가.

l 여름일수는 +1.2일/10년*로 증가 추세.

- 여름일수는 한여름보다 5월과 9월에 크게 증가(그림 5c) → 여름이 길어짐.

l 열대야일수는 +0.9일/10년*로 증가 추세.

- 열대야일수는 과거 30년보다 최근 30년에 약 196% 증가하며, 특히 8월 열대야 

발생빈도는 1.8일에서 6.2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그림 5d).

- 여름철 일 최저기온 25℃ 이상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열대야일수 증가(그림 6b).

l 폭염일수는 106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음.

- 과거 30년과 최근 30년간에 여름철 일 최고기온 25~30℃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나, 

30℃ 이상 고온의 발생 빈도는 변화 없음(그림 6a) → 폭염일수 변화 없음(그림 5e).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0.9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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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서리일수 (일) 83.3 -3.19 *
-25.7

(95.1 → 69.4)
+3.5

(69.4 → 72.9)

결빙일수 (일) 13.0 -0.90 *
-7.9

(15.8 → 7.9)
+2.4

(7.9 → 10.3)

여름일수 (일) 101.9 +1.21 *
+9.0

(99.2 → 108.2)
+4.3

(108.2 → 112.5)

열대야일수 (일) 6.7 +0.93 *
+7.0

(3.6 → 10.6)
+3.1

(10.6 → 13.7)

폭염일수 (일) 9.3 -0.03
+0.4

(9.3 → 9.7) 
+0.9

(9.7 → 10.6)

표 6. 연간 기온 극한현상일수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서리일수 (b) 결빙일수

(c) 여름일수 (d) 열대야일수

(e) 폭염일수

그림 5. 과거 30년(1912~1941)과 최근 30년(1988~2017)의 

우리나라 월별 기온 극한현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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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름, 일 최고기온 (b) 여름, 일 최저기온

(c) 겨울, 일 최고기온 (d) 겨울, 일 최저기온

그림 6. 처음 30년(1912~1941)과 최근 30년(1988~2017)의 여름철(위)과 

겨울철(아래)에 대한 일 최고기온(좌)과 일 최저기온(우)의 

구간별(1℃ 단위)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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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온 극한기후지수의 변화

l 여름철 최고기온·최저기온 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표 7)

- 일 최고기온 연 최대값과 온난일은 뚜렷한 변화 없음.

- 온난야는 +1.0일/10년*, 일 최저기온 연 최대값은 +0.13℃/10년*으로 증가 추세.

l 겨울철 최고기온 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표 7)

- 일 최고기온 연 최소값이 +0.31℃/10년*으로 상승함에 따라 한랭일은 –1.9일/10년*으로 

감소 추세.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일 최고기온 연 최소값이 –0.6℃로 감소함에 따라 

한랭일은 +5.3일 증가함.

l 겨울철 최저기온 관련 극한기후지수 변화(표 7)

- 일 최저기온 연 최소값이 +0.36℃/10년*으로 상승함에 따라 한랭일은 –2.6일/10년*으로 

감소 추세.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일 최저기온 연 최소값이 –0.4℃로 감소함에 따라 

한랭야는 +3.7일 증가함.

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온난일 (일) 35.8 +0.03
+1.6

(35.8 → 37.4)
+0.7

(37.4 → 38.7)

온난야 (일) 35.9 +1.01 *
+17.9

(32.4 → 40.3)
+5.2

(40.3 → 45.5)

한랭일 (일) 35.9 -1.86 *
-16.0

(41.9 → 25.9)
+5.3

(25.9 → 31.2)

한랭야 (일) 36.0 -2.55 *
-20.6

(44.3 → 23.7)
+3.7

(23.7 → 27.4)

일 최고기온 연 최대값 (℃) 34.8 -0.04
-0.2

(35.0 → 34.8)
+0.2

(34.8 → 35.0)

일 최저기온 연 최대값 (℃) 26.0 +0.13 *
+1.0

(25.6 → 26.6)
+0.5

(26.6 → 27.1)

일 최고기온 연 최소값 (℃) -4.8 +0.31 *
+2.7

(-5.9 → -3.2)
-0.6

(-3.2 → -3.8)

일 최저기온 연 최소값 (℃) -12.4 +0.36 *
+3.1

(-13.8 → -10.7)
-0.4

(-10.7 → -11.1)

표 7. 연간 기온 극한기후지수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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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강수 변화

1) 연 강수 변화

l 지난 106년간 연 강수량은 증가하나, 강수일수는 뚜렷한 변화 없음.

l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16.3㎜/10년*으로 증가하였음5)(표 8, 그림 7).

- 과거 30년 평균은 1181.4㎜, 최근 30년 평균은 1305.5㎜으로 +124.1㎜ 증가.

- 최근 10년 평균은 1245.1㎜로 최근 30년보다 –60.4㎜ 감소.

  ※ 연 강수량은 지난 106년간 변동 폭이 매우 크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l 연 강수일수(일 강수량 1㎜이상)는 106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음.

l 강수강도는 +0.18㎜/일/10년*으로 증가 추세.

5) 강수변화 연구 사례

  - 1901년 이후 북반구 중위도 육지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강수 변화의 신뢰도는 1900년도 초반에 낮았으며, 최근에는 다소 높아짐 

(IPCC, 2013).

  - 연 강수량이 1910년대에 1155.6㎜, 2000년대에 1375.4㎜(19% 증가) (국립기상연구소, 2009).

  - 35년(1973~2007)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며, 건기에는 감소하지만 우기에는 증가 (김연희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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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강수량 (㎜) 1237.4 +16.32*
+124.1

(1181.4 → 1305.5)

-60.4

(1305.5 → 1245.1)

강수일수 (일) 77.6 +0.19
+1.6

(76.5 → 78.1)

-0.2

(78.1 → 77.9)

강수강도 (㎜/일) 15.7 +0.18*
+1.3

(15.2 → 16.5)

-0.7

(16.5 → 15.8)

표 8. 연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강도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연 강수량 (b) 연 강수일수

그림 7. 연 강수량(일 강수량 0㎜이상)과 연 강수일수(일 강수량 1㎜이상)의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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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별 강수 변화

l 지난 106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증가함.

- 최근 10년 동안은 모든 계절에서 강수량 다소 감소.

-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에서 큰 변화 없음.

l 지난 106년 동안 계절별 강수량 변화는 여름에 뚜렷하고, 가을과 봄에 다소 증가, 

겨울에는 큰 변화 없음. 여름에만 유의한 증가를 보임(표 9, 그림 8).

- 여름(+11.6㎜/10년*) > 가을(+3.9㎜/10년) > 봄(+1.9㎜/10년) > 겨울(-0.9㎜/10년)

-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의 강수량 변화는 추세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름 강수량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겨울에는 변화가 없음.

- 최근 10년의 강수량은 최근 30년에 비해 모든 계절에서 감소하며, 특히 여름에 

감소폭이 47.3㎜로 가장 큼.

l 강수일수는 계절별로 다른 변화경향을 보이며, 모든 계절에서 뚜렷한 변화 없음.

- 여름(+0.2일/10년) > 봄(+0.03/10년) > 가을(-0.03일/10년) > 겨울(-0.05일/10년)

- 과거 30년, 최근 30년, 최근 10년 사이에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에서 뚜렷한 변화 

없음.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 _ 19

계절 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봄

강수량 (㎜) 237.3 +1.88
+11.2

(227.7 → 238.9)

-3.6

(238.9 → 235.3)

강수일수 (일) 18.7 +0.03
+0.5

(18.4 → 18.9)

-0.1

(18.9 → 18.8)

강수강도 (㎜/일) 12.4 +0.08
+0.3

(12.1 → 12.4)

-0.1

(12.4 → 12.3)

여름

강수량 (㎜) 638.7 +11.57 *
+89.4

(610.9 → 700.3)

-47.3

(700.3 → 653.0)

강수일수 (일) 29.1 +0.23
+1.7

(28.2 → 29.9)

-0.5

(29.9 → 29.4)

강수강도 (㎜/일) 21.6 +0.23
+1.8

(21.3 → 23.1)

-1.2

(23.1 → 21.9)

가을

강수량 (㎜) 265.4 +3.85
+28.4

(241.7 → 270.1)

-7.9

(270.1 → 262.2)

강수일수 (일) 17.3 -0.03
-0.4

(17.2 → 16.8)

+0.5

(16.8 → 17.3)

강수강도 (㎜/일) 15.0 +0.24
+1.8

(13.8 → 15.6)

-0.7

(15.6 → 14.9)

겨울

강수량 (㎜) 94.1 -0.89
-3.6

(99.6 → 96.0)

-4.3

(96.0 → 91.7)

강수일수 (일) 12.4 -0.05
-0.3

(12.7 → 12.4)

-0.3

(12.4 → 12.1)

강수강도 (㎜/일) 7.1 -0.03
-0.2

(7.4 → 7.2)

+0.1

(7.2 → 7.3)

표 9. 계절별 강수량, 강수일수, 강수강도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여름 강수량 (b) 여름 강수일수

그림 8. 여름철 강수량(일 강수량 0㎜이상)과 강수일수(일 강수량 1㎜이상)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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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수의 연변화

l 두 번의 강수 피크 중 첫 번째는 강수량이 증가하며, 두 번째는 강수량이 증가

하고 기간이 길어지며, 8월 초 휴지기가 뚜렷하지 않음6).

- 최근 30년은 과거 30년보다 첫 번째 강수 피크의 시기가 7월 8일(11.8㎜)에서 

7월 14일(13.0㎜)로 약 일주일 늦어지며, 강수량이 증가함(그림 9).

- 두 번째 강수 피크는 9월 4일(7.5㎜)에서 8월 25일(9.3㎜)로 약 10일 앞당겨지고 

강수량은 증가하며, 5㎜이상의 강수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짐.

l 최근 10년은 최근 30년과 두 번의 강수 피크 발현 시기가 비슷하며, 첫 번째 

피크가 최근 30년보다 강하고, 8월 휴지기가 비교적 뚜렷함(그림 10).

6) 여름철 두 번의 강수 피크 중 첫 번째는 강화, 두 번째는 기간이 길어지며, 휴지기는 감소 (Roh et al., 2012).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 _ 21

그림 9. 일 강수량의 연변화(5일 이동 평균).

일강수량(상단), 일강수량 변화량(하단, 최근 30년 – 과거 30년).

그림 10. 일 강수량의 연변화(5일 이동 평균).

일강수량(상단), 일강수량 변화량(하단, 최근 10년 – 최근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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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간별 강수량 변화

l 지난 106년 동안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

- 전체 강수일수는 뚜렷한 변화가 없으나, 강한 강수의 강수일수는 증가.

- 최근 10년은 약한 강수가 증가하고 강한 강수가 감소.

l 약한 강수와 강한 강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 강수량을 5개 구간으로 구분.

구간 Ⅰ Ⅱ Ⅲ Ⅳ Ⅴ

강수량 (㎜) 1.0~9.9 10.0~29.9 30.0~79.9 80.0~149.9 150~

l 구간Ⅰ, Ⅱ의 강수는 전체 강수량의 44%, 구간Ⅲ, Ⅳ, Ⅴ는 56% 차지(표 10).

- 모든 지점에서 구간 Ⅲ, Ⅳ, Ⅴ의 강수량이 많을수록 연 강수량이 많음.

  ※ 강수량이 가장 많은 부산과 적은 대구의 구간 Ⅰ, Ⅱ의 강수는 각각 550.2 ㎜과 520.0 ㎜로 

큰 차이가 없으나, 구간 Ⅲ, Ⅳ, Ⅴ은 898.6 ㎜과 483.4㎜로 약 1.9배의 차이를 보임.

l 구간 Ⅲ, Ⅳ, Ⅴ의 강수량은 연 강수량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 구간 Ⅲ,Ⅳ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증가하나, 구간Ⅰ,Ⅱ,Ⅴ은 큰 변화 없음(그림 11a).

  ※ 구간 Ⅳ의 강수량은 +7.5㎜/10년*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임.

l 최근 30년의 강수량은 과거 30년에 비해 구간 Ⅱ, Ⅲ, Ⅳ에서 모두 증가(표 10).

- 최근 10년의 강수량은 최근 30년보다 구간Ⅰ에서는 다소 증가하지만, 그 외 구간에서 

감소.

l 구간Ⅰ의 강수일수는 전체의 60%, 그 외 구간은 40%를 차지(표 11).

l 연 강수일수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구간Ⅳ은 +0.07일/10년*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임. 이는 강수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구간과 일치함.

- 서울과 인천은 구간 Ⅳ에서, 대구는 구간 Ⅴ에서 뚜렷한 증가경향이 나타났고 각각 

+0.10일/10년*, +0.13일/10년*, +0.02일/10년*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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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구간Ⅰ 

(1.0~9.9㎜)
178.4 -0.24

-2.1

(178.1 → 176.0)

+3.3

(176.0 → 179.3)

구간Ⅱ

(10.0~29.9㎜)
360.3 +1.05

+10.2

(353.0 → 363.1)

-9.6

(363.1 → 353.6)

구간Ⅲ

(30.0~79.9㎜)
440.7 +6.87

+54.1

(408.9 → 463.0)

-34.4

(463.0 → 428.6)

구간Ⅳ

(80.0~149.9㎜)
172.6 +7.54*

+63.9

(146.2 → 210.1)

-9.4

(210.1 → 200.7)

구간Ⅴ

(150㎜~)
73.9 +1.4

+0.4

(82.3 → 82.7)

-10.1

(82.7 → 72.6)

표 10. 구간별 강수량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구간Ⅰ (일) 45.4 -0.07
-0.5

(45.6 → 45.1)
+1.1

(45.1 → 46.2)

구간Ⅱ (일) 20.6 +0.05
+0.5

(20.2 → 20.7)
-0.4

(20.7 → 20.3)

구간Ⅲ (일) 9.5 +0.14
+1.1

(8.8 → 9.9)
-0.6

(9.9 → 9.3)

구간Ⅳ (일) 1.7 +0.07*
+0.6

(1.4 → 2.0)
-0.1

(2.0 → 1.9)

구간Ⅴ (일) 0.4 -
-

(0.4 → 0.4)
-0.1

(0.4 → 0.3)

표 11. 구간별 강수일수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연 강수량 (b) 연 강수일수

그림 11. 구간별 연 강수량(일 강수량 1㎜이상)과 구간별 연 강수일수(일 강수량 1㎜이상) 

변화(1912~2017년). 막대그래프의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구간Ⅰ, Ⅱ, Ⅲ,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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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수 극한기후지수 변화

l 최근 30년은 과거 30년보다 1일 및 5일 최대강수량, 95 및 99퍼센타일 강수

일수가 다소 증가하므로, 최근 강한 강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총 강수량과 강한 강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l 1일･5일 최대강수량

- 지난 106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일 및 5일 최대강수량은 각각 +2.0 ㎜/10년, 

+3.5 ㎜/10년으로 증가 추세이나, 유의하지 않음(표 12, 그림 12).

- 과거 30년보다 최근 30년에 최대강수량이 증가하였고, 최근 10년에 다시 감소.

l 99퍼센타일 강수일수

- 106년 평균은 0.8일이고, +0.03일/10년으로 증가 추세이나, 유의하지 않음.

- 최근 30년은 과거 30년보다 +0.2일 증가.

l 95퍼센타일 강수일수

- 106년 평균은 39일이고, +0.12일/10년*으로 증가 추세.

- 과거 30년에 3.6일에서 최근 30년에 4.5일로 +0.9일 증가.

- 최근 10년 평균은 4.2일로, 최근 30년에 비해 0.3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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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1일 최대강수량 (㎜) 130.3 +1.97
+12.1

(126.5 → 138.6)

-5.5

(138.6 → 133.1)

5일 최대강수량 (㎜) 216.9 +3.46
+25.4

(211.1 → 236.5)

-16.8

(236.5 → 219.7)

99퍼센타일 강수일수 (일) 0.8 +0.03
+0.2

(0.7 → 0.9)

-

(0.9 → 0.9)

95퍼센타일 강수일수 (일) 3.9 +0.12 *
+0.9

(3.6 → 4.5)

-0.3

(4.5 → 4.2)

표 12. 강수 극한기후지수 평균과 변화(1912~2017년)

(a) 1일 최대강수량 (b) 5일 최대강수량

(c) 99퍼센타일 강수일수 (d) 95퍼센타일 강수일수

그림 12. 강수 극한지수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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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장 무강수 및 강수 지속기간은 뚜렷한 변화 없음(표 13, 그림 13).

l 최장 무강수 지속기간

- 지난 106년 평균은 30.0일이고, 변화경향은 -0.04일/10년으로 뚜렷한 변화 없음.

-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변화도 +0.1일로 무강수 지속기간은 큰 변화 없음.

l 최장 강수 지속기간

- 지난 106년 평균은 5.8일이고, 변화경향은 -0.01일/10년으로 뚜렷한 변화 없음.

-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변화는 –0.1일로 큰 변화 없음.

구  분 평 균
변화경향

(/10년)

최근 30년

- 과거 30년

최근 10년

– 최근 30년

최장 무강수 지속기간 (일) 30.0 -0.04
+0.1

(30.0 → 30.1)

-1.0

(30.1 → 29.1)

최장 강수 지속기간 (일) 5.8 -0.01
-0.1

(5.9 → 5.8)

-0.2

(5.8 → 5.6)

표 13. 우리나라의 최장 무강수 지속기간과 최장 강수 지속기간 변화

(a) 최장 무강수 지속기간 (b) 최장 강수 지속기간

그림 13. 최장 무강수 지속기간과 최장 강수 지속기간 변화(19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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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 변화

l 계절 시작일은 봄과 여름에는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늦어짐.

-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으며, 봄과 가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l 계절 시작일 변화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표 14)

- 봄과 여름의 시작일은 각각 13일, 10일 빨라짐.

- 가을과 겨울의 시작일은 각각 9일, 5일 늦어짐.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A) 1912~1941년 3.18 6.11 9.17 11.29

(B) 1998~2017년 3.05 6.01 9.26 12.04

(C) 2008~2017년 3.01 5.28 9.28 12.03

(D)  차이1 (B-A) -13 -10 +9 +5

(E)  차이2 (C-B) -4 -4 +2 -1

표 14. 과거 30년, 최근 30년, 최근 10년의 계절 시작일

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A) 1912~1941년 85 98 73 109

(B) 1998~2017년 88 117 69 91

(C) 2008~2017년 88 123 66 88

(D)  차이1 (B-A) +3 +19 -4 -18

(E)  차이2 (C-B) 0 +6 -3 -3

표 15. 과거 30년, 최근 30년, 최근 10년의 계절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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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계절 지속기간 변화(그림 14, 표 15)

- 최근 30년은 과거 30년 보다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18일 짧아짐.

ㆍ 겨울은 시작이 5일 늦어지고 종료가 13일 빨라져서 지속기간이 18일 감소.

ㆍ 여름은 시작이 10일 빨라지고 종료가 9일 늦어져서 지속기간이 19일 증가하여 

총 117일 동안 지속 됨(약 4개월).

ㆍ 과거 30년 동안 겨울은 가장 긴 계절이었으나, 최근 30년에는 지속기간이 감소하여 

봄과 비슷해 짐.

- 최근 10년은 최근 30년에 비해 겨울 평균기온이 하강했지만, 지속기간은 짧아짐.

ㆍ 최근 10년의 기온이 12월과 1월에만 –0.8℃, -0.6℃로 뚜렷하게 감소.

그림 14. 우리나라의 계절길이 변화.

과거 30년(1912∼1941: 안쪽) 대비 최근 30년(1988∼2017: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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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의 기후  

l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13.2℃, 연 강수량은 1237.4㎜임

(그림 15).

- 연평균 최고기온은 17.5℃, 최저기온 8.9℃.

―― 월평균기온      ■  월강수량 

그림 15. 월평균기온과 월강수량의 106년(1912~2017) 평균.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기온 (℃) 12.0 24.2 15.4 1.2

최고기온 (℃) 16.8 27.9 20.0 5.4

최저기온 (℃) 7.2 20.4 10.9 -3.0

강수량 (㎜) 237.3 638.7 265.4 94.1

표 16. 계절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및 강수량의 106년(1912~2017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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