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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에관심이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기후변화는과거의누적된기후자료와비

교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WMO 전지구 기후보고서

(2009년)에 의하면,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기상관측이 시

작된 1850년대 이후, 2009년은 5번째로 기온이 높은 해

로 기록되었고, 2000년대(2000~2009)가 1990년대

(1990~1999)보다도 기온이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대륙

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연평균 기온을 보 으나 일부지역

에서는평년보다낮은기온을보이는등지역별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9년 북극의 해빙규모는

2007년, 2008년다음으로3번째로적은양이관측되었으

며, 지난30년동안급격한감소를보이고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전지구 또는 국가 규모에서

현재진행되고있는기후변화에대한것으로지역을대상

으로 한 기후변화의 특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충청북도(이하충북)지방의기후

특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 다. 충북지방은 지리적으

로우리나라중앙에위치하고있고,  또한바다가없는내

륙분지로충북지방의기후변화는고유한특징이있을것

으로 사료된다. 주로 청주, 충주, 추풍령을 중심으로 기

온, 강수량, 현상일수(열대야등)를분석한결과를요약하

다.

2. 청주지역의 기상관측 환경 변화

청주기상대는 1966년 10월 중앙관상대 청주측후소로

신설되어 업무를 개시하 고, 1970년 7월에는 제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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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은, 음성, 괴산, 진천, 동의7개분실을신설하

으며, 1978년4월에는소속기관을충주, 제천, 보은의3개

분실로 조정하 고, 1981년 12월에 중앙기상대 청주측후

소로개칭하 다. 1985년 7월에추풍령기상관측소를소

속기관으로 편입하 으며, 충주, 제천, 보은 분실을 기상

관측소로개칭하 다. 1987년 12월에대전지방기상대청

주측후소로개칭하 으며, 1992년3월에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로 개칭하 고, 1996년 12월에 청주공항기상

관측소를 소속기관으로 신설하 다. 2000년 8월에 소속

기관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개칭 또는 소속기관을 변경

하여 추풍령, 충주기상관측소가 대전지방기상청 소속기

상대로변경되었으며, 청주공항기상관측소는항공기상대

청주공항기상관측소가되었고, 제천관측소는충주기상대

제천기상관측소로소속이변경되었다. 2008년 10월에특

정보관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충북도내 보은기상관측

소및제천기상관측소가무인자동기상관측소로운 하게

되었다. 청주기상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5-

14번지(북위36°38′, 동경 127°26′해발고도56.36m)에

서 1967년관측을개시한이래 1995년현청사를신축하

을뿐관측장소변경없이계속관측이이루어졌다.

3. 충북지방의 기후

평년값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에 의해서 최근

30년기간(1981∼2010년)의기상관측자료의평균으로정

의되며, 10년마다 갱신된다. 연평균기온은 청주 12.5℃,

충주 11.2℃, 추풍령 11.7℃이고, 연평균최고기온은청주

18.2℃, 충주, 17.7℃, 추풍령 17.3℃이다. 연평균 최저기

온은청주7.6℃, 충주5.9℃, 추풍령6.7℃로연평균일교

차는청주 10.6℃, 충주 11.8℃, 추풍령 10.6℃이다. 최한

월의 평균기온은 1월에 청주 -2.4℃, 충주 -4.2℃, 추풍

령-2.0℃로충주가가장낮고, 최난월평균기온은8월에

청주25.8℃, 충주 24.9℃, 추풍령 24.1도로청주가가장

높다.

연평균강수량은청주1239.1mm, 충주 1212.7mm, 추

풍령 1187.1mm로청주가가장많다. 여름철(6월, 7월, 8

월) 강수량합은청주 711.9mm, 충주 696.8mm, 추풍령

675.4mm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반면, 겨울철<그림 1> 청주기상대 전경 <그림 2> 청주기상대관측장소배치도

〔표-1〕청주기상관측환경변화
요 소 1967.1 1996.12 2000.1 2003.3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5-14번지

위도(북위) 36°38′ 36°38′ 36°38′ 36°38′
경도(동경) 127°26′ 127°26′ 127°26′ 127°26′
해발고도(m) 59.0 59.0 57.4 57.4

기압계 높이(m) 60.0 60.0 59.5 59.2
온도계 높이(m) 1.5 1.5 1.5 1.5
풍속계 높이(m) 11.0 18.7 19.0 10.0
우량계 높이(m) 2.0 2.0 0.5 0.5

<그림 3> 청주기상대 관측 장소 및 주변 환경

<그림 4> 청주기상대 관측 장소 내 기상측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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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월, 2월) 강수량 합은 청주 80.2mm, 충주

65.5mm, 추풍령83.2mm로여름철강수량에비하여현

저하게적다.

4. 충북지방의 기후 변화

4.1. 기온

기온변화분석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관측

자료를이용하 다. 그러나충주는1973년부터관측을시

작하 기때문에1973년자료부터분석하 다.

지난40년간연평균평균기온은청주12.2℃, 충주11.3

℃, 추풍령 11.7℃이고, 연평균 최고기온은 청주 18.0℃,

충주17.6℃, 추풍령17.2℃이며, 연평균최저기온은청주

7.3℃, 충주 6.0℃, 추풍령 6.7℃이다. 청주의 연평균 평

균기온은처음10년간기간(1971~1980년)에 11.5℃, 마지

막 10년간 기간(2001~2010년)에 13.1℃로 1.6℃ 상승하

으며, 충주는 11.0℃에서 11.7℃로 0.7℃ 상승하 고,

추풍령은11.5℃에서11.8℃로0.3℃상승하 다.

최근 40년동안연평균평균기온은청주0.55℃/10년,

충주 0.25℃/10년, 추풍령 0.12℃/10년의 변화율로 상승

하여연평균평균기온은청주의상승률이가장높았고, 추

풍령의상승률이가장낮았다.

청주의연평균최고기온은처음10년에는17.3℃, 마지

막10년에는18.3℃로1.0℃상승하 으며, 충주는17.1℃

에서 17.8℃로 0.7℃ 상승하 고, 추풍령은 16.9℃에서

17.6℃로0.7℃상승하 다. 지난40년동안연평균최고

기온은 청주 0.37℃/10년, 충주 0.22℃/10년, 추풍령

0.25℃/10년의 변화율로 상승하여 연평균 평균기온은 청

주의상승률이가장높았고, 충주의상승률이가장낮았다.

청 주 충 주 추풍령

〔표-2〕지역별월별기후요소평년값
지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균기온(℃) -2.4 0.3 5.7 12.6 18.1 22.5 25.4 25.8 20.7 14 6.7 0.3 12.5
강수량(mm) 25.5 29.4 48.2 66.6 88.3 144.1 282.7 285.1 147.1 50.1 46.7 25.3 1239.1

청주 풍속(m/s) 1.6 1.8 2.0 2.1 2.0 1.8 1.9 1.8 1.6 1.4 1.5 1.5 1.8
상대습도(%) 67.2 63.3 60.3 56.6 61.5 68 76.4 76.1 74.2 70.4 69.1 69.1 67.7
운량(할) 4.4 4.3 4.7 4.6 5.0 6.1 7.1 6.2 5.5 4.1 4.5 4.2 5.1
평균기온(℃) -4.2 -1.3 4.7 11.7 17.1 21.7 24.7 24.9 19.3 12.4 5.3 -1.0 11.2
강수량(mm) 21.2 23.2 44.9 63.1 88.7 134.7 293.5 268.6 148.9 57.5 47.2 21.1 1212.7

충주 풍속(m/s) 1.1 1.3 1.4 1.5 1.3 1.2 1.0 1.0 1.0 1.0 1.1 1.1 1.2
상대습도(%) 72.9 69 65.7 60.4 64.3 70.4 77.4 78.5 78.4 76.2 75.2 74.9 71.9
운량(할) 4.2 4.2 4.8 4.5 5.1 6.1 7.1 6.3 5.9 4.8 4.8 4.3 5.2
평균기온(℃) -2.0 0.2 5.2 12.1 17.0 20.9 23.7 24.1 19.3 13.1 6.4 0.4 11.7
강수량(mm) 24.5 34.5 50.0 69.6 84.5 146.3 284.6 244.5 139.1 43.9 41.3 24.2 1187.1

추풍령 풍속(m/s) 3.9 3.7 3.3 3.1 2.5 1.9 1.7 1.7 1.7 2.1 2.8 3.5 2.7
상대습도(%) 61.8 59.8 58.3 55.9 63.1 71.6 80.5 80.5 77.9 71.1 66.7 63.9 67.6
운량(할) 4.3 4.3 4.8 4.6 5.0 6.2 7.1 6.4 5.7 4.0 4.1 4.0 5.1

<그림 5> 지역별 평균기온과 강수량의 월별 평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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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연평균 최저기온은 처음 10년에는 6.6℃, 마지

막 10년에는 8.4℃로 1.8℃ 상승하 으며, 충주는 5.5℃

에서 6.5℃로 1.0℃상승하 고, 추풍령은 6.8℃에서 6.7

℃로0.1℃하강하 다. 지난40년동안연평균최고기온

은청주0.64℃/10년, 충주0.30℃/10년, 추풍령-0.01℃

/10년의변화율로상승하여연평균평균기온은청주의상

승률이가장높았고, 추풍령은약간하강하 다.

기온과 관련된 극한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열대일은

일최고기온이30℃이상인날로정의하며, 열대일일수의

변화를 통하여 여름철의 최고기온의 변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1971년부터 2010년 동안 평균 열대일일수는 청

주45.3일, 충주43.1일, 추풍령32.6일로청주가가장많

았으며, 추풍령이 가장 적었다. 40년 동안 열대일일수의

변화율은청주 2.3일/10년, 충주 0.8일/10년, 추풍령 0.9

일/10년의변화율로증가경향이뚜렷하고청주의증가율

이가장높다.

기상청에서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날을 폭염일

로 정의하고 폭염일 변화 경향을 분석하 다. 지난 40년

동안연평균폭염일수는청주11.4일, 충주9.6일, 추풍령

6.2일이며, 폭염일수의 변화일은 청주 0.7일/10년, 충주

0.3일/10년, 추풍령 0.5일/10년의 변화율로 청주의 변화

율이가장높다.

열대야일수는일최저기온이25℃이상인날로정의하

며, 이를통해여름철일최저기온의특성을파악할수있

다. 지난40년동안연평균열대야일수는청주4.2일, 충

주 1.1일, 추풍령 0.2일이며, 열대야 일수의 변화율은 청

주 1.7일/10년, 충주 -0.1일/10년, 추풍령 0.0일/10년의

변화율로충주나추풍령은변화가거의없었고, 청주의증

가폭은컸다.

하일수는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로 정의하며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하일수는 청주 111.0일, 충주

127.5일, 추풍령 112.2일이며, 하일수의변화율은청주

-7.1일/10년, 충주 -1.1일/10년, 추풍령 1.8일/10년의 변

화율을보이고있다. 청주와충주는 하일수가감소하는

경향이뚜렷이나타나고있으나, 추풍령은증가하는경향

으로나타나고있다.

청 주 충 주 추풍령

<그림 6> 지역별 연평균 최고, 최저, 평균기온의 변화(1971~2010)

청 주 충 주 추풍령

<그림 7> 지역별 열대일 일수의 변화(1971~2010)



충북지방 기후변화 특징

113Vol.11  No.1
JOURNAL OF KOSHAM

4.2. 강수

1971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연평균강수량은청주

1232.1mm, 충주 1202.0mm, 추풍령 1176.2mm로 청주

가 가장 많았다. 1971~1980년의 처음 10년 기간과

2001~2010년의마지막10년기간강수량을비교하면청

주 1211.1mm에서 1253.1mm, 충주 1125.3mm에서

1242.0mm, 추풍령 1143.3mm에서 1224.4mm로 청주

42.0mm, 충주 116.7mm, 추풍령 81.1mm 증가하 다.

연평균 강수일수는 청주 115.1일, 충주 107.1일, 추풍령

116.5일로 추풍령이 가장 많았다. 1971~1980년의 처음

10년기간과2001~2010년의마지막10년기간강수일수

를비교하면청주120.6일에서114.3일, 충주96.6일에서

청 주 충 주 추풍령

<그림 7> 지역별 폭염일수의 변화(1971~2010)

청 주 충 주 추풍령

<그림 8> 지역별 열대야일수의 변화(1971~2010)

청 주 충 주 추풍령

<그림 9> 지역별 하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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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역별 연강수량의 변화(1971~2010)



116.2일, 추풍령120.1일에서121.1일로청주는감소한반

면, 충주와추풍령은증가하 다.

80mm이상호우일수의변화를보면40년간연평균일

수가청주1.9일, 충주1.9일, 추풍령1.5일발생하 고, 세

지역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4.3. 현상일수

안개일수는 시정이 1km 미만의 날로 정의된다. 지난

40년동안연평균안개일수는청주36.8일, 충주58.3일,

추풍령13.9일로충주의안개일수가가장많다. 안개일수

의변화율은청주-8.8일/10년, 충주 2.9일/10년, 추풍령

1.0일/10년의변화율로청주는줄어들고, 충주와추풍령

은늘고있다.

지난 40년동안연평균서리일수는청주 98.2일, 충주

107.0일, 추풍령 57.1일로나타났다. 10년당서리일수변

화율은 청주 -13.2일/10년, 충주 -1.7일/10년, 추풍령 -

1.4일/10년으로감소추세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뇌전일수는천둥이나뇌전이있었던날로정의된다. 지

난40년(1971̃ 2010년)간연뇌전일수는청주14.3일, 충

주13.5일, 추풍령14.4일이다. 뇌전일수의변화율은청주

1.6일/10년, 충주 2.9일/10년, 추풍령 2.4일/10년의 변화

율로증가하는경향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결빙일수는 얼음이 언 날의 일수로 정의된다. 지난 40

년 동안 연평균 결빙일수는 청주 118.7일, 충주 127.4일,

추풍령 119.5일이었고, 변화율은청주-7.4일/10년, 충주

0.6일/10년, 추풍령 1.8일/10년로 청주는 대폭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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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별 강수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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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별 80mm/일 이상 호우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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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역별 안개일수의 변화(1971~2010)



고, 충주와추풍령은소폭증가하 다.

황사일수는기상관측전문가의눈으로확인한황사현상

이하루중에한번이라도관측된날로정의된다. 지난40

년동안연평균황사일수는청주6.9일, 충주5.4일, 추풍

령 5.9일이었다. 변화율은 청주 2.1일/10년, 충주 3.1일

/10년, 추풍령 2.3일/10년을보이고있다. 연도별황사일

수의분포를보면최근에황사일수가증가하는경향이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최근40년(1971~2010년) 동안충북지방

의대표적관측지점(청주, 충주, 추풍령)의관측자료를분

석하여 충북지역 기후특징을 요약하 다. 주요 분석요소

는기온(평균, 최고, 최저)과강수량, 집중호우일수, 열대

야, 황사일수등이다.

40년 평균한 평균기온은 청주 12.2℃, 충주 11.3℃, 추

충북지방 기후변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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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역별 서리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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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역별 뇌전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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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역별 결빙일수의 변화(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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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역별 황사일수의 변화(1971~2010)



풍령 11.7℃이고, 연평균 최고기온은 청주 18.0℃, 충주

17.6℃, 추풍령 17.2℃이며, 연평균 최저기온은 청주 7.3

℃, 충주6.0℃, 추풍령6.7℃이다. 청주의연평균평균기

온은처음10년간기간(1971~1980년)에는11.5℃, 마지막

10년간기간(2001~2010년)에는 13.1℃로 1.6℃상승하

으며, 충주는 11.0℃에서 11.7℃로 0.7℃ 상승하 고, 추

풍령은11.5℃에서11.8℃로0.3℃상승하 다. 

기상청에서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날을 폭염일

로정의하고폭염일변화경향을분석하 다. 연평균폭염

일수는청주 11.4일, 충주 9.6일, 추풍령 6.2일이며, 폭염

일수변화일은청주0.7일/10년, 충주0.3일/10년, 추풍령

0.5일/10년의변화율로청주의변화율이가장높다.

열대야일수는일최저기온이25℃이상인날로정의하

며, 이를통해여름철일최저기온의특성을파악할수있

다. 연평균열대야일수는청주4.2일, 충주1.1일, 추풍령

0.2일이며, 열대야 일수의 변화율은 청주 1.7일/10년, 충

주 -0.1일/10년, 추풍령 0.0일/10년의 변화율로 충주나

추풍령은변화가거의없었고, 청주의증가폭은컸다.

하일수는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로 정의하며

연평균 하일수는 청주 111.0일, 충주 127.5일, 추풍령

112.2일이며, 하일수의변화율은청주-7.1일/10년, 충

주 -1.1일/10년, 추풍령 1.8일/10년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청주와충주는 하일수가감소하는경향이뚜렷이

나타나고있으나, 추풍령은증가하는경향으로나타나고

있다.

연평균강수량은청주1232.1mm, 충주1202.0mm, 추

풍령 1176.2mm로 청주가 가장 많았다. 1971~1980년의

처음10년기간과2001~2010년의마지막10년기간강수

량을 비교하면 청주 1211.1mm에서 1253.1mm, 충주

1125.3mm에서 1242.0mm, 추풍령 1143.3mm에서

1224.4mm로 청주 42.0mm, 충주 116.7mm, 추풍령

81.1mm 증가하 다. 

연평균강수일수는청주115.1일, 충주 107.1일, 추풍령

116.5일로 추풍령이 가장 많았다. 1971~1980년의 처음

10년기간과2001~2010년의마지막10년기간강수일수

를비교하면청주120.6일에서114.3일, 충주96.6일에서

116.2일, 추풍령120.1일에서121.1일로, 청주는감소한반

면충주와추풍령은증가하 다.

80mm이상호우일수의변화를보면연평균일수가청

주 1.9일, 충주 1.9일, 추풍령 1.5일 발생하 고, 세 지역

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연평균 안개일수는 청주 36.8일, 충주 58.3일, 추풍령

13.9일로충주의안개일수가가장많다. 안개일수의변화

율은청주는줄어들고, 충주와추풍령은늘고있다.

연평균서리일수는청주98.2일, 충주 107.0일, 추풍령

57.1일로나타났고, 감소추세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연평균결빙일수는청주118.7일, 충주127.4일, 추풍령

119.5일이었고, 변화율은 청주는 대폭 감소하 고, 충주

와추풍령은소폭증가하 다.

연평균황사일수는청주6.9일, 충주5.4일, 추풍령5.9

일이다. 연도별황사일수의분포를보면최근에황사일수

가증가하는경향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청주의 기온은 상승

경향이, 추풍령은하강경향이뚜렷하 다. 청주, 충주, 추

풍령에서 모두 연평균 하일수, 서리일수, 그리고 결빙

일수는감소하는데, 그감소폭은청주에서가장크다. 청

주, 충주 그리고 추풍령의 연평균 강수량과 80mm이상

호우일수는증가하 다. 

위와같이지난40년간충북지방의기온·강수량등변

화가나타났고, 특히청주의기온상승폭이추풍령과비교

하여컸다. 그이유는도시화효과, 지구온난화등여러가

지 요소가 제시될 수 있으나 추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

다. 연평균강수량과집중호우일수역시증가경향이뚜렷

하여증가원인과앞으로의전망에대한구체적인연구가

이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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