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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onset and end dates of extreme temperature events
and examine their relationships with global warming.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daily maximum
temperature, daily minimum temperature, and global mean temperature anomaly. Results were similar to
the trend of global temperature, showing that the onset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is advanced while
the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is delayed. Also, the change of onset (end) dates of extreme low
temperature were clear, with coming later (earlier). There is more distinct change in extreme low temperature
than extreme high temperature. The length between onset date and end date of extreme high (low)
temperature is significantly longer (shorter). The onset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has a negati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global mean temperature. The onset (end) date of extreme low temperature has a
positi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global mean temperature.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change of onset
and end date of extreme temperature in Sou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global warming.
Key Words : onset date of extreme temperature, end date of extreme temperature,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주요어 :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 극한기온의 마지막 출현일,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1. 서론

도는 증가하고 극한저온의 빈도는 감소하고 있어
극한기온의 출현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변동성이 증가
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현상의 빈도와 지속기
간 등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한고온의 빈

(Choi et al ., 2008; IPCC, 2012; 2014; Min et al .,
2015; Im and Lee, 2016; Kim and Choi, 2017).
빈번한 극한기온의 출현은 다양한 지역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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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3년에 프랑스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분포나 변화를 파악

등 유럽에서 극한고온이 출현하여 130억 유로 이상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지적인 지역의 극한기온

의 재산 피해와 3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과 마

였다(IPCC, 2012). 북아메리카에서 2013년 11월부

지막 출현일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유럽, 미국, 중

터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극한저온은 40억 달러

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서리의 첫 출현일은 늦

이상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어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일러지고 있어 무상기간

(Herring et al ., 2015). 한국에서는 2018년 여름철

이 길어지고 있다(Easterling, 2002; Menzel et al .,

에 극한고온이 발생하여 대다수의 관측지점에서 기

2003; Kwon, 2006; Liu et al ., 2008). 국지적인 지

온의 극값이 경신되었다. 서울은 최고기온 극값이

역의 극한기온의 출현일을 분석한 것은 Cho and

1994년 발생한 38.4℃에서 39.6℃(2018년 8월 1일)

Choi(2008)와 Gwak and Lee(2018) 등의 연구가

로 경신되었다. 2018년에는 극한고온으로 온열 질

있다. Cho and Choi(2008)는 합천의 극한고온을

환자수가 4,526명으로 전년도 2017년의 1,574명에

파악하기 위해 대구와 합천의 열대일 첫 출현일을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KCDC, 2018).

비교하였으며, 합천이 대구에 비해 열대일 첫 출현

극한기온의 출현은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사회·

일이 늦고 2002년 이후 두 지역의 차이가 작어진다

경제적 영향이 다르다. 극한고온 출현일이 일러지

는 것을 밝혔다. Gwak and Lee(2018)는 툰드라에

면 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높은

서 극한고온의 출현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기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가 증가한다(Barnett

캠브리지 베이를 대상으로 0℃ 이상 일수의 첫 출현

et al., 2012; Kim et al., 2014). 한국에서 1994년 폭

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를 분석하여 0℃ 이상 일

염은 장마 종료시점인 7월 하순이 아닌 7월 상순부

수의 첫 출현일은 일러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늦어

터 극한고온이 출현하면서 열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지는 경향임을 밝혔다.

못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다(Kim et al ., 2014).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길어지고 겨울철이 짧

극한저온의 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온 변동

아지고 있어(Choi et al ., 2006), 주로 여름철에 나

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출현시기 변동으로 농작물

타나는 극한고온과 겨울철에 나타나는 극한저온의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다. 극한저온으

출현 시기의 변화가 예상된다. 극한기온의 출현 시

로 발생하는 서리는 농작물에 피해를 초래하므로

기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므로, 극한기온

서리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은 농업활동에

의 출현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첫 출현일과 마지막

민감하다. 기온상승으로 과수의 개화일이 빨라지지

출현일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 갑작스러운 극한저온으로 서리의 출현일이 늦어

본 연구에서는 극한기온 출현 시기의 변화 특성

질 경우 과수에 피해를 유발한다(Lee et al ., 2008).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극한기온의 첫 출

2010년에 배 생산지역에서 서리의 마지막 출현일

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 및 그 변화에 영향을

이 평년보다 이른 4월에 출현함에 따라 배꽃이 고사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되는 서리피해가 발생하였고(NIHHS, 2013) 전년
대비 생산량이 26.4% 감소하였다.
극한기온의 빈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출현 시기와 관련한 연구는 적다. 극한저온인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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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고기온 자료에는 단기간의 기온변동과 관측지
점의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5일 이동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기온 자료와 전구 평균기

평균을 적용하였다(Choi and Kim, 2015; Kim and

온 편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극한기온을 분석하기

Choi, 2017). 극한기온을 추출한 후, 극한기온이 가

위해서는 관측기간이 충분하고 결측치가 적은 기

장 이르게 발생한 날을 첫 출현일, 가장 늦게 나타난

온 자료가 필요하므로 분석 지점은 64년간의 자료

날을 마지막 출현일로 정의하였다. 극한기온 첫 출

가 확보되는 남한의 14개 지점(강릉, 서울, 인천, 울

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날

릉도,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짜를 줄리안 데이 즉, 1월 1일을 1로, 12월 31일을

목포, 여수, 제주)을 선정하였다(Figure 1). 분석 기

365일로 변환하였다.

간은 결측이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에서
2017년까지이다.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점의 극한고온과 극

일별 기온 자료는 종관 기상 관측지점의 일최저

한저온의 출현일을 지도화하였다. 극한기온 첫 출

기온과 일최고기온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여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을 추

전, 지점간 출현일의 경향이 유사한 지를 파악하기

출하였다. 겨울은 그 해의 12월과 이듬해 2월까지

위해 지점간 극한기온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

로 정의하였다. 극한기온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점에서

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WMO에서 권고하는

각 지점간의 상관계수(r)가 0.8 이상으로 지점간 경

ETCCDMI(CCl/CLIVAR/JCOMM 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Monitoring and
Indices)의 극한기온과 관련된 9개의 지수를 사용
하였다(Table 1). ETCCDMI의 극한기온지수는 극
한기온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산출
된 지수이다. 예를 들어, 온난기 지속일은 더위로 인
한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온난일과 한랭
야는 각각 냉방과 난방 수요에 영향을 준다(WMO,
2009). 극한기온 중 열대일, 열대야, 서리는 고정 임
계치로 산출된 극한기온지수이고 온난일, 온난기
지속일, 온난야, 한랭야, 한랭기 지속일, 한랭일은
변동 임계치로 산출된 지수이다.
선정된 지수를 극한고온 관련 지수, 극한저온 관
련 지수로 구분하였다. 장기간 평균을 고려한 변동
임계치를 이용한 극한기온의 기준기간은 지구 온난
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기간인 1961~1990
년의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퍼센타일의 기준값을 추출하기 위한 일최저기온과

Figure 1. Weather sta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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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14개 지점의 극한기온

여 비모수 상관분석 방법인 Kendall-τ 상관분석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을 산술평균하여 시계

을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열 변화를 파악하였다. 각 지점별 극한기온의 첫 출
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4

3. 극한고온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

개 지점의 변화율을 지도화 하였다.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율을 산출한 후, 변
화율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비모수 통계기법인
Kendall-τ 검정을 사용하였다(Press et al ., 1986;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은 대부

Choi et al ., 2008; Lee et al ., 2011a). 변화율이 유

분의 지점에서 일러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늦어지

의하지 않을 경우, 전반기(1954~1985년)와 후반기

고 있는 경향이다. 열대일의 첫 출현일은 대부분의

(1986~2017년)로 나누어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관측지점에서 일러진다. 인천, 광주, 전주, 대구, 포

출현일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사용

항, 울산 등 에서 유의하게 일러지고 있으며, 특히

하였다. 변동계수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로 표

울산과 광주, 포항에서 4.2~4.7일/10년의 비율로

준편차와 평균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일러지는 경향이 뚜렷하다(Figure 2(a)). 온난일의

극한기온 출현일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파악

첫 출현일도 모든 관측지점에서 일러지고 있는 경

하기 위해 극한기온 출현일과 전구 평균기온 편차

향이며, 인천, 강릉, 광주, 전주, 대구, 포항, 울산, 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구 평균기온 자

주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료는 CRU(Climatic Research Unit)에서 산출하

게 일러지고 있다(Figure 2(b)). 열대일과 마찬가지

여 평균에 대한 편차값으로 제공한다. 전구 평균기

로 온난일 첫 출현일은 울산, 광주, 인천과 포항에서

온 편차 자료는 Morice et al .(2012)에 의해 정의된

-4.6~-4.0일/10년으로 변화가 뚜렷하다.

HadCRUT4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사용하

열대일의 마지막 출현일은 강릉, 서울, 포항, 대

Table 1. Extreme temperature indicators used in this study.
Term

Extreme high
temperature

Extreme low
temperature

Definition

Tropical day

Day when daily maximum temperature exceeds 30°C

Warm day

Day when daily maximum temperature exceeds 9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Warm spell duration
indicator

Day with at least 6 consecutive days when daily maximum temperature exceeds
9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Tropical night

Day when daily minimum temperature exceeds 25°C

Warm night

Day when daily minimum temperature exceeds 9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Frost

Day when the minimum temperature is below 0°C

Cool night

Day when daily minimum temperature is below 1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Cold spell duration
indicator

Day with at least 6 consecutive days when daily minimum temperature is below
1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Cool day

Day when daily maximum temperature is below 10th percentile for the bas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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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57

(b)

(d)

Figure 2. Spatial patterns of change rate in onset,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to related to maximum
temperature. Fille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a) onset date of tropical day, (b) onset
date of warm day, (c) end date of tropical day, and (d) end date of warm day).

구, 전주, 광주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

도 모든 지점에서 늦어지고 있다(Figure 2(d)). 인천

으로 유의하게 10년에 1.2일 이상씩 늦어지고 있

(2.3일/10년), 포항(2.6일/10년), 대구(1.3일/10년),

는 경향이다(Figure 2(c)). 온난일의 마지막 출현일

부산(1.9일/10년), 전주(1.7일/10년), 광주(1.9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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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온난일 마지막 출현일이 유의수준 α=0.05

이 가장 이르게 발생하였고(8월 28일), 1980년은 오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늦어지고 있다.

호츠크해 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강하여 여름철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은 마지막 출현일보
다 첫 출현일의 변화율이 더 크다. Figure 3은 연도

기온이 낮은 해이다(Park, 1996; Choi and Kwon,
2005).

별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과 마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과 마

지막 출현일을 나타낸 것이다. 열대일의 첫 출현일

지막 출현일간의 기간의 경우, 첫 출현일이 일러지

은 유의수준 α=0.01에서 10년마다 2.5일씩 통계적

고 마지막 출현일이 늦어짐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

으로 유의하게 일러지고 있다. 온난일 첫 출현일도

지고 있다. 열대일의 출현 가능 기간은 유의수준 α

열대일와 비슷하게 10년마다 2.6일씩 유의수준 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년당 3.5일, 온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러지는 경향이

난일의 출현 가능 기간은 10년당 3.8일씩 늘어나고

다. 최고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인 열대일과 온난

있는 경향이다.

일 첫 출현일은 각각 7월 15일, 7월 3일로 1954년에

온난기 지속일의 첫 출현일은 일러지고, 마지막

가장 늦게 발생하였으며, 1954년은 오호츠크해 고

출현일은 늦어지는 경향이다(Figure 4). 온난기 지

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여름철 기온이 낮았던 해이

속일의 전반기(1954~1985년)와 후반기(1986~

다(Heo and Lee, 2006).

2017년)를 비교하면, 후반기의 첫 출현일(7월 15일)

열대일 마지막 출현일은 유의수준 α=0.05에

이 전반기(7월 18일)에 비해 더 이르며, 후반기의 마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년마다 1.0일씩 늦어지

지막 출현일(8월 19일)이 전반기(8월 18일)에 비해

고 있다(Figure 3(a)). 냉하가 출현하였던 1980년

더 늦다. 또한 여름철 기온이 낮았던 1980년, 1993

과 1993년에 마지막 열대일 출현일이 일렀다. 온

년, 2003년에 온난기 지속일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난일의 마지막 출현일은 10년마다 1.0일씩 유의수

출현일의 차이가 다른 해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즉,

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늦어지고 있

기온이 낮았던 여름에는 온난기 지속일이 짧다. 다

다(Figure 3(b)). 1980년에 온난일 마지막 출현일

른 극한고온에 비해 온난기 지속일의 마지막 출현

(a)

(b)

Figure 3.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to be related to maximum temperature
((a) tropical day and (b) warm day)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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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은 일러
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늦어지는 경향이다(Figure
5). 열대야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은 전반기
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열대야의 첫 출현일은 일러
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늦어진다. 전반기 열대야 첫
출현일은 7월 23일이며 후반기 열대야 첫 출현일은
7월 21일로 후반기 열대야 첫 출현일이 전반기에
비해 이르다. 후반기 열대야 마지막 출현일(8월 16
일)은 전반기 열대야 마지막 출현일(8월 12일)에 비
Figure 4.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warm
spell duration indictor.

해 늦어지는 경향이다. 여름철 기온이 낮았던 1980
년, 1993년, 2003년 열대야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
현일간 차이가 작다. 온난야 첫 출현일은 10년마다

일 변동성이 크다. Table 2는 극한고온 마지막 출현

1.5일씩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일의 변동계수를 보여준다. 온난기 지속일의 마지

하게 일러지고 있다.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강했던

막 출현일 변동계수는 0.05로 다른 극한고온에 비

1954년에 온난야 첫 출현일이 7월 19일로, 분석 기

해 그 값이 크다(Table 2). 즉, 온난기 지속일의 마지

간 중 가장 늦게 발생했다.

막 출현일은 다른 극한고온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

온난야 마지막 출현일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

Table 2.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CV

(a)

Tropical day

Warm day

Warm spell duration indicator

Tropical night

Warm night

0.03

0.03

0.05

0.04

0.03

(b)

Figure 5.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to be related to minimum temperature
((a) tropical night and (b) warm nigh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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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전반기에는 9월 1일, 후반기에는 9월 5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반기의 온난야 마지막 출현일이 더 늦다. 최저기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은 늦어지고 있으며 마지

온과 관련된 극한고온의 출현일은 최고기온과 관련

막 출현일은 일러지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최저기

된 극한고온과 마찬가지로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

온과 관련한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

현일간의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열대야의 출현가

일의 변화가 뚜렷하다. 즉,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과

능기간은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는 겨울철 최고기온보다 최저

하게 10년당 2.1일, 온난야의 출현가능기간은 10년

기온의 상승이 뚜렷하다는 결과(Alexander et al .,

당 2.6일씩 늘어나고 있다.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과

2006; Kim and Choi, 2017)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

마지막 출현일간의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는 극한고

난다.

온이 주로 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 지속기간

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은 늦어

이 길어지고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다(Choi et al .,

지고, 마지막 출현일은 일러지고 있다(Figure 6). 서

2006; Kwon et al ., 2007).

리 첫 출현일은 10년마다 0.8일씩, 한랭야 첫 출현
일도 10년마다 1.5일씩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늦어지고 있다. 서리의 마지막 출

4. 극한저온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

현일은 10년마다 1.9일씩, 한랭야 마지막 출현일은
10년마다 2.4일씩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일러지고 있다. 서리는 북반구 중위도

한국에서 겨울철의 기온은 여름철에 비해 뚜렷하

의 봄과 가을의 변동을 나타내며, 서리의 마지막 출

게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비해 겨울철 극한기온

현일의 변화율이 첫 출현일의 변화율보다 큰 것은

빈도의 변화율이 더 크다(Choi et al ., 2008; Choi,

가을에 비해 봄의 변동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 변화가 뚜렷한 겨울철 극한기온의 특성을 파

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과 마

악하기 위해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를

지막 출현일의 변화는 제주에서 변화가 뚜렷하다

(a)

(b)

Figure 6.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extreme low temperature to be related to minimum temperature
((a) frost and (b) cool night)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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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patial patterns of change rate in onset, end date of extreme low temperature to be related to
minimum temperature. Fille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a) onset date of frost, (b)
onset date of cool night, (c) end date of frost, and (d) end date of cool night).

(Figure 7). 서리의 첫 출현일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의하게 늦어지고 있다. 서리 첫 출현일의 변화율은

늦어지고 있으며 남부지역인 대구, 포항, 울산과 전

제주에서 가장 크며, 10년당 3.6일씩 늦어지고 있는

주, 제주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

경향이다. 한랭야 첫 출현일 역시 대부분의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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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늦어지고 있으며, 대구, 울산, 광주, 제주 등 에서

극한저온의 지속기간과 관련된 한랭기 지속일의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

경우, 첫 출현일의 변동이 크고 마지막 출현일은 일

고 있다. 한랭야 첫 출현일의 변화율도 서리와 유사

러지는 경향이다(Figure 8). 1980년대 후반을 기준

하게 제주에서 10년당 3.0일로 가장 크다. 최저기온

으로 한랭기 지속일의 첫 출현일이 늦어지고 있으

과 관련된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의 경우, 추풍령은

며 2000년대에는 변동이 크다. 한랭기 지속일의 마

다른 지점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지막 출현일은 10년당 3.6일씩 뚜렷하게 변화하고

이는 다른 지점과 달리 추풍령의 일 최저기온이

있다. 극한저온 출현일 중 한랭기 지속일의 마지막

하강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다(Choi et

출현일의 변화율이 가장 크다. 이는 2월의 극한저온

al ., 2007; Lee and Heo, 2011). 서리의 마지막 출

이 가장 뚜렷하게 감소하여(Choi, 2014), 2월에 발

현일은 모든 지점에서 일러지고 있으며, 제주에서

생하는 한랭기 지속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가 큰

변화율이 -5.0일/10년으로 뚜렷하다. 한랭야 마지

것이라 생각된다. 한랭기 지속일 마지막 출현일 역

막 출현일도 모든 지점에서 일러지고 있으며, 제주

시 198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변화가 뚜렷하다. 한

에서 변화율이 -6.6일/10년으로 뚜렷하다. 제주에

랭기 지속일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은 1980년

서 최저기온과 관련된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과 마

대 후반을 기준으로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간

지막 출현일의 변화율이 큰 것은 제주의 극한저온

의 차이가 작아진다. 한랭기 지속일의 첫 출현일과

의 변화는 최고기온보다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Kim et al ., 2006). 극한저온의 마
지막 출현일은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보다 넓은 지
역에 걸쳐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겨울철 전반기에
비해 겨울철 후반기 극한저온이 대부분의 관측지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고 있다는 Choi
(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Figure 8.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cold spell
duration indicator (**p<0.01).

Figure 9. Spatial patterns of change rate in end
date of cold spell duration indicator. Fille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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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현일간 기간은 유의수준 α=0.01에서 통

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년당 2.3

계적으로 유의하게 10년당 4.4일씩 줄어들고 있다.

일 일러지고 있으며 첫 출현일과 마찬가지로 1980

이는 1980년대 후반에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가 뚜

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변화가 뚜렷하다.

렷하게 감소하여(Gong and Ho, 2002; Lee et al .,

극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은 모두 유의수준 α=

2011b) 극한저온의 지속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빨라지고 있다. 즉,

Figure 9는 연간 변화율이 큰 한랭기 지속일의 마

주야간기온과 관련된 극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이

지막 출현일의 지점별 변화를 보여준다. 한랭기 지

모두 유의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

속일의 마지막 출현일은 모든 지점에서 일러지고

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은 계절적으로 늦겨울인 2

있으며, 서울, 인천, 강릉, 포항, 대구, 울산, 부산에

월과 봄의 시작인 3월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극한저

서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

온의 마지막 출현일이 빨라지는 것은 봄철 시작일

하고 있다. 한랭기 지속일의 마지막 출현일도 전반

이 빨라진다는 연구결과(Choi et al ., 2006; Kwon

기에 비해 후반기에 모든 지점에서 일러지고 있다.

and Choi, 2014)와 유사하다.

지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 차이가 2~19일 차이
가 있다.

5. 극한기온 출현과
전구평균기온간 관계

한랭일 첫 출현일은 1980년대 후반에 한랭일의
첫 출현일이 늦어지다가 2000년대에 변동성 커지
는 경향이다(Figure 10). 한랭일 첫 출현일의 표준
편차와 변동계수는 1990년대에는 각각 4.1과 0.01

지난 133년(1880~2012년) 동안 기후변화로 전

이지만 2000년대에는 9.2과 0.03으로 2000년대에

구 평균기온은 약 0.85℃ 상승하였으며, 기온의 평

변동성이 더 크다. 전반기와 후반기 한랭일 첫 출현

균값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극한기온의 출현일도

일은 11월 30일과 12월 4일로, 후반기의 한랭일이

빈번해지고 있다(IPCC, 2014). 그러므로 지구온난

전반기보다 늦다. 한랭일의 마지막 출현일은 유의

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구 평균기온과 극한
기온의 첫 출현일, 마지막 출현일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Table 3은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 및 마지막 출현
일과 전구 평균기온 편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은 봄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
와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봄철 전구 평균기온이 높
을수록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이 일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 중 열대일, 온난일,
온난야의 경우, 전구 평균기온과의 상관계수(r)의
절대값이 0.31 이상이다.
극한고온의 마지막 출현일은 여름철 전구 평균기

Figure 10. Time series of onset, end date of cool day
(**p<0.01).

온 편차와 양의 관계이다. 즉, 여름철 전구 평균기
온이 높으면 극한고온이 늦게까지 출현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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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onset (end) date of extreme high temperature and spring (summer) global mean
temperature anomaly.
Onset date

Correlation coefficient

End date

Correlation coefficient

Tropical day

-0.34**

Tropical day

0.18*

Warm day

-0.34**

Warm day

0.18*

Warm spell duration indicator

-0.21*

Warm spell duration indicator

0.07

Tropical night

-0.20*

Tropical night

0.08

Warm night

-0.31**

Warm night

0.16
**p<0.01, *p<0.05

다. 극한고온의 마지막 출현일이 뚜렷하게 늦어지

차와 양의 관계이다. 이는 가을철 전구 평균기온이

는 경향인 열대일과 온난일은 여름철 전구 평균기

상승하면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이 늦어진다는 것을

온 편차와 상관계수 r=0.18으로 유의수준 α=0.05

의미한다. 극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과 겨울철 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구 평균기온 편차는 음의 관계이다. 즉, 겨울철 전구

Figure 11은 전구 평균기온 편차와 상관관계가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극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이

가장 높은 온난일 첫 출현일과 봄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온난일 첫 출현일과
봄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는 상관계수 r=-0.35의 음
의 관계이다. 이는 봄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가 양의
값이면, 온난일 첫 출현일이 일러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잔차가 가장 큰 1954년은 봄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가 가장 작지 않지만, 이에 비해 온난일 첫 출현
일이 가장 늦은 해이다. 1954년은 오호츠크해 고기
압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Heo and Lee, 2006) 온난
일 첫 출현일이 늦게 발생하였다.
Table 4는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 마지막 출현일
과 전구 평균기온 편차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은 가을철 전구 평균기온 편

Figure 11. Relationship between onset date of warm
day and spring global mean temperature anomaly.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onset (end) date of extreme low temperature and autumn (winter) global mean
temperature anomaly.
Onset date

Correlation coefficient

End date

Correlation coefficient

Frost

0.21*

Frost

-0.32**

Cool night

0.28**

Cool night

-0.37**

Cold spell duration indicator

0.11

Cold spell duration indicator

-0.36**

Cool day

0.21*

Cool day

-0.3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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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극한기온의 출현
일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구 평균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전구적인 기온상승 경향과 함께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은 일러지고 극한고온의 마지막 출현일은 늦
어지는 경향이다. 극한고온에 비해 극한저온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가 뚜렷하다. 또한,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간의 기간은 극한고온의
경우는 증가하고, 극한저온의 경우는 감소한다.
Figure 12. Relationship between end date of cool
night and winter global mean temperature anomaly.

극한고온의 첫 출현일은 봄철 전구 평균기온과
음의 관계이며 극한고온의 마지막 출현일은 여름철
전구평균기온과 양의 관계이다. 극한저온의 첫 출

일러진다.

현일과 가을철 전구 평균기온은 양의 관계이며 극

Figure 12는 겨울철 전구 평균기온 편차와 상관

한저온의 마지막 출현일과 겨울철 전구 평균기온은

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한랭야 마지막 출현일과

음의 관계이다. 즉, 최근 기온 상승 경향이 극한기온

전구 평균기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겨울철 전

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

구 평균기온과 한랭야 마지막 출현일간에는 유의수

음을 보여준다.

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기온 상승으로 극한기온의 출현일이 변하며, 극

즉, 겨울철 전구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한랭야 마지

한기온의 출현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막 출현일이 일러진다. 잔차가 가장 큰 1989년 겨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구적인 기온 상승이 계속되

철은 겨울철 전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는 아니

고 그에 따른 기후 변동성이 심화된다면 극한고온

지만, 한랭야 마지막 출현일이 가장 이른 해이다. 이

의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의 변화가 커질 것이

는 1990년 2월과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

라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보건, 건강 분야뿐만 아니

이 영향을 미쳤으며, 2월과 3월의 최저기온이 평년

라 기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업에도 피해가 증

보다 각각 3.02℃와 1.53℃ 높아 한랭야 마지막 출

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보건과 농업 등 각

현일이 이르다고 생각된다.

분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사사

본 연구에서는 극한기온 출현일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첫 출현일과 마지막 출현일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을 이
용하여 극한기온의 첫 출현일, 마지막 출현일을 산

이 연구는 2017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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