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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spatio-temporal distribution was analyzed with the number of days for summer
heat wave and winter cold wave defined as three or more consecutive +5% quantile days and -5% quantile
days, respectively, by using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summer and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winter during 1973-2015. Although monthly heat wave occurrence has been only concentrated in
July and August during the 1970s and 1980s, it had further extended into June and September since the
2000s. Monthly cold spell occurrence has been distinguished by increasing occurrence ratio in the month
of December since the 2000s. The occurrences of heat waves were classified into either strong or weak
cluster depending on intensity and magnitude over the entire region of South Korea rather than in specific
areas. On the other hand, the occurrences of cold spell were classified by intensity of cold spel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dominant cold spell areas over South Korea.
Key Words : heat waves, cold spells, hot days, cold days, cluster analysis
주요어 : 열파, 한파, 고온일, 저온일, 군집분석

1. 서론

다루고 있다(IPCC, 2001; 2007; 2013). 특히 기온
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은 단속적인 현상보다는 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평균값의 변화에

칠씩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열파 및 한파 현상의 특

서 극한값의 변화로 전환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성을 보이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류 건강 및 사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IPCC 보고서도 2001년

회 경제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

이후 이상기후에 관한 개념 제기를 시작으로 이상

고 있다(De Bono et al., 2004; Vavrus et al., 2006;

기후의 변화 및 특성,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Beniston et al., 2007; Robine et al., 2008;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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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pedro et al., 2011; Barnett et al., 2012; Jung et

관한 접근 방법과 극한 고온 현상이 건강 및 경제

al., 2014; Jeong and Heo, 2015; Kim et al., 2015).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 구분되어 이

여름철 열파와 겨울철 한파와 같은 극한 기온

루어졌다. Choi(2006)는 한국의 열파 정의를 열지

현상은 대표적인 기상재해로써 열 관련 사망자수

수를 이용하여 더운 기간, 열파, 강한 열파, 매우

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

강한 열파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열파의 강도를 고

을 미치는 원인이다. 1995년 미국에서 발생한 폭

려하여 지역 분포와 시계열적인 변화를 분석하였

염은 시카고 지역에서만 700여명이 사망하였고

다. Heo(2006)와 Park(2015)은 각각 절대적 개념

(Semenza et al., 1996),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의 극한 고온일 및 극한 저온일, 열대일수와 서리

폭염은 최대 50,000여 명의 초과사망자를 발생시

일수를 이용하여 극한 기후지역을 구분하였다. 열

켰다(Brücker, 2005). 한국에서도 1994년 발생한

파와 한파의 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열

폭염에 의해 전국적으로 3,384명의 사망자가 발생

파와 한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극한 기온지수의 변화

하였고, 서울은 199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88

경향을 분석하여 극한 고온 현상은 증가하고 극한

명이 초과 사망하였다(Jang, 2009). 또한 2011년에

저온 현상은 감소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화로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순환정전은 서울, 경기, 강

인한 영향이 뚜렷함을 증명하였다(Lee and Heo,

원, 충청 등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2011). 극한 고온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다발로 정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평소 5% 이상

한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한 Lee et al.(2010)

이어야 할 전력 예비율이 0.35%까지 급감하여 제

과 Choi et al.(2005)의 연구와 한반도 전 지역을

한 송전 초치를 취하게 되었고 그 피해액이 628억

대상으로한 Jung et al.(2014)이 대표적이다. Lee et

원에 달하였다(Korea Claim Adjuster Association,

al.(2010)과 Choi et al.(2005)은 폭염 유발기단과

2011).

일 사망률과의 관계 및 폭염 시 노령 인구의 취약

한파로 인한 극한 저온 현상은 식물 성장에 부

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Jung et al.(2014)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생 분포 변화를 야기시킬

우리나라 전 지역의 초과 사망 임계값을 각각 산출

수 있다. 또한 한파는 건축물과 같은 다양한 사회

하여 사회 구조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기반 구조를 위한 기온을 고려한 한계치를 변화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열파와 한파에 관

시키고 사망자를 포함한 대중의 건강에도 영향을

한 연구는 대부분 극한 기온 현상에 대한 절대 기

미친다(Vavrus et al., 2006; Barnett et al., 2012).

준 이상의 기온 변화 특성을 탐지하거나 극한 기온

Wilkinson et al.(2001)은 영국의 경우 심장마비와

에 의해 직접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달에 비하여 12∼

의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3월에 23% 더 높고 외부 기온 19℃ 이하에서 기온

러나 국토 크기에 비하여 다양한 지리적 특성에 의

이 1℃씩 감소할 때마다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

해 지역별로 다른 기후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

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평년보다 극한 고온과 극한

은 절대적 기준의 극한 기온 현상보다 상대적 기준

저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경우 사회 경제적

의 극한 기온 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손실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열파와 한파가 발생할 때 각 극한 기온 현상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열파와 한파에 관한 최근 연

지역별로 강도와 지속 기간 및 영향을 받는 공간적

구는 크게 개념 정의와 분포 특성 및 변화 분석에

범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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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열파와 한파의 사례를 선정하는 상대적 개

이상인 극한 고온 값이 발생하는 고온일을 선정하

념의 극한 기온의 기준을 제시하고 열파와 한파의

여 연속적으로 3일 이상 발생한 사례만을 지정하

강도, 지속 기간, 공간적 범위 등의 다양한 특성을

여 열파로 정의하였다.

이용하여 1973∼201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열파
와 한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열파의 지속 기간에 관한 기준은 2∼5일 이상까
지 다양하지만(Ballester et al., 2010; Barnett et al.,
2012) 일반적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자연환
경과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으로

2. 자료 및 방법

고려되어 분석되어진 3일 이상의 지속기간 기준
을 이용하였다(Della-Marta et al., 2007; Kyselý,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1973∼2015년까지

2010; Lhotka and Kyselý, 2015). 열파 사례를 선

연속적인 기후 관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정하기 위해서는 고온일이 3일 이상이면서 한국

산하 60여개 관측지점의 일별 기온 자료(일최고기

에 열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온, 일최저기온, 일평균기온)이다. 열파의 극한 고

한의 공간적 기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Lee et

온 자료는 일최고기온값을 이용하였고 한파의 극

al.(2005)에 의해 한국의 중규모 차원에서 기후지

한 저온 자료는 일최저기온값을 이용하여 사례를

역을 구분한 2차 기후지역인 12개 기후지역에 고

선정하였다.

온일이 1개 지점 이상 발생 가능한 경우를 한국에

열파와 한파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공간적 기준으로 가정하

다. 최근 Perkins and Alexander(2013)는 평년보다

여 12개 관측지점 이상에서 3일 이상 연속된 고온

심하게 더운 날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열파

일이 출현한 사례를 열파라고 지정하였다.

로 간주하여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열파 발생이 가

선정된 열파 사례의 특성은 열파 강도(Ihw)와 규

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Lhotka and Kyselý(2015)

모(T), 열파 관측 지점수,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

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과 사회

핵심 한파 지역 범위(A), 열파 지속 기간 등 다양

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극한 고온을 고려한다면

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각 열파

여름철의 열파 현상이 가장 뚜렷할 것이다. 따라서

발생 시 극한 고온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Ky-

본 연구에서는 일년 중 온난기라고 할 수 있는 6월

selý (2010)가 이용한 일최고기온 30℃ 이상인 극

부터 9월까지의 여름철 열파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 고온 기준을 한국의 폭염주의보 기준을 고려하

열파를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동질한 기후 지

여 일최고기온 33℃ 이상으로 수정한 후 열파 사례

역이나 단일 관측 지점의 기온 특성 분석에 이용

별로 각 관측지점의 일최고기온값이 33℃ 이상인

할 수 있는 특정 기온 이상인 날을 선정하는 절대

날들의 양의 편차값을 모두 누적하였다. 또한 열파

적 개념의 기준과 지점별 특정 quantile을 이용하

발생 시 95% 이상의 고온일 중 지점별 최고기온의

여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광범위한 지역

편차값을 추출하여 열파 사례의 규모도 분석하였

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

다.

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다양한 지리

중부 유럽 지역의 기후 자료를 이용하여 열파의

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개념

강도 및 공간적 범위를 분석한 Lhotka and Kyselý

을 이용하여 각 관측지점별 일최고기온값의 95%

(2015)의 연구에서는 총 1,000개의 격자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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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characteristics of heat waves and cold spells.
Abbreviation

Description

Units

Domain

Ihw

Heat wave extremity index

℃

south korea

Ics

Cold spell extremity index

℃

south korea

T

Temperature amplitude

℃

south korea

A
D

Spatial extent of the HW (CS) core
Duration

number
days

south korea
south korea

격자수를 이용하여 열파 발생 공간 특징을 설명하

한파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는 열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관측 지점의 기

파 사례와 같이 한파 사례 시 저온일 발생 지점수,

후 자료는 격자가 아닌 점 자료의 특성을 지니고

상세기후지역수, 핵심 한파 지역 수 등을 이용하

있어 공간적인 분포를 설명할 때 자료의 고른 분산

였다. 핵심 한파 지역도 한파 사례별 각 지점의 일

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측 지점 수만을 이용하여

최저기온 5% 이하인 기온 편차값들의 합이 -10℃

열파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 분포를 정의할 때 과

이상인 지역을 추출하였다

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열파와 한파를 대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대표할 수

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열파와 한파 사례를 구

있는 변수로 관측 지점 수 이외에 앞서 설명한바

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

와 같이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 동질 기후 지

은 자료의 일반화를 위하여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역으로 구분한 상세기후지역을 참조하여 고온일이

토대로 유사한 대상끼리 집단화하는 다변량 통계

발생한 관측지점이 포함된 상세기후지역을 분석하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방법 중 ward법을

여 공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보완 변수로 이용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열파와 한

하였다. 또한 열파 발생 시 강한 고온일이 발생한

파의 발생일 및 종료일, 강도, 규모, 공간적 범위,

핵심 열파 지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열파 사례

지속 기간 등으로 한국의 열파와 한파 사례의 시공

별로 지점별 일최고기온 95% 이상인 기온 편차값

간적인 특성과 강도, 규모 등을 포함하였다.

들의 합이 10℃ 이상인 지역을 추출하였다(Lhotka
and Kyselý, 2015).
한파의 사례는 열파의 사례와 같이 강도(Ics)와

3. 열파

규모(T), 핵심 한파 지역의 공간적 범위(A) 등을
분석하였다. 저온일의 기준은 12월에서 다음해 2

1) 열파의 특성 및 변동

월까지의 일최저기온의 하위 5% 이하인 극한 저

열파 사례를 구성하는 고온일은 분석기간인

온이 발생한 날을 추출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1973∼2015년 동안 총 179일 출현하였으며 평균 1

발생한 경우를 한파로 정의하였다. 한파의 강도

년에 4.2일 발생하였다. 선정된 고온일은 최소 12

는 열파에서 이용한 한국의 폭염주의보 기준 대신

개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분석기간 동안 해당일의

에 한국의 한파주의보 기준으로 이용되는 일최저

일최고기온 95% 이상인 날들이 연속하여 3일 이

기온 -12℃ 이하인 기온 편차값의 합을 구하였다.

상 지속된 날을 의미한다. 최소 3일 이상 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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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파 사례는 43년간 총 36회로 26개년에 출현하였

열파의 다양한 사례와 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

가장 심각한 열파는 1994년 7월 10일부터 7월 30

Table 2는 1973∼2015년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총 21일 동안 지속되었던

Table 2. Major heat waves during 1973~2015.
Year

Start

End

Ihw

T

Duration

Station
count

Local climate
region count

A
24

1977

727

731

5.8

4.6

5

33

26

1978

704

706

1.5

3.4

3

13

12

0

1978

722

729

5.6

4.0

8

32

23

25

1981

719

722

1.8

6.9

4

17

14

13

1981

724

726

0.8

2.7

3

12

8

0

1982

807

811

2.0

3.3

5

19

15

9

1983

802

807

9.4

7.6

6

45

30

45

1984

805

813

7.5

3.9

9

32

27

29

1985

727

731

1.7

4.5

5

15

11

14

1985

805

808

1.6

4.2

4

21

15

8

1985

822

825

1.2

3.3

4

23

14

7

1988

802

805

2.4

5.6

4

26

15

14

1988

807

810

1.7

4.1

4

15

13

5

1990

727

808

13.2

6.8

13

37

25

46

1991

819

821

0.7

1.2

3

17

11

1

1994

710

730

33.2

7.2

21

35

31

56

1994

804

808

4.5

4.0

5

35

26

20

1995

813

816

1.7

5.4

4

19

17

13

1996

923

926

0.0

1.0

4

21

19

0

1997

830

901

0.7

1.0

3

12

10

0

1998

909

913

0.1

2.1

5

24

15

2

2000

702

706

1.1

1.3

5

19

13

0

2001

607

610

0.6

2.2

4

14

7

0

2005

622

625

0.9

1.9

4

18

15

0

2007

824

826

1.1

1.8

3

18

15

0

2007

919

921

0.0

1.6

3

16

13

0

2008

708

710

1.1

0.8

3

15

11

0
0

2008

916

919

0.2

1.5

4

33

20

2009

624

626

0.6

1.4

3

21

18

0

2010

821

823

1.6

1.0

3

19

17

0

2010

903

905

0.6

1.6

3

23

16

0
0

2011

914

917

0.2

1.6

4

35

26

2012

803

806

4.3

1.4

4

22

12

0

2013

808

812

4.3

1.6

5

16

17

0

2013
2015

815
927

820
929

4.7
0.0

1.9
1.7

6
3

21
19

20
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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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annual variability of hot days (HDs) and heat waves (HWs) during 1973-2015.

사례와 1990년 7월 27일부터 8월8일까지 13일 동

정된 고온일의 5년 이동평균은 1990년대 중반 이

안 지속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례들

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Figure 1). 시대별로 고온

은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지속 기간뿐만 아니라 열

발생일을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각각 평

파 강도(Ihw)와 고온일이 발생한 지역의 범위(해

균 8.0일, 8.7일이었던 것이 1990년대 평균 7.1일,

당 관측지점, 해당 상세기후지역, 핵심 열파 지역

2000년대 이후 평균 5.3일로 수치의 감소가 명확

(A))까지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하다. 분석기간인 1973∼2015년 동안 최강의 장기

다. 이와는 달리 열파의 규모를 나타내는 열파 발

간 고온지속일이 발생한 1994년의 열파 사례를 제

생 시 지점별 최대 기온 편차의 평균(T)이 최고 수

외한다면 1990년대의 고온발생일은 평균 4.0일로

치를 보인 열파 사례는 1983년 8월 2일에서 8월 7

이는 2000년대 이후의 평균 고온 발생일보다 값이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값은 7.6℃를 나타내며 이는

더 낮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 1/2 이상 감

6일 동안 고온일이 지속되어 1990년과 1994년의

소한 것이다.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은 것이

열파 사례의 변동성에 비하여 고온 발생일의 변

특징이다. 즉 1983년의 열파의 경우 장기간 발생

동이 뚜렷한 것은 열파 발생 시 고온일 지속기간

한 1990년과 1994년에 비하여 고온일 지속 기간은

이 감소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회 열파 발생

상대적으로 짧지만 최대 극한 고온 값은 더 높다는

시 고온일 지속기간을 분석하였을 때 1970년대와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는 평균 5.8일이었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분석기간 동안 열파 사례는 1970년대와 1980년

부터 최근까지 평균 4.3일로 수치가 감소하였다.

대에는 각각 1.5회, 1.6회 발생하였고 1990년대 이

1994년의 열파 사례를 제외할 경우 1990년대 이후

후 평균 1.3회로 값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큰 변동

2015년까지 1회 열파 발생 시 고온일 지속기간은

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3일 이상 지속되어 선

3.9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값보다 32.8%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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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을 보인다. 열파의 시대별 변동성을 분석

RCP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국의 극한기온의

하기 위하여 시대별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 1980

월별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폭염발생이 21세기

년대까지는 3.7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 수치가

말(2071∼2100년)에는 4개월 동안(6월에서 9월)

8.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2.6

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

으로 변동성 값이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와

다. 미래 시나리오 자료에서는 21세기 말에 폭염

2010년대의 표준편차 값을 비교해보면 각각 1.5,

발생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본 연구에

3.7로 최근 변동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서는 관측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수 있다.

이후 폭염 발생 기간이 이미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여름철 열파가 나타나는 폭염 기간에 대한 대중

할 수 있다.

적인 인지 시기는 주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까지
집중되는 여름 휴가 기간이다. 분석기간인 1973∼

2) 열파 사례의 군집 분석

2015년 동안의 대표적인 열파가 발생한 시기를 살

각 열파 사례의 유사점과 기본 특성을 이용하여

펴보면 Figure 2와 같이 1970년대에는 7월에 집중

열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 방법인

되어 있다. 1980년대 들어서 7월 하순에서 8월 하

ward법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

순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7월 하순에 24.6%가 발

석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어

생하였고, 8월 상순에는 56.0%가 집중되어 발생

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유사한 것끼

하였다(자료 미제시). 1990년대에는 7월부터 9월

리 각 그룹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까지 열파가 고루 발생하였고 1980년대에 비하여

열파 사례 군집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크게 3가

특정 시기에 열파 발생 집중도가 낮아졌다. 2000

지 특성을 포함한다. 첫 번째로 열파일 발생일의

년대 이후에는 6∼9월까지 열파가 발생함으로써

특성을 표현하는 열파 시작일과 종료일, 열파 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열파 발생 시기가 변화하

속기간이며, 두 번째로 열파 강도와 규모를 표현

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Kim et al.(2015)이

하는 것으로 관측지점 당 평균 33℃ 이상 고온일의

Figure 2. Ratio of monthly hot days by period (1973~2015).

158

허인혜·이승호

초과 기온 편차와 열파 기온 규모(열파 시 지점별

모두 값이 낮으며 고온일 발생 기간(D)과 핵심 열

최대 기온 편차값) 변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

파 지역(A)도 그 수치가 가장 낮다(Table 3). 두 군

로 열파 발생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

집 모두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최근까지 발생

는 변수로 고온일 발생 관측 지점 수, 고온일 발생

한 열파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두 군집의 차이는

상세기후 지역 수, 핵심 열파 지역 수 등의 다양한

열파 발생 시기로 A 군집의 경우 열파 발생 시기

열파 사례별 특성을 이용하여 각 변수 값들을 표준

가 8월부터 9월까지 집중되었다면 B 군집은 6월

화 한 후 군집 분석을 하였다.

부터 7월 상순까지 발생한 열파 사례를 포함한다

Figure 3은 열파 사례의 군집분석 결과를 나타

(Figure 3).

내는 Dendrogram이다. 정보 손실량의 증가가 크

C 군집은 열파 강도와 규모가 A 군집과 B 군집

게 차이가 나는 32와 33 사이에서 구분한 결과,

에 비하여 높은 수치로 열파 규모를 표현하는 열파

1973∼2015년 동안의 한국에서 발생한 열파 사례

시 지점별 최대 기온 편차값(T)의 차이가 크다. 또

는 총 5개로 구분된다.

한 A 군집과 B 군집은 핵심 열파 지역(A)이 거의

A 군집과 B 군집은 열파 강도(Ihw)와 규모(T)

A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하여 C군집은 장기간 또는

C

B

D

E

Figure 3. Dendrogram of heat wave clusters.

Table 3. Mean characteristics of heat waves in individual cluster.
Cluster

Number of HWs

Ihw

T

Duration

A

A

14

1.3

1.5

3.8

0.2

B

7

1.0

1.9

3.6

0.0

C

8

1.8

4.7

4.3

10.4

D
E

6
1

7.7
33.2

5.2
7.2

7.7
21.0

31.5
56.0

※ Ihw, heat wave extremity index (℃), T, temperature amplitude (℃), A, spatial extent of the HW core (number), D, duratio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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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ure 4. Heat waves by cluster analysis in South Korea during 1973~2015. Spatial patterns of the sum of
positive Tmax deviations above the 95% quantile of summer Tmax distribution are plotted.

높은 기온의 고온일이 발생하여 10개 지역 이상에

일 기온이 낮은 분포를 보인다. B 군집은 A 군집

서 핵심 열파 지역이 추출되었다.

과 유사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온일 기온의 합이 낮

D 군집은 핵심 열파 지역(A)이 3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열파 지속 기간(D)과 열파 강

은 분포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높
은 고온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도를 나타내는 Ihw도 각각 7.7일, 7.7℃로 A 군집,

C 군집은 수도권 지역과 중부 내륙 지역 및 일

B 군집, C 군집과 값의 차이가 크다. 마지막으로

부 남부 지역에서 핵심 열파 지역과 같은 높은 고

E 군집은 다른 군집들과 뚜렷하게 열파 강도와 지

온 발생 지역이 분포하고 Table 3에서와 같이 D

속 기간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열파 강

군집과 E 군집은 전국적으로 핵심 열파 지역의 분

도는 33.2℃, 지속 기간은 21.0일, 핵심 열파 지역

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4에서와 같이

은 분석 지점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는 56개 지

한국의 여름철 열파는 폭염의 지속기간이나 강도

점에서 발생하였다. Figure 3에서와 같이 E 군집은

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199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발생한 한 차

폭염이 발생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한반도 전 지

례의 열파 사례가 구분된 것으로 연구 분석 기간

역에 강한 폭염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 폭염이 출현

동안 가장 심각한 열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는 열파 군집별로 지점별 극한 고온일
기온 편차 합의 평균값 분포를 지도화하였다. 그
림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열파 사

4. 한파

례 시 극한 기온 강도를 표현하는 Ihw 수치가 높
은 순으로 배치하였다. 군집별 평균 극한 고온일

1) 한파의 특성 및 변동

기온 편차의 합은 A 군집 열파의 경우 중북부 지

한파 사례를 구성하는 저온일은 분석기간인

역에서 고온일 기온이 높은 반면 제주도를 포함

1973∼2015년 동안 총 98일 출현하였으며 평균 1

한 남해안 서부 지역에서는 B 군집에 비하여 고온

년에 2.3일 발생하였다. 최소 3일 이상 지속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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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사례는 43년간 총 24회로 18개년에 출현하

역으로 갈수록 변질되기 쉬운 시베리아 고기압 영

였다.

향을 받는 겨울철 한파는 상대적으로 그 값이 낮을

Table 4는 1973∼2015년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수 있다.

한파 사례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

한파 발생 시 지점별 최대 저온 편차(T)의 값

에 3일 이상 12개 관측지점 이상에서 극한 저온일

이 가장 높은 해는 1977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

이 발생한 사례를 선정한 것이므로 일부 지역을 중

까지와 1991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평

심으로 또는 3일 미만 출현한 극한 저온 현상은 본

균 -5.2℃ 이상의 최대 기온 편차 값을 나타내며

한파 사례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분석 기간 동안

저온일 발생 지역을 포함한 핵심 한파 지역도 높

24회인 한파의 사례는 36회인 열파의 사례보다 상

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에 -12℃보다 일최저기온

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다. 이는 열파가 발생하

이 낮은 날의 기온 편차값을 모두 누적하여 한 관

는 여름철에는 수직적으로 발달하여 안정적인 북

측 지점 당 한파 강도를 표현하는 Ics 값이 가장 높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남부 지

은 사례는 1981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 동

Table 4. Major cold spells during 1973~2015.
Year

Start
(mmdd)

End
(mmdd)

1973

1222

1226

1974

0124

0126

Ics

Station
count

Local climate
region count

5

25.2

23

6

3

22.3

14

6

T

Duration

-7.2

-3.6

-9.7

-4.7

A

1974

0225

0228

-1.4

-1.6

4

25.5

19

1

1976

1226

1231

-4.8

-2.9

6

31.3

28

9

1977

0101

0104

-3.0

-2.1

4

24.7

21

0

1977

0214

0219

-9.0

-5.2

6

47.8

30

51

1978

0214

0218

-1.3

-1.6

5

14.8

14

1

1980

0205

0209

-7.1

-2.2

5

31.8

23

5

1980

1228

1231

-5.6

-3.4

4

18.2

15

17

1981

0104

0108

-12.3

-4.2

5

14.4

9

8

1981

0225

0228

-2.6

-3.7

4

34.8

25

5

1981

1201

1204

-0.8

-2.5

4

26.2

22

0

1983

0212

0214

-1.4

-2.9

3

21.6

16

2

1983

0219

0221

-0.7

-2.4

3

13.0

12

0

1985

1215

1217

-0.5

-1.3

3

21.0

17

0

1986

0109

0112

-6.3

-2.6

4

18.2

13

3

1990

0125

0127

-3.0

-2.4

3

27.3

19

0

1991

0222

0225

-6.3

-5.2

4

49.7

30

35

1996

1201

1203

-0.4

-2.6

3

12.6

11

0

2001

0114

0117

-6.1

-2.9

4

26.2

23

4

2005

1217

1220

-1.6

-3.9

4

14.0

12

5

2008

1205

1207

-0.2

-2.7

3

19.0

15

0

2012
2013

1208
0103

1213
0105

-4.9
-3.8

-3.6
-2.8

6
3

27.5
24.3

21
16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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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발생한 한파이다. 저온일이 발생한 지점도 평

1990년대 각각 5.8일, 3.5일로 점차 감소하였다가

균 14.1개 지점이고 한파 지속기간도 다른 사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평균 4.1일로 다소 증가

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값을 보이지 않으므로

하였다.

-12.3℃라는 Ics 값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일최저

1회 한파 발생 시 저온일 지속기간을 분석한 경

기온의 극한 강도의 정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라 이

우도 1970년대 5.0일이었던 것이 1980년대∼2000

해할 수 있다. 실제 1981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의

년대까지 평균 3.5일로 수치가 감소하였다가 2010

한파 사례는 춘천, 원주, 수원, 충주, 청주, 대전,

년대 들어서 4.5일로 다시 증가하였다. 열파의 지

강화, 양평, 이천, 인제, 제천, 보은, 천안, 부여 등

속 기간이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

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1월 4일부터 8일

소하는 것과는 달리 한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

까지 일최저기온의 평균값은 -22.1℃로 매우 낮은

터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지속 기간이

수치를 보였고 양평의 경우 평균 -29.4℃로 한파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대별 저온일 지속기

기간 동안 3일 이상이 -30℃ 이하인 극한 저온 값

간의 변동성 또한 1980년대 이전까지는 표준편차

이 출현하였다.

가 3.2였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0.7,

분석기간 동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파 사

0.6으로 감소하며 변동성이 작아지다가 열파와 유

례는 열파 사례와 유사하게 각각 연평균 1.5회,

사하게 2010년대 들어서면서 2.1로 값이 증가하며

1.6회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열파 사례

변동성이 커졌다.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인 평균 1.0회이다. 저온

한국의 겨울철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시기는

발생일의 5년 이동평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

대한 3∼4일 후인 1월 23일 경이지만(Moon et al.,

소 경향이 뚜렷하다(Figure 5). 시대별 저온 발생

2014), 평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온 현상이

일은 1970년대 평균 7.0일이었던 것이 1980년대,

발생한다면 12월과 2월에도 한파가 발생할 수 있

4

days

frequency

frequency of CSs
5-year running mean of CSs
number of CSs

3

20

15

2

10

1

5

0

1980

1990

year

2000

2010

0

Figure 5. Interannual variability of cold days (CDs) and cold spells (CSs) during 197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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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tio of monthly cold days by period (1973~2015).

다. 본 연구에서는 월별 한파 발생 비율이 분석 기
간 동안 시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Figure 6).

한파 사례 군집분석에 이용한 변수도 열파 사례
의 경우와 같이 한파일 발생일의 특성을 표현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2월에도 한파

한파 시작일과 종료일 및 한파 지속기간, 한파 강

가 발생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2월의 한파

도와 규모를 표현하는 관측지점 당 -12℃ 이하 저

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의 한파 발

온일의 초과 기온 편차와 한파 온도 규모(한파 시

생 비율이 1990년대에 42.9%로 1980년대에 비하

지점별 최대 기온 편차값) 변수를 이용하였다. 또

여 증가하더니 2000년대에는 63.6%, 2010년대

한 저온일 발생 관측 지점 수, 저온일 발생 상세기

에는 66.7%로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후 지역 수, 핵심 한파 지역 수 등의 다양한 변수

는 겨울철 일최저기온의 가장 낮은 값의 출현이

값도 모두 표준화 한 후 군집 분석에 이용하였다.

1973∼2012년까지는 1월 23∼25일이었던 것이 최

한파 특성을 이용하여 구분된 5개의 군집은

근 2003∼2012년에는 1월 7일로 과거에 비하여 약

Table 5와 같다. A 군집은 분석기간인 1973∼2015

15∼20일 앞당겨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년 동안 5개의 군집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빈번한

다(Moon et al., 2014). 그러나 1990년대부터 최근

한파 특성을 나타낸다. 총 24회의 한파 사례 중 11

까지 선정된 시대별 한파의 사례가 제한되어 있으

회가 발생하였으나 특정 시대에 집중되지 않고,

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월별로는 1월과 2월에 발생하였다. 다른 군집에 비
하여 한파 강도와 규모, 지속 기간, 핵심 한파 지

2) 한파 사례의 군집 분석
Figure 7은 한파 사례의 유사점과 기본 특성을

역 등 모든 변수에서 대부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이용하여 한파 유형을 구분한 Dendrogram으로,

B 군집은 A 군집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1973∼2015년 동안의 한국에서 발생한 한파 사례

12월에 발생한 한파 사례가 주를 이룬다. 지속기

는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된다.

간이 가장 짧고 한파 강도 또한 -1.54℃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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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핵심한파 지역 수는 A

한파 사례로 한파 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군집에 비하여 값이 크다. 이는 1980년 12월 28일

E 군집은 저온일 발생 지역과 핵심 한파 지역이 가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한파 사례가 17개 핵심

장 많은 군집으로 낮은 저온 현상이 전 지역에 걸

한파 지역을 포함하여 그 외 B 군집에 속한 한파

쳐 발생하며 가장 광범위한 강한 한파 출현 특성을

사례의 핵심 한파 지역이 대부분 0이었음에도 불

나타낸다.
Figure 8은 한파 사례의 군집별 저온일의 기온

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C, D, E 군집은 한파 사례가 2∼3회로 발생 빈

편차 합을 지점별로 표현한 것이다. Ics값이 가장

도가 높지 않다. C 군집은 1970년대 주로 발생한

높은 군집의 분포도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순서

한파 사례들로 12월 중하순에 집중되어 발생하였

를 정하였다. 열파 사례의 지점별 고온 분포도와

으며 지속 기간이 5.7일로 가장 길다. 또한 저온일

비교하였을 때 Ics값이 가장 높은 군집인 D 군집

발생 지점이 가장 많으며 핵심 한파 지역 수도 비

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저온일의 기온 편차 합의 분

교적 높은 값을 보인다. D 군집은 1월에 발생한

포가 전국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지 않는다. 열파

A

D

C

B

E

Figure 7. Dendrogram of cold spell clusters.

Table 5. Mean characteristics of cold spells in individual cluster.
Cluster

Number of CSs

Ics

T

Duration

A

A
B

11

-3.3

-2.5

3.8

2.1

6

-1.5

-2.7

3.5

3.7

C

3

-5.6

-3.4

5.7

9.3

D
E

2
2

-11.0
-7.7

-4.4
-5.2

4.0
5.0

7.0
43.0

※Ics, cold spell extremity index (℃), T, temperature amplitude (℃), A, spatial extent of the CS core (number), D, duratio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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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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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ld spells by cluster analysis in South Korea during 1973~2015. Spatial patterns of the sum of
negative Tmin deviations below the 5% quantile of winter Tmin distribution are plotted.

의 경우 지속기간과 열파 강도 모두 높은 수치인

과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 E의 핵심 열파 지역의 분포는 전 지역에 걸쳐

일부 지역에 분포하였다. 이는 열파의 군집별 고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한파 사례는 핵심 한

온 편차값 합의 분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

파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점별 저온일 편차값의

나지 않고 전 지역에서 군집별로 강하거나 다소 약

합이 -10℃ 이하인 지역의 분포가 군집별로 특정

하게 일괄적인 특성을 보인다면 한파의 군집별 저

지역에 집중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온 편차값 합의 분포는 군집별로 지역의 특성을 포

Ics 값이 가장 낮은 B 군집은 한반도 서부 지역

함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저온 현상이 분포하
고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저온 편차의 합의 정
도가 낮은 수치를 보였다. A 군집은 B 군집에 비

5. 요약 및 결론

하여 전 지역의 저온 편차의 합이 다소 증가하였
으나 특정 지역에서 뚜렷하게 강한 저온 특성이 분

본 연구에서는 1973∼2015년 동안의 여름철 일

포하지 않았다. C 군집은 핵심 한파 지역이라 할

최고기온과 겨울철 일최저기온의 ±5% 이상인 날

수 있는 저온 현상이 강한 지역의 분포가 증가하며

이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각각 여름

특히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저온 지속기간이 상대

철 열파와 겨울철 한파로 선정하여 시공간적 특성

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분포가 뚜렷하다.

을 분석하였다.

E 군집은 핵심 한파 지역의 분포가 가장 광범위하

시대별 고온 발생일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게 전 지역에서 출현하는 군집으로 다른 군집과 비

비하여 1994년을 제외한 1990년대 이후 수치의 감

교하였을 때 지속기간과 한파의 강도가 모두 상대

소가 명확하지만, 시대별 저온 발생일은 1970년대

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며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가 2000년대

D 군집은 Ics값이 11.0으로 가장 높지만 핵심 한파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분석기간의 월별 열파 발

지역은 E 군집과 비교하였을 때 중북부 서부 지역

생 시기는 1970년대에는 7월에 집중되었다가 1980

한국의 열파 및 한파 특성에 관한 연구

165

년대 들어서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주로 집중되

다. 또한 관측지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열파와

어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열

한파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를 정량화하는데

파가 고루 발생하였고 1980년대에 비하여 특정 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자료로 제공

기에 열파 발생 집중도가 낮아지며, 2000년대 이

되는 한반도 격자값을 추가분석하여 열파와 한파

후에는 6월과 9월에도 열파가 발생함으로써 1970

사례별로 강도별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

년대와 1980년대의 열파 발생 시기가 변화하였다.

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

한파의 월별 발생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이다. 또한 한파의 특성과 발생 경향을 파악할 때

까지는 2월에도 한파가 발생하였지만 2000년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한파 사례의 경우 출현 빈

이후 2월 한파는 발생하지 않고 12월의 한파 발생

도가 낮으므로 한파의 강도별 기준을 다양화시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불안정한 최근 한파의 종합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열파와 한파의 발생일 및 종료일, 지속기간, 강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도와 규모, 열파와 한파 발생 시 공간적 영향을 받
는 범위 등의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결과 1973~
2015년 동안의 열파와 한파 사례는 각각 5개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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