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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들어 최고기온, 98년 이후 가장 높은 8월 기온
- 8월 8일(월) 제주 낮최고기온 36.5℃ 관측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오늘(2022. 8. 8. 16시 현재) 제주 낮 최고
기온 36.5℃를 기록하여 올들어 가장 높았다.
○ (기온 현황) 제주의 기온은 평년1)(30.8℃)보다 5.7℃ 높았으며, 관측이래2)
4위를 기록하였다. (표 1. 참조)
【표 1】 제주 8월 최고기온 최고 순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최고기온(℃)
년. 월. 일

극값

1998.08.15
1998.08.11
1990.08.14
2022.08.08
1966.08.05

37.4
37.2
37.0
36.5
36.4

○ (폭염 현황 및 기압계) 현재, 제주도(북부, 동부, 서부)에는 폭염경보, 제주도(남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산 북쪽 해안 지역인 제주의 낮 최고기온이 36.5℃로 관측되었다.
○ (앞으로 전망) 당분간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내에 들어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 33~35℃ 내외로 유지되어 폭염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평년: 1991~2020년(30년간)의 평균값
2) 관측이래: 1923. 5. 1.이후

【그림 1】 2022년 8월 9일부터 18일 까지 기온 경향

○ (변동성)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기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편, 폭염영향예보(매일 11시 30분 발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바깥 활동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보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수시로 상태 확인
(농업)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자제, 병해충 발생 유의
(축산업) 축산농가에서는 폐사 가능성 있으니, 송풍장치와 분부장치 가동하여 축사
온도 조절 유의, 가축 질병 피해 예방
(수산업) 제주도 연안(추자도 포함)에는 고수온경보(국립해양조사원 발표)가 발령되어
양식생물 질병과 폐사 발생 유의
(기타)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변압기 사고 및 실외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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