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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전망 (8월 중순 ~ 9월 상순) >
무더울 때가 많겠으며, 8월 하순에는 많은 비가 오겠음.

【 1개월(8월 중순～9월 상순) 전망 】
순

평 균 기 온

강 수 량

8월 중순 평년(24∼27℃)보다 높겠음

평년(61∼129㎜)보다 적겠음

8월 하순 평년(22∼25℃)과 비슷하겠음

평년(76∼141㎜)보다 많겠음

9월 상순 평년(20∼24℃)보다 높겠음

평년(45∼99㎜)과 비슷하겠음

1. 날씨 전망
○ (8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며,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9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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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날씨 동향
○ (7월 상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오는 날이 많았으며,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음. 남서기류의 유입과
일사에 의해 높은 기온이 나타났음. 2일, 8일, 10일에는 중부지방에, 3~5일,
7일에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8~1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
까지 확장하여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 및 제주도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2.1℃),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54%).
○ (7월 중순)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나, 충청이남지방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았음.
강수량의 남북편차가 컸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평년대비 0~30%). 11~18일, 20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남부지방에서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남부지방
에서 열대야가 자주 나타났고, 중부 일부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동해안 일부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났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2.3℃),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67%).
○ (7월 하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주로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나,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이 많았음. 충청남도와 남부지방에서 열대야가 자주 나타났고, 동해안과
중부 일부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음. 경상북도에서는 폭염이 자주 나타
났으며,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도 폭염이 나타났음. 21~24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28~31일에는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평년대비 +1.1℃),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86%).

○ (최근 1개월, 2013.7.1~7.31) 평균기온은 26.3℃로 평년(24.5℃)보다 높았으며
(평년대비 +1.8℃), 강수량은 302.0㎜로 평년(289.7㎜)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01%).

최근 1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3.7.1～7.31)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 (8월 중순～9월 상순)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8월 중순～9월 상순)
【 알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8월 1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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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월 중순~9월 상순)

○ 기온
－ 최근 10년(2003~2012) 평균기온은 24.1℃로 평년(24.0℃)보다 0.1℃ 높았음.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10년) : +1.5(8월중순 +2.1, 8월하순 +1.6, 9월상순 +0.8)

연도별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 (8월 중순 ~ 9월 상순)

○ 강수량
－ 최근 10년 강수량은 279.0㎜로 평년(259.6㎜)대비 107%임.

연도별 강수량 (8월 중순 ~ 9월 상순)

○ 순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8월 중순

8월 하순

9월 상순

평균기온 (평년 편차)

℃

25.7(+0.3)

24.1(+0.1)

22.5(+0.0)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30.0 / 22.5

28.6 / 20.7

27.3 / 18.7

강수량 / 강수일수

㎜/일

119.9 / 5.6

93.6 / 5.1

65.5 / 4.0

일조시간

시간

43.9

49.7

51.4

폭염일수일최고기온
(
33℃이상)

일

1.9

0.8

0.3

열대야일수밤
( 최저기온 25℃이상)

일

1.6

0.5

0.1

일강수량 80㎜ 이상 일수

일

0.3

0.2

0.1

* 기온강수량은
․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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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8월 중순~9월 상순)

○ 고온현상
－ (2010년 8월 중순~9월 상순)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편차(℃) : 평균기온 +2.1, 평균 최저기온 +2.8). 이로 인해 열대야도 2000년 이후
최다 발생하였으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저온현상
－ (2003년 8월 중순 ) 전반에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늘한 날이 많았고,
후반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으며, 1973년 이래 평균 최저기온이 최저 3위를 기록하였음
(편차(℃) : 평균 최저기온 -3.3, 1위 1977년 -3.7).

농작물 생육 부진과 병충해가 증가하였음 .

○ 많은 비
－ (2012년 8월 12~16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일강수량(㎜) : 13일 군산 251.8, 부안 144.0, 금산 137.5, 15일 강화 235.0, 문산 226.0, 철원 174.5,
청주 165.0)가

내려 1명이 사망하였으며, 28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3~18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북
지방에 많은 비(누적 강수량(㎜) : 장수 485.5, 임실 419.0, 정읍 346.5, 전주 319.5 등)가 내렸음.
1명이 사망하였고, 산지의 토석류 및 잡목이 유실되어 하천·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85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8년 8월 12~16일 )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많은 비(누적 강수량(㎜) : 부산 331.5,
울산 256.0, 보은 207.5, 강릉 218.5 등 )가

내렸음 . 1명이 사망하였고 , 저지대 및 공사

현장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상순 ) 기압골과 태풍의 영향으로 잦은 비가 내려 평균 강수량이
1973년 관측 이래 세번째로 많았음(170.5㎜, 평년대비 273%). 특히, 1일에는 전북지방
(정읍 162.5㎜)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5일에는 제주도(성산 294.5㎜)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제주도에서는 주택과 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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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 (2012년 8월 25~30일) 제 14호 태풍 ‘덴빈 ’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의 연이은
상륙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일최대 순간풍속 관측 이래 극값(㎧) : 28일 완도 51.8, 장흥 33.9,
부여 23.0, 보은 20.9)과

천안 24.6,

함께 많은 비가 내려 5명이 사망하였고, 640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2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일최대

순간풍속 관측 이래 극값(㎧) : 2일 서산 41.4, 수원 30.5, 홍천 20.7)이

불었음.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공급이 끊겨 지하철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
하였음. 6명이 사망하였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5년 9월 6일) 동해 남부를 북동진하여 통과한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일강수량

9월 극값(㎜) : 울진 185.5, 울산 327.5)가

내렸음.

전국에서 6명이 사망하였으며, 1천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7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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