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한국기후표(1216) 양장사이즈조정.indd   9한국기후표(1216) 양장사이즈조정.indd   9 2021. 12. 17.   오후 3:192021. 12. 17.   오후 3:19





머리말

지난 10년은 ’기후위기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기후패턴과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표적 기상재해로 태풍, 집중호우 등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이례적 

폭우 등 예기치 못한 형태로 더욱 강력해진 기상재앙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어진 호주 남동부의 대규모 산불, 2021년 2월 수백만 가구의 정전사태와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한파, 2021년 7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가져온 유럽  

대홍수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후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축적해온 기후정보를 적절히 분석하고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기후변화 분석과 예측 지원을 위해 신뢰도 높은 다양한 

기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1년 3월에는 최근 30년간(1991~2020년)의 우리나라 기후표준인 기후평년값을 

산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역적 기후특성을 상세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후평년값을 비롯한 기후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한 ‘한국기후도’를 이번에 다섯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한국기후도는 농업과 기후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평년값과 식물성장 가능기간, 계절관측값,  

기상현상 등 111종의 기후정보를 분포도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의 연대별 변화 경향 등의  

부가정보와 일사·일조, 풍향별 월간횟수의 백분율, 월 최대풍속에 대한 분포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인접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보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본 한국기후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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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기후도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온, 

강수량, 풍속 등의 기후통계자료를 지도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10년마다 30년간의  

기후평년값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도형식의 기후도로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2. 지도

한국기후도에 사용된 지도는 Lambert 정형 원추도법 (LCC)의 

1:4,000,000 축적 지도이다.

3. 대상자료

한국기후도에 사용된 자료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지상 기상관측

지점 중 1991년부터 2020년의 30년 동안 10년 이상 운영된 

지점의 관측자료를 누년통계하여 산출한 기후평년값과 기후 

지수를 기초로 한다.

4. 대상지점

기후평년값(1991∼2020년)을 산출한 219개 지상 기상관측 

지점을 기본으로 포함하나, 요소별로 포함되는 지점이 다르다. 

기온, 강수량, 풍속과 관련된 지도는 219개의 관측지점을 모두  

포함하나, 기압, 습도, 증기압, 증발량, 일조는 85개 종관기상관측 

지점만 포함되며,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눈, 얼음, 서리, 안개, 뇌전, 

황사, 우박, 안개와 같은 기상현상은 20개 유인관측지점만 포함된다. 

그 외 일사, 지중온도, 계절관측 자료는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점 수 

또는 유인관측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 종관, 방재기상관측지점(219개)

그림 2. 종관기상관측지점(85개)

그림 3. 계절관측지점(77개)

그림 4. 목측관측지점(20개)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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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년값 분포도

기상청에서 산출한 기후평년값(1991~2020년)과 기후지수를 

분포도로 나타내었다. 기후평년값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한국기후표

(1991~2020년, 2021)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상자료개방포털 

(data.kma.go.kr)에서 조회와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1) 기온

1) 정의

기온은 지면 위 1.2 ∼1.5m 높이의 온도를 의미하며, 일 평균 

기온은 일 8회(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정시 기온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또한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

기온은 매일 관측되는 1440개의 1분 기온 자료 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일 평균·일 최고·일 최저기온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

일 최고·일 최저기온을 월 평균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계절 평년값은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익년 2월)의 각 계절별로 해당하는 월별 평년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① 연 평균기온은 일 평균기온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계절 평균기온은 일 평균기온의 계절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월 평균기온은 일 평균기온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월 평균기온의 표준편차는 월별 평년값과 월 평균기온의 차이로 

구한 표준편차를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월 평균기온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 평균기온 월평년값,    = 월별 평균기온

 = 해당 연,  N = 평년기간에 해당되는 연의 수

⑤  일 최고기온의 연·계절·월평균은 일 최고기온에 대한 연·계절별·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⑥  월 최고기온은 월별로 일 최고기온의 최대값을 산출한 후 누년

평균한 월 최고기온 평년값을 각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⑦  일 최고기온 최대는 매해 일 최고기온의 최대값을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⑧  일 최고기온 최소는 매해 일 최고기온의 최소값을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⑨  일 최저기온의 연·계절·월 평균은 일 최저기온에 대한 연·계절별·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⑩  월 최저기온은 월별로 일 최저기온의 최소값을 산출한 후 누년

평균한 월 최저기온 평년값을 각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⑪  일 최저기온 최대는 매해 일 최저기온의 최대값을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⑫  일 최저기온 최소는 매해 일 최저기온의 최소값을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⑬  일교차의 월 평균은 매일의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차이인 

일교차를 구한 후 월별로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⑭  일교차의 연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교차의 월 평균값을 

산술 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⑮  연교차는 매해 일 평균기온의 월별 평균값을 구한 후 연간 월별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달(8월)과 가장 낮은 달(1월)의 차이를 

구하고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16   일 평균 ·일 최고 ·일 최저기온 0℃ 미만의 연간일수는 각각 

일 평균 ·일 최고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의 연 평년

값을 나타낸 것이다. 

17   일 평균기온 25℃/30℃ 이상의 연간일수는 일 평균기온이 각각 

25℃/30℃ 이상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8   일 최고·일 최저기온 25℃ 이상의 연간일수는 각각 일 최고·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9   일 최고기온 30℃/35℃ 이상의 연간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각각 

30℃/35℃ 이상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20  일 최저기온 -12℃ 미만의 연간일수는 일 최저기온이 -12℃ 

미만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2) 강수량

1) 정의

강수량이란 비, 이슬비, 눈 등 구름이나 공기 중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진 액체 또는 고체의 수증기 응결체가 수평면상의 지면 위에 

액체 형태로 있다는 가정에서 갖게 되는 높이를 의미하며, 매일 

00시 01분부터 24시 00분까지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의 합계

값을 일 합계강수량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1시간 최다강수량은 

하루 중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강수량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합계강수량을 월 합계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계절 평년값은 봄(3월~5월), 여름(6월

~8월), 가을(9월~11월), 겨울 (12월~익년2월)의 각 계절별로 

해당하는 월별 평년값을 합하여 산출한다.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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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강수량은 일 합계강수량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계절 강수량은 일 합계강수량의 계절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월 강수량은 일 합계강수량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1시간 최다강수량 연 최대는 매해 1시간 최다강수량의 연별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⑤  1시간 최다강수량 월 최대는 매해 1시간 최다강수량의 월별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⑥  일 강수량 연 최대는 매해 일 합계강수량의 연별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⑦  일 강수량 월 최대는 매해 월별 일 합계강수량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⑧  평년기간 5일계속강수량 최대는 평년기간 중 5일 연속해서 

일 합계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누적 일 합계강수량 중 

최대값을 구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⑨  연 최다2일계속강수량은 2일 연속해서 일 합계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누적강수량에 대해 연중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속일이 

두 해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시작일이 포함된 해를 해당연도의 

값으로 한다. 

⑩  연 최다3일계속강수량은 3일 연속해서 일 합계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누적강수량에 대해 연중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속일이 

두 해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시작일이 포함된 해를 해당연도의 

값으로 한다. 

⑪  연 최다5일계속강수량은 5일 연속해서 일 합계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누적강수량에 대해 연중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속일이 

두 해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시작일이 포함된 해를 해당연도의 

값으로 한다. 

⑫  연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은 연중 일 합계강수량이 1.0mm  

미만인 날이 계속되는 가장 긴 날의 일수를 구한 후 누년 평균

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⑬  월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은 연중 월별로 일 합계강수량이 

1.0mm 미만인 날이 계속되는 가장 긴 날을 구한 후 누년 

평균한 값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속일이 월중에 걸

쳐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포함되는 기간만 산출한다. 

⑭  연 강수강도는 매해의 연중 일 합계강수량이 1.0mm 이상인 날의 

누적강수량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⑮  월 강수강도는 매해의 월별로 일 합계강수량이 1.0mm 이상인 

날의 누적강수량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16    월별 강수량 비율은 매해의 일 합계강수량을 월별로 합산한 월 

합계강수량과 연중 일 합계강수량을 합산한 연 합계강수량의 

비율을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월별 강수량비율 = 
해당연도

월합계강수량

연합계강수량

17   1시간 최다강수량 1mm/5mm/10mm/30mm 이상 연간일

수는 1시간 최다강수량이 각각 1mm/5mm/10mm/30mm 

이상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8   1시간 최다강수량 1mm/5mm/10mm 이상 월간일수는 1시간 

최다강수량이 각각 1mm/5mm/10mm 이상인 일수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9   일 합계강수량 0.1mm/1mm/10mm/30mm/50mm/80mm

/100mm/150mm 이상 연간일수는 일 합계강수량이 각각 

0.1mm/1mm/10mm/30mm/50mm/80mm/100mm/ 

150mm 이상인 일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20  일 합계강수량 0.1mm/1mm/10mm 이상 월간일수는 일 합계

강수량이 각각 0.1mm/1mm/10mm 이상인 일수의 월별  

평년값을나타낸 것이다.

(3) 바람

1) 정의

지표면에 대한 공기의 상대운동으로 정의되는 바람은 풍향과  

풍속을 모두 관측한다. 이 중 풍속이란 단위시간에 대기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며, 일 평균풍속은 1440개의 매분풍속을 평균한 

값, 일 최대풍속은 1분마다 산출된 1440개의 10분간 평균풍속 

자료 중 최대값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일 평균풍속의 산출방법이 2000년 이후부터 바뀜에 따라 

1999년까지는 매시(1일 24회) 평균풍속을 평균하여 일 평균 

풍속을 산출하고, 2000년부터는 1440개의 매분 평균풍속값으로  

일 평균풍속을 산출한 값을 이용하여 평년값을 산출하였다.  

일 평균풍속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풍속을 월 평균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다. 월별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평년값은 매시(1일 24회)의 풍향·풍속 관측값에서 

산출한 매월의 풍향별 관측 횟수(풍속이 결측으로 풍향만 있는  

경우 제외)를 전체 풍향의 관측 횟수(결측은 제외)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 후 월별로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과 매월의 

풍향별 최대풍속을 산출한 값이다.

① 연 평균풍속은 일 평균풍속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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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 평균풍속은 일 평균풍속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은 매시(1일 24회)의 

풍향·풍속 관측값에서 산출한 매월의 풍향별 관측 횟수를 전체 

풍향의 관측 횟수(결측은 제외)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 후  

월별로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월별 평년값을 1~12월까지  

합산한 후, 전국과 경기·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제주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바람장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④  풍향별 월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은 사계절을 대표하는 

1월(겨울), 4월(봄), 7월(여름), 10월(가을)의 월별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평년값을 전국과 경기·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제주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바람장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⑤  풍향별·풍속계급별 연간 관측 횟수는 매시(1일 24회)의 풍향·

풍속 관측값에서 산출한 연간 풍향별·풍속계급별 관측 횟수를 

구한 후 전국과 경기·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제주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바람장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⑥  연 폭풍일수는 매해의 일 최대풍속이 13.9m/s 이상인 날의 일수를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4) 적설

1) 정의

관측지점 주변의 지면 또는 관측장소의 반 이상이 눈, 진눈깨비,  

싸락눈, 싸락우박으로 덮여있는 상태를 적설로 정의한다. 일  

최심적설은 일계를 기준으로 쌓여 있는 눈의 깊이가 가장 깊었을 

때의 깊이를 의미하며, 일 최심신적설은 일계를 기준으로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가장 깊었을 때의 깊이를 의미한다. 

①  연 최심적설은 매해 일 최심적설의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연 최심신적설은 매해 일 최심신적설의 최대값을 구한 후 누년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 합계신적설은 매해의 10월~익년 4월까지의 일 합계신적설을 

모두 합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최심신적설 0cm/1cm/5cm/10cm/20cm 이상의 연간일 

수는 일 최심신적설이 각각 0cm/1cm/5cm/10cm/20cm 

이상인 날의 일 수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5) 기압

1) 정의

기압은 수평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되며, 일 평균 

해면기압은 매일 일 8회(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정시의 해면기압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2) 평년값 산출방법

기압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해면기압을 월평균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다. 

①  연 평균해면기압은 일 평균해면기압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평균해면기압은 일 평균해면기압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6) 습도

1) 정의

습도는 대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과 그때의 

기온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과의 비를 의미하며, 

일 평균상대습도는 매일 일 8회(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정시의 습도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습도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습도를 월 평균한 값을 누년 

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산술평균

하여 산출한다.

①  연 평균상대습도는 일 평균상대습도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평균상대습도는 일 평균상대습도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7) 증기압

1) 정의

증기압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압력을 의미하며, 일 

평균증기압은 매일 일 8회(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정시의 증기압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증기압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증기압을 월평균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12월까지의 월별 평년

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①  연 평균증기압은 일 평균수증기압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평균증기압은 일 평균수증기압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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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발량

1) 정의

증발량은 소형증발량계에서 관측된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로 변화되는 양을 의미하며, 일합계증발량은 전날 

9시부터 당일 9시까지 발생한 증발량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증발량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합계증발량을 월합계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연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값이다. 분포도에는 소형증발량계의 증발량을 나타내었다.

① 연 평균증발량은 일 합계증발량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평균증발량은 일 합계증발량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9) 일조

1) 정의

일사가 구름이나 안개 등에 차폐되지 않고 일정값 (120W/㎡) 

이상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을 의미하며, 일 합계일조시간은 하루 

동안의 일조시간을 합한 값이다. 일조율은 일조시간을 가조시수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으로 올라와서 다시 지평선으로 질 때까지의 

시간)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일조시간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합계일조시간을 월합계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값이다. 

①  연 일조시간은 일 합계일조시간의 연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일조시간은 일 합계일조시간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월 일조율은 매해의 일별 일조율을 월별로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연 일조율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일조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10) 일사

1) 정의

단위면적이 단위시간에 받는 일사 에너지의 양을 일사량이라 하며, 

분포도에는 수평하게 놓인 수광면이 받는 직달일사와 대기 중의 

산란일사를 모두 포함한 전천일사량을 나타내었다. 일 합계일사량은 

하루 중 일사량의 합계값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일사량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합계일사량을 월합계한 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값이다. 

① 연 전천일사량은 일 합계일사량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전천일사량은 일 합계일사량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1) 운량

1) 정의

전체 하늘을 10으로 했을 때 구름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전체 하늘에 

대한 10분위로 표기한 양을 전운량이라 하며, 일평균운량은 매일  

일 8회(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 정시의  

전운량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2) 평년값 산출방법

운량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일 평균전운량을 월 평균한 값을 누년 

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평균한 

값이다. 

① 연 평균운량은 일 평균전운량의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월 평균운량은 일 평균전운량의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 ·월 맑음(흐림)일수는 20개 목측관측지점의 일 평균운량이 

2.5할 미만(7.5할 이상)인 날의 일수의 연 평년값을 지도 위에 

기호로 나타내었다. 또한 관측지점별 맑음(흐림)일수의 월별 

평년값을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었다.

(12) 지중온도(50cm)

1) 정의

50cm 깊이의 지중온도를 의미하며, 지중온도(50cm)의 일 평균값

은 매일 일 4회(3시, 9시, 15시, 21시) 정시의 지중온도(50cm) 

관측값을 평균한 값이다.

2) 평년값 산출방법

50cm 지중온도의 월별 평년값은 월별로 지중온도 (50cm)의 

일 평균값을 월 평균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하며, 연 평년값은 12개의 

월별 평년값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①  월평균 지중온도(50cm)는 지중온도(50cm) 일 평균의 월별 평년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지중온도(50cm) 5℃ 초과의 연간일수는 매해 지중온도(50cm)의 

일 평균값이 5℃를 초과하는 날의 일수를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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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절극값

1) 정의

계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기상현상(눈, 얼음, 서리 등)과 계절현상

(개화, 단풍), 기상조건(일 최저기온 0℃ 미만인 날)을 만족하는 

첫날,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매해의 특정 기상현상 또는 기상조건을 만족하는 연중 첫날과  

마지막 날짜를 구한 후, 해당 날짜를 1월 1일부터의 일수로 환산하여 

누년평균하고 다시 날짜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①  일 최저·일 평균·일 최고기온 0℃ 미만의 첫날·마지막 날은 

각각 일 최저·일 평균·일 최고기온이 0℃ 미만이 되는 연중 

첫날·마지막 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일 최고기온 25℃/30℃ 이상의 첫날·마지막 날은 일 최고기온이 

각각 25℃/30℃ 이상이 되는 연중 첫날과 마지막 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서리의 첫날·마지막 날은 각각 서리 현상이 나타난 연중 첫날과 

마지막 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얼음의 첫날·마지막 날은 각각 얼음 현상이 나타난 연중 첫날과 

마지막 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⑤  눈의 첫날·마지막 날은 각각 눈이 처음 내린 연중 첫날과 마지막 

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⑥  벚나무 개화일은 관측장소의 벚나무 표준목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피기 시작한 날의 연중 첫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⑦  단풍 시작일은 관측장소의 단풍나무 표준목 나뭇잎의 약 

20% 정도가 물들기 시작한 날의 연중 첫날의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4) 극한기후지수

1) 정의

극한기후지수는 한파, 폭염 등 극한 기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기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 평년값 산출방법

●  한파일수: 아침 최저기온(3시01분~9시00분의 매분 기온 중  

최저값)이 영하 12℃ 이하인 날의 월별 일수를 누년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  열대야일수: 밤 최저기온(18시01분~익일 9시00분의 매분  

기온 중 최저값)이 25℃ 이상인 날의 월별 일수를 누년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월별 일수를 누년

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①  연 한파일수는 한파일수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연 열대야일수는 열대야일수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 폭염일수는 폭염일수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한 연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온난일 계속기간은 매해의 일 최고기온이 평년기간 중 일 최고

기온의 90퍼센타일 값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횟수를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⑤  한랭야 계속기간은 매해의 일 최저기온이 평년기간 중  일 최저

기온의 10퍼센타일 값보다 낮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횟수를 

구한 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15) 응용기후지수

1) 정의

농업, 생활 등에 활용 가능한 지수로 여름일수, 식물성장 가능기간, 

성장계절강수량, 체감온도가 포함된다.

2) 평년값 산출방법

●  여름일수: 일 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월별 일수를 누년

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①  연 여름일수는 여름일수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연 식물성장 가능기간은 매해 연중 일 평균기온이 5℃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의 첫날부터 8월 이후 일 평균기온이 

5℃ 미만인 날이 6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의 첫날 사이의 일수를 

산출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 성장계절강수량은 ②의 식물성장 가능기간의 일 합계강수량의 

누적값을 구한 후 누년평균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④  5월에서 9월까지의 월별 체감온도는 기온과 상대습도를 고려한  

더위 체감지수 기반의 여름철 체감온도의 월별 평균값을 누년

평균하여 산출한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0월에서 4월

까지의 체감온도는 기온, 풍속을 고려한 겨울철 체감온도의 월별 

평균값을 누년평균하여 산출한 월별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16) 기상현상 

1) 정의

●  안개일수: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 있어서 수평시정이 

1km 미만인 날이 나타난 일수

●  뇌전일수: 뇌전, 천둥이 나타난 일수를 의미하며 (번개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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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은 제외), 2017년부터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목측이 중단되어 

2016년까지의 자료만 활용하였다.

●  눈일수: 눈, 소낙눈, 가루눈, 눈보라, 소낙성 진눈깨비, 진눈깨비, 

싸락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

●  서리일수: 서리 현상이 관측된 일수 

●  얼음일수: 얼음 현상이 관측된 일수

●  황사일수: 황사 현상이 관측된 일수 

●  우박일수: 우박, 싸락 우박, 동우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

●  눈 지속기간: 평년기간 중 매해의 7월부터 익년 6월 기간동안 

적설이 연속해서 나타난 기간

●  얼음 지속기간: 평년기간 중 매해의 7월부터 익년 6월 기간동안 

얼음현상이 연속해서 나타난 기간

●  안개 계속기간: 안개가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기간

●  강수 계속기간: 강수가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기간

2) 평년값 산출방법

●  안개/뇌전/눈/서리/얼음/황사/우박일수 월별 평년값: 월별로 

각각 안개/뇌전/눈/서리/얼음/황사/우박 현상이 나타난 날의  

일수를 누년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  눈/얼음 최장 지속기간: 매해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각각 눈/ 

얼음의 지속기간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을 산출한다. 

●  안개/강수계속기간 월별 평년값: 월별로 일별 안개 계속시간/ 

강수 계속시간을 누년평균하여 월별 평년값을 산출한다. 

①  연 안개/뇌전/눈/서리/얼음/황사/우박 일수는 각각 안개/뇌전/

눈/서리/얼음/황사/우박일수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②  연 눈/얼음 최장 지속기간은 관측 시작 이후의 눈/얼음의 지속

기간 중 최장기간을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③  연·월 안개 계속기간은 안개 계속기간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며, 지점별 월별 평년값을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었다.

④  연·월 강수 계속기간은 강수 계속기간의 12개 월별 평년값을 

합계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며, 지점별 월별 평년값을 

그래프로 함께 나타내었다.

6. 도표

(1) 기온과 강수량의 월분포
85개 종관관측지점의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월별  

평년값과 강수량의 월별 평년값의 분포를 서울·경기·충청,  

강원, 전라·제주, 경상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2) 연평균기온의 경년변화
관측기간이 비교적 긴 15개의 주요 관측지점의 연도별 평균

기온을 창설 이래로부터 2020년까지의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1931년부터 1960년, 1961년부터 1990년, 1971년부터 

2000년, 1981년부터 2010년, 1991년부터 2020년의 평년값도 

함께 표시하였다. 

(3) 연강수량의 경년변화
관측기간이 비교적 긴 15개 주요 관측지점의 연도별 강수량을  

창설 이래로부터 2020년까지의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1931년

부터 1960년, 1961년부터 1990년, 1971년부터 2000년, 

1981년부터 2010년, 1991년부터 2020년의 평년값도 함께 

표시하였다. 

7. 기후도 종류

기본적인 기후도의 표출방법은 공간분포와 등치선을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관측요소 기준으로 제공지점이 많은 기본요소들은 

대부분 등치선도로 제작하였고, 제공지점이 많더라도, 산출식을 

통해 계산된 요소인 계급별 일수, 극한기후지수 등은 행정구역도로 

표출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요소를 하나의 분포도로 나타낸 

풍향별 기후요소와 제공지점이 적은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목측 

관측요소에 대해서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지점별 분포도로 제작

하였다.

8. 범례

동일요소라 하더라도 연, 계절, 월 분포도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따라 범례구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페이지별로  

지도 하단에 범례를 표기하였다.



1716

한국기후도(1991~2020)

평년값 제공 지점 일람표

순번 지점번호 지점명 북위 동경
해발고도(m) 센서별 지상높이(m)

노장 기압계 온도계 풍속계 우량계

1 90 속초 Sokcho 38˚15´ 128˚34´ 17.5 18.7 1.7 10.0 1.4 

2 95 철원 Cheorwon 38˚09´ 127˚18´ 155.5 157.0 1.5 10.0 1.4 

3 98 동두천 Dongducheon 37˚54´ 127˚04´ 115.6 116.7 1.7 10.0 1.0 

4 99 파주 Paju 37˚53´ 126˚46´ 30.6 32.0 1.7 10.0 1.0 

5 100 대관령 Daegwallyeong 37˚41´ 128˚43´ 772.4 773.4 1.5 10.0 1.4 

6 101 춘천 Chuncheon 37˚54´ 127˚44´ 75.8 77.1 1.5 10.0 1.4 

7 102 백령도 Baengnyeongdo 37˚58´ 124˚43´ 36.0 37.2 1.8 9.0 1.2 

8 105 강릉 Gangneung 37˚45´ 128˚53´ 27.1 28.2 1.7 10.0 1.3 

9 106 동해 Donghae 37˚30´ 129˚07´ 40.5 41.7 1.7 10.0 1.4 

10 108 서울 Seoul 37˚34´ 126˚58´ 85.7 86.7 1.5 10.0 0.5 

11 112 인천 Incheon 37˚29´ 126˚37´ 69.0 70.2 1.6 10.0 1.2 

12 114 원주 Wonju 37˚20´ 127˚57´ 150.1 151.1 1.7 14.0 1.4 

13 115 울릉도 Ulleungdo 37˚29´ 130˚54´ 221.1 222.3 1.7 10.0 0.8 

14 119 수원 Suwon 37˚15´ 126˚59´ 39.8 40.8 1.6 18.7 1.1 

15 121 영월 Yeongwol 37˚11´ 128˚27´ 240.5 241.7 1.8 10.0 1.4 

16 127 충주 Chungju 36˚58´ 127˚57´ 114.9 116.3 1.7 10.0 1.0 

17 129 서산 Seosan 36˚47´ 126˚30´ 25.3 26.6 1.6 10.0 1.1 

18 130 울진 Uljin 36˚60´ 129˚25´ 49.0 50.2 1.7 10.0 1.1 

19 131 청주 Cheongju 36˚38´ 127˚26´ 58.7 60.1 1.7 10.0 0.8 

20 133 대전 Daejeon 36˚22´ 127˚22´ 68.0 68.7 1.4 19.8 1.0 

21 135 추풍령 Chupungnyeong 36˚13´ 127˚60´ 245.0 246.2 1.6 10.0 1.1 

22 136 안동 Andong 36˚34´ 128˚42´ 141.3 142.8 1.8 10.0 1.3 

23 137 상주 Sangju 36˚25´ 128˚09´ 96.6 98.0 1.8 10.0 1.4 

24 138 포항 Pohang 36˚02´ 129˚23´ 3.9 4.9 1.6 10.0 1.2 

25 140 군산 Gunsan 36˚00´ 126˚46´ 27.9 28.6 1.5 10.0 1.0 

26 152 울산 Ulsan 35˚35´ 129˚20´ 81.1 82.3 1.8 10.0 0.6 

27 155 창원 Changwon 35˚10´ 128˚34´ 35.0 36.3 1.7 10.0 1.3 

28 156 광주 Gwangju 35˚10´ 126˚53´ 70.3 71.4 1.7 17.5 0.8 

29 159 부산 Busan 35˚06´ 129˚02´ 69.6 70.9 1.5 18.0 1.3 

30 162 통영 Tongyeong 34˚51´ 128˚26´ 31.6 32.6 1.5 15.0 1.0 

31 165 목포 Mokpo 34˚49´ 126˚23´ 44.7 45.9 1.7 10.0 0.8 

32 168 여수 Yeosu 34˚44´ 127˚44´ 65.9 66.1 1.5 13.0 1.0 

33 169 흑산도 Heuksando 34˚41´ 125˚27´ 75.1 78.0 1.9 15.5 0.8 

34 170 완도 Wando 34˚24´ 126˚42´ 35.4 36.7 1.5 10.0 0.6 

35 172 고창 Gochang 35˚21´ 126˚36´ 52.4 53.5 1.8 10.0 1.7 

36 184 제주 Jeju 33˚31´ 126˚32´ 20.8 22.0 1.7 15.0 1.5 

37 185 고산 Gosan 33˚18´ 126˚10´ 71.4 72.5 1.7 10.0 1.5 

38 188 성산 Seongsan 33˚23´ 126˚53´ 20.3 21.7 1.7 10.0 1.5 

39 189 서귀포 Seogwipo 33˚15´ 126˚34´ 51.9 53.2 1.7 10.0 1.5 

40 192 진주 Jinju 35˚10´ 128˚02´ 29.4 30.9 1.5 10.0 0.6 

41 201 강화 Ganghwa 37˚42´ 126˚27´ 47.8 49.2 1.6 10.0 0.6 

42 202 양평 Yangpyeong 37˚29´ 127˚30´ 47.3 48.8 1.9 10.0 0.6 

평년값 제공 지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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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3 이천 Icheon 37˚16´ 127˚29´ 80.1 81.6 1.8 10.0 0.6 

44 211 인제 Inje 38˚04´ 128˚10´ 201.8 202.8 1.5 10.0 1.3 

45 212 홍천 Hongcheon 37˚41´ 127˚53´ 140.2 141.2 1.5 13.0 1.4 

46 216 태백 Taebaek 37˚10´ 128˚59´ 714.5 715.3 1.5 15.0 1.2 

47 217 정선군 Jeongseon Gun 37˚23´ 128˚39´ 307.6 309.1 1.5 10.0 1.4 

48 221 제천 Jecheon 37˚10´ 128˚12´ 264.6 265.4 1.5 10.0 0.5 

49 226 보은 Boeun 36˚29´ 127˚44´ 171.3 172.7 1.5 10.0 0.5 

50 232 천안 Cheonan 36˚46´ 127˚18´ 84.8 86.4 1.8 10.0 1.2 

51 235 보령 Boryeong 36˚20´ 126˚33´ 10.0 11.2 1.6 10.0 1.1 

52 236 부여 Buyeo 36˚16´ 126˚55´ 13.4 14.9 1.7 10.0 0.5 

53 238 금산 Geumsan 36˚06´ 127˚29´ 172.7 174.0 1.5 10.0 0.5 

54 243 부안 Buan 35˚44´ 126˚43´ 12.2 13.5 1.8 10.0 0.6 

55 244 임실 Imsil 35˚37´ 127˚17´ 247.0 248.4 1.8 10.0 0.6 

56 245 정읍 Jeongeup 35˚34´ 126˚50´ 68.7 71.0 1.9 10.0 1.0 

57 247 남원 Namwon 35˚25´ 127˚24´ 133.7 134.8 1.5 10.0 0.7 

58 248 장수 Jangsu 35˚39´ 127˚31´ 407.4 408.8 1.5 10.0 0.5 

59 252 영광군 Yeonggwanggun 35˚17´ 126˚29´ 37.2 38.7 1.5 10.0 1.2 

60 253 김해시 Gimhaesi 35˚14´ 128˚53´ 54.6 54.6 1.7 10.0 1.0 

61 254 순창군 Sunchanggun 35˚22´ 127˚08´ 129.4 130.5 1.5 10.0 0.6 

62 257 양산시 Yangsansi 35˚18´ 129˚01´ 6.3 7.5 1.8 10.0 0.7 

63 259 강진군 Gangjin Gun 34˚38´ 126˚46´ 10.0 13.9 1.5 10.0 0.5 

64 260 장흥 Jangheung 34˚41´ 126˚55´ 44.0 46.3 1.5 10.0 0.5 

65 261 해남 Haenam 34˚33´ 126˚34´ 16.4 17.9 1.5 10.0 0.6 

66 262 고흥 Goheung 34˚37´ 127˚17´ 51.9 53.3 1.5 10.0 0.6 

67 263 의령군 Uiryeonggun 35˚19´ 128˚17´ 14.1 14.8 2.0 10.0 0.6 

68 264 함양군 Hamyanggun 35˚31´ 127˚45´ 152.1 153.5 1.8 10.0 0.6 

69 271 봉화 Bongwhoa 36˚57´ 128˚55´ 324.7 325.6 1.7 10.0 1.2 

70 272 영주 Yeongju 36˚52´ 128˚31´ 211.3 212.7 1.8 10.0 1.0 

71 273 문경 Mungyeong 36˚38´ 128˚09´ 173.0 174.2 1.8 10.0 1.0 

72 276 청송군 Cheongsonggun 36˚26´ 129˚02´ 208.7 209.7 1.5 10.0 1.0 

73 277 영덕 Yeongdeok 36˚32´ 129˚25´ 42.5 43.5 1.7 10.0 1.2 

74 278 의성 Uiseong 36˚21´ 128˚41´ 81.5 82.4 1.5 10.0 1.1 

75 279 구미 Gumi 36˚08´ 128˚19´ 49.2 50.7 1.7 10.0 1.4 

76 281 영천 Yeongcheon 35˚59´ 128˚57´ 96.1 97.6 1.7 10.0 0.5 

77 283 경주시 GyeongJu 35˚49´ 129˚12´ 40.1 41.1 1.5 10.0 1.0 

78 284 거창 Geochang 35˚40´ 127˚55´ 228.5 229.6 1.5 10.0 1.3 

79 285 합천 Hapcheon 35˚34´ 128˚10´ 26.7 27.8 1.5 10.0 0.5 

80 288 밀양 Miryang 35˚29´ 128˚45´ 8.3 9.3 2.0 10.0 1.3 

81 289 산청 Sancheong 35˚25´ 127˚53´ 138.2 139.7 1.6 10.0 0.5 

82 294 거제 Geoje 34˚53´ 128˚36´ 44.8 46.2 1.6 10.0 1.0 

83 295 남해 Namhae 34˚49´ 127˚56´ 45.7 47.0 1.8 10.0 0.8 

84 860 대구(신암) Daegu 35˚53´ 128˚37´ 58.8 - 1.8 10.0 0.6 

85 864 전주(완산) Jeonju 35˚49´ 127˚09´ 52.3 53.4 1.5 10.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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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68 진도군   Jindogun 34˚28´ 126˚16´ 9.8 11.1 1.5 10.0 1.0 

87 400 강남 Gangnam 37˚30´ 127˚05´ 12.7 - 1.7 10.0 0.4 

88 401 서초 Seocho 37˚29´ 127˚02´ 33.1 - 2.1 10.0 1.0 

89 402 강동 Gangdong 37˚33´ 127˚09´ 56.2 - 1.8 7.0 1.4 

90 403 송파 Songpa 37˚31´ 127˚06´ 58.3 - 1.5 7.0 0.9 

91 404 강서 Gangseo 37˚34´ 126˚50´ 80.4 - 1.8 10.0 0.6 

92 405 양천 Yangcheon 37˚32´ 126˚53´ 11.9 - 2.0 7.0 0.9 

93 406 도봉 Dobong 37˚40´ 127˚02´ 56.7 - 1.8 7.0 1.2 

94 407 노원 Nowon 37˚37´ 127˚06´ 25.3 - 1.7 10.0 0.6 

95 408 동대문 Dongdaemun 37˚35´ 127˚04´ 54.0 - 1.9 7.0 0.8 

96 409 중랑 Jungrang 37˚35´ 127˚05´ 39.1 - 1.9 7.0 0.8 

97 410 기상청 Gisangcheong 37˚30´ 126˚55´ 44.0 - 1.9 7.0 0.5 

98 411 마포 Mapo 37˚33´ 126˚56´ 100.7 - 1.9 10.0 0.5 

99 412 서대문 Seodaemun 37˚34´ 126˚56´ 103.1 - 1.8 10.0 0.7 

100 413 광진 Gwangjin 37˚32´ 127˚05´ 28.6 - 1.9 7.0 0.9 

101 414 성북 Seongbuk 37˚37´ 126˚60´ 128.6 - 1.8 7.0 0.5 

102 415 용산 Yongsan 37˚31´ 126˚59´ 31.7 - 1.5 7.0 0.6 

103 416 은평 Eunhpyeong 37˚39´ 126˚57´ 55.0 - 1.6 10.0 0.6 

104 417 금천 Geumcheon 37˚28´ 126˚54´ 45.0 - 2.1 7.0 1.7 

105 419 중구 Jong-gu 37˚33´ 126˚59´ 267.1 - 1.7 4.0 0.6 

106 421 성동 Seongdong 37˚33´ 127˚02´ 34.7 - 1.3 7.0 0.8 

107 423 구로 Guro 37˚30´ 126˚50´ 56.1 - 1.5 7.0 1.2 

108 424 강북 Gangbuk 37˚38´ 127˚02´ 57.3 - 1.7 10.0 0.8 

109 425 남현 Namhyeon 37˚28´ 126˚59´ 87.9 - 1.5 10.0 1.1 

110 433 부천 Bucheon 37˚30´ 126˚46´ 29.0 - 1.7 6.5 0.9 

111 434 안양 Anyang 37˚23´ 126˚58´ 96.0 - 1.6 7.0 0.9 

112 437 광명 Gwangmyeong 37˚29´ 126˚52´ 68.0 - 1.8 7.0 0.9 

113 438 군포 Gunpo 37˚22´ 126˚56´ 97.0 - 1.6 7.0 0.9 

114 441 김포 Gimpo 37˚39´ 126˚42´ 32.0 - 1.7 7.0 0.9 

115 444 하남 Hanam 37˚32´ 127˚13´ 37.0 - 1.7 10.0 0.5 

116 445 의왕 Uiwang 37˚21´ 126˚58´ 94.0 - 1.6 7.0 0.9 

117 504 포천 Pocheon 37˚52´ 127˚11´ 105.1 - 1.9 10.0 0.7 

118 505 가평조종 Gapyeongjojong 37˚49´ 127˚21´ 170.5 - 1.7 10.0 0.5 

119 510 영등포 Yeongdeungpo 37˚32´ 126˚54´ 25.4 - 1.8 7.0 0.8 

120 512 인천연수 Incheonyeonsu 37˚24´ 126˚40´ 8.1 - 1.7 10.0 0.7 

121 516 안성 Ansung 37˚00´ 127˚15´ 23.9 - 1.9 10.0 0.6 

122 517 간성 Gansung 38˚23´ 128˚28´ 6.1 - 1.8 10.0 0.7 

123 526 평창 Pyeongchang 37˚23´ 128˚24´ 303.2 - 1.5 10.0 0.5 

124 532 의정부 Uijeongbu 37˚44´ 127˚04´ 89.5 - 1.6 10.0 0.8 

125 536 횡성 Hwoingseong 37˚29´ 127˚58´ 114.4 - 1.6 10.0 0.5 

126 540 고양 Goyang 37˚38´ 126˚54´ 44.7 - 1.6 10.0 0.5 

127 541 남양주 Nayangju 37˚38´ 127˚09´ 25.4 - 1.6 10.0 0.6 

128 545 안산 Ansan 37˚17´ 126˚50´ 5.9 - 1.9 10.0 0.6 

129 546 경기광주 Gyeonggigwangju 37˚26´ 127˚16´ 122.6 - 1.6 10.0 0.6 

130 548 여주 Yeoju 37˚16´ 127˚38´ 118.6 - 1.6 1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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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49 용인 Yongin 37˚16´ 127˚13´ 83.0 - 1.6 10.0 1.2 

132 550 오산 Osan 37˚11´ 127˚03´ 41.8 - 1.7 10.0 0.5 

133 551 평택 Pyeongtak 36˚59´ 127˚07´ 27.1 - 1.5 10.0 0.5 

134 555 화천 Hwacheon 38˚06´ 127˚42´ 106.2 - 1.5 10.0 0.7 

135 556 양구 Yanggu 38˚06´ 127˚59´ 187.6 - 1.9 10.0 0.5 

136 565 시흥 Siheung 37˚23´ 126˚47´ 5.8 - 1.6 10.0 1.2 

137 569 구리 Guri 37˚35´ 127˚09´ 27.2 - 1.8 10.0 0.6 

138 570 금곡 Geumgok 37˚37´ 126˚39´ 33.7 - 1.8 10.0 0.6 

139 571 화성 Hwasung 37˚12´ 126˚49´ 45.4 - 1.6 10.0 0.5 

140 572 성남 Seongnam 37˚25´ 127˚07´ 28.7 - 1.5 10.0 0.7 

141 590 과천 Gwacheon 37˚26´ 127˚00´ 46.6 - 1.7 10.0 0.6 

142 595 진부령 Jinburyeong 38˚16´ 128˚22´ 586.5 - 1.5 10.0 0.6 

143 598 양주 Yangju 37˚50´ 126˚59´ 87.8 - 1.9 10.0 0.6 

144 601 단양 Dangyang 36˚59´ 128˚22´ 184.6 - 1.8 10.0 0.6 

145 602 진천 Jincheon 36˚52´ 127˚28´ 111.0 - 1.7 10.0 0.5 

146 603 괴산 Goesan 36˚49´ 127˚47´ 120.2 - 1.6 10.0 0.4 

147 604 옥천 Okcheon 36˚18´ 127˚36´ 122.6 - 1.7 10.0 0.5 

148 608 홍북 Hongbuk 36˚38´ 126˚39´ 86.5 - 1.6 10.0 0.6 

149 611 세종연서 Sejongyeonseo 36˚34´ 127˚17´ 51.0 - 1.7 10.0 0.5 

150 612 공주 Gongju 36˚29´ 127˚08´ 24.0 - 1.9 10.0 0.6 

151 614 서천 Seocheon 36˚04´ 126˚42´ 9.6 - 1.7 10.0 0.6 

152 615 논산 Nonsan 36˚13´ 127˚06´ 8.2 - 1.7 10.0 0.6 

153 616 당진 Dangjin 36˚53´ 126˚37´ 52.4 - 1.8 10.0 0.9 

154 618 청양 Cheongyang 36˚25´ 126˚47´ 98.8 - 1.9 10.0 0.6 

155 619 음성 Eumseong 36˚55´ 127˚42´ 133.4 - 1.4 10.0 0.5 

156 623 증평 Jeungpyeong 36˚48´ 127˚34´ 74.7 - 1.7 10.0 0.6 

157 627 태안 Taean 36˚46´ 126˚18´ 41.9 - 1.8 10.0 0.6 

158 628 예산 Yesan 36˚45´ 126˚49´ 38.8 - 1.8 10.0 0.5 

159 634 아산 Asan 36˚51´ 126˚52´ 29.5 - 1.8 10.0 0.8 

160 636 계룡 Gyeryong 36˚19´ 127˚14´ 132.0 - 1.8 10.0 0.7 

161 642 문화 Munhwa 36˚19´ 127˚24´ 79.2 - 1.7 10.0 0.6 

162 643 세천 Secheon 36˚20´ 127˚30´ 91.3 - 1.6 10.0 0.7 

163 648 장동 Jangdong 36˚25´ 127˚26´ 99.9 - 1.8 10.0 0.6 

164 649 부평 Bupyeong 37˚28´ 126˚45´ 25.9 - 1.5 10.0 0.6 

165 652 연천청산 Yeoncheoncheongsan 37˚59´ 127˚04´ 38.3 - 1.8 10.0 0.6 

166 670 양양 Yangyang 38˚05´ 128˚38´ 4.3 - 1.7 10.0 0.7 

167 674 사북 Sabuk 37˚13´ 128˚49´ 822.3 - 1.9 10.0 0.7 

168 699 무안 Muan 34˚59´ 126˚28´ 37.9 - 1.5 10.0 0.6 

169 701 무주 Muju 36˚00´ 127˚40´ 212.9 - 1.5 10.0 0.5 

170 702 익산 Iksan 35˚57´ 126˚60´ 15.1 - 1.6 10.0 1.0 

171 703 진안 Jinan 35˚46´ 127˚26´ 354.3 - 1.6 10.0 0.5 

172 706 담양 Damyang 35˚19´ 126˚58´ 44.7 - 1.5 10.0 0.6 

173 708 광산 Gwangsan 35˚08´ 126˚45´ 29.9 - 1.5 10.0 0.6 

174 709 구례 Gurye 35˚12´ 127˚28´ 29.8 - 1.5 10.0 0.6 

175 710 나주 Naju 35˚02´ 126˚45´ 7.8 - 1.5 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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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12 순천시 Suncheon-si 34˚57´ 127˚31´ 12.8 - 1.5 10.0 0.6 

177 713 광양읍 Gwangyang-eup 34˚59´ 127˚35´ 15.0 - 1.5 10.0 0.6 

178 722 조선대 Josundae 35˚08´ 126˚56´ 110.9 - 1.5 10.0 0.5 

179 723 거문도 Geomun-do 34˚02´ 127˚19´ 6.7 - 1.7 10.0 0.7 

180 724 추자도 Chuja-do 33˚57´ 126˚18´ 8.1 - 1.7 10.0 0.5 

181 730 장성 Jangseong 35˚17´ 126˚46´ 44.0 - 1.5 10.0 0.5 

182 731 영암 Yeongam 34˚49´ 126˚41´ 4.6 - 1.8 10.0 0.6 

183 732 보성 Boseong 34˚46´ 127˚06´ 145.5 - 1.6 10.0 0.6 

184 734 완주 Ywanju 35˚59´ 127˚15´ 63.6 - 1.6 10.0 1.0 

185 737 김제 Gimje 35˚49´ 126˚53´ 54.6 - 1.5 10.0 0.6 

186 741 화순 Hwasun 35˚03´ 126˚59´ 94.8 - 1.5 10.0 0.6 

187 754 함평 Hampyeong 35˚04´ 126˚32´ 10.4 - 1.5 10.0 0.7 

188 768 곡성 Goksung 35˚17´ 127˚17´ 100.5 - 1.8 10.0 0.6 

189 782 성판악 Sungpanak 33˚23´ 126˚37´ 760.5 - 2.3 7.0 0.6 

190 788 풍암 Pungam 35˚08´ 126˚53´ 65.0 - 1.5 10.0 0.6 

191 789 압해도 Aphae-do 34˚53´ 126˚18´ 8.9 - 1.5 10.0 0.7 

192 801 영양 Yeongyang 36˚37´ 129˚05´ 217.0 - 1.8 10.0 0.6 

193 810 성주 Seongju 35˚56´ 128˚18´ 39.4 - 1.6 10.0 0.5 

194 812 고령 Goryeong 35˚42´ 128˚17´ 41.2 - 1.5 10.0 0.8 

195 813 청도 Cheongdo 35˚39´ 128˚44´ 77.5 - 1.5 10.0 0.7 

196 815 예천 Yecheon 36˚40´ 128˚28´ 102.1 - 1.6 10.0 0.6 

197 822 김천 Gimcheon 36˚05´ 128˚06´ 82.7 - 1.6 10.0 0.6 

198 823 군위 Gunwi 36˚15´ 128˚33´ 81.6 - 1.8 10.0 0.6 

199 825 칠곡 Chilgok 36˚02´ 128˚23´ 29.8 - 1.7 10.0 0.6 

200 827 경산 Gyeongsan 35˚49´ 128˚45´ 61.2 - 1.9 10.0 0.6 

201 828 달성 Dalseong 35˚41´ 128˚25´ 24.9 - 1.7 10.0 0.6 

202 846 대구서구 Daeguseogu 35˚52´ 128˚32´ 76.4 - 1.9 10.0 0.5 

203 876 삼척 Samchuk 37˚27´ 129˚10´ 68.5 - 2.0 10.0 0.7 

204 901 울기 Ulgi 35˚29´ 129˚26´ 67.6 - 2.0 10.0 0.5 

205 907 삼천포 Samcheonpo 34˚56´ 128˚04´ 29.5 - 2.0 10.0 2.1 

206 910 영도 Yeongdo 35˚04´ 129˚04´ 139.0 - 1.7 10.0 0.5 

207 918 고성 Goseong 34˚59´ 128˚20´ 7.0 - 1.5 10.0 0.6 

208 919 창녕 Changnyeong 35˚33´ 128˚29´ 30.0 - 1.7 10.0 0.6 

209 920 함안 Haman 35˚18´ 128˚24´ 8.4 - 1.7 10.0 0.6 

210 921 가덕도 Gadeok-do 34˚60´ 128˚50´ 75.6 - 1.7 10.0 0.5 

211 923 기장 Gijang 35˚17´ 129˚15´ 66.0 - 1.5 10.0 0.7 

212 924 간절곶 Ganjeolgot 35˚22´ 129˚22´ 22.2 - 1.7 7.0 0.6 

213 932 하동 Hadong 35˚04´ 127˚46´ 4.5 - 1.5 10.0 0.7 

214 937 해운대 Haeundae 35˚11´ 129˚10´ 63.7 - 1.6 10.0 0.6 

215 938 부산진 Busanjin 35˚10´ 129˚01´ 114.4 - 1.9 10.0 0.7 

216 940 동래 Dongnae 35˚13´ 129˚05´ 70.1 - 1.7 10.0 0.6 

217 941 북구 Bukgu 35˚13´ 129˚00´ 6.9 - 1.7 10.0 0.6 

218 942 부산남구 Busannam-gu 35˚07´ 129˚05´ 124.3 - 1.5 10.0 0.6 

219 949 정자 Jeongja 35˚38´ 129˚26´ 8.0 - 2.0 10.0 0.8 



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기온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의 평년값은 전국적으로 7.1~16.9℃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6.9℃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7.1℃이다.

연 평균기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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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계절 평균기온의 평년값은 봄 6.6~14.9℃, 여름 18.5~25.7℃, 가을 8.6~19.4℃, 겨울 -5.3~8.3℃의 분포를 보인다.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에서 25.7℃이며, 겨울철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5.3℃이다.

계절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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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월 평균기온의 평년값은 1월 -6.9~7.2℃, 4월 7.0~15.0℃, 7월 19.6~26.3℃, 10월 8.8~19.6℃의 분포를 보인다.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경상남도 양산시로 27.4℃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6.9℃이다.

월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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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월 평균기온의 평년기간동안 표준편차는 0.3~2.6℃의 분포를 보인다. 평년기간 동안 가장 편차가 큰 곳은 12월 경기도 의왕으로 

2.6℃이며, 편차가 가장 작은 곳은 5월의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0.3℃이다.

월 평균기온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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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의 연평년값은 12.2~20.7℃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함안으로 20.7℃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2.2℃이다.

일 최고기온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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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의 계절평년값은 봄 12.3~20.9℃, 여름 22.8~30.8℃, 가을 13.8~23.1℃, 겨울 -0.2~11.9℃의 분포를 보인다.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경산으로 30.8℃이며, 겨울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0.2℃이다.

일 최고기온의 계절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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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의 월평년값은 1월 -1.8~10.8℃, 4월 12.9~21.2℃, 7월 23.4~31.3℃, 10월 14.6~23.5℃의 분포를 보인다.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8월에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32.3℃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1.8℃이다.

일 최고기온의 월평균



2928

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월 최고기온의 평년값은 1월 5.4~16.6℃, 4월 20.1~29.6℃, 7월 29.1~37.0℃, 10월 21.4~29.0℃의 분포를 보인다. 월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경상북도 경산으로 37.4℃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5.4℃이다.

월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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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최대값의 평년값은 30.0~38.2℃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경산으로 38.2℃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30.0℃이다.

일 최고기온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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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최소값의 평년값은 -11.3~3.7℃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3.7℃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1.3℃이다.

일 최고기온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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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의 연평년값은 2.3~13.9℃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3.9℃이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2.3℃이다.

일 최저기온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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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의 계절평년값은 봄 1.1~11.6℃, 여름 14.9~22.7℃, 가을 3.8~16.4℃, 겨울 -10.5~5.1℃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여름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22.7℃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0.5℃이다.

일 최저기온의 계절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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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의 월별평년값은 1월 -12.2~4.1℃, 4월 1.2~11.6℃, 7월 16.6~23.8℃, 10월 3.5~16.8℃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24.9℃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12.2℃이다.

일 최저기온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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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월 최저기온의 평년값은 1월 -20.9~-0.6℃, 4월 -5.8~6.6℃, 7월 11.1~20.1℃ ,10월 -3.7~11.6℃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21.8℃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20.9℃이다.

월 최저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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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최대는 21.5~28.1℃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8.1℃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21.5℃이다.

일 최저기온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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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최소는 -21.9~-1.5℃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5℃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21.9℃이다.

일 최저기온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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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교차의 연평년값은 4.9~14.2℃의 분포를 보인다. 일교차의 연평년값이 가장 큰 곳은 경상북도 의성으로 14.2℃이며 가장 

작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로 4.9℃이다.

일교차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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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교차의 월별평년값은 1월 4.0~14.5℃, 4월 5.6~17.0℃, 7월 4.5~10.2℃, 10월 4.4~15.4℃의 분포를 보인다. 4월에 경상북도 

의성의 일교차가 17.0℃로 가장 크고, 1월에 전라남도 흑산도는 4.0℃로 가장 작다.

일교차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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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연교차의 평년값은 20.2~30.8℃의 분포를 보이며, 경기도 연천청산에서 30.8℃로 연교차가 가장 크고, 부산광역시 가덕도에서 

20.2℃로 가장 작다.

연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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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일 평균기온 0℃ 미만의 연간일수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 0℃ 미만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8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10일 이하이다.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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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0℃ 미만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25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로 5일 

이하이다.

일 최고기온 0℃ 미만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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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0℃ 미만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13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30일 이하이다.

일 최저기온 0℃ 미만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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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 25℃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5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로 10일  

이하이다.

일 평균기온 25℃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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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 30℃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7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등으로 1일  

이하이다.

일 평균기온 30℃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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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25℃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14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60일 이하이다.

일 최고기온 25℃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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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25℃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18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등으로 2일 이하이다.

일 최저기온 25℃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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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30℃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6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0일 이하이다.

일 최고기온 30℃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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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35℃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14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2일 이하이다.

일 최고기온 35℃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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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온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12℃ 미만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36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등으로  

3일 이하이다.

일 최저기온 -12℃ 미만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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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강수량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평년값은 787.3~4381.0mm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4381.0mm,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787.3mm이다.

연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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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계절 강수량의 평년값은 봄 140.0~1139.6mm, 여름 431.5~1752.6mm, 가을 163.5~1015.8mm, 겨울 43.5~479.7mm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여름철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1752.6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겨울철 경기도 하남으로 43.5mm이다.

계절 강수량



535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월 강수량의 평년값은 1월 7.4~137.1mm, 4월 47.5~414.9mm, 7월 167.7~583.9mm, 10월 31.0~237.2mm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717.0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1월의 경기도 김포로 7.4mm이다.

월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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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연 1시간 최다강수량의 평년값은 28.2~61.6mm 분포를 보이며, 최다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이 

61.6mm,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군위로 28.2mm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연 최대



555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월 1시간 최다강수량의 평년값은 1월 1.0~9.5mm, 4월 5.3~29.5mm, 7월 18.2~42.7mm, 10월 5.4~29.6mm의 분포를  

보인다. 1시간 최다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8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으로 47.5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11월의 경기도 파주로 

0.1mm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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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강수량 연 최대의 평년값은 89.0~351.0m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351.0mm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89.0mm이다.

일 강수량 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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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강수량 월 최대의 평년값은 1월 4.5~51.2mm, 4월 18.6~161.4mm, 7월 58.5~170.0mm, 10월 14.8~124.4mm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게는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에서 211.5mm, 가장 적게는 1월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4.5mm이다.

일 강수량 월 최대



5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평년기간 5일계속강수량 최대값은 213.5~961.0mm 분포를 보이며, 많은 지역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일부지역으로 

800.0mm 이상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213.5mm이다.

평년기간 5일계속강수량 최대



595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연 최다2일계속강수량의 평년값은 112.4~445.9m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445.9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112.4mm이다.

연 최다2일계속강수량



6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연 최다3일계속강수량

우리나라 연 최다3일계속강수량의 평년값은 108.3~446.1m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446.1mm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108.3mm이다.



616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연 최다5일계속강수량의 평년값은 92.5~488.6m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488.6mm이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92.5mm이다.

연 최다5일계속강수량



6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연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의 평년값은 20.5~42.6일 분포를 보이며, 기간이 가장 긴 곳은 경상남도 합천이 42.6일, 가장 짧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20.5일이다.

연 최대무강수계속기간



636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월 최대무강수계속기간의 평년값은 1월 5.9~20.9일, 4월 8.0~13.5일, 7월에 6.5~12.4일, 10월에 10.8~17.4일의  

분포를 보인다. 기간이 가장 긴 곳은 12월에 경상남도 합천으로 21.0일이며, 가장 짧은 곳은 1월의 경상북도 울릉도로 5.9일이다.

월 최대무강수계속기간



6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연 강수강도의 평년값은 13.1~31.4mm/일 분포를 보이며, 강수강도가 가장 강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31.4mm/일, 가장 약한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13.1mm/일이다.

연 강수강도



656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월 강수강도의 평년값은 1월 3.1~13.5mm/일, 4월 7.8~39.7mm/일, 7월 17.3~42.0mm/일, 10월 6.4~28.8mm/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강한 곳은 5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45.3mm/일이고, 가장 약한 곳은 1월의 강원도 정선군으로 3.1mm/일이다.

월 강수강도



66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월별 강수량 비율은 1월 0.7~8.1%, 4월 4.8~10.1%, 7월 11.4~32.9%, 10월 3.7~9.7%의 분포를 보이며, 7월에 서울특별시  

지역이 32.9%로 가장 높고, 1월에 경기도 김포가 0.7%로 가장 낮다.

월별 강수량 비율



67

한국기후도(1991~2020)



696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시간 최다강수량 1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곡성군으로 7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50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1mm 이상의 연간일수



696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6월에서 9월까지 1시간 최다강수량 1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7월의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12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6월의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6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1mm 이상의 월간일수



717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시간 최다강수량 5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34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22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5mm 이상의 연간일수



717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6월에서 9월까지 1시간 최다강수량 5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7월의 경기도 동두천시로 9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6월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1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5mm 이상의 월간일수



737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시간 최다강수량 1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2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10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10mm 이상의 연간일수 



737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6월에서 9월까지 1시간 최다강수량 10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7월의 경기도 동두천시로 5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6월의 강원도 동해시로 1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10mm 이상의 월간일수



7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시간 최다강수량 3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4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로 1일 이하이다.

1시간 최다강수량 30mm 이상의 연간일수



75

한국기후도(1991~2020)



7776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0.1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4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로 80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0.1mm 이상의 연간일수



7776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월에서 12월까지 일 합계강수량 0.1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월의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8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1월의 경기도 고양시로 4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0.1mm 이상의 월간일수



797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1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1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70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mm 이상의 연간일수 



7978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월에서 12월까지 일 합계강수량 1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월의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12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1월의 경기도 고양시로 2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mm 이상의 월간일수 



818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1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5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30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0mm 이상의 연간일수 



8180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1월에서 12월까지 일 합계강수량 10mm 이상 월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8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7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곳은 1월의 경기도 하남시로 1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0mm 이상의 월간일수 



838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3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22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10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30mm 이상의 연간일수



8382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5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12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3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50mm 이상의 연간일수



858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8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6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1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80mm 이상의 연간일수



8584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10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4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1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00mm 이상의 연간일수



86

한국기후도(1991~2020)

강수량

우리나라 일 합계강수량 150mm 이상 연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1.6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시로 0.2일 이하이다.

일 합계강수량 150mm 이상의 연간일수



87

한국기후도(1991~2020)



88

한국기후도(1991~2020)

기압

우리나라 연 평균해면기압의 평년값은 1015.0~1017.1hPa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양산시로 1017.1hPa,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동해로 1015.0hPa이다.

연 평균해면기압

기압



8988

한국기후도(1991~2020)

기압

우리나라 월 평균해면기압의 평년값은 1월 1021.1~1026.0hPa, 4월 1013.6~1016.3hPa, 7월 1005.6~1008.8hPa, 10월에 

1017.7~1020.3hPa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1월의 전라북도 고창이 1026.0hPa, 가장 낮은 곳은 7월의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1005.6hPa이다.

월 평균해면기압



90

한국기후도(1991~2020)

습도

우리나라 연 평균상대습도의 평년값은 59.1~79.0%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고창이 79.0%,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9.1%이다.

연 평균상대습도

습도



9190

한국기후도(1991~2020)

습도

우리나라 월 평균상대습도의 평년값은 1월 46.1~77.7%, 4월 50.8~77.3%, 7월 71.7~92.9%, 10월에 61.5~80.4%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7월에 전라남도 흑산도로 92.9%이며, 가장 낮은 곳은 12월의 강원도 강릉으로 45.6%이다.

월 평균상대습도



92

한국기후도(1991~2020)

증기압

우리나라 연 평균증기압의 평년값은 9.3~15.4hPa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5.4hPa,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9.3hPa이다.

연 평균증기압

증기압



9392

한국기후도(1991~2020)

증기압

우리나라 월 평균증기압의 평년값은 1월 2.8~6.6hPa, 4월 6.1~11.7hPa, 7월 19.7~28.6hPa, 10월에 8.9~15.1hPa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29.3hPa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2.8hPa이다.

월 평균증기압



94

한국기후도(1991~2020)

일조

우리나라 연 일조시간의 평년값은 1834.5~2434.1시간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로 2434.1시간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834.5시간이다.

연 일조시간

일조



9594

한국기후도(1991~2020)

일조

우리나라 월 일조시간의 평년값은 1월 70.2~211.3시간, 4월 189.7~228.3시간, 7월 118.3~189.8시간, 10월에 142.0~219.2시간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5월의 전라북도 순창군이 252.3시간,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70.2시간이다.

월 일조시간



96

한국기후도(1991~2020)

일조

우리나라 연 일조율의 평년값은 40.5~55.7%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55.7%, 가장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40.5%이다.

연 일조율



9796

한국기후도(1991~2020)

일조

우리나라 월 일조율의 평년값은 1월 22.2~67.6%, 4월 48.0~58.0%, 7월 25.7~43.4%, 10월에 40.8~62.9%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12월의 경상남도 김해시가 67.8%,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22.2%이다.

월 일조율



98

한국기후도(1991~2020)

일사

우리나라 연 전천일사량의 평년값은 4386.05~5367.50MJ/㎡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5367.50MJ/㎡,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386.05MJ/㎡이다.

연 전천일사량

일사



9998

한국기후도(1991~2020)

일사

월 전천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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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지중온도

우리나라 연 평균지중온도(50cm)의 평년값은 12.6~18.8℃ 분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로 18.8℃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철원으로 12.6℃이다.

연,월 평균지중온도(50cm)

지중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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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지중온도

우리나라 지중온도(50cm) 5℃ 초과의 연간일수의 평년값은 239.6~364.9일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364.9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충청남도 천안으로 239.6일이다.

지중온도(50cm) 5℃ 초과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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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증발량

우리나라 연 증발량의 평년값은 1034.8~1440.1m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로 1440.1mm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라북도 전주로 1034.8mm이다.

연,월 증발량

증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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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운량

우리나라 연 평균운량의 평년값은 4.6~6.1할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6.1할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

으로 4.6할이다.

연,월 평균운량

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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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운량

우리나라 연 맑음일수의 평년값은 47.3~121.9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으로 121.9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47.3일이다.

연,월 맑음일수

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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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운량

우리나라 연 흐림일수의 평년값은 69.4~140.6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140.6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대구로 69.4일이다.

연,월 흐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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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우리나라 연 평균풍속의 평년값은 0.8~6.8m/s 분포를 보이며, 풍속이 가장 강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산으로 6.8m/s이며 가장 약한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으로 0.8m/s이다.

연 평균풍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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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우리나라 월 평균풍속의 평년값은 1월에 0.8~9.7m/s, 4월에 1.1~6.5m/s , 7월에 0.6~5.1m/s , 10월에 0.5~6.4m/s 분포를 보인다.  

월별 풍속이 가장 강한 곳은 1월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산으로 9.7m/s이며 약한곳은 9~10월에 중부내륙 지역이 1.0m/s 미만이다.

월 평균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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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폭풍일수

우리나라 연 폭풍일수의 평년값은 0.0~89.3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산으로 89.3일,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춘천 등으로 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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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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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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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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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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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연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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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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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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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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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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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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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4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120

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4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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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4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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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4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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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4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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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7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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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7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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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7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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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7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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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7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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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0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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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0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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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0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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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0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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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10월 풍향별 횟수의 백분율 및 최대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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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풍향별, 풍속계급별 연간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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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풍향별, 풍속계급별 연간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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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풍향별, 풍속계급별 연간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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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풍향별, 풍속계급별 연간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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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바람

풍향별, 풍속계급별 연간관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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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연 최심적설의 평년값은 2.8~59.9c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59.9cm,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로 

2.8cm이다.

연 최심적설

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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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연 최심신적설의 평년값은 2.7~33.1c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33.1cm,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로 2.7cm이다.

연 최심신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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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연 합계신적설의 평년값은 3.3~220.6cm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220.6cm,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로 3.3cm이다.

연 합계신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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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합계신적설 0cm 이상 연간일수의 평년값은 1.1~38.9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38.9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1.1일이다.

최심신적설 0cm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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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합계신적설 1cm 이상 연간일수의 평년값은 0.6~25.9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25.9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0.6일이다.

최심신적설 1cm 이상의 연간일수



144

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합계신적설 5cm 이상 연간일수의 평년값은 0.1~13.4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13.4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 등으로 0.1일이다.

최심신적설 5cm 이상의 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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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적설

우리나라 합계신적설 10cm 이상 연간일수의 평년값은 0.0~6.7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6.7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여수로 0.0일이다.

최심신적설 10cm 이상의 연간일수



146

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연 안개일수의 평년값은 2.9~101.7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101.7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포항으로 2.9일이다.

연 안개일수

기상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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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연 뇌전일수의 평년값은 9.4~21.7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1.7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9.4일이다.

연 뇌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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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연 눈일수

우리나라 눈일수의 연 평년값은 4.1~55.9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55.9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4.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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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서리일수의 연 평년값은 1.9~83.8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83.8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9일이다.

연 서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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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연 얼음일수

우리나라 얼음일수의 연 평년값은 12.8~119.5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119.5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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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황사일수의 연 평년값은 3.8~10.8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10.8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3.8일이다.

연 황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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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우박일수의 연 평년값은 0.0~1.5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1.5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 등으로 0.0일이다.

연 우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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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눈 최장지속기간은 3~26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26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남도 창원이며  

3일이다.

연 눈 최장지속기간



154

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얼음 최장지속기간은 13~142일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142일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흑산도로 

13일이다.

연 얼음 최장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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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우리나라 연 안개계속기간의 평년값은 8.8~849.3시간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 백령도로 849.3시간이며 가장 적은 

곳은 경상북도 포항으로 8.8시간이다.

연,월 안개계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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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기상현상

157

연,월 강수계속기간

우리나라 연 강수계속기간의 평년값은 643.1~1337.5시간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도로 1337.5시간이며 가장  

적은 곳은 대구로 643.1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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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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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일 최저기온 0℃ 미만의 첫날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0℃ 미만 첫날의 평년값은 10월15일~1월15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0월15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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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저기온 0℃ 미만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2월12일~5월3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2월

12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5월3일이다.

일 최저기온 0℃ 미만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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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 0℃ 미만 첫날의 평년값은 11월11일~1월23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1월11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월23일이다.

일 평균기온 0℃ 미만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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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 0℃ 미만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1월23일~4월2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월23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4월2일이다.

일 평균기온 0℃ 미만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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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0℃ 미만 첫날의 평년값은 11월24일~1월29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1월24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월29일이다.

일 최고기온 0℃ 미만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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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0℃ 미만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1월17일~3월16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경상북도 포항으로 1월17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3월16일이다.

일 최고기온 0℃ 미만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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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25℃ 이상 첫날의 평년값은 4월5일~6월11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경상북도 김천으로 4월5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로 6월11일이다.

일 최고기온 25℃ 이상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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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25℃ 이상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9월6일~10월22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9월6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경상남도 함안으로 10월22일이다.

일 최고기온 25℃ 이상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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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30℃ 이상 첫날의 평년값은 5월3일~8월1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경산으로 5월3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부산광역시 지역으로 8월1일이다.

일 최고기온 30℃ 이상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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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일 최고기온 30℃ 이상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7월30일~9월23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으로  

7월30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9월23일이다.

일 최고기온 30℃ 이상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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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극값

우리나라 서리 첫날의 평년값은 10월8일~1월14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0월8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월14일이다.

서리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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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서리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1월31일~5월3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1월31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5월3일이다.

서리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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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얼음 첫날의 평년값은 10월13일~12월30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0월13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로 12월30일이다.

얼음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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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얼음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2월16일~5월5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산으로 2월16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5월5일이다.

얼음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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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극값

우리나라 눈 첫날의 평년값은 11월5일~1월14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11월5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경상남도 

거제로 1월14일이다.

눈의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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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눈 마지막날의 평년값은 2월11일~4월17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경상남도 거제로 2월11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4월17일이다.

눈의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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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극값

우리나라 벚나무 개화의 평년값은 3월23일~5월4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로 3월23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강원도 대관령으로 5월4일이다.

벚나무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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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계절극값

우리나라 단풍 시작의 평년값은 10월6일~11월7일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빠른 곳은 강원도 태백으로 10월6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경상남도 남해로 11월7일이다.

단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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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극한기후지수

극한기후지수

우리나라 온난일 계속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22일 이상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로 12일 이하이다.

연 온난일 계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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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극한기후지수

우리나라 한랭야 계속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으로 16일 이상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9일 이하이다.

연 한랭야 계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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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극한기후지수

우리나라 연 한파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28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등으로 2일 이하이다.

연 한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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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극한기후지수

우리나라 연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2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2일 이하이다.

연 열대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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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극한기후지수

우리나라 연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3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5일 이하이다.

연 폭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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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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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응용기후지수

우리나라 식물성장 가능기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32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230일 이하이다.

연 식물성장 가능기간

응용기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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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응용기후지수

우리나라 성장계절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1700mm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1000mm 이하이다.

연 성장계절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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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응용기후지수

우리나라 연 여름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140일 이상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60일 이하이다.

연 여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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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응용기후지수

우리나라 월 체감온도의 평년값은 1월 -19.4~1.5℃, 4월 -2.2~10.6℃, 7월 25.1~33.9℃, 10월 1.1~16.4℃의 분포를 보인다. 가장 높은 

곳은 8월의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34.0℃이며 가장 낮은 곳은 1월의 강원도 대관령으로 -19.4℃이다.

월별 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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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기온과 강수량의 월분포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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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기온과 강수량의 월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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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기온과 강수량의 월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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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기온과 강수량의 월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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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평균기온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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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평균기온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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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평균기온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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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강수량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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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강수량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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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요소별 분포 및 경년변화

연 강수량의 경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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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부록

본 한국기후도에서 사용된 지도 투영법은 램버트 정형 원추도법

(이하 LCC, Lambert Conformal Conic)을 사용하였다. 

표 1. 지도 투영법 기준정보

필요요소 기준값

지구반경
6371.00877km

(중위도 평균 지구반경)

원주율 3.141592

실측거리 대응위도
30.0N, 60.0N

(투영면이 접하거나 통과하는 위도)

기준 경·위도 126.0E, 38.0N

부록2. 공간분포도 작성

본 한국기후도에서 사용된 격자데이터 및 공간분포도는 다중  

2차보간법(이하 MQI, Multiquadric Interpolation) 및 QGIS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①  격자데이터는 LCC 투영법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상하좌우 

네 꼭지점의 정보는 아래 표2, 그림5와 같다.

표 2. 격자데이터 꼭지점 정보

위치 위경도 격자점

좌상 39.28045N,123.81122E 1,684

우상 39.13100N,131.97066E 684,684

우하 32.87481N,131.41956E 684,1

좌하 33.00818N,124.01380E 1,1

그림 5. 공간분포 격자정보

②  MQI 보간법으로 격자별 데이터를 생성하고 QGIS를 활용하여 

해양지역을 마스킹(Masking), 분포값 색상변경, 등치선도  

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6. 공간분포도 제작과정

③  그 이후 범례, 등치선 별 값 표현을 위한 포토샵(Photoshop)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록3. 행정구역별 면적도의 작성

본 한국기후도에서 사용된 행정구역별 면적도는 QGIS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①  행정구역별 데이터 생산 방법은 각 행정구역 폴리곤 내에 격자의 

중심점이 포함되는 격자값들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7. 행정구역도 데이터 생산 방법

②  행정구역별 데이터 생산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와 시, 군 단위로 

정보를 생산하였고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구역별 값을 

생산하였다.

③  그 이후 범례 등의 작업을 위한 포토샵 (Photoshop)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8. 행정구역도 예시

부록

부록1. 지도 투영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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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부록

부록4. 범례의 급간 설정 및 색상 지정

본 한국기후도 중 공간분포, 행정구역분포도에 사용된 기온, 강수량 범례의 색상 및 급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기온

기온은 평균ㆍ최고ㆍ최저기온 값과 월ㆍ계절ㆍ연 등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색과 급간을 가지도록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독자에게 

평균ㆍ최고ㆍ최저기온의 차이와 월ㆍ계절ㆍ연 기간차이에 의한 기온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범례의 최상ㆍ 

최하위에 해당하는 값은 기후평년값(1991~2020년)을 참고하여 정의하였고 그 급간은 2℃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9. 기온의 범례 급간과 색

(2) 강수량

강수량의 범례 색상은 Green, Blue를 기준 색상으로 각 급간에 해당하는 색상을 지정하였다. 급간은 강수량의 통계 특성(합계값)에 따라  

기온과 같이 동일한 급간을 사용하지 않고 월ㆍ계절ㆍ연 등 기간에 대해서 다르게(각 25mm,100mm,100mm) 정의하였다. 범례의 최상ㆍ 

최하위에 해당하는 값은 기후평년값(1991~2020년)을 참고하여 정의하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성판악(782) 지점과 같이 특정 한지점에서

만 높은 값을 가지는 곳은 배제하고 정의하였다.

그림 10. 연 강수량의 범례 급간과 색상

그림 11. 계절 강수량의 범례 급간과 색상

그림 12. 월 강수량의 범례 급간과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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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5. 지점 별 연 평년값

지점번호 지점명
해면기압

(hPa)

기온(℃) 상대습도

(%)

평균증기압

(hPa)

평균풍속

(m/s)

운량

(1/10)

강수량

(mm)

증발량

(mm)

일조시간

(hr)평균 최고 최저

90 속초 1015.1 12.5 16.6 8.7 65.0 11.7 2.3 　 1407.2 　 2166.4 

95 철원 1016.2 10.3 16.4 4.7 69.9 11.0 1.7 　 1354.4 　 2183.5 

98 동두천 1016.3 11.5 17.8 6.3 65.6 11.2 1.5 　 1417.1 　 2221.8 

99 파주 1016.5 11.0 17.3 5.6 71.6 11.9 1.6 　 1295.8 　 2288.3 

100 대관령 1016.1 7.1 12.2 2.3 73.3 9.3 3.8 　 1695.1 　 2253.9 

101 춘천 1016.3 11.4 17.4 6.3 70.5 11.7 1.2 　 1341.5 　 2139.7 

102 백령도 1016.3 11.3 14.5 8.7 71.0 11.6 4.4 5.4 787.3 　 2193.6 

105 강릉 1015.4 13.5 17.8 9.6 59.5 11.2 2.6 　 1444.9 　 2196.6 

106 동해 1015.0 12.8 17.0 9.0 64.4 11.7 2.4 　 1264.3 　 2219.2 

108 서울 1016.3 12.8 17.4 8.9 61.8 11.5 2.3 4.8 1417.9 1179.3 2143.1 

112 인천 1016.1 12.5 16.6 9.1 68.8 12.4 2.9 4.7 1207.4 1163.3 2378.3 

114 원주 1016.3 12.0 17.8 6.9 66.6 11.4 1.1 　 1299.0 　 2063.2 

115 울릉도 1015.4 12.7 16.0 10.1 72.9 12.4 3.6 6.1 1480.6 1159.3 1961.4 

119 수원 1016.6 12.5 17.7 8.0 68.3 12.2 1.7 4.8 1320.3 1125.1 2227.0 

121 영월 1016.3 11.2 17.7 5.6 68.1 11.1 1.3 　 1205.1 　 2142.8 

127 충주 1016.5 11.7 17.9 6.3 67.3 11.2 1.5 　 1214.3 　 2138.7 

129 서산 1016.6 12.1 17.5 7.3 73.8 12.6 2.4 　 1253.9 　 2224.8 

130 울진 1015.3 12.8 17.5 8.7 67.2 12.1 3.2 　 1181.7 　 2350.9 

131 청주 1016.5 13.1 18.4 8.4 64.0 11.6 1.6 5.0 1232.4 1174.7 2232.0 

133 대전 1016.5 13.1 18.5 8.4 67.9 12.4 1.7 5.0 1351.2 1074.7 2253.7 

135 추풍령 1016.4 11.8 17.5 6.7 66.3 11.2 2.5 　 1195.3 　 2206.0 

136 안동 1016.4 12.2 18.4 6.8 66.2 11.5 1.6 4.9 1045.7 1254.3 2292.6 

137 상주 1016.4 12.8 18.6 7.8 64.8 11.8 1.7 　 1178.6 　 2205.3 

138 포항 1016.1 14.6 18.9 10.9 62.9 12.7 2.6 4.8 1192.4 1343.0 2303.5 

140 군산 1016.6 13.0 17.6 9.2 75.3 13.6 3.0 　 1246.0 　 2217.5 

152 울산 1015.8 14.4 19.4 10.2 63.5 12.6 2.1 4.8 1292.6 　 2249.5 

155 창원 1015.7 14.8 19.4 11.0 62.6 12.8 2.0 4.6 1534.1 　 2250.2 

156 광주 1016.4 14.1 19.4 9.8 68.1 13.0 2.0 5.2 1380.6 　 2164.1 

159 부산 1015.6 15.0 19.2 11.7 63.3 13.1 3.5 4.7 1576.7 1212.7 2374.4 

162 통영 1016.2 14.6 19.0 11.0 67.9 13.5 2.5 　 1535.8 　 2305.8 

165 목포 1016.6 14.0 18.4 10.5 73.9 13.9 3.7 5.3 1167.7 1125.5 2180.8 

168 여수 1016.1 14.6 18.2 11.7 65.3 13.1 4.1 4.7 1449.1 1440.1 2361.2 

169 흑산도 1016.4 13.5 16.5 11.2 78.6 14.1 5.4 5.7 1127.3 　 1959.0 

170 완도 1016.3 14.3 18.6 10.7 71.6 13.8 3.4 　 1531.5 　 2092.4 

172 고창 1017.0 13.2 18.6 8.6 79.0 14.2 2.6 　 1225.5 　 2156.4 

184 제주 1016.5 16.2 19.3 13.4 68.8 14.4 3.3 6.0 1502.3 1262.4 1834.5 

185 고산 1015.8 15.7 18.6 13.2 75.0 15.3 6.8 　 1182.9 　 2002.7 

188 성산 1016.3 15.6 19.2 12.1 72.5 14.8 3.1 　 2030.0 　 2006.9 

189 서귀포 1015.6 16.9 20.3 13.9 69.8 15.4 2.5 5.7 1989.6 1194.3 2074.6 

192 진주 1016.0 13.4 19.8 7.8 67.5 12.4 1.4 　 1518.0 　 2292.5 

201 강화 1016.9 11.3 16.3 6.6 69.2 11.6 1.9 　 1266.2 　 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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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도(1991~2020)

부록

지점번호 지점명
해면기압

(hPa)

기온(℃) 상대습도

(%)

평균증기압

(hPa)

평균풍속

(m/s)

운량

(1/10)

강수량

(mm)

증발량

(mm)

일조시간

(hr)평균 최고 최저

202 양평 1017.0 11.7 17.8 6.5 69.5 11.7 1.3 　 1383.6 　 2215.9 

203 이천 1016.5 11.7 17.9 6.3 66.3 11.2 1.3 　 1315.9 　 2196.2 

211 인제 1016.5 10.4 16.7 5.0 68.2 10.6 1.8 　 1204.6 　 2038.5 

212 홍천 1016.9 10.8 17.7 5.3 67.0 10.7 1.1 　 1338.9 　 2134.0 

216 태백 1015.6 9.0 14.6 4.0 66.1 9.4 1.6 　 1308.0 　 2129.7 

217 정선군 1016.7 10.7 17.1 5.7 66.5 10.6 1.7 　 1126.6 　 1895.3 

221 제천 1016.8 10.3 17.0 4.4 68.8 10.5 1.5 　 1359.3 　 2208.0 

226 보은 1016.2 11.2 17.7 5.5 68.7 11.1 1.4 　 1305.3 　 2257.1 

232 천안 1016.6 12.0 17.9 6.7 68.5 11.6 1.7 　 1218.7 　 2271.3 

235 보령 1016.7 12.7 17.6 8.4 72.6 12.9 1.9 　 1191.4 　 2311.0 

236 부여 1016.9 12.4 18.8 7.1 71.4 12.3 1.2 　 1326.6 　 2243.0 

238 금산 1016.8 11.8 18.5 6.1 69.1 11.4 1.2 　 1288.6 　 2214.8 

243 부안 1016.9 12.9 18.3 8.4 73.6 13.0 1.6 　 1238.0 　 2259.6 

244 임실 1016.9 11.3 18.1 5.6 72.3 11.5 1.3 　 1335.6 　 2142.6 

245 정읍 1016.7 13.3 18.9 8.5 70.5 12.6 1.2 　 1329.8 　 2088.0 

247 남원 1016.8 12.5 19.1 6.8 70.7 12.2 1.4 　 1353.2 　 2229.5 

248 장수 1016.8 10.7 17.1 5.1 73.7 11.3 1.7 　 1486.0 　 2071.5 

252 영광군 1016.6 13.1 18.3 8.5 73.7 13.3 2.2 　 1277.8 　 2252.9 

253 김해시 1016.6 15.1 20.3 10.9 62.0 13.0 2.1 　 1375.8 　 2434.1 

254 순창군 1016.8 12.8 18.9 7.5 71.0 12.4 1.7 　 1473.3 　 2262.7 

257 양산시 1017.1 14.9 20.3 10.3 62.8 12.8 2.4 　 1483.3 　 2276.4 

259 강진군 1017.0 13.8 19.1 9.1 71.8 13.4 2.5 　 1442.1 　 2232.7 

260 장흥 1016.4 13.3 19.2 8.1 71.9 13.0 2.0 　 1471.8 　 2136.7 

261 해남 1016.7 13.5 19.0 8.4 73.1 13.3 2.3 　 1282.0 　 2230.9 

262 고흥 1016.4 13.7 19.2 8.6 68.6 12.6 1.6 　 1449.3 　 2195.9 

263 의령군 1016.2 13.2 20.0 7.5 72.4 13.1 1.3 　 1355.0 　 2223.1 

264 함양군 1016.4 12.8 19.5 7.1 73.1 12.9 1.3 　 1325.1 　 2175.4 

268 진도군 　 13.9 18.6 9.6 　 　 2.2 　 1374.7 　 　

271 봉화 1015.8 10.0 17.2 3.7 69.5 10.4 1.3 　 1175.6 　 2197.8 

272 영주 1016.0 11.7 17.6 6.2 64.9 10.8 2.5 　 1334.0 　 2279.9 

273 문경 1016.3 11.9 17.8 6.6 64.6 11.1 1.8 　 1294.9 　 2221.0 

276 청송군 1016.4 11.2 18.2 5.4 69.7 11.4 1.4 　 967.2 　 2129.2 

277 영덕 1016.6 13.1 18.3 8.5 64.9 11.8 2.7 　 1112.2 　 2382.4 

278 의성 1016.4 11.6 19.2 5.1 67.9 11.2 1.2 　 1011.2 　 2174.3 

279 구미 1016.5 13.1 19.2 7.8 65.1 11.8 1.5 　 1113.1 　 2204.1 

281 영천 1016.4 12.8 19.2 7.1 64.3 11.4 1.8 　 1085.9 　 2213.4 

283 경주시 1016.2 13.4 19.6 8.0 66.9 12.4 2.5 　 1121.2 　 2261.7 

284 거창 1016.5 12.0 18.9 6.0 68.3 11.5 1.3 　 1294.7 　 2288.6 

285 합천 1016.5 13.2 20.1 7.5 65.1 11.7 1.3 　 1289.9 　 2189.7 

288 밀양 1016.4 13.6 20.3 7.9 66.4 12.4 1.4 　 1226.6 　 2236.9 

289 산청 1016.9 13.0 19.3 7.8 64.9 11.7 1.7 　 1556.2 　 2199.0 

294 거제 1015.8 14.4 19.1 10.2 65.2 12.8 1.7 　 1930.3 　 2216.0 

295 남해 1016.8 14.3 19.3 10.1 65.4 12.8 1.6 　 1921.2 　 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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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점번호 지점명
해면기압

(hPa)

기온(℃) 상대습도

(%)

평균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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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시간

(hr)평균 최고 최저

400 강남 　 13.6 18.0 9.9 　 　 1.7 　 1320.9 　 　

401 서초 　 13.7 18.5 9.7 　 　 1.4 　 1305.1 　 　

402 강동 　 12.9 18.1 8.4 　 　 1.5 　 1328.9 　 　

403 송파 　 13.9 18.4 9.9 　 　 1.7 　 1294.1 　 　

404 강서 　 12.9 17.4 9.1 　 　 1.7 　 1226.9 　 　

405 양천 　 13.7 18.2 10.0 　 　 1.5 　 1207.7 　 　

406 도봉 　 12.4 17.9 7.5 　 　 1.1 　 1472.6 　 　

407 노원 　 12.0 17.9 6.6 　 　 1.5 　 1361.9 　 　

408 동대문 　 13.7 18.3 9.7 　 　 1.8 　 1357.0 　 　

409 중랑 　 13.6 18.0 9.6 　 　 2.1 　 1345.5 　 　

410 기상청 　 13.4 17.8 9.6 　 　 1.5 　 1278.6 　 　

411 마포 　 13.5 17.9 9.8 　 　 2.3 　 1272.7 　 　

412 서대문 　 12.4 17.8 8.2 　 　 1.6 　 1234.4 　 　

413 광진 　 13.5 18.1 9.6 　 　 1.8 　 1307.3 　 　

414 성북 　 12.6 17.1 8.6 　 　 1.6 　 1385.0 　 　

415 용산 　 13.6 18.1 9.8 　 　 1.8 　 1236.9 　 　

416 은평 　 12.3 17.4 7.7 　 　 1.7 　 1224.5 　 　

417 금천 　 13.4 17.5 9.9 　 　 1.9 　 1267.5 　 　

419 중구 　 11.9 16.7 8.2 　 　 2.2 　 1117.3 　 　

421 성동 　 13.7 17.9 10.1 　 　 2.2 　 1269.0 　 　

423 구로 　 12.8 17.7 8.6 　 　 1.9 　 1258.1 　 　

424 강북 　 13.5 18.1 9.5 　 　 1.7 　 1440.2 　 　

425 남현 　 12.4 17.2 8.1 　 　 1.3 　 1432.8 　 　

433 부천 　 13.3 17.7 9.6 　 　 1.3 　 1205.0 　 　

434 안양 　 13.1 17.3 9.4 　 　 2.2 　 1294.9 　 　

437 광명 　 13.6 17.8 10.0 　 　 2.0 　 1288.8 　 　

438 군포 　 13.3 17.8 9.5 　 　 1.5 　 1327.6 　 　

441 김포 　 11.9 16.8 7.6 　 　 1.7 　 1160.5 　 　

444 하남 　 12.6 18.1 7.8 　 　 0.9 　 1110.6 　 　

445 의왕 　 11.9 16.9 7.3 　 　 1.1 　 1314.0 　 　

504 포천 　 11.4 17.8 5.8 　 　 1.3 　 1368.2 　 　

505 가평조종 　 10.2 16.9 4.4 　 　 1.2 　 1374.8 　 　

510 영등포 　 13.8 18.2 10.3 　 　 1.6 　 1227.8 　 　

512 인천연수 　 12.8 17.5 8.7 　 　 1.8 　 1085.4 　 　

516 안성 　 12.5 18.2 7.5 　 　 1.3 　 1194.9 　 　

517 간성 　 12.0 16.6 7.5 　 　 1.8 　 1401.9 　 　

526 평창 　 10.2 16.8 4.7 　 　 1.2 　 1182.9 　 　

532 의정부 　 11.7 17.5 6.6 　 　 1.1 　 1456.2 　 　

536 횡성 　 11.1 18.0 5.5 　 　 1.2 　 1331.5 　 　

540 고양 　 11.9 18.0 6.6 　 　 1.3 　 1156.4 　 　

541 남양주 　 11.5 18.0 5.7 　 　 1.1 　 1358.4 　 　

545 안산 　 11.6 17.6 6.2 　 　 1.7 　 1103.8 　 　

546 경기광주 　 11.7 17.6 6.8 　 　 1.6 　 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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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점번호 지점명
해면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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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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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mm)

증발량

(mm)

일조시간

(hr)평균 최고 최저

548 여주 　 11.6 17.8 6.4 　 　 1.3 　 1173.0 　 　

549 용인 　 11.6 17.7 6.3 　 　 1.3 　 1291.9 　 　

550 오산 　 12.2 18.1 7.4 　 　 1.3 　 1204.4 　 　

551 평택 　 12.9 18.2 8.0 　 　 1.7 　 1144.3 　 　

555 화천 　 10.5 17.7 4.9 　 　 1.1 　 1257.9 　 　

556 양구 　 10.0 17.3 4.5 　 　 1.1 　 1167.0 　 　

565 시흥 　 12.7 17.5 8.4 　 　 1.7 　 1122.6 　 　

569 구리 　 12.6 17.9 8.0 　 　 1.4 　 1330.0 　 　

570 금곡 　 11.8 16.9 7.5 　 　 1.3 　 1136.2 　 　

571 화성 　 12.3 17.4 8.0 　 　 1.4 　 1102.2 　 　

572 성남 　 13.1 18.1 8.6 　 　 1.3 　 1274.8 　 　

590 과천 　 12.4 17.9 7.6 　 　 1.7 　 1313.1 　 　

595 진부령 　 8.7 13.6 4.5 　 　 3.0 　 1564.5 　 　

598 양주 　 11.2 17.5 5.5 　 　 1.3 　 1316.9 　 　

601 단양 　 11.7 17.9 6.6 　 　 0.9 　 1049.9 　 　

602 진천 　 11.7 18.1 6.4 　 　 1.2 　 1234.2 　 　

603 괴산 　 11.3 17.9 5.7 　 　 1.1 　 1286.7 　 　

604 옥천 　 12.1 18.4 6.8 　 　 1.1 　 1199.3 　 　

608 홍북 　 12.1 18.0 6.9 　 　 1.6 　 1228.1 　 　

611 세종연서 　 11.8 18.4 6.6 　 　 1.3 　 1204.9 　 　

612 공주 　 12.5 18.7 7.3 　 　 1.3 　 1292.6 　 　

614 서천 　 12.5 17.9 7.9 　 　 1.8 　 1175.8 　 　

615 논산 　 12.5 18.8 7.2 　 　 1.5 　 1211.8 　 　

616 당진 　 12.0 17.4 7.4 　 　 2.0 　 1165.5 　 　

618 청양 　 11.7 17.9 6.0 　 　 1.2 　 1291.4 　 　

619 음성 　 11.0 18.0 5.1 　 　 1.4 　 1220.8 　 　

623 증평 　 11.8 18.3 6.3 　 　 1.2 　 1153.2 　 　

627 태안 　 12.8 17.4 8.9 　 　 1.9 　 1157.2 　 　

628 예산 　 12.5 18.2 7.6 　 　 1.9 　 1158.2 　 　

634 아산 　 12.5 17.9 7.9 　 　 1.9 　 1132.9 　 　

636 계룡 　 11.7 18.2 5.8 　 　 1.1 　 1401.6 　 　

642 문화 　 13.6 19.1 8.9 　 　 1.2 　 1340.5 　 　

643 세천 　 12.2 18.4 6.9 　 　 1.1 　 1239.8 　 　

648 장동 　 12.5 18.5 7.3 　 　 1.0 　 1245.3 　 　

649 부평 　 12.1 18.0 7.0 　 　 0.8 　 1142.6 　 　

652 연천청산 　 11.4 17.7 5.9 　 　 1.1 　 1295.8 　 　

670 양양 　 12.8 17.1 8.7 　 　 2.6 　 1311.2 　 　

674 사북 　 8.6 13.6 4.2 　 　 2.9 　 1257.1 　 　

699 무안 　 13.4 18.4 9.1 　 　 2.0 　 1290.1 　 　

701 무주 　 11.6 18.3 5.9 　 　 1.3 　 1105.3 　 　

702 익산 　 13.2 18.9 8.2 　 　 1.6 　 1157.3 　 　

703 진안 　 10.8 17.4 5.3 　 　 1.5 　 1324.7 　 　

706 담양 　 13.2 19.3 8.0 　 　 1.7 　 1344.0 　 　

708 광산 　 13.7 19.6 8.5 　 　 1.8 　 1260.6 　 　

709 구례 　 13.4 20.1 8.0 　 　 1.4 　 1296.0 　 　

710 나주 　 13.6 19.8 8.6 　 　 1.5 　 1310.4 　 　

712 순천시 　 14.8 19.7 10.7 　 　 2.0 　 1467.4 　 　

713 광양읍 　 14.4 20.3 9.6 　 　 1.5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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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조선대 　 14.2 19.4 9.9 　 　 1.9 　 1330.9 　 　

723 거문도 　 15.5 18.4 13.2 　 　 4.0 　 1338.2 　 　

724 추자도 　 15.0 17.7 12.8 　 　 4.0 　 1127.7 　 　

730 장성 　 12.9 19.2 7.9 　 　 1.5 　 1339.7 　 　

731 영암 　 13.7 19.3 8.9 　 　 2.0 　 1218.4 　 　

732 보성 　 12.5 18.5 7.4 　 　 1.7 　 1542.2 　 　

734 완주 　 13.0 19.4 7.6 　 　 1.7 　 1296.1 　 　

737 김제 　 13.3 18.8 8.9 　 　 2.2 　 1089.9 　 　

741 화순 　 13.4 19.8 8.3 　 　 1.2 　 1308.0 　 　

754 함평 　 13.8 19.3 9.1 　 　 1.7 　 1256.1 　 　

768 곡성 　 13.0 19.4 7.8 　 　 1.3 　 1332.9 　 　

782 성판악 　 10.9 14.6 7.6 　 　 2.9 　 4381.0 　 　

788 풍암 　 14.2 20.0 9.3 　 　 1.3 　 1381.4 　 　

789 압해도 　 13.9 18.3 10.4 　 　 3.0 　 1124.8 　 　

801 영양 　 11.2 17.7 5.5 　 　 1.5 　 996.7 　 　

810 성주 　 13.0 19.5 7.1 　 　 1.3 　 1126.1 　 　

812 고령 　 12.8 19.8 6.9 　 　 0.9 　 1235.4 　 　

813 청도 　 12.9 19.7 7.2 　 　 1.4 　 1196.9 　 　

815 예천 　 11.9 18.7 6.2 　 　 1.2 　 1057.3 　 　

822 김천 　 12.8 19.4 7.0 　 　 1.2 　 1068.2 　 　

823 군위 　 11.8 19.0 5.9 　 　 1.5 　 987.5 　 　

825 칠곡 　 13.3 19.7 7.9 　 　 1.9 　 1041.5 　 　

827 경산 　 14.1 20.0 9.2 　 　 1.9 　 1091.7 　 　

828 달성 　 14.1 20.4 9.0 　 　 1.6 　 1122.6 　 　

846 서구 　 14.5 19.9 9.8 　 　 1.8 　 1107.2 　 　

860 대구(신암) 1016.6 14.5 19.8 10.0 59.1 11.7 2.2 4.7 1080.8 　 2275.9 

864 전주(완산) 1016.4 13.7 19.2 8.9 68.0 12.6 1.7 5.0 1299.3 1034.8 2059.0 

876 삼척 　 13.3 17.6 9.5 　 　 2.0 　 1258.2 　 　

901 울기 　 14.2 17.9 11.3 　 　 2.5 　 1169.2 　 　

907 삼천포 　 14.7 18.9 11.3 　 　 2.0 　 1446.3 　 　

910 영도 　 14.4 17.7 11.5 　 　 3.6 　 1285.6 　 　

918 고성 　 14.2 19.8 9.3 　 　 2.0 　 1470.4 　 　

919 창녕 　 13.5 20.4 7.6 　 　 1.8 　 1192.6 　 　

920 함안 　 13.2 20.7 7.2 　 　 1.2 　 1277.1 　 　

921 가덕도 　 14.8 18.6 11.9 　 　 4.0 　 1118.0 　 　

923 기장 　 14.4 19.2 10.0 　 　 1.9 　 1451.9 　 　

924 간절곶 　 14.4 17.7 11.3 　 　 3.7 　 1327.1 　 　

932 하동 　 14.5 20.3 9.5 　 　 1.5 　 1675.1 　 　

937 해운대 　 15.1 19.4 11.5 　 　 2.4 　 1509.7 　 　

938 부산진 　 15.0 19.3 11.4 　 　 2.2 　 1521.6 　 　

940 동래 　 15.1 19.7 11.2 　 　 1.9 　 1482.7 　 　

941 북구 　 14.6 19.1 10.8 　 　 2.1 　 1398.5 　 　

942 부산남구 　 15.4 19.1 12.0 　 　 2.1 　 1514.0 　 　

949 정자 　 14.4 19.0 10.0 　 　 3.0 　 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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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북한 기상 관측지점

지점번호 지점명 북위(˚) 동경(˚) 해발고도(m) 자료 시작일

47003 선봉 42˚19´ 130˚24´ 3 1973.01.

47005 삼지연 41˚49´ 128˚18´ 1386 1981.01.

47008 청진 41˚47´ 129˚49´ 43 1973.01.

47014 중강 41˚47´ 126˚53´ 332 1973.01.

47016 혜산 41˚24´ 128˚10´ 714 1973.01.

47020 강계 40˚58´ 126˚36´ 306 1973.01.

47022 풍산 40˚49´ 128˚09´ 1206 1981.01. 

47025 김책 40˚40´ 129˚12´ 23 1973.01.

47028 수풍 40˚27´ 124˚56´ 83 1981.01. 

47031 장진 40˚22´ 127˚15´ 1081 1981.01. 

47035 신의주 40˚06´ 124˚23´ 7 1973.01.

47037 구성 39˚59´ 125˚15´ 99 1981.01. 

47039 희천 40˚10´ 126˚15´ 155 1981.01. 

47041 함흥 39˚56´ 127˚33´ 38 1973.01.

47046 신포 40˚02´ 128˚11´ 19 1981.01. 

47050 안주 39˚37´ 125˚39´ 27 1981.01. 

47052 양덕 39˚13´ 126˚39´ 279 1981.01. 

47055 원산 39˚11´ 127˚26´ 36 1973.01.

47058 평양 39˚02´ 125˚47´ 38 1973.01.

47060 남포 38˚43´ 125˚23´ 47 1981.01. 

47061 장전 38˚44´ 128˚11´ 35 1981.01. 

47065 사리원 38˚31´ 125˚46´ 52 1973.01.

47067 신계 38˚30´ 126˚32´ 100 1981.01. 

47068 용연 38˚09´ 124˚53´ 5 1981.01. 

47069 해주 38˚02´ 125˚42´ 81 1973.01. 

47070 개성 37˚58´ 126˚34´ 70 1973.01. 

47075 평강 38˚25´ 127˚17´ 371 1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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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우리나라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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