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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9.9.(수)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4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00(代)
010-4651-2087

올 첫 단풍 설악산 9월 26일 시작  

전국 대체로 평년보다 1~2일 늦어

- 평년보다 첫 단풍 1~2일, 단풍 절정 2~4일 늦어

- 9월과 10월 기온변화 크겠으나, 평년보다 다소 높아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1990년대에 비해 최근 10년 첫 단풍, 단풍 절정시기 늦어져

※기상산업진흥법 제 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에 따라 본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케이웨더’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풍 발생 메커니즘1)

  ▫ 식물(낙엽수)은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함. 

  ▫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짐.

  ▫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 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

에서 아름답게 나타남.

■ 첫 단풍 시기 예상 [붙임 1]

  ▫ 9월 중순~하순, 10월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때가 있겠음.

1)  : 기상청 계절기상정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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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단풍2)은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하루 빠른 9월 26일에 나타나겠음.

  ▫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중부지방은 9월 26일에서 

10월 19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0일에서 10월 22일 사이에 나타나겠음. 

  ▫ 단풍 절정3)은 일반적으로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중부지방은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24일에서 11월 08일 사이에 

     나타나겠음. 

■ 첫 단풍 및 단풍 절정 시기 늦어져 [붙임 2, 3]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2010년대(2011년~2019년) 9월과 10월의 평균기온

이 1990년대(1991~2000년)에 비해 각각 0.6℃ 상승함. 

  ▫ 9월과 10월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도 대체로 늦어짐.

  ▫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첫 단풍 시기는 지리산 5일, 내장산 3일 늦어짐. 

  ▫ 단풍 절정 시기는 같은 기간 대비 지리산 6일, 내장 무등산 3일 늦어짐.

[붙임] 

1. 2020년 첫 단풍 및 단풍 절정 시기 예상

2. 유명산 단풍 시기 변화

3. 평균기온 변화

2)  정상에서부터 20%가 단풍이 들었을 때
3)  산 정상에서부터 80%가 단풍이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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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첫 단풍 및 단풍 절정 시기 예상

 

산이름
해발
고도
(m)

관측소
첫 단풍 단풍 절정

평년 2019년
2020년 
예상

평년 
차

작년 
차

평년 2019년
2020년 
예상

평년 
차

작년 
차

설악산 1708 속초 09.27 09.27 09.26 -1 -1 10.18 10.16 10.18 0 +2

오대산 1563 대관령 10.01 10.01 10.01 0 0 10.16 10.10 10.16 0 +6

북한산 836 서울 10.14 10.11 10.16 +2 +5 10.27 11.01 10.30 +3 -2

치악산 1288 원주 10.06 10.07 10.07 +1 0 10.21 10.17 10.23 +2 +6

월악산 1097 충주 10.11 10.18 10.12 +2 -6 10.23 10.25 10.26 +3 +1

계룡산 845 대전 10.17 10.17 10.19 +2 +2 10.27 10.28 10.30 +3 +2

팔공산 1192 대구 10.16 10.21 10.18 +2 -3 10.26 11.01 10.30 +4 -2

내장산 763 정읍 10.17 10.24 10.18 +1 -6 11.06 11.08 11.08 +2 0

지리산 1915 남원 10.09 10.24 10.10 +1 -14 10.21 10.31 10.24 +3 -7

무등산 1187 광주 10.20 10.21 10.22 +2 +1 11.03 11.06 11.06 +3 0

한라산 1950 제주 10.15 10.12 10.17 +2 +6 10.29 10.28 11.01 +3 +4

※ 평년차, 작년차에서 “-”는 빠름, “+”는 늦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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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름

첫 단풍 단풍 절정

1990년대
(’91~’00)

2000년대
(’01~’10)

2010년대
('11~'19)

차이
(2010년대
-1990년대)

1990년대
(’91~’00)

2000년대
(’01~’10)

2010년대
('11~'19)

차이
(2010년대
-1990년대)

설악산 09.27 09.28 09.26 -1 10.17 10.17 10.15 -2

오대산 09.28 10.01 09.30 +2 10.12 10.18 10.13 +1

북한산 10.13 10.15 10.14 +1 10.26 10.27 10.28 +2

치악산 10.04 10.08 10.05 +1 10.19 10.23 10.21 +2

월악산 10.09 10.12 10.11 +2 10.21 10.24 10.24 +3

계룡산 10.17 10.16 10.14 -3 10.27 10.27 10.27 0

팔공산 10.16 10.17 10.17 +1 10.25 10.26 10.29 +4

내장산 10.18 10.20 10.21 +3 11.01 11.04 11.04 +3

지리산 10.08 10.10 10.13 +5 10.18 10.24 10.24 +6

무등산 10.20 10.21 10.19 -1 10.31 11.05 11.03 +3

한라산 10.15 10.14 10.11 -4 10.28 10.28 10.25 -3

평균 　 +0.5 +1.7

2. 유명산 단풍 시기 변화

3. 평균기온 변화

연대 연평균 기온 9월 기온 10월 기온 11월 상순 기온

1990년대
(’91∼’00)

12.5℃ 20.4℃ 14.2℃ 9.8℃

2000년대
('01~'10)

12.8℃ 20.9℃ 14.8℃ 10.6℃

2010년대
('11~'19)

13.0℃ 21.0℃ 14.8℃ 11.0℃

차이
(2010년대-1990년대)

+0.5℃ +0.6℃ +0.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