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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전망 (10월 하순 ~ 11월 중순) >
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기온변화가 크겠음

【 1개월(10월 하순～11월 중순) 전망 】
순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0월 하순 평년(9～16℃)과 비슷하겠음

평년(10～33㎜)과 비슷하겠음

11월 상순 평년(7～14℃)보다 높겠음

평년(12～34㎜)과 비슷하겠음

11월 중순 평년(4～11℃)보다 낮겠음

평년(9～30㎜)과 비슷하겠음

1. 날씨 전망
○ (10월 하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1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1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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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날씨 동향
○ (9월 중순)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가운데
일시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를 보였음.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1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지역, 12일에는 남부지방과 중부
일부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13~14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 기온은 22.3℃로 평년(20.5℃)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8℃),
강수량은 67.9㎜로 평년(59.6㎜)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17%).
○ (9월 하순)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26~27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상층
한기의 유입과 복사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였음. 2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24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28~29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음. 기온은 20.1℃로 평년(18.4℃)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7℃), 강수량은 42.8㎜로 평년(38.4㎜)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11%).
○ (10월 상순)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 후반에는
태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5~7일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랐고, 날씨가 흐린 가운데
태풍 전면에서 난기가 유입되면서 최저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1~2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 받아 남부 일부지역에
비가 내렸으며, 6~7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
8일에는 제24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특히, 제주도 및 경상도에 많은 비가 내렸음. 10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19.5℃로 평년(16.5℃)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3.0℃), 강수량은 46.0㎜로 평년(17.9㎜)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72%).
○ (최근 1개월, 2013.9.11~10.10) 평균기온은 20.6℃로 평년(18.5℃)보다 높았으며
(평년대비 +2.1℃), 강수량은 156.8㎜로 평년(115.4㎜)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8%).

최근 1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3.9.11～10.10)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 (10월 하순～11월 중순)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0월 하순～11월 중순)
【 알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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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10월 하순~11월 중순)

○ 기온
－ 최근 10년(2003~2012) 평균기온은 10.7℃로 평년(9.9℃)보다 0.8℃ 높았음.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10년) : -0.1(10월하순 +1.3, 11월상순 -0.9, 11월중순 -0.8)

연도별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 (10월 하순 ~ 11월 중순)

○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은 54.0㎜로 평년(46.5㎜)대비 116%를 기록하였음.

연도별 강수량 (10월 하순 ~ 11월 중순)

○ 순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10월 하순

11월 상순

11월 중순

평균기온 (평년 편차)

℃

12.8 (+0.8)

11.7 (+1.6)

7.3 (0.0)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19.2 / 7.5

17.6 / 6.7

12.8 / 2.3

강수량 / 강수일수

㎜/일

21.8 / 2.1

19.7 / 2.6

12.5 / 2.3

일조시간

시간

69.7

53.0

58.7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7.2

5.7

5.4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0.4

0.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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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0월 하순~11월 중순)

○ 고온현상
－ (2011년 11월 상순~중순)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편차(℃) :
평균기온 +4.4, 평균 최고기온 +3.1, 평균 최저기온 +5.5),

특히 2~5일 전국적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9℃ 가량 높아 11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고온 지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찍 파종한 사료작물의 웃자람이
발생하였음.
－ (2009년 10월 하순~11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따뜻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편차(℃)
+2.5[1위 1979년 +3.7]).

: 평균 최고기온

난방용품의 판매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모기 퇴치용품 등의

여름 제품이 인기가 있었음.
－ (2005년 11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9[1위 1979년 +5.2]).

특히 6일에 서귀포의 낮 기온이 28.0℃까지 올라

11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기록하였음.

○ 저온현상
－ (2010년 10월 26~29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4일간 추위가 이어졌음(편차(℃) : 평균 최저기온 -5.2).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첫얼음과
첫서리가 관측되었고, 저온현상으로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봄철의 이상저온과 여름철 고온에 이어 가을철 저온 현상까지 나타나
벼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음.

○ 많은 비
－ (2009년 11월 8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경기북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일강수량(㎜)
문산 134.5, 동두천 57.5, 원주 43.5[11월 극값 1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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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었음.

－ (2006년 10월 23일)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일강수량(㎜) : 강릉 304.0, 속초 232.0[10월 극값 1위], 최대순간풍속(㎧) :
속초 63.7[관측 이래 극값 1위])가

내렸음. 1명이 사망하고, 주택 침수, 도로·교량 유실 등

69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4년 11월 10일)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일강수량(㎜) : 진주 70.0[11월 극값 1위], 남원 37.5, 산청 69.5[11월 극값 2위], 장흥 75.0
[11월 극값 3위])가

내렸으며, 도로 침수와 하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대설
－ (2008년 11월 18~19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전라남도 서해안지방에 많은
눈(19일 최심적설(㎝) : 정읍 20.3, 고창 17.1 등)이 내렸음. 배추 등 미처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였음.

○ 황사
－ (2010년 11월) 10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산둥반도와 서해를 통과
하여 11~13일에 걸쳐 백령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음.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하여 체류시간은 짧았으나 농도가 짙어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발표되었음(지상

PM10 최고농도(시간평균, ㎍/㎥) : 백령도 1664, 관악산 1493,

격렬비도 1487, 천안 1413, 전주 1144 등).

－ (2005년 11월) 5일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6~7일에 걸쳐
한반도로 유입되었음(지상 PM10

최고농도(시간평균, ㎍/㎥) : 관악산 818, 강화 794, 흑산도

875, 광덕산 4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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