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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툰드라 지역의 기온변화*
- 캐나다 Cambridge Bay를 사례로 곽예린**·이승호***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ir Temperature in the Arctic Tundra*
– The Case of Cambridge Bay, Canada –
Ye Rin Gwak**·Seung Ho Le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Cambridge Bay를 사례로 최근 60년간 기온변화 양상과 0°C 이상 지속기간의 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의 Cambridge Bay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난 60년간 Cambridge Bay의 연평균기온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연평균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최고기온보다 크며, 겨울철 기온 상승폭이 여름철보다 더 크다. 일평균기온
0°C 이상 출현일의 시작일은 일러지며, 종료일은 늦어져, 그 지속기간이 길어졌다.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이 일최고
기온보다 더 큰 폭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은 후반으로 연장되고 있어서 해빙기간이 점차 확대
될 것이다.

주요어 : 기온 상승, 0°C 이상 출현일의 시작일, 0°C 이상 출현일의 종료일, 0°C 이상 지속기간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air temperature and duration over 0°C in the Arctic Tundra using climate
data of Cambridge Bay. Annual mean temperature increased steadily over 60 years (1956-2015). Annual minimum temperature
increases more than maximum temperature. Winter temperature trend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summer. Onset date of the
duration above 0°C has come earlier and end date of the duration has delayed. As a result, the duration above 0°C has extended.
Duration above 0°C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is extended to backward, and change rate in duration has been larger than
maximum temperature. Therefore, melt season will be extended.
Key Words : temperature rise, onset date of duration above 0°C, end date of duration above 0°C, duration above 0°C

I. 서 론

패턴이 변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의 자연환

전구 평균기온이 1880년부터 2012년 사이에 0.85°C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극의 기온은 전구

평균기온의 두 배로 상승하였다(Screen and Simmonds,

2010; IPCC, 2013; Richter-Menge et al., 2017). 극지에서

의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이 융해되고, 강수

경이 변화하고 있다 (IPCC, 2014; Richter-Menge et al.,
2017). 또한, 북극의 해빙(sea ice) 면적은 1979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Johannessen et al., 1999; Comiso

et al., 2008; IPCC, 2013; Bi et al., 2018).
기온이 상승하여 해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토양 온
도가 상승하면서 토양 중의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며,
얕은 토양층에서 영양 공급 가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6S1A3A2924243), 또한 극지연구소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PE17900).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ster’s,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mmih1104@konkuk.ac.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leesh@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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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이 눈에 덮여있는 기간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뿐
만 아니라 식생 분포와 식물의 종다양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지표면의 눈이 빨리 녹고 토양의 수
분 가용성이 증가하면 북극 툰드라의 전반적인 식물 종
다양성이 향상된다(Park et al., 2018). 극지방의 한랭한

해빙의 융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rkus,

2009). 그러나 화소 내에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혼합

화소 문제로 해빙 면적을 추정하는 예측 모델에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해안선은 육지
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특히

기온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

지표면 온도의 주기는 내륙과 해안선 사이에서 극적으

고 있어서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지역사

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모형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회의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빙기간의

변화로 기존의 얼음 분포 패턴이 달라지고 지반이 불안

정해지면서 사냥 활동과 이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영
구 동토층에 거주하는 북극 원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방
식과 생활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PCC, 2014; 백아란 외, 2016; 이용균·이승호, 2018).
극지의 해빙기간에 관한 연구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
서인 SMMR과 SSM/I 등의 위성관측 데이터를 분석하
여 여름철 북극해의 해빙 면적과 관련한 해빙의 융해기
간을 계산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Smith, 1998;
Drobot and Anderson, 2001; Belchansky et al., 2004;
Howell et al., 2009; Markus et al., 2009; Stroeve et al., 2014).
Stroeve et al.(2014)은 1979년부터 2013년까지 3일/10년
의 비율로 융해 시작일이 일러졌으며, 융해기간은 6일
/10년의 비율로 늘어났음을 밝혔다. 해빙의 융해를 관
측하기 위해 위성관측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부표관
측 데이터보다 넓은 공간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관측기
간이 길고 안정적이며, 마이크로파 방출을 통해 바로

(김지원 외, 2017). 한편, 인간이 거주하는 내륙을 대상으
로 하거나 지상 기상관측 자료를 사용한 극지 연구는 미
비한 편이다. 해빙기간이 인간의 거주지역과 그들의 삶
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지역의 영상일수
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여름철 툰
드라 지역에서 해빙기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툰드라 지역에 해당하는 캐나다 누나
부트(Nunavut) 준주의 Cambridge Bay를 사례 지역으
로 선정하여 최근 60년간 기온변화 양상을 분석한 후,
기온상승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영상기온 지속일수와
지속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 출현시기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지역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지역은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의

Cambridge Bay이다. Cambridge Bay는 캐나다 빅토리

그림 1. Nunavut 준주와 Cambridge Bay 관측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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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8′W)의 기상 관측자료 중 일평균기온, 일최고기

온, 일최저기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그림 1 참조). 자
료의 분석기간은 최근 60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1956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지난 60년 (1956~2015년 )간 Cambridge Bay의 기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평균기온을 시계열 분석하였

으며, 겨울철과 여름철의 기온변화 경향을 비교하기 위

해 최한월인 2월과 최난월인 7월의 월평균기온 변화경

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

저기온이 0°C 이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분석하였다. 즉,

일최고기온이 0°C 이상인 날이 시작되어 연속으로 0°C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을 분석하였다. 이 때 처

음 일최고기온이 0°C 이상인 날을 지속기간의 시작일,
그림 2. Cambridge Bay의 월평균기온과 강수량(1981~2010년,
Tmax: 최고기온, Tmean: 평균기온, Tmin: 최저기온)

아섬 남동부 Queen Maud 만과 Dease 해협의 해안에
위치한다(그림 1). Cambridge Bay는 1981-2010년 기준으

로 월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달이 없으며, 1년 중 6-9월

을 제외하면 월평균기온이 0°C 이하로 쾨펜의 기후구분

마지막 날을 지속기간의 종료일이라 정의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일최저기온과 일평균기온도 분석하였다. 또

한 0°C 이상 지속기간의 7년 이동평균값을 구하여, 그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변화율을 구하였다. 이후, 각 값
의 0°C 이상 지속기간의 평년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편
차를 구하고, 연구기간을 과거 30년(1956~1985년)을 전

반기, 최근 30년(1986~2015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두

에 따르면 전형적인 툰드라(ET) 기후지역이다(그림 2).

기간을 비교하였다. 영상기온 지속일수의 변화 경향과

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2월 하순까지 지속되는 극야로

하고 줄리안데이(Julian Day)로 변환 후 시계열 분석하

대략 북위 69°에 위치하는 Cambridge Bay는 다른 고위

지표의 냉각기간이 길어서 최한월이 2월에 출현하며, 주

함께 지속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연도별로 추출
였다.

변이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는 기간이 길어서 알베도가
높아 빠르게 냉각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열되므로 최
난월은 7월에 출현한다(이승호, 2011).

III. Cambridge Bay의 기온 변화

캐나다 Nunavut 준주는 원주민인 이누이트가 전체 인

구의 80%가 넘는 원주민 집중 거주지역이며, Cambridge

Cambridge Bay에서 지난 60년간의 연평균기온과 연

Bay도 총인구 대비 이누이트 인구비율이 77%에 이른다

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은 모두 상승하는 경향

및 운송의 중심지인 Kitikmeot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

온은 각각 0.50°C/10년, 0.46°C/10년, 0.54°C/10년의 비

(2016년 기준). Cambridge Bay는 Nunavut 준주의 행정

이다. 즉,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

구가 거주하고 사회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

율로 상승하여, 연평균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

허브 역할을 하는 작은 도시이다. 또한, 캐나다 북극연

되며, 북극권의 기온 상승률이 전구 기온상승에 비해

가 위치하여 극지 연구 수행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2010; IPCC, 2013; Richter-Menge et al., 2017). 연평균 최

으며, 북서항로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 및 연구 선박의

구기지(CHARS, Canadian High Arctic Research Station)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기상청(https://weather.gc.ca)

에 서 제 공 하 는 Cambridge Bay 관 측 지 점 (69°06′N,

이런 결과는 주로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온난화가 진행

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Screen and Simmonds,

고기온과 연평균기온의 7년 이동평균값을 보면, 각각

분석기간 중 1980년대 후반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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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연평균 최저기온은 최고기

온이나 평균기온과 달리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20년 기간에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영상 기온이 나타나는 여름철과 영하 기온이 지속되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연평균기온의 상위값이

는 겨울철의 기온변화 경향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최

지만, 2004년에 하위값도 분포한다(그림 3(a)). 즉, 최근

석하였다. 2월의 경우, 월평균기온, 월평균 최고기온,

1998년, 2006년, 2010년 등 최근 20년 이내에 집중되었

한월인 2월과 최난월인 7월의 월평균기온의 변화를 분

월평균 최저기온이 각각 0.66°C/10년 , 0.68°C/10년 ,
0.64°C/10년의 변화율로 상승하여 연평균기온에 비하

여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b)). 이
동평균 결과를 보면, 연평균기온과 달리 2월의 기온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상승

한 후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00년
대 이후에는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연평균기

온과 달리 매년 변동폭이 크다.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다.

7월은 월평균기온, 월평균 최고기온, 월평균 최저기

온이 각각 0.36°C/10년, 0.38°C/10년, 0.35°C/10년의 변

화율로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가장 작다(그림 3(c)).

특히 7월 기온은 분석기간 중 1980년대 초반까지 하강하

는 경향이 특징적이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

반까지 2월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하면 반면, 7월 기온은

하강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

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7월 기온도 전체적으로는 분석기간 중 완만하게 상승하

고 있으나 겨울철인 2월 기온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2월과 7월 기온의 경우 월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율보

다 월평균 최고기온의 변화율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연
평균기온에서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율이 더 크게 나

타나는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7월 기온에 비해 2월 기

온에서 변동폭이 크고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북

극권 118개 관측지점 중 약 2/3에 해당하는 관측지점에

서 1월 기온의 변동폭과 변화율이 7월 기온보다 크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van Wijngaarden, 2015).

그림 3. 캐나다 Cambridge Bay의 1956-2015년 연평균기온(a)
과 2월 평균기온(b), 7월 평균기온(c)의 변화(굵은 선: 7년
이동평균, Tmax: 최고기온, Tmean: 평균기온, Tmin: 최
저기온, **α=0.01에서 유의함)

IV. Cambridge Bay의 0°C 이상 지속
기간의 변화
여름철 기온이 더 이상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
기온이 지속되면 지표의 눈이 녹고 토양 온도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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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해빙이 시작된다. 이러한 해빙기간은 툰드라 지역

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

의 생장이 가능하므로 영구빙설(EF)기후와 툰드라(ET)

온 0°C 이상 지속기간은 12.69일, 일평균기온의 경우

11.70일, 일최고기온의 경우 10.13일 순으로 일최저기

온의 편차가 가장 크다. 즉, 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

기후를 구분 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간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기간은 모두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각각 2.05일/10년,

이상 지속기간의 평균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며,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그

로 갈수록 음의 편차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해빙기간이 25일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

값이 큰 음의 편차에서 양의 편차로 바뀌어 가는 것을 확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저기온의 0°C 이상 지

2.17일/10년, 2.59일/10년의 비율로 급격한 증가 추세

림 4).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에는 현재

그림 5는 일최고기온과 일평균기온, 일최저기온 0°C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양의 편차값이 커지고, 초반으

특히, 일평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미한다. 특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이래로

인할 수 있다. 일평균기온 편차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

간의 증가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1980년 이후 각각의

이는 최근에 양의 편차값이 큰 해가 분포하는 반면 분

은 5.12일/10년, 일최저기온은 5.51일/10년으로, 해빙

크고, 1970년대 후반에 음의 편차값이 큰 해가 집중되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
변화율을 보면 일최고기온은 1.24일/10년, 일평균기온

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최저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기간의 일최

석기간 초반에 음의 편차값을 가지는 해가 분포하기 때
문이다. 즉, 1998년과 2012년에 양의 편차값이 비교적

어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음의 편차와 양의 편차가 불

규칙적으로 분포하여 분석기간 초반에 변동이 크다는

저기온의 상승률은 분석기간 전 기간에 비하여 두 배
를 넘는 값이다. 이는 1980년 이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내로 해빙기간이 55일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1956년에서 2015년까지 60년 동안 일최고기온, 일평

균기온,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의 평균은 각각

101.28일, 89.53일, 66.27일이며, 표준편차는 일최저기

그림 4. 1956~2015년 사이 0°C 이상 지속기간의 변화(굵은 선:
7년 이동평균, Tmax: 일최고기온, Tmean: 일평균기온,
Tmin: 일최저기온, ** α=0.01에서 유의함)

그림 5. 1956~2015년 사이 0°C 이상 지속기간의 편차((a) 일최고
기온, (b) 일평균기온, (c) 일최저기온, *: α=0.05, **: α=
0.0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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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최고기온 0°C

없는 추세이다. 연도별로 10일 내외의 변동을 보이지만,

이상 지속기간의 경우, 분석기간의 초반인 1950년대에

7년 이동평균값은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일평균기온

의 편차값은 점점 작아진다.

러지고 있는 경향이다. 각각의 종료일은 또 다른 추세

첫날은 평균적으로 6월 중에 나타나며 9월 초순–9월 하

료일은 분석기간 동안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늦어지

우는 이보다 늦은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시작되어, 8월

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일러지는 경향이었고, 그 후

비교적 음의 편차값이 큰 해가 집중되어 있다. 그 후 음

일최고기온과 일평균기온의 0°C 이상 지속기간의

순까지 0°C 이상 값이 이어진다. 다만, 일최저기온의 경

하순까지 이어진다.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저기

온 0°C 이상 지속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의 변동이 모
두 크며, 분석기간 동안 가장 일렀던 해와 가장 늦었던

과 일최고기온 0°C 이상 출현 시작일은 지속적으로 일
를 보인다. 일평균기온과 일최고기온 0°C 이상 출현 종

는 경향을 보인다. 일최저기온의 경우는 분석기간 초반
가파르게 늦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일최저기
온의 0°C 이상 지속기간이 점차 길어진다.

여기서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이 일최고기

해가 시작일은 최대 28일, 종료일은 최대 34일 이상 차이

온보다 더 큰 폭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0°C 이상 지속기간 시작일의 경우 일최고기온, 일평균

의 시작일이 일러지는 변화율에 비해 종료일이 늦어지

가 있다. 변동이 커서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

기온 , 일최저기온은 각각 1.06일 /10년 , 0.77일 /10년 ,

는 변화율이 더 크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일최저기온

계적으로 유의하다(그림6(a)).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을 의미한다. 최난월인 7월의 기온 상승률(그림 3(c) 참

0.96일/10년 씩 일러지며, 이는 유의수준 α=0.01에서 통

일최저기온 0°C 이상 지속기간의 종료일은 각각 0.92

일/10년, 1.92일/10년, 1.69일/10년 씩 늦어지고 있다

의 0°C 이상 지속기간이 후반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

조)과 달리, 0°C 이상 지속기간 증가율(그림 4 참조)이

최저기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7월 기온뿐만

(그림 6(b)). 결과적으로 일최고기온 0°C 이상 지속기간

아니라, 최난월 이후인 8월과 9월의 기온상승에 의한

상 지속기간은 2.65일/10년의 비율로 길어졌다.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 늦게까지 이어지면 지표면이

은 1.98일/10년의 비율로 길어졌고, 일최저기온 0°C 이
시기별로 보면, 일최저기온 0°C 이상 출현 시작일은

비교적 변동이 크지만, 대체로 분석기간 초반부터 1980

년대까지 일러지는 경향이었으나, 그 후 거의 변화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최저기온 0°C 이상

최고로 가열된 이후까지 0°C 이상인 상태가 이어지므
로 지표면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림 6. 1956~2015년 영상 기온의 지속기간의 시작일(a)과 종료일(b) (굵은 선: 7년 이동평균, 회귀식: 7년 이동평균값의 선형회귀,
Tmax: 일최고기온, Tmean: 일평균기온, Tmin: 일최저기온, **:α=0.01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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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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