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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근들어 지구촌 곳곳이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설, 홍수 등의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후변화 자체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정도나 취약성 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기후변화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상세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과학적이고 일관된 정보가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군구까지 상세화된 국가표준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한반도 전체 및 각 지역별로 미래 기후변화 경향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와 함께 9개 

권역별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담은「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전라북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는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2100년까지의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현상에 대한 미래 전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농업, 보건,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성 증대를 

위해 부문별 응용기후변화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지역별 상세 미래 예측정보가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관리, 농·수산업, 산림, 에너지산업, 건강 등 다방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및 

영향 평가에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적응대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12.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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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난 100년간(1911~2010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0.75℃상승했으며, 2010년은 2005

년과 더불어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

호우, 폭설 등의 극한 기상현상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이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 농업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서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과 적응 전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고해상도 기후변화 정보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광역시도별로 시·군·구 단위의 지역범위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미

래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 동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도와, 남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와 접한다. 도의 

서부 지역은 서해와 접하며 동진강과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지형적으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동쪽 소백산맥의 높은 봉우리로는 반야봉(1,732m), 토끼

봉(1,534m), 명성봉(1,586m) 등이 있다.

그림 1-1. 

전라북도의 행정구역도

01 배경 및 필요성

04 고해상도 시나리오 생산 과정

02 목적

03 지리정보 특성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에 기초해 전 지구 대기-해양 결합모델인 

HadGEM2-AO로 약 135km 해상도의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시나리오는 RCP 4.5와 RCP 8.5로 전자는 어느 정도 

저감 노력이 실현되어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한 자료이며, 후자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여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한 자료이다. 그리고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기초해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로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12.5km 해상도의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제1장
서론

전라북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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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PRISM(Modifided Korea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s Model) 

: 기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 

고도, 거리, 지향면(topographic facet), 

해양도(coastal proximity)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해상도 격자 자료를 

산출하는 PRISM을 남한 1km 격자에 

적합하게 수정한 한국형 PRISM이다.

05 극한기후지수의 정의

그림 1-2. 

고해상도 시나리오 자료 산출 과정

표 1-1. 

기온 관련 극한지수 및 현상일수의 정의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모델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12.5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계적 상세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관측자료를 MK-PRISM 

모델에 적용하여 1km 해상도의 관측격자 자료를 생산하여 기후값으로 사용하고, 

12.5km 한반도 시나리오 자료를 1km로 객관분석을 적용한 후 각 격자점별로 계절 

변동(Seasonal cycle)을 제거한 편차(Anomaly) 자료를 추출한다(김맹기 외, 2012). 

관측에서 얻은 기후값에 지역기후모델의 편차를 더하면, 모델 계통오차가 제거된 

새로운 1km 격자형 시나리오 자료가 생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IPCC 5차 평가보고서(2013년) 작성을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지역 규모에서 상세한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론

주: WMO(세계기상기구)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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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01~2010년) 연평균 기온 분석

전국 연평균기온: 12.8℃, 전국 연평균 일 최고기온: 18.3℃, 전국 연평균 일 

최저기온: 8.1℃

전북의 연평균 기온 최고지역: 전주(13.7℃), 부안(13.5℃), 군산(13.2℃)

전북의 연평균 기온 최저지역: 무주(8.8℃), 장수(10.8℃)

전북지역에서 연평균 일 최고기온은 전주와 완주(19.3℃)에서 가장 높고, 

무주(14.5℃)에서 가장 낮음

전북지역에서 연평균 일 최저기온은 군산(10.4℃)에서 가장 높고, 무주(6.6℃)에서 

가장 낮음

최근 10년(2001~2010년) 연평균 강수량 분석

전국 연평균강수량: 1,359.0mm

전북의 연평균 강수량 최대지역: 남원(1,649.8mm), 장수(1,507.7mm), 

순창(1,504.5mm)

전북의 연평균 강수량 최소지역: 군산(1,097.7mm), 김제(1,252.9mm), 

고창(1,262.6mm)

●

●

-

-

-

-

-

-

-

-

기상청에서 2011년 

발간한‘지역기후변화보고서(전북)’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지역기후변화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관측기후 특성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의 2001~2010년 지점별 

자동기상관측자료(AWS)임.

제2장
관측기후의
특성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2장 관측기후의 특성

9

그림 2-1. 

전북의 기후값(2001~2010년) 분포도 

(a) 연평균 기온(℃)

(b) 연평균 일 최고기온(℃)

(c) 연평균 일 최저기온(℃) 

(d) 연평균 강수량(mm)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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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 기온 및 강수량 전망

●

●

-

-

-

-

-

-

표 3-1. 

미래 연평균 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주:

1. 전국의 현재 기후값 :11.4℃

2.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3-2. 

미래 계절별 평균기온의 전망(℃)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보다 2.2℃ 

상승하여 14.0℃로 전망

전북에서 군산·김제·부안은 최대 상승 지역(2.3℃ 상승)

전국 관측 증가율(0.27℃/10년)과 전북 연평균 기온 증가율(0.25℃/10년)은 거의 

비슷함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의 기온 상승속도가 크고 겨울의 기온 상승속도가 가장 

적음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보다 4.7℃ 

상승하여 RCP 4.5 시나리오에 비해 2℃ 이상 높은 16.5℃로 전망

전북에서 김제·부안은 최대 상승 지역(4.9℃ 상승)

전국 관측 증가율(0.27℃/10년)보다 전북 연평균 기온 증가율(0.64℃/10년)이 2배 

이상 빠름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의 기온 상승속도가 크고 봄의 기온 상승속도가 가장 적음

3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자료(AWS)를 

MK-PRISM이라는 통계적 상세화 

방법으로 지형효과를 고려하여 1km 

격자 자료로 만든 뒤 행정구역별로 

평균한 자료임. 이는 1km 격자로 

만들어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2장의 지점별 

관측자료를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미래 기후변화 전망은 21세기 

전반기(201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로 나누어 각각 

30년간 연평균 기후값을 산정하여 

제시함.

1) 평균기온

제3장
미래
기후변화
전망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3장 미래 기후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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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CP 4.5(좌)/8.5(우) 연평균 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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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2) 일 최고기온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연평균 일 최고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2.0℃ 상승하여 19.8℃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고기온 최대 상승 지역: 부안(2.3℃ 상승, 

17.9℃→20.2℃)

21세기 중반기보다 21세기 후반기에 연평균 일 최고기온 증가율이 대체로 낮음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연평균 일 최고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4.6℃ 상승하여 RCP 4.5 시나리오에 비해 2℃ 이상 높은 22.4℃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고기온 최대 상승 지역: 부안(4.9℃ 상승, 

17.9℃→22.8℃)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고기온 최소 상승 지역: 

진안·장수·임실·순창(4.5℃ 상승, 진안 17.1→21.6℃, 장수 16.4→20.9℃, 임실 

17.8→22.3℃, 순창 18.0→22.5℃)

일 최고기온 증가율은 평균기온의 증가율과 대체로 유사함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전북의 내륙 산악지역에서 낮고, 서해안/평야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전망

RCP 4.5 시나리오에 의한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전망: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전주, 정읍은 31.0℃ 이상으로 전망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전망: 

익산, 완주, 김제, 전주, 정읍은 34.0℃ 이상으로 전망

전북에서 부안이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증가율 최대: 0.31℃/10년(RCP 4.5), 

0.69℃/10년(RCP 8.5)

겨울철 평균 일 최고기온: RCP 8.5의 경우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증가율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

RCP 4.5 시나리오에 의한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겨울철 평균 일 최고기온 전망: 

익산, 김제, 전주, 부안, 고창는 8.0℃ 이상으로 전망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겨울철 평균 일 최고기온 전망: 

전주는 11.0℃ 이상으로 전망

표 3-3. 

미래 연평균 일 최고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3-4. 

미래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의 현재 

기후값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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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CP 4.5(좌)/8.5(우) 연평균 일 최고기온 

분포도(℃)

표 3-5. 

미래 겨울철 평균 일 최고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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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그림 3-3. 

RCP 4.5(좌)/8.5(우)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3장 미래 기후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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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CP 4.5(좌)/8.5(우) 겨울철 평균 일 

최고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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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래 연평균 일 최저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3-7. 

미래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RCP 4.5 시나리오: 전북의 연평균 일 최저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2.2℃ 상승하여 9.0℃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저기온 최저 지역: 무주·진안(7.0℃), 장수 

7.1℃(현재 기후값: 무주 4.7℃, 진안 4.8℃, 장수 4.8℃)

RCP 8.5 시나리오: 전북의 연평균 일 최저기온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4.7℃ 상승하여 11.5℃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저기온 최고 지역: 부안 13.7℃, 군산 13.6℃, 

고창 13.4℃, 김제 13.1℃(현재 기후값: 부안 9.0℃, 군산 8.8℃, 고창 8.7℃, 김제 

8.3℃)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일 최저기온 최저 지역: 진안 9.4℃, 무주 9.5℃, 

장수 9.6℃(현재 기후값: 진안 4.8℃, 무주 4.7℃, 장수 4.8℃)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일 최저기온보다 더 

많이 증가함

전북의 RCP 4.5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 전망: 

무주와 장수는 20.0℃ 이하로 전망

전북의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 전망: 

무주, 진안, 장수는 23.0℃ 이하로 전망

전북지역에서 군산과 부안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 증가율 최대: 

0.33℃/10년(RCP 4.5), 0.68℃/10년(RCP 8.5)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일 최저기온보다 더 

적게 증가함

전북의 RCP 4.5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 전망: 

무주와 진안은 -5.0℃ 이하로 전망

전북의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21세기 후반기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 전망: 

무주, 진안, 장수는 -2.0℃ 이하로 전망

전북지역에서 무주가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 증가율 최대: 0.23℃/10년(RCP 

4.5), 0.71℃/10년(RCP 8.5)

일 최저기온이 높은 지역은 시간에 따라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확대됨

3) 일 최저기온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3장 미래 기후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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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미래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와 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그림 3-5. 

RCP 4.5(좌)/8.5(우) 연평균 일 최저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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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그림 3-6. 

RCP 4.5(좌)/8.5(우) 여름철 평균 일 

최저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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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RCP 4.5(좌)/8.5(우) 겨울철 평균 일 

최저기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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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미래 강수량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mm)와 경향성(mm/10년)

주: 

1. 전국의 현재 기후값 : 1,431.4mm

2.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현재 기후값(1,417.4mm)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최대로 증가하여 1,923.5mm로 전망

전북의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 연평균 강수량 최대 증가율 지역: 

익산(50.2%), 김제(48.5%), 군산(48.4%)

임실, 순창, 남원에서 21세기 후반기에 2,000.0mm 이상 도달함

RCP 8.5 시나리오: 21세기 중반기 증가율은 RCP 4.5보다 크나, 21세기 후반기 

강수량이 약간 감소하여 RCP 4.5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

전북의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중반기 연평균 강수량 최대 증가율 지역: 

군산(46.6%), 익산(45.6%), 김제(40.1%)

순창, 남원에서 21세기 중반기에 이미 1,900.0mm 이상 도달함

4) 연강수량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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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RCP 4.5(좌)/8.5(우) 연평균 강수량 

분포도(mm)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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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 극한기후지수 및 현상일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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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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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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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미래 서리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연평균 기온 분포와 유사하게 내륙지역의 서리일수가 많고 해안지역의 서리일수가 

적음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서리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117.7일)보다 20.3% 감소하여 연간 약 93일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서리일수 최대 감소 지역(일수): 장수(27.4일), 임실(26.3일), 

무주(25.8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서리일수 최소 감소 지역(일수): 전주(20.0일), 익산(20.9일), 

부안(21.3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서리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47.9% 감소하여 연간 약 61일로 전망, RCP 4.5보다 2~3배 더 감소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서리일수 최대 감소 지역(일수): 정읍(59.2일), 군산(58.6일), 

고창(58.4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서리일수 최소 감소 지역(일수): 완주(53.4일), 전주(53.7일), 

진안(54.5일)

전북의 10년당 서리일수 감소율 

RCP 4.5/8.5 시나리오: 2.27/7.52일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유지하였을 경우 서리일수 감소속도가 약 3배 정도 빠름

서리일수 :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1) 서리일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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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CP 4.5(좌)/8.5(우) 서리일수 분포도(일)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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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미래 결빙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결빙일수는 서리일수와 유사하게 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많고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특징을 보임

RCP 4.5 시나리오: 전북의 결빙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13.6일)보다 

9.4일 감소하여 연간 약 4일 내외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결빙일수 최대 감소 지역(일수): 무주(14.4일), 장수(13.9일), 

진안(12.2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결빙일수 최소 감소 지역(일수): 익산·고창(6.2일), 

부안(6.4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의 결빙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12.3일 

감소하여 연간 약 1일 내외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결빙일수 최대 감소 지역(일수): 무주(21.3일), 장수(19.5일), 

진안(16.3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결빙일수 최소 감소 지역(일수): 익산(7.4일), 부안(7.5일), 

고창(7.7일)

전북의 10년당 결빙일수 감소율 

RCP 4.5/8.5 시나리오: 0.87/1.52일

2) 결빙일수

결빙일수 : 

일 최고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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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RCP 4.5(좌)/8.5(우) 결빙일수 분포도(일)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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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일수는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길고, 내륙지역으로 갈수록 짧아짐

RCP 4.5 시나리오: 전북의 여름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112.5일)보다 26.3일 증가하여 연간 138일 이상으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부안(30.0일), 무주(28.0일), 

군산·고창(27.8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전주(22.6일), 김제(23.5일), 

익산(24.3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의 여름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52.2일 

증가하여 연간 164일 이상으로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무주(60.8일), 장수(60.7일), 

진안(57.0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여름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전주(44.5일), 김제(44.7일), 

익산(45.7일)

전북의 10년당 여름일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3.78/6.74일

3) 여름일수

여름일수 : 

일 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표 3-12. 

미래 여름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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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RCP 4.5(좌)/8.5(우) 여름일수 분포도(일)

0 25 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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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미래 열대야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열대야일수 발생분포는 일 최저기온과 관련 있으므로 일 최저기온 분포와 

유사하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RCP 4.5 시나리오: 전북의 열대야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2.3일)보다 20.8일 증가하여 연간 23일 이상으로 발생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대야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김제(35.2일), 

전주(34.1일), 군산(34.0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대야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무주·장수(5.4일), 

진안(6.8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의 열대야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46.2일 증가하여 연간 48일 이상으로 발생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대야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군산(65.2일), 

김제(63.1일), 부안(62.9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대야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장수(22.5일), 

무주(22.9일), 진안(27.3일)

전북의 10년당 열대야일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3.78/6.45일

4) 열대야일수

열대야일수 :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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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RCP 4.5(좌)/8.5(우) 열대야일수 분포도(일)

0 25 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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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미래 폭염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폭염일수는 기온분포, 여름일수와 유사하게 해안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RCP 4.5 시나리오: 전북의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8.4일)보다 

14.4일 증가하여 연간 22일 이상으로 발생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익산(21.9일), 김제(21.7일), 

전주(21.0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장수(6.4일), 무주(7.6일), 

진안(8.2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의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52.0일 

증가하여 연간 60일 이상으로 발생 전망, RCP 4.5에 비해 발생일수가 약 2배 이상 

증가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익산(67.4일), 김제(67.0일), 

전주(66.0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장수(31.3일), 무주(34.2일), 

진안(40.7일)

전북의 10년당 폭염일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2.09/7.32일

RCP 8.5는 RCP 4.5에 비해 증가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름

5) 폭염일수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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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RCP 4.5(좌)/8.5(우) 폭염일수 분포도(일)

0 25 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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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절사이클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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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과 여름철은 길어지고 가을철과 겨울철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

전북지역의 현재 여름철은 6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05일이나 21세기 

후반기에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5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122일,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5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4개월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전북지역의 RCP 4.5 시나리오에 의한 계절사이클 변화 전망

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3일 짧아지며, 7일 일찍 시작됨

여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17일 길어지며, 10일 일찍 시작됨

가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12일 길어지며, 7일 늦게 시작됨

겨울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26일 짧아지며, 19일 늦게 시작됨

전북지역의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계절사이클 변화 전망

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13일 길어지며, 32일 일찍 시작됨

여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40일 길어지며, 19일 일찍 시작됨

가을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8일 길어지며, 21일 늦게 시작됨

겨울철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보다 61일 짧아지며, 29일 늦게 시작됨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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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전북의 자연계절길이(일수/계절시작일) 

변화 전망

-

-

-

-

계절길이 변화는 일평균 기온을 9일 

이동평균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계절의 

시작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

봄 : 일평균 기온이 5℃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여름 :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가을 : 일평균 기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겨울 : 일평균 기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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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일수

호우일수 :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01 재해분야

●

●

●

-

-

-

-

-

-

-

표 4-1. 

미래 호우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전망(일)과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호우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2.1일) 

대비 222.4%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4.6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대 증가 지역(%): 순창(292.5%), 전주(254.9%), 

정읍(245.4%)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소 증가 지역(%): 무주(144.0%), 부안(156.5%), 

군산(165.6%)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호우일수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 대비 

229.0%, 동남부 지역에서 호우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4.7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대 증가 지역(%): 고창(479.0%), 순창(360.6%), 

정읍(334.6%)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소 증가 지역(%): 장수(131.3%), 무주(155.8%), 

진안(159.5%)

전북의 10년당 호우일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13.38/11.01%

4장에서 분석한 자료는 

기상청‘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RCP 기반 응용 기후변화 정보 

생산’및‘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기상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R&D 

과제 결과로 농업분야는 서울대 

이변우 교수팀, 보건분야는 고려대 

이은일 교수팀, 수자원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임

제4장
기후정보
응용과
활용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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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CP 4.5(좌)/8.5(우) 호우일수의 현재 

기후값 대비 변화비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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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래 강수강도의 현재 기후값 대비 전망

(mm/일)과 경향성(%/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호우발생지역과 다르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우일수처럼 극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강수강도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15.3mm/일) 대비 121.4%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18.5mm/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최대 증가 지역(%): 순창(127.2%), 고창(125.8%), 

김제(125.4%)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최소 증가 지역(%): 무주(112.8%), 진안(116.9%), 

장수(117.2%)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강수강도는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 대비 

115.1% 

전북지역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17.6mm/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최대 증가 지역(%): 군산(125.7%), 순창(121.7%), 

고창(121.0%)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 최소 증가 지역(%): 진안(108.9%), 장수(109.0%), 

무주(109.2%)

전북의 10년당 강수강도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2.30/1.72%

2) 강수강도강수강도 : 

연중 습윤일수(일강수량이 1.0㎜ 

이상인 날)로 나누어진 연 총강수량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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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CP 4.5(좌)/8.5(우) 강수강도의 현재 

기후값 대비 변화비율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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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래 식물성장기간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일)와 경향성(일/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식물성장기간은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특징을 보임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식물성장기간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261.7일)보다 19.3일 증가하여 연간 281일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식물성장기간 최대 증가 지역(일수): 군산(24.6일), 

남원(22.6일), 익산(22.0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식물성장기간 최소 증가 지역(일수): 전주(15.1일), 

진안(17.3일), 무주(17.4일)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식물성장기간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57.0일 증가하여 연간 318일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대 증가 지역(일수): 군산(61.9일), 남원(60.5일), 

익산(59.3일)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 최소 증가 지역(일수): 전주(51.2일), 진안(54.4일), 

완주·순창(54.6일)

전북의 10년당 식물성장기간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2.37/8.18일

1) 식물성장기간식물성장기간 : 

일평균 기온이 5℃ 보다 높은 날이 

적어도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부터 

일평균 기온이 5℃ 미만인 날이 

적어도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까지 

사이의 연중 일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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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RCP 4.5(좌)/8.5(우) 식물성장기간 

분포도(일)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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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재배적지 변화(RCP 8.5 기준)

21세기 전반기 유효적산온도는 2,000~2,400℃, 생육도일은 2,000~2,500도일로 

감자의 재배적지

21세기 중반기 유효적산온도는 2,400~2,800℃, 생육도일은 2,400~2,900도일로 

쌀 재배적지, 서남부지역에서는 포도재배 가능, 감자는 더 이상 재배적지가 아님

21세기 후반기 유효적산온도는 2,800~3,300℃, 생육도일은 2,800~3,400도일로 

쌀, 포도, 수수 등의 재배적지가 될 것이나 아직 벼의 이모작은 적합하지 않음

전북지역 유효적산온도와 생육도일은 동부 산악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며, 서해안/

평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21세기 후반기 유효적산온도 최대 지역(℃): 익산·완주(3,273.1℃), 전주(3,272.9℃), 

김제(3,257.0℃)

21세기 후반기 유효적산온도 최소 지역(℃): 무주(2,850.0℃), 장수(2,896.5℃), 

임실(2,999.5℃)

21세기 후반기 생육도일 최대 지역(도일): 전주·익산·완주(3,380.8도일), 

김제(3,372.7도일), 군산(3,303.4도일)

21세기 후반기 생육도일 최소 지역(도일): 무주(2,889.7도일), 장수(2,955.9도일), 

임실(3,063.5도일)

2) 유효적산온도와 생육도일

유효적산온도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일평균기온에서 

생육한계온도(10℃)를 뺀 값을 적산

한 것 

생육도일 :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평균

에서 작물별 기본온도를 뺀 것을 생

육기간동안 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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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미래 유효적산온도의 전망(℃)

표 4-5. 

미래 생육도일의 전망(도일)

그림 4-4. 

RCP 8.5 유효적산온도 분포도(℃)

(c) 21세기 후반기

(c) 21세기 후반기

그림 4-5. 

RCP 8.5 생육도일 분포도(도일)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0 25 5012.5
Kilometers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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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은 21세기 전반기 열지수에 대한 경고 범위에서 

21세기 후반기에 주의 범위로 변화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지수 최대 지역: 김제(38.9), 익산(38.8), 전주(37.8), 

정읍(36.7)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지수 최소 지역: 무주(30.6), 장수(30.9), 진안(32.8), 

남원(33.5)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은 21세기 전반기 열지수에 대한 경고 범위에서 

21세기 후반기에 위험 범위로 변화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지수 최대 지역: 김제(47.4), 익산(47.1), 전주(45.7), 

정읍(44.7)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열지수 최소 지역: 무주(36.5), 장수(36.9), 진안(39.2), 

남원(40.2)

전북의 10년당 열지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0.70/1.80

1) 열지수

열지수 : 

열 지수는 일사병이나 열 경련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보건분야의 열지수와 불쾌지수는 

6 ~ 9월 평균값으로 생산된 자료임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4장 기후정보 응용과 활용

43

표 4-6. 

미래 열지수의 전망과 경향성(°/10년)

표 4-7. 

RCP 4.5 미래 열지수의 지역별 기준범위

표 4-8. 

RCP 8.5 미래 열지수의 지역별 기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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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그림 4-6. 

RCP 4.5(좌)/8.5(우) 열지수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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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은 21세기 전반기 불쾌지수에 대한 높음 범위에서 

21세기 후반기에 매우 높음 범위로 변화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불쾌지수 최대 지역: 익산·김제(83.2), 전주(82.7), 

정읍(82.1)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불쾌지수 최소 지역: 무주(78.2), 장수(78.5), 진안(79.7), 

남원(80.2)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은 21세기 전반기 불쾌지수에 대한 높음 범위에서 

21세기 후반기에 매우 높음 범위로 변화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불쾌지수 최대 지역: 김제(87.3), 익산(87.1), 전주(86.5), 

정읍(86.0)

전북의 21세기 후반기 불쾌지수 최소 지역: 무주(81.9), 장수(82.1), 진안(83.3), 

남원(83.9)

전북의 10년당 불쾌지수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0.45/1.00

2) 불쾌지수 불쾌지수 : 

체감기후를 나타내는 지수 

(온습도지수)

불쾌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

표 4-9. 

미래 불쾌지수의 전망과 경향성(°/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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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０. 

RCP 4.5 미래 불쾌지수의 지역별 

기준범위

표 4-11. 

RCP 8.5 미래 불쾌지수의 지역별 

기준범위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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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RCP 4.5(좌)/8.5(우) 불쾌지수 분포도

  

0 25 5012.5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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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미래 잠재증발산량의 현재 기후값 

대비 차이(mm)와 경향성(mm/10년)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RCP 4.5 시나리오: 전북지역 잠재증발산량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901.4mm)보다 33.5mm 증가하여 934.9mm로 전망

전북지역의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 월별 최대 증가 잠재증발산량: 

4월(5.5mm), 5월(6.8mm), 6월(5.2mm)

전북지역은 21세기 후반기에 월별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을 고려하면 비교적 

강수량이 낮은 10월에 가뭄이 예상됨

RCP 8.5 시나리오: 전북지역 잠재증발산량은 21세기 후반기에 현재 기후값보다 

115.8mm 증가하여 1,017.2mm로 전망

전북지역의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 월별 최대 증가 잠재증발산량: 

5월(10.6mm), 6월(15.1mm), 9월(10.6mm)

전북지역은 21세기 후반기에 월별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을 고려하면 비교적 

강수량이 낮은 10월에 가뭄이 예상됨

전북지역의 월별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을 비교해보면 3월, 4월, 5월, 11월은 현재 

증발산량에 비해 강수량이 적으나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증발산량보다 강수량의 

증가가 커서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강원도의 10년당 잠재증발산량 증가율

RCP 4.5/8.5 시나리오: 5.17/15.73mm

<잠재증발산>잠재증발산: 

강수량 중 증발산에 의해 소실되는 

양으로 강수량에서 증발산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이 사용가능한 물

증발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농업 관개계획의 수립이나 

수자원계획 및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함

강수가 유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이 

증발산으로 구성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증발산으로 

인한 손실이 많다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a) 21세기 전반기

(b) 21세기 중반기

(c) 21세기 후반기

제4장 기후정보 응용과 활용

49

그림 4-8. 

현재 기후값(2001~2010년)의 월별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mm)

그림 4-9. 

RCP 4.5 21세기 후반기 월별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mm)

그림 4-10. 

RCP 8.5 21세기 후반기 월별 강수량 및 

잠재증발산량(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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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전북지역은 21세기 후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시 2.2℃ 상승하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유지하였을 경우 4.7℃ 상승함. 전북에서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지역은 

해안에 위치한 김제시와 부안군임

전북지역의 강수량 증가는 온실가스 감축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기 후반기에 

현재보다 25~35% 정도 증가함. 전북지역에서 연평균강수량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은 북부에 위치한 익산시임

전북지역의 극한기후지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에 따라 증감속도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남

서리일수, 결빙일수는 내륙지역이 많고 해안지역이 적으며, 여름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는 내륙지역에서 적게 발생하고 해안지역에서 많이 발생함

전북지역의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는 현재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며, 

서남부지역에서 상승이 큼. 그러나 강수강도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호우일수처럼 극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

전북지역의 식물성장가능기간은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길며, 재배 가능한 작물은 

감자(21세기 전반기) → 쌀, 서남부 일부지역 포도(21세기 중반기) → 쌀, 포도, 

수수(21세기 후반기)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

전북지역의 일사병 등과 관련된 열지수는 21세기 전반기에 경고에서 21세기 

후반기 대부분지역이 주위나 위험으로 심각해짐. 불쾌지수는 21세기 후반기에 

기온과 강수량 증가로 여름철에 대부분지역이 매우 높음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전북지역에서 김제시가 열지수와 불쾌지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전북지역의 월별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을 비교해보면 3월, 4월, 5월, 11월은 현재 

증발산량에 비해 강수량이 적으나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증발산량보다 강수량의 

증가가 커서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전북은 넓은 김제평야가 아열대 기후대로 진입하여 농업 작부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동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폭설피해, 오존 노출에 취약한 서해안 

지역에서의 오존 위험도 증가가 예상됨

건강 분야에서는 폭염, 한파와 관련된 질병, 쯔쯔가무시증 등의 전염병에 취약하고 

재난/재해 분야의 인명피해는 군산, 남원, 부안 등이, 침수피해는 익산, 정읍, 김제 

등이, 건물피해는 정읍, 전주, 부안 등이, 기반시설 및 하천 피해는 무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분야는 아열대성 작물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이상 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 토양침식 등이 증가할 것이며 해수면 상승과 파랑으로 연안지역의 

침식과 침수,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 양식업 피해, 어종 변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제5장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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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재 기후값(2001~2010년) 대비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 기후값 변화량 

(RCP4.5)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5-2. 

현재 기후값(2001~2010년) 대비 21세

기 후반기(2071~2100년) 기후값 변화량 

(RCP8.5)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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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북지역 시군별 연평균 기온의 미래 (RCP 

4.5/8.5) 전망(℃)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부록

표 2. 

전북지역 시군별 연평균 일 최고기온의 

미래 (RCP 4.5/8.5) 전망(℃)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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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북지역 시군별 연평균 일 최저기온의 

미래 (RCP 4.5/8.5) 전망(℃)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4. 

전북지역 시군별 연강수량의 미래(RCP 

4.5/8.5) 전망(mm)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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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북지역 월별 평균 강수량 미래(RCP 

4.5/8.5) 전망(mm)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6. 

전북지역 시군별 서리일수의 미래(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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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북지역 시군별 결빙일수의 미래(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8. 

전북지역 시군별 여름일수의 미래(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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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북지역 시군별 열대야일수의 미래(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10. 

전북지역 시군별 폭염일수의 미래(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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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북지역 시군별 호우일수의 미래

(RCP 4.5/8.5) 전망(일)과 현재 기후값 

대비 변화비율(%)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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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북지역 시군별 강수강도의 미래

(RCP 4.5/8.5) 전망(mm/일)과 현재 

기후값 대비 변화비율(%)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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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북지역 시군별 식물성장기간의 미래

(RCP 4.5/8.5) 전망(일)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14. 

전북지역 시군별 유효적산온도의 미래

(RCP 8.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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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전북지역 시군별 생육도일의 미래

(RCP 8.5) 전망(도일)

표 16. 

전북지역 시군별 열지수의 미래

(RCP 4.5/8.5) 전망과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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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전북지역 시군구별 불쾌지수의 미래 

(RCP 4.5/8.5) 전망과 경향성

표 18. 

전북지역 잠재증발산량 미래

(RCP 4.5/8.5) 전망(mm)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표 19. 

전북지역 월별 잠재증발산량 미래

(RCP 4.5/8.5) 전망(mm)

주: 현재 기후값은 2001~2010년 자료를 

연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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