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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articularly August and summer, in the Korean peninsular are analyzed. The analyzed 
period is 1973-2007 for the Korean peninsular (that is, 60 meteorological station average). In addition, 100 year record 
(1908-2007)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Seoul are also analyzed.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eratures (mean, 
maximun, and minimum) of August and summer of 2007, both in Korean peninsular and Seoul, are higher than normal. 
The increasing rate of minimum temperature for the August and summer during the period from 1973 to 2007 shows 
greater than the mean and maximum temperature both in Korean peninsular and Seoul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urbanization. Number of tropical night days, defined by the days with above 25℃ in minimum temperature, shows increas-
ing trend both in August and summer from 1973 to 2007 due to the combination effect of the global warming and 
urbanization.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oth in August and summer, for Korean peninsular and Seoul shows increasing 
trend from 1973 to 2007, and 1908 to 2007, respectively. Amount of precipitation and rainy days, both August and summer, 
during 2000s show greater than those of the 1970s both in Korean peninsular and Seoul. Extreme rainy days (greater 
than 120mm/day, greater than 80mm/day, greater than 30mm in any 1-hour period and greater than 10mm in any 10-minute 
period) show increasing trend from 1973 to 2007 for both in August and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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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최근의 온난

화 현상은 적어도 과거 1200년 동안에는 없었던 현상이

며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Osborn and Briffa, 2007). 기후변화는 육상 및 해양의 

생태계를 포함하여 농업, 수자원, 산업, 사회, 경제 등 모

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가 위에 언급한 여러 분야들에 미치는 영

향을 알기 위하여 매달의 기후특성 및 장기변화 경향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강수변화에 

대한 연구가 행하여졌다 (Lim and Jung, 1992; 전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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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병권, 1997; Park and Yadav, 1998; Jung et al., 
2001; Seo and Park, 2002; Min et al., 2003; Wang et 
al., 2007). 하지만 온도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출판

되지 않았다. Lee 와 Kang (1997)은 1904년부터 1994
년 기간동안 5개의 지점을 사용하여 온도변화를 연구

하였다. Boo et al. (1999)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의 자동기상관측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온도의 

수평분포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월 및 계절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상청 자료관리서비스팀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기후분석을 실시하여 언론에 정기적

으로 브리핑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달 분석한 기후자료 및 결과를 기상ㆍ기후관련분야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월 및 계절별 

장기기후를 분석하므로 써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을 

파악 하고자 함이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상청에서 연속적으로 관

측을 시작한 1973년부터 전국 60개 지점의 평균을 사

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73-2007년 8월과 여름 (6, 7, 
8월)의 기온 (평균, 최고, 최저기온), 최고기온 35℃ 이
상 및 최저기온 25℃ 이상일수이다. 강수량의 경우 

1973-2007년 8월과 여름의 평균 강수량, 120 mm 이
상/일 강수일수, 80 mm 이상/일 강수일수,  1시간 최다 

30 mm 강수일수, 10분간 최다 10 mm 이상 강수일수 

등이다. 
8월과 여름을 동시에 분석한 이유는 매달 기후특성 

브리핑 자료 발표 시 6월, 7월 기후 특성은 각각의 달

만 별도로 발표하고 8월의 기후 특성 발표 시 6, 7, 8월

을 종합한 여름을 같이 발표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908-2007년 8월 및 여름의 기온 (평

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최고기온 35℃ 
이상 및 최저기온 25℃ 이상일수 등 이다.

또한 8월 및 여름에 대한 위의 각 요소 (기온, 강수

량 등)의 1973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화 경향을 분석

하였다. 전국의 경우 금년 8월과 여름의 기후 특성을 

1970년대 (1973-1980년) 와 비교하였으며 필요시 평

년값 (1971-2000년) 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

시 2000년대 (2001-2007년) 와 1970년대를 비교하기

도 하였다. 서울의 경우 금년 8월과 여름의 기후특성을 

1910년대 (1911-1920년) 및 1970년대 와 비교하였다. 

필요에 따라 191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기도 하

였다. 이렇게 여러 기간을 비교한 이유는 기상 특성을 

알기 위하여 평년값과 비교하였으며 기후변화 경향을 

알기 위하여 191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등과 비

교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결과 부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비교적 자세히 기

술하였으며 토의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시계열 변화경

향을 기술 하였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 토

의된 모든 자료를 Figure 로 제시 하지는 않았으며 일

부 자료만 Figure 로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 토의된 모

든 그림은 http://www.kma.go.kr/intro.html 의 열린행

정 → 알림마당 → 브리핑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3. 결과 

3.1 기온변화

(a) 여름철

전국의 금년 여름의 평균기온은 23.8℃로 평년 

(23.5℃)에 비해 0.3℃ 높았다. 최고기온은 28.3℃ 로 

평년 (28.2℃)에 비해 0.1℃ 높았으며 최저기온은 

20.2℃로 평년 (19.6℃)에 비해 0.6℃ 높았다 (Table 
1).

금년 여름의 기온을 1970년대와 비교하면 평균기온

은 1970년대 (23.4℃)에 비해 0.4℃, 최고기온은 1970
년대 (28.0℃)에 비해 0.3℃, 최저기온은 1970년대 

(19.5℃)에 비해 0.7℃ 상승하였다 (Table 1). 
전국의 2000년대 (2001-2007년)와 1970년대 

(1973-1980년)여름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 가 평균

기온은 23.6℃, 최고기온 28.2℃, 최저기온 20.0℃ 로 

1970년대에 비해 평균기온은 0.2℃, 최고기온은 0.
2℃, 최저기온은 0.5℃ 상승하였다 (Table 1).

1973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여름의 기온변화경향

을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은 1973년부터 금년 8월까지 

뚜렷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197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다 (Fig. 1).
서울의 경우 금년 여름의 평균기온은 24.6℃로 평년 

(24.1℃)에 비해 0.5℃ 높았다. 최고기온은 28.6℃ 로 평

년 (28.4℃)에 비해 0.2℃ 높았으며 최저기온은 21.4℃
로 평년 (20.6℃)에 비해 0.8℃ 높았다 (Table 2).

서울의 금년 여름의 기온을 1910년대 여름과 비교

하면 평균기온은 1910년대 (23.4℃)에 비해 1.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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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s of various meteorological elements in national averages (60 station average)with different time periods.

Elements

National 
average
(August, 

2007)

Normalof
August
(1971-
2000)

National 
average
(August, 
1970s)

National 
average
(August, 
2000s)

National 
average

(summer, 
2007)

Normal of 
summer
(1971-
2000)

National 
average

(summer, 
1970s)

National 
average

(summer, 
2000s)

Mean temperature(℃) 26.1 25.0 24.8 25.1 23.8 23.5 23.4 23.6
Maximum 
temperature(℃) 30.4 29.6 29.4 29.7 28.3 28.2 28.0 28.2

Minimum 
temperature(℃) 22.9 21.3 21.1 21.7 20.2 19.6 19.5 20.0

Precipitation (mm) 330.0 265.
0 225.9 305.1 676.3 699.9 632.1 819.6

Rainy days 17.3 - 11.8 14.4 42.2 - 37.1 39.7
Days greater than 35℃ in 
max. temp. 1.1 - 0.4 1.3 1.6 - 1.4 2.0

Days greater than 25℃ in 
mini. temp. 4.7 - 1.6 2.8 5.5 - 2.9 4.3

Rainy days in greater than
80mm/day 0.7 - 0.5 0.8 1.2 - 1.2 2.0

Rainy days in greater than
120mm/day 0.1 - 0.2 0.3 0.1 - 0.4 0.7

Rainy days greater than 
30mm 
in any 1-hour period 

0.9 - 0.5 0.7 1.3 - 1.1 1.7

Rainy days greater than 10 
mm in any 10-minute 
period 

2.2 - 0.8 1.4 3.2 - 1.7 3.0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f summer (June, July, August) of 197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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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 series of summer temperature (mean, maximum, and minimum), and precipitation for the period 1973-2007.

고기온은 1910년대 (28.6℃)와 같았으며, 최저기온은 

1910년대 (19.4℃)에 비해 2.0℃ 상승하였다 (Table 
2).

금년 여름 서울의 기온을 1970년대 여름과 비교하

면 평균기온은 1970년대 (23.4℃)에 비해 0.9℃, 최고

기온은 1970년대 (28.2℃)에 비해 0.4℃, 최저기온은 

1970년대 (20.3℃)에 비해 1.1℃ 상승하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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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f August in S eoul for the period 1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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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summer temperature (mean, maximum, and minimum), and precipitation in Seoul for the period 
1908-2007.

Table 2. Lists of various meteorological elements in Seoul with different time periods.

Elements August, 
2007

Normal
of August

(1971-
2000)

August, 
1910s

August, 
1970s

August, 
2000s

Summer, 
2007

Normal of 
summer
(1971-
2000)

Summer, 
1910s

Summer, 
1970s

Summer, 
2000s

Mean 
temperature(℃) 26.5 25.4 25.0 25.0 25.6 24.6 24.1 23.4 23.7 24.2

Maximum 
temperature(℃) 29.9 29.5 30.0 29.3 29.4 28.6 28.4 28.6 28.2 28.2

Minimum 
temperature(℃) 23.8 22.1 21.1 21.8 22.6 21.4 20.6 19.4 20.3 21.1

Precipitation (mm) 237.6 348.0 274.5 250.9 351.6 566.2 809.2 753.4 661.7 974.7
Rainy days 19.0 - 12.4 13.3 15.3 46.0 - 39.0 39.0 43.0
Days greater than 
35℃ in max. temp. 0 - 1.1 0.3 0.6 0 - 2.3 0.8 0.6

Days greater than 
25℃ in mini. temp. 11.0 - 0.3 1.8 5.7 12.0 - 0.9 4.5 7.7

서울의 2000년대 (2001-2007년)와 1970년대 (1973- 
1980년) 여름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 가 평균기온은 

24.2℃, 최고기온 28.2℃, 최저기온 21.1℃ 로 1970년

대 23.7℃, 28.2℃, 20.3℃에 비해 평균기온은 0.5℃, 
최고기온은 같았으며, 최저기온은 0.8℃ 상승하였다 

(Table 2).
1908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서울 여름의 기온변

화경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1908년

부터 금년 여름까지 증가하며 최고기온은 감소한다

(Fig. 2). 
전국 여름의 최고기온 35℃ 이상일수는 197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여름의 최고기온 35℃ 이

상일수는 1.6일로 1970년대 (1.4일)에 비해 0.2일 많았

다. 2000년대는 2.0일로 1970년대에 비해 0.6일 많았다. 
여름의 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는 197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 금년 여름은 5.5일로 

1970년대 (2.9일)에 비해 2.6일 많았다 (Table 1). 
서울의 경우 금년 여름 최고기온 35℃ 이상일수는 

1908년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여름의 

최고기온 35℃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2000년

대에는 0.6일로 1910년대 (2.3일)에 비해 1.7일 적었

다. 반면에 금년 여름 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는 

1908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4). 
금년 여름의 경우 최저기온 25℃ 이상 일수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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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with above 25C in minimum temperature of August and summer in Seoul for the period 19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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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the days with above 25℃ in minimum temperature of August and summer in Seoul for the period
1908-2007. 

Days w ith above 25C in minimum temperature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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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of the days with above 25℃ in minimum temperature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일로 1910년대 (0.9일)에 비해 11.1일 많았다. 2000년

대는 7.7일로 1910년대에 비해 6.8일이 많았다.  

(b) 8월

전국 금년 8월 평균기온은 26.1℃로 평년 (25.0℃)
에 비해 1.1℃ 높았다. 최고기온은 30.4℃ 로 평년 

(29.6℃)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저기온은 22.9℃로 

평년 (21.3℃)에 비해 1.6℃ 높았다 (Table 1). 
금년 8월의 기온을 1970년대의 8월과 비교하면 평

균기온은 1970년대 (24.8℃)에 비해 1.3℃, 최고기온

은 1970년대 (29.4℃)에 비해 1.0℃, 최저기온은 1970
년대 (21.1℃)에 비해 1.8℃ 상승하였다 (Table 1).

2000년대 (2001-2007년) 8월과 1970년대 (1973- 
1980년) 8월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 가 평균기온은 

25.1℃, 최고기온 29.7℃, 최저기온 21.7℃ 로  1970
년대에 비해 평균기온은 0.3℃, 최고기온은 0.3℃, 최
저기온은 0.6℃ 상승하였다 (Table 1).

1973년부터 2007년까지 8월의 기온변화경향을 분석

한 결과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1973년부터 금년 8월까

지 뚜렷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기온

은 1973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금년 8월 평균기온은 26.5℃로 평년 (25.

4℃)에 비해 1.1℃ 높았다. 최고기온은 29.9℃ 로 평년 

(29.5℃)에 비해 0.4℃ 높았으며 최저기온은 23.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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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the rainy days with above 120mm/day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평년 (22.1℃)에 비해 1.7℃ 높았다 (Table 2). 
서울의 금년 8월의 기온을 1910년대 8월과 비교하

면 평균기온은 1910년대 (25.0℃)에 비해 1.5℃, 최고

기온은 1910년대 (30.0℃)에 비해 0.1℃ 낮았으며, 최
저기온은 1910년대 (21.1℃)에 비해 2.7℃ 상승하였

다 (Table 2). 
서울의 2000년대 (2001-2007년) 8월과 1970년대 

(1973-1980년) 8월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 가 평균

기온은 25.6℃, 최고기온 29.4℃, 최저기온 22.6℃ 로  

1970년대 25.0℃, 29.3℃, 21.8℃에 비해 평균기온은 

0.6℃, 최고기온은 0.1℃, 최저기온은 0.8℃ 상승하였

다 (Table 2).
서울의 경우 8월의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1908년

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고기온은 190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8월의 최고기온 35℃ 이상일수는 197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8월 최고기온 35℃이상

일수는 1.1일로 1970년대 (0.4일)에 비해 0.7일 많았다. 
2000년대는 1.3일로 1970년대에 비해 0.9일 많았다. 

8월의 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는 1973년부터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 금년 8월은 4.7일로 

1970년대 (1.6일)에 비해 3.1일 많았다. 2000년대는 

2.8일로 1970년대에 비해 1.2일 많았다 (Table 1).
서울의 경우 8월 최고기온 35℃ 이상일수는 1908년

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8월의 최고기온 

35℃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2000년대에는 

0.6일로 1910년대 (1.1일)에 비해 0.5일 적었다. 
반면에 서울의 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는 1908

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4). 금년 

8월의 경우 최저기온 25℃ 이상 일수는 11.0일로 1910
년대에 비해 10.7일 많았다. 2000년대는 5.7일로 1910
년대에 비해 5.4일이 많았다 (Table 2).  
  

3.2 강수량 변동

(a) 여름철

금년 여름 전국의 강수량은 676.3 mm로 (Table 1) 
평년 (699.9 mm)에 비해 23.6 mm 적었다. 반면에 금

년 여름의 강수량은 1970년대 (632.1 mm)에 비해 

44.2 mm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 (819.6 mm) 와 비

교하면 143.3 mm 적었다. 2000년대 여름 (819.6 mm)
은 1970년대 여름 (632.1 mm)에 비해 187.5 mm 많았

다 (Table 1).
금년 여름 서울의 강수량은 566.2 mm로 평년 

(809.2 mm)에 비해 243.0 mm 적었다. 금년 여름 서울

의 강수량은 1910년대 (753.4 mm)에 비해 187.2 mm, 
1970년대 (661.7 mm)에 비해 95.5 mm, 2000년대 

(974.7 mm)에 비해 313.0 mm 적었다. 하지만 2000년

대가 1910년대에 비해 221.3 mm 많았으며, 1970년대

에 비해 313.0 mm 많았다 (Table 2). 
전국 60개 지점의 여름 80 mm 이상/일 (Fig. 5), 

120 mm 이상/일, 1시간 최다 30 mm 이상, 10분간 최

다 10 mm 이상 강수일수는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여름 80 mm 이상/일 강수일

수는 1.2일로 1970년대 (1.2일)와 같았다. 2000년대는 

2.0일로 1970년대에 비해 0.8일 많았다 (Table 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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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days w ith above 80mm/day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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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the rainy days with above 80mm/day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Rainy days  w ith above 30mm in any 1-hour period of Augus t and s 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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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of rainy days with above 30mm in any 1-hour period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mm 이상/일 강수일수는 금년 여름 0.1일 (Table 1)로 

1970년대 (0.4일)에 비해 0.3일 적었다. 2000년대는 

0.7일로 1970년대에 비해 0.3일 많았다 (Table 1). 1시

간 최다 30mm 이상 강수일수는 금년 여름 1.3일 

(Table 1)로 1970년대 (1.1일)에 비해 0.2일 많았다. 
2000년대는 1.7일로 1970년대에 비해 0.6일 많았다 

(Table 1). 10분간 최다 10 mm 이상 강수일수는 금년 

여름 3.2일 (Table 1)로 1970년대 (1.7일)보다 1.5일 많

았다. 2000년대는 3.0일로 1970년대에 비해 1.3일 많

았다 (Table 1).  

(b) 8월

금년 8월 전국의 강수량은 330.0 mm 로 (Table 1) 

평년 (265.0 mm)에 비해 65.9 mm, 1970년대에 비해 

105.0 mm 많았으며 2000년대에 비해 25.8 mm 적었

다. 2000년대 8월의 강수량은 1970년대에 8월에 비해 

79.2 mm 많았다 (Table 1).
금년 8월 서울의 강수량은 237.6 mm로 평년 (348.0 

mm)에 비해 110.4 mm 적었다 (Table 2). 금년 8월 서

울의 강수량은 1910년대 (274.5 mm)에 비해 36.9 
mm, 1970년대 (250.9 mm)에 비해 13.3 mm, 2000년

대 (351.6 mm)에 비해 114.0 mm가 적었다. 하지만 

2000년대가 1910년대에 비해 77.1 mm, 1970년대에 

비해 100.7 mm 많았다 (Table 2).
전국 60개 지점의 8월 120 mm 이상/일 (Fig. 5), 80 

mm 이상/일 (Fig. 6), 1시간 최다 30 mm 이상 (Fig.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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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 days w ith above 10mm in any 10-minute period of Augus t and summer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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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series of rainy days with above 10mm in any 10-minute period of August and summer for the period 1973-2007.

분간 최다 10 mm 이상 강수일수 (Fig. 8)는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년 8월 80 mm 이상/
일 강수일수는 0.7일로 1970년대 (0.5일)에 비해 0.2일 

많았다. 2000년대는 0.8일로 1970년대에 비해 0.3일 많

았다 (Table 1). 120 mm 이상/일 강수일수는 금년 8월 

0.1일로 1970년대 (0.2일)에 비해 0.1일 적었다. 2000년
대는 0.3일로 1970년대에 비해 0.1일 많았다 (Table 1). 8
월중 전국 1시간 최다 30 mm 이상  강수일수는 금년 8월 

0.9일로 1970년대 (0.5일)에 비해 0.4일 많았다. 2000년
대는 0.7일로 1970년대에 비해 0.2일 많았다. 10분간 최

다 10 mm 이상 강수일수는 금년 8월 2.2일 (Table 1)로 

1970년대 (0.8일)보다 1.4일 많았다. 2000년대는 1.4일
로 1970년대에 비해 0.6일 많았다 (Table 1).  

서울의 경우 금년 8월의 강수일수는 19.0일로 1910
년대 (12.4일)에 비해 6.6일 많았다. 2000년대의 강수

일수는 15.3일로 1910년대에 비해 2.9일 많았다 

(Table 2). 서울의 경우 금년 여름의 강수일수는 46.0
일로 1910년대 (39.0일)에 비해 7.0일 많았다. 2000년

대의 강수일수는 43.0일로 1910년대에 비해 4.0일 많

았다 (Table 2).
  
4. 토의

4.1 8월 및 여름의 온도 변화

금년 8월은 전국 (60개 지점 평균) 과 서울 모두 평

균, 최고,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전국의 경우 평

년에 비해 최저기온이 1.6℃ 상승하였으며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금년 8월의 기온을 1970년대 (1973-1980) 8월과 비

교하면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1.8℃), 평
균기온 (1.3℃상승), 최고기온 (1.0℃)의 순이었다. 
2000년대 (2001-2007년) 8월과 1970년대 8월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면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최저

기온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0.6℃ 상승),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0.3℃ 상승하였다. 
금년 8월 서울의 경우 평년에 비해 최저기온이 1.7℃ 

상승하였으며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에 비해 컸다. 금
년 8월 서울의 기온을 1910년대 (1911-1920) 8월과 비

교하면 최저기온의 2.7℃상승  평균기온은 1.5℃상승

하였다. 반면에 최고기온은 0.1℃ 감소하였다. 금년 8
월 서울의 평균기온은 2000년대와 비교해보면 최저기

온이 1.2℃ 상승하였으며 평균기온은 0.9℃, 최고기온

은 0.5℃ 상승하였다. 
서울의 경우 2000년대 8월과 1970년대 8월의 기온

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최저기

온이 0.8℃, 평균기온은 0.6℃, 최고기온은 0.1℃ 상승

하였다. 또한 2000년대 8월과 1910년대 8월을 비교한 

결과 2000년대가 1910년대에 비해 최고기온은 1.5℃, 
평균기온은 0.6℃ 상승한 반면 최고기온은 0.6℃ 감소

하였다.  
전국의 2000년대 (2001-2007년) 여름과 1970년대 

여름의 기온변화의 경우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

해 최저기온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0.5℃ 상승), 평균

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0.2℃ 상승하였다. 서울의 경

우 2000년대 여름이 1910년대 여름에 비해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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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평균기온은 0.8℃ 상승한 반면 최고기온은 오

히려 0.4℃ 감소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국 (60개 지점 평균) 과 서울 모

두 금년 8월과 여름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평균 및 최고

기온에 비하여 컸다. 
또한 전국의 경우 2000년대 8월 및 여름이 1970년

대 8월 및 여름에 비해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평균 및 

최고기온에 비하여 컸다. 서울의 경우도 2000년대 8월 

및 여름이 1910년대 및 1970년대 8월 및 여름에 비해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평균 및 최고기온에 비해 컸다. 
이처럼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상승률이 다르며 최저

기온의 상승폭이 최고기온에 비해 크게 나타남은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Karl et al., 
1993). 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상승률이 다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증가하면 최고기온 상승에 비해 최저기온 상승률이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arl et al., 1993). 
특히 1950년대부터 전 지구적으로 강한 온난현상이 

시작되었으며 (Easterling et al., 1997) 1970년대부터 

육지와 해양 모두 온도가 현저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Jones, 1986; Victoria et al., 1998; Hu et al., 2004; 
Trenberth, 2007). 특히 온도변화가 적은 8월 및 여름

철과 전지구의 온도가 이미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의 기후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8월 및 여름철의 기온 (평균, 
최고, 최저)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 지구 온난화가 한

반도에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기온의 상승은 전 지구 온난화의 특징이다. 습

도, 이산화탄소, 에어러솔, 구름 등으로 인한 온실효과

의 증가는 최고기온보다는 최저기온을 증가시킨다 

(Karl et al., 1993). 특히 서울의 경우 8월과 여름 모두 

최고기온이 1908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최저기

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름의 양

이 증가하면 최고기온은 감소하며 최저기온은 증가한

다 (Plantico et al., 1990).  
전국의 경우 최고기온 35℃ 이상 일수와 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 (Fig. 3)는 1973년부터 8월 및 여름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극한기

후 (extreme climate)는 비록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출

판된 연구는 많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과거 50년간 여

름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낮보다 밤이 

더웠다. 특히 습도가 높을 때 무더운 날씨는 인간에게 

열적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Gaffen and Ross, 

1998). 여름의 평균기온 상승은 극한온도 (extremely 
high temperature)의 빈도수를 증가시킴이 밝혀졌다 

(Gaffen and Ross, 1998). 
서울의 경우는 1908년부터 최저기온 25℃ 이상일

수는 8월과 여름 모두 증가하지만 (Fig. 4) 최고기온 

35℃ 이상일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8월 및 

여름의 평균기온이 1908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최고

기온 35℃ 이상일수 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

으나 일반적으로 구름의 양이 증가하면 최고기온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Plantico et al., 1990). 
서울의 경우 8월의 강수일수는 1908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강수일수의 증가가 최

고기온 35℃ 이상일수의 감소와도 관계가 있다. 
최고기온의 변화경향에 관하여 출판된 문헌은 많이 

없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1958-1998년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북부지역은 여름동안 서

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 최고기온이 감소한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남쪽지역은 평균 최고기온이 증

가한다 (Rusticucci and Barrucand, 2004). 

4.2 8월 및 여름의 강수량 변화
  
전국의 8월 및 여름의 강수량은 1973년부터, 서울의 8

월 및 여름의 강수량은 1908년부터 비록 변동 폭은 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2000년대 8월의 강수량 

평균은 305.1 mm 로 1970년대 8월의 평균인 225.9 mm 
에 비해 79.2 mm (35.1%) 증가 하였다. 전국의 2000년대 

여름의 강수량은 819.6 mm로 1970년대 여름의 632.1 
mm에 비해 187.5 mm (29.7%) 증가하였다.

서울의 2000년대 8월의 강수량은 351.6 mm 로 

1910년대의 274.5 mm 에 비해 77.1 mm (28.1%) 증
가하였으며 1970년대의 250.9 mm에 비해 100.7 mm 
(40.1%) 증가하였다. 서울의 2000년대 여름의 강수량

은 974.7 mm로 1910년대 753.4 mm 에 비해 221.3 
mm (29.4%), 1970년대의 661.7 mm에 비해 313.0 
mm (47.3%) 증가 하였다.

전국의 2000년대 8월의 강수일수는 14.4일로 1970
년대 11.8일에 비해 2.6일 증가 하였다. 또한 전국의 

2000년대 여름철 강수일수는 39.7일로 1970년대 37.1
일에 비해 2.6일 증가 하였다 (Table 1).  

2000년대 서울 8월의 강수일수는 15.3일로 1910년

대 (12.4일), 1970년대 (13.3일)에 비해 각각 2.9일, 2.0
일 증가하였다. 서울의 여름철 강수일수는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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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로 1910년대 (39.0일), 1970년대 (39.0일)에 비

해 4.0일 증가 하였다. 
전국의 8월 및 여름의 집중호우일수 (120 mm이상/

일 강수일수, 80 mm이상/일 강수일수,  1시간 최다 30 
mm 이상 강수일수, 1시간 최다 10 mm 이상 강수일

수) 또한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8월 

및 여름 모두 2000년대 집중호우 일수가 1970년대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경우 증발량이 

증가하여 강수량이 증가하며 이러한 강수량의 증가는 

해수의 밀도를 감소시켜 저층수의 순환에 변화를 일으

키며 (Stokstad, 2002) 이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8월 

및 여름의 강수량이 본 자료의 분석기간인 1973년부

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지구 온난화는 어떤 지역은 홍수를 유발하며 반면

에 또 다른 지역은 가뭄을 야기하기도 한다 (Christensen 
et al., 2003). 케나다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강수량이 증

가하고 있다 (Easterling et al., 2000). 중국의 남쪽지역

은 전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여름기간 동안 홍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북쪽지역에서는 가뭄이 증가하고 있다 

(Menon et al., 2002). 미국 전역은 특히 1970년대부터 

강수량 및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Easterling et 
al., 2000)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에서도 집중호우 일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Easterling et al., 
2000; Zhai et al., 2006). 서울의 경우도 지난 227년간 연

구한 결과 강수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Wang et al., 2006). 
전국의 경우 8월과 여름 모두 2000년대가 1970년대

에 비해 강수량이 많다. 서울의 경우 또한 2000년대가 

1910년대 및 1970년대에 비해 강수량이 많다. 일반적으

로 전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오염물질 증

가로 인하여 안개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강수량이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염물질 (black carbon)은 또한 아

시아지역의 여름 몬순 순환 (summer monsoon circu-
lation)에 변화를 일으켜 강수형태의 변화를 야기한다 

(Chameides et al., 2002).

5. 요약 

전국 (60개 지점 평균)과 서울의 온도 및 강수를 분

석하였다. 분석된 기간은 전국의 경우 1973-2007 년 기

간 중 8월과 여름 및 서울의 경우 1908-2007년 기간 중 

8월과 여름 이다. 금년 8월과 여름은 전국과 서울 모두 

기온 (평균, 최고, 최저)이 평년에 비해 높았다. 전국의 

경우 1973년부터 서울의 경우 1908년부터 8월과 여름 

모두 최저기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저

기온의 상승률은 평균 및 최고기온에 비하여 높다. 이
러한 최저기온의 상승은 현재 전 지구적인 추세이며 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증발량의 증가로 구름의 양이 증가

하게 되어 최저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열대야라 불리는 최저기온 25℃ 이상인 날은 8월과 

여름 모두 197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한

다.  이는 전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의 효과가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이다. 
금년 8월의 전국 강수량 (60개 지점 평균)은 330.9 

mm 로 평년 (265.0 mm)보다 65.9 mm 많았다. 하지만 

서울의 금년 8월 강수량은 237.6 mm 로 평년 (348.0 
mm)에 비해 110.4 mm 적었다. 전국의 금년 여름 강수

량은 676.3 mm로 평년 (699.9 mm)과 비슷하였으며 서

울은 566.2 mm 로 평년 (809.2 mm)모다 243.0 mm 적
었다.  

1973년부터 2007년까지 8월과 여름의 강수량을 분

석한 결과 비록 변동 폭은 크나 1973년부터 (서울의 경

우 1908년부터) 8월과 여름 모두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전국 60개 지점의 8월 및 여름의 호우 일수 (120 mm 

이상/일, 80 mm이상/일, 1시간 최다 30 mm 이상, 10분
간 최다 10 mm 이상)는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집중호우 현상

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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