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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연구에서는베이지안변화시점추정방법을이용하여평균기온및극한기온의변화시점을분석하고자하 다. 분석된기후

지수는 1960~2010년 동안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 한랭일일수, 한랭야일수, 온난일일수, 온난야일수이

다. 기온에서 변화시점은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의 경우 1988년, 한랭야일수 1987년, 한랭일일수

1986~1988년등모두 1980년대후반에나타났으며, 변화시점이후급진적인평균값변화를보 다. 기온의상위극값인온난야일수

와온난일일수에서는변화시점이나타나지않았다. 연평균최저기온과한랭야일수의경우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에변화시점

전과후의차이가뚜렷한반면에연평균최고기온과한랭일일수의경우그차이가뚜렷하지않았다.

주요어：변화시점, 평균기온, 극한기온, 급격한기후변화

Abstract：In this paper, the change-points of mean temperature and extreme tempera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nalyzed employing the BCPs (Bayesian Changing Points) estimation method. Annual indicators are analyzed: mean

temperature, mean maximum temperature, mean minimum temperature, cool days, cool nights, warm days, and warm

nights. In the results of BCPs applications, the significant change-points are detected in 1988 (annual mean temperature,

mean maximum temperature, and mean minimum temperature), 1987 (cool nights), and 1986-1988 (cool days). The

means of the temperature indicators have been shown abrupt shift after the change-points. No change-points were

detected in warm days and warm nights which indicated as upper extreme event of air temperature. In case of the

mean minimum temperature and cool nights, there we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point in

urban areas in comparison with non-urba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nual mean maximum

temperature and cool days.

Key Words : change-point, mean temperature, extreme temperature, abrupt climat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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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및연구목적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1906~2005)간 0.07℃

/10년의 변화율로 상승하 고 최근 50년 동안에는

0.13℃/10년의변화율로상승하여과거 100년간보다 2

배정도빠른상승추세를보 다(IPCC, 2007). 이러한

기후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등 다양

한 분야에 향을 미치고 있다(Yun and Lee, 2001;

Lee et al., 2009). 또한 최근에는 열파나 한파와 같은

극한기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이에대한취

약성은인구및사회기반시설이 집되어있는지역일

수록더욱크다(Lee and Heo, 2011). 극한 기상현상

은한번의발생으로도인명피해나재산손실에막대

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인이해와함께극한기온에서의급작스러운변화를정

량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기온의 변화시점(change-point) 분석은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지 혹은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

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기후값의 평균이

나 분산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있을뿐만아니라관측지점의이동이나관측기기의

변동등으로인한자료의비균질성이나타나는시점을

찾아내고기후변화의확률적 향을파악하는데사용

될 수 있다(Solow, 1987; Cox et al., 2002; Lund and

Reeves, 2002; Elsner et al., 2004). Hu(1997)는

1951~1994년의여름철월평균기온자료를이용하여

1970년대말에동아시아남부에서여름철기온의급격

한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 고 Qian et al.(2007)은 중

국북동부지역에서 1910년대와 1980년대에급격한기

온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구평균기온의 변화 특성

과 유사하다고 하 다. Fischer et al.(2011)은 1961

~2007년 중국 남부 주장강 유역에서의 평균기온, 최

고기온, 온난일 등의 변화시점을 분석하여 1986/87년

에유의한변화가있었으며, 이 변화시점이후에평균

및추세가크게증가하 음을밝혔다.

최근 많은 국내 기후변화 연구들이 기온의 변화를

정량화하려는데초점을두고있다. Jung et al. (2002)

은 1954~1999년동안 12개관측지점의기온변화를분

석하여 연평균기온이 +0.23℃/10년의 변화율로 상승

하 으며, 특히 겨울철 최고기온의 변화율이 +0.45℃

/10년으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다.

Choi et al. (2008)은 1973~2007년 동안 61개 지점의

기온자료를분석한결과겨울철최고기온과최저기온

이 각각 +0.60℃/10년, +0.54℃/10년의 변화율로 상

승하 음을 밝혔다. 또한 Lee et al. (2011)은 평년

(1971~2000) 대비 최근 10년(2001~2010)에 연평균기

온이 0.5℃ 상승하 으며, 전체 61개 분석지점 중 약

85%가통계적으로유의한기온상승추세를보이고있

음을 제시하 다.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극

한기온의 출현 빈도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Choi

(2004)는 1954~1999년 동안 최저기온의 최저값이

0.50℃/10년의변화율로상승하고있으며,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온난야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서리일수는

감소하고있음을제시하 다. Choi and Park (2010)은

북위 36.5°이북에 위치한 18개 지점의 1973~2009년

기온 자료를 이용한 중부지방의 한파 변화 연구에서

결빙일수(-1.6~-6.1일/10년), 혹한일수(-1.6~-7.3일

/10년), 한파지속기간(-0.7~-2.7일/10년)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 다. Lee and Heo (2011)는 1954~2010년

동안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의온난야비율의변화

율이 각각 +0.202%/년, +0.140%/년, +0.012%/년으

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변화가 크게 나타남을 제시

하 다. 또한겨울철극한기온지수인한랭일비율및

한랭야 비율 등도 도시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기울기값을제시하여평균및극한기온의변화경향

을확인하고있으며, 평균및극한기온에서의변화시

점을정량적으로탐지하고이시점을기준으로기후변

화추세의특성을파악한연구는없었다. 그동안하나

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 연구들을 보면 기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

나고있는 1980년대말을전·후로기후변화를분석하

고 있다(Choi et al., 2006; Choi and Kwon, 2008;

Choi et al., 2008; Heo and Lee, 2011). 이는 1980년

대말에뚜렷하게나타나는시베리아고기압강도변화

(Gong and Ho, 2002)와 전구평균기온 변화

(Houghton et al., 2001)를근거로한것으로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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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변화시점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이필요하다. 따라서기온시계열에서의변화시점

을 정량화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기후변화 연구에

서 변화시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근거

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기온변화 추세 및 변화시점 등 기후요소의 시간적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

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을 파악

하고, 변화시점 전·후 기후값 차이의 공간적인 특성

을분석하고자하 다.

2. 연구자료및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일

평균기온,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이다. 분석지점은

총 61개이며, 이중강릉, 서울, 인천, 울릉도, 추풍령,

전주, 대구, 포항,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등 14개지점은 51년(1960~2010) 동안의기상자료가

이용되었고, 그 외의지점은 38년(1973~2010) 동안의

자료가 이용되었다(Figure 1). 한반도 기후값은 14개

지점의평균값으로정의하 다.

평균기온및극한기온에서의변화시점분석을위하

여 사용한 기후 지수는 연평균기온(Tmean), 연평균 최

고기온(Tmax), 연평균 최저기온(Tmin), 한랭야일수

(TN10), 온난야일수(TN90), 한랭일일수(TX10), 온난

일일수(TX90) 등 7개이다(Table 1). 기온의평균값변

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

기온, 연평균최저기온에대한변화시점을분석하 으

며, 이와더불어기온의극값변화특성을파악하기위

해서는 변동 임계치를 사용한 여름철 관련 지수인 온

난야일수및온난일일수와겨울철관련지수인한랭야

일수 및 한랭일일수에 대한 변화시점을 분석하 다.

극한기온 지수에 대한 임계값 정의를 위한 기준 기간

은 변화시점 탐지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평년값 대신 이 연구의 전체 분석기간인 1960

~2010년으로하 다.

한반도의 7개 기후 지수의 변화시점을 탐지하기 위

하여 베이지안 변화시점(Bayesian Change Point) 추

정 방법을 이용하 다. 베이지안 변화시점 추정 방법

은각시점의변화확률을산정하여변화시점을추정하

는 방법이다(Barry and Hartigan, 1993). 연속시계열

에서의 변화시점은 변화 전후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

는상대적인개념이기때문에확정론적방법으로변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

적인 변화시점의 확률을 계산하여 변화시점을 결정하

는베이지안과정은변화시점을보다합리적으로추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Hwang et al., 2010). 베이지안

변화시점 추정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Barry

and Hartigan (1993)과Hwang et al. (2010)에상세히

기술되어있다. 본논문에서제시한 Figure 2와 Figure

5에서의각그래프는각시점에서의사후평균(posterior

mean)과 각 시점에서의 변화시점으로 판정될 확률인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나타낸다.

한국에서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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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s and data periods of the
weather stations used in this study. 
분석에 이용된 기상관측지점과 자료 기간



베이즈 이론(Bayes’s theorem)이란 두 확률변수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과 사후확률 사이의 관계

를나타내는것으로새로운사후근거가제시될때신

뢰값이어떻게갱신될것인가를말해준다. 예를들어,

새로운 정보가 없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하고, B라는새로운정보가주어졌을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A|B)라고 하면, P(A)는 사전확률,

P(A|B)는 사후확률을 말한다. 사후평균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 제시

한변화확률의해석에있어서사후평균이변화의시점

전후로 장기적인 지속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일시적 사

후확률의변화로보고이시점을변동시점으로해석한

다. 그리고 사후평균이 변화시점 전후로 장기적인 지

속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장기평균변화에 의한 장기적

사후확률의변화로보고이시점을‘변화시점’으로해

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변화시점 추정을 위하여

bcp package (Erdman and Emerson, 2007)를사용하

다. 그리고한반도의각기후지수및 61개관측지점

의기온변화율은선형회귀분석을통하여구하 으며,

t-검정을 통해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또한 변화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기후 지수에

대하여변화시점전과후평균및극한기후변화의공

간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61개 관측지점에 대

해변화시점전과후의기후지수평균값차이를분포

로나타내었다. 

3. 평균기온의변화시점

평균기온의 변화시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연평균기온(Tmean), 연평균 최고기온(Tmax), 연평균 최

저기온(Tmin)에대해베이지안변화시점분석을시행하

다. Figure 2는분석결과인사후평균과사후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사후확률 값이 크게 나타나면서 사후

평균값이전후로지속성을보이는해를변화시점으로

판단하 다. 연평균기온에 대한 사후확률을 보면

1960~2010년의분석기간동안 1988년에뚜렷한변화

시점이 나타났으며, 사후평균 값을 보면 1988년을 전

후로 평균값이 크게 상승하 다. 또한 연평균 최고기

온과최저기온역시 1988년에변화시점이나타나며이

시점을 전후로 각 기온의 평균값이 상승하 다. 분석

기간동안의연평균기온, 연평균최고기온, 연평균최

저기온의 변화율은 각각 +0.25℃/10년, +0.22℃/10

년, +0.26℃/10년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추세이다(p<0.01). 즉,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은 모두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1988년에 평균값의 큰 변화시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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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even temperature indicators used for analysis. 분석에 이용된 7개 기온 지수 목록

Abbreviation Term Definition Unit

Tmean

Annual mean 
Annual average value of daily mean temperature °C

temperature

Tmax

Annual mean maximum
Annual average value of TX (daily maximum temperature) °C

temperature

Tmin

Annual mean minimum 
Annual average value of TN (daily minimum temperature) °C

temperature

TN10 Cool nights Annual number of days when TN < 10th percentile days

TN90 Warm nights Annual number of days when TN > 90th percentile days

TX10 Cool days Annual number of days when TX < 10th percentile days

TX90 Warm days Annual number of days when TX > 90th percentile days



Table 2는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전(1960~1987)과

후(1989~2010) 기간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의 평균과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평균기온은 변화시점을 전후로 평균 13.0℃에서

13.8℃로 0.8℃ 상승하 으며, 연평균 최고기온과 최

저기온 역시 각각 17.6℃에서 18.4℃, 9.2℃에서 10.0

℃로모두 0.8℃씩상승하 다. 즉, 한반도의평균기온

은 1988년을 변화시점으로 하여 0.8℃ 상승하 다고

할수있다. 

변화시점전과후기간의변화율을비교해보면연평

균기온과 연평균 최저기온의 경우 전반기에는 변화율

이 각각 -0.01℃/10년, -0.04℃/10년으로 음의 값을

보이나 그 값이 작다. 반면에 후반기에 연평균기온과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율은 각각 +0.11℃/10년,

+0.21℃/10년으로비교적크다. 연평균최고기온의경

우변화시점전에는변화율이 +0.04℃/10년으로양의

값을, 변화시점 후에는 -0.06℃/10년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모두 변화율 값이 작다. 즉, 연평균 최고기온

과 연평균 최저기온 모두 전반기에는 변화율 값이 작

아서변화가뚜렷하지않다고할수있으며, 1988년의

변화시점이후연평균최고기온은여전히변화경향이

나타나지않는반면에연평균최저기온은빠르게상승

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연평균기온, 연평균최고

기온, 연평균최저기온모두변화시점전후기간동안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변화율이 비교적 큰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변화시점 전 기간에는 모든 기

온의변화경향이뚜렷하지않으며, 후 기간에최저기

온의지속적인상승추세가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즉, 연평균 최고기온은 1988년 변화시점 전후의 급

진적인평균값상승이분석기간전체의선형적인변화

율에 크게 향을 미쳤고, 연평균 최저기온은 변화시

점 전후의 평균값 상승뿐만 아니라 변화시점 이후 지

속적인 상승이 분석기간 전체의 변화 경향에 향을

미쳤다고할수있다. 그리고연평균기온은연평균최

저기온의 향으로 1988년 이후 상승 경향이 뚜렷하

다. 

기온 변화시점 전과 후 기온 차이의 공간적인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3~1987년의 기간과 1989

~2010년 기간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

균 최저기온의 차를 구하여 지도화 하 다(Figure 3).

연평균기온은 변화시점 전 기간 대비 후 기간에 문경

을 제외한 전 지점에서 기온이 상승하 다. 연평균기

한국에서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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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sterior probability and posterior means
for time series of Tmean (a), Tmax (b), and Tmin (c).
Tmean(a), Tmax(b), Tmin(c)에 대한 사후확률과 사후평균



온이가장크게상승한곳은원주로 1.4℃상승하 고,

수원과 청주도 각각 1.3℃, 1.2℃로 기온이 크게 상승

한곳이다.

1988년의변화시점을기준으로연평균최고기온역

시 문경을 제외하고 전 지점에서 기온이 상승하 다.

연평균최고기온이가장크게상승한인천과합천에서

는 1.3℃상승하 다. 그밖에구미, 거창, 원주, 순천,

이천등에서도 1.0℃이상기온이비교적크게상승하

다. 반면에 연평균 최고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작은

곳은홍천(0.01℃)이다.

연평균최저기온도문경과해남을제외하고전지점

에서 1988년의변화시점을기준으로기온이상승하

다. 연평균최저기온의상승폭이가장큰곳은수원과

원주로 1.7℃상승하 으며, 그다음은포항으로 1.5℃

상승하 다. 반면에연평균최저기온의상승폭이가장

작은곳은의성(0.01℃)과추풍령(0.02℃)으로거의변

화가없다.

연평균최고기온과최저기온의 1988년전과후기간

의 기온 차이의 공간적인 특성을 보면 연평균 최고기

온의상승은대체로지역별로고르게나타나고있으며

대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에기온상승의차가뚜

렷하지 않다. 반면에 연평균 최저기온은 수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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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e-period before and after for Tmean, Tmax and Tmin.
변화시점 전과 후 Tmean, Tmax, Tmin 차이의 공간 분포

Table 2. Annual means (°C) and trends (°C per decade) of three temperature indicators in the time-period
before (1960~1987) and after (1989~2010), averaged of 14 stations in Korea. 한반도의 변화시점 전(1960~1987)

과 후(1989~2010) 기간에 대한 세 기온 지수의 연 평균값(℃) 및 변화 경향(℃/10년)

Indicators Tmean Tmax Tmin

Annual mean 1960~1987 13.0 17.6 9.2
Annual mean 1989~2010 13.8 18.4 10.0
Linear trend 1960~1987 -0.01 +0.04 -0.04

Linear trend 1989~2010 +0.11 -0.06 +0.21

°C



대구, 울산, 청주등의대도시에서비교적기온상승폭

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기온이크게상승한지역과

작게상승한지역의구분이뚜렷하다. 즉, 연평균최고

기온은 1988년을변화시점으로전지역적으로기온상

승이나타난반면에연평균최저기온은 1988년변화시

점이후도시화가많이진행된지역에서기온이더크

게상승하 다고할수있다. 이것은최고기온보다최

저기온이 도시화의 향을 더 많이 받으며, 1988년의

변화시점 이후에 도시화의 향이 최저기온의 상승에

크게 향을미쳤다는것을의미한다.

문경에서는연평균기온, 연평균최고기온, 연평균최

저기온모두 1988년을전후로하강하 다. 1973~2010

년 동안 문경의 연평균기온의 변화율은 -0.14℃/10년

(p=0.071)으로하강경향을보이고있어한반도의전반

적인기온상승과는다른추세이다. 문경의기온하강

추세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계절별 평균기온, 최

고기온, 최저기온의 변화율을 구하 다(Figure 4). 문

경의겨울철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모두상

승하는 경향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다.

반면에 봄, 여름, 가을의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

온은모두하강경향이며, 특히여름철기온의하강은

통계적으로유의하다. 문경의여름철평균기온의변화

율은 -0.46℃/10년으로 비교적 하강폭이 큰 편이다.

즉, 문경의 연평균기온 하강은 여름철 기온의 하강에

크게 향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Table 3을보면

1973~2010년동안여름철평균기온은전분석지점의

약 50%가 하강 경향이거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 또한상승경향을보이는지점대부분통계적으로

한국에서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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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near trend of seasonal temperature for 1973~2010 at Mungyeong (* p<0.05; ** p<0.01).
1973~2010년 동안 문경의 계절별 기온 변화율

Table 3. Number of stations with positive or negative time trends of summer mean temperature during
1973~2010. 여름철 평균기온 변화율이 양의 값인 지점과 음의 값인 지점의 수(1973~2010)

Positive Negative

Significant No-significant Significant No-significant

Summer Tmean 6 26 1 8 20

No trend

(<0.01°C per year)



유의하지 않았다. Lee and Heo (2011)는 극한기온의

변화 분석에서 문경의 여름철 관련 극한기온 지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 고, Lee et al. (2011)은 평년

(1971~2000) 대비 최근 10년(2001~2010)에 문경 및

목포 등에서 기온이 감소하 음을 보 다. 향후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 변화 특성과 그 원인에

관하여더많은분석이요구된다.

4. 극한기온의변화시점

극한기온의 변화시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한랭야일수(TN10), 온난야일수(TN90), 한랭일일수

(TX10), 온난일일수(TX90)에 대해 변화시점 분석을

시행하 다(Figure 5). 한랭야일수에대한사후확률을

보면 1960~2010년 분석기간 동안 1987년에 뚜렷한

변화시점이나타났으며, 사후평균값을보면 1987년을

전후로 하여 평균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5a). 한랭일일수에대한사후확률을보면 1986

년에가장최대값을보이고있으며 1988년에도비교적

높은 값이 나타났다(Figure 5c). 한랭일일수의 사후평

균 값을 보면 1986~1988년을 전후로 하여 평균값의

감소가크게나타났다. 한랭일일수의경우 1971년에도

높은 사후확률 값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과 후 기간의

평균차이가 1986~1988년의변화시점에비해크지않

다. 온난야일수와온난일일수에대한사후확률을보면

변동시점이나 변화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Figure 5b

and 5d). 선형회귀분석을통해각극한기온지수의변화

율을 구해보면 한랭야일수와 한랭일일수는 각각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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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osterior probability and posterior means for time series of TN10 (a), TN90 (b), TX10 (c), and TX90
(d). TN10(a), TN90(b), TX10(c), TX90(d)에 대한 사후확률과 사후평균



일/10년과-3.85일/10년의통계적으로유의한감소를보

이며(p<0.01), 온난야일수와 온난일일수는 유의한 변화

경향을보이지않는다.따라서한랭야일수의경우전반

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1987년을 전후로 평균값의 큰

변화가 나타나며, 한랭일일수의 경우에는 1986~1988

년의 시점에서 평균값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있다. 반면에온난야일수와온난일일수는분석기간

동안 변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평균값의 이동도 나

타나지않음을알수있다. 즉, 최고기온과최저기온의

상위 극값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하

위 극값에 해당하는 날의 수는 기온의 상승으로 감소

하 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것은기후변화로인해

나타나는최근의기온상승이기온의상위극값에는크

게 향을미치지않는반면에기온의하위극값의상

승에 향을미쳤다는것을의미한다.

Table 4는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기간의 한

랭야일수와 한랭일일수의 평균과 변화율을 나타낸 것

이다. 한랭야일수는변화시점을전후로평균 43.0일에

서 28.1일로 14.9일감소하 으며, 한랭일일수는 42.3

일에서 27.8일로 14.5일 감소하 다. 변화시점 전과

후 기간의 변화율을 보면 한랭야일수의 경우 각각

+1.17일/10년, +1.38일/10년의 변화율로 양의 값을

보인다. 그러나 1960~2010년의전체분석기간에대한

한랭야일수의 변화율은 -4.06일/10년으로 감소 추세

이다. 한랭일일수의경우에도전체분석기간에대해서

는-3.85일/10년의뚜렷한감소경향을보 으나변화

시점 후 기간의 변화율은 양의 값을 보 다. 즉, 한랭

야일수와 한랭일일수 모두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나타

나고 있는 감소 추세가 변화시점 이후에서의 급격한

평균값변화로인한결과임을알수있다. 이것은기온

의하위극값에해당하는일수가전분석기간동안점

진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점에서 급격하게

감소한것임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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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e-period before (1960~1986) and

after (1988~2010) for TN10. 변화시점 전(1960~1986)
과 후(1988~2010) TN10 차이의 공간 분포

Table 4. Annual means (days) and trends (days per decade) of extreme temperature indicators in the time-
period before (TN10 1960~1986; TX10 1960~1985) and after (TN10 1988~2010; TX10 1989~2010),
averaged of 14 stations in Korea. 한반도의 변화시점 전(TN10 1988~2010; TX10 1989~2010)과 후(TN10

1988~2010; TX10 1989~2010) 기간에 대한 극한기온 지수의 연 평균값(일) 및 변화 경향(일/10년)

Indicators TN10 TX10

Annual mean in the period before 43.0 42.3

Annual mean in the period after 28.1 27.8

Linear trend in the period before +1.17 -0.19

Linear trend in the period after +1.38 +4.80



Figure 6과 Figure 7은각각한랭야일수(TN10)와한

랭일일수(TX10)의변화시점전과후차이의공간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최저기온의 하위 극값에 해당하는

날인한랭야일수는 1987년의변화시점을기준으로최

근에 해남을 제외한 전 지점에서 감소하 다. 한랭야

일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제주도로 제주와 서귀

포에서각각 21.6일, 21.5일감소하 다. 그밖에대구

(-21.0일), 포항(-20.5일), 울산(-20.3일) 등에서도 20

일이상한랭야일수가감소하 다. 한랭야일수의감소

폭이가장작은곳은서산(-2.9일)이며, 진주(-3.0일),

금산(-3.4일), 장흥(-3.9일) 등에서도 감소폭이 작다.

1987년의변화시점을기준으로한랭야일수의변화분

포를 보면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 분포에서와 같이

비교적규모가큰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의차이

가뚜렷하게나타난다. 즉, 평균적인최저기온뿐만아

니라 최저기온의 하위 극값 변화 역시 도시화의 향

을반 한다고할수있다.

최고기온의하위극값에해당하는날인한랭일일수

는 1986~1988년의변화시점을기준으로전지점에서

감소하 다. 한랭일일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합

천과 이천으로 모두 19일 감소하 으며, 구미, 순천,

거창, 원주등에서도 17일이상크게감소하 다. 반면

에한랭일일수의감소가가장작은곳은문경으로 4.6

일 감소하 다. 그 다음으로 완도와 홍천에서도 한랭

일일수의 변화값이 -4.7일, -6.2일로 감소폭이 작다.

한랭일일수의변화크기는한랭야일수에비해지역간

의차이가크지않다. 즉, 최고기온의특성을반 하는

한랭일일수의 경우 최고기온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도시와비도시지역간의차이가크지않으며, 최저기

온의특성을반 하는한랭야일수에비해도시화의

향이작다고할수있다.

5. 토의및고찰

한국의 기온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상승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향으로 기온의 하위 극값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02; Ryoo et al., 2004). 이 연구에

서기온지수의변화시점은대체로 1980년대후반에나

타났다.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

온의변화시점은 1988년이었다. 이러한결과는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온 변화시점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Fischer et al. (2011)에의하면 1961~2007년의분

석기간에 대해 중국 남부 주장강 유역에서의 기온 변

화시점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기온은 1986/87년에 가

장 뚜렷한 변화시점이 나타났다. 또한 황하 유역에서

는 1960~2001년동안연평균기온의급격한변화시점

이 1980년대후반에나타났으며, 0.8℃의기온이상승

하 다(Zhao et al., 2007). Gong and Ho (2002)는시

베리아고기압의강도가 1980년대초이후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 이후로 그러한 경향이

매우강하게나타나고있음을제시하 다. 즉, 1988년

에 기온 변화시점이 나타나는 것이 1980년대 말 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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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e-period before (1960~1985) and

after (1989~2010) for TX10. 변화시점 전(1960~1985)
과 후(1989~2010) TX10 차이의 공간 분포



리아고기압강도의뚜렷한감소와도관련이있을것으

로 보이며 향후 변화시점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연구

가요구된다.

기온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기상현상에서

도 변화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랭야일

수에서의변화시점은 1987년, 한랭일일수에서의변화

시점은 1986~1988년의 기간이었다. 극단적인 기상현

상에서의변화시점은분석요소에따라비교적다양하

게나타났다. Chu(2002)는 1966~2000년동안북태평

양중부에서의태풍빈도에대하여변화시점을분석한

결과 1982년과 1995년에변화시점이나타났음을보

으며, Chu and Zhao (2004)에 의하면 1966~2002년

동안북태평양중부에서의태풍강도의경우 1982년에

변화시점이나타났다. Kim et al. (2009)은 1976~2005

년의 30년 동안 한국의 연 최대 강수량 변화시점이

1997년에 나타났으며, 변화시점 이후에 연 최대 강수

량이 10% 이상 증가했음을 제시하 다. 또한, Zhao

and Chu (2010)는 1950~2006년 동안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국제공항의호우빈도를분석하여 1970년에

변화시점이나타난것을보 다.

기후는 서서히 변하기도 하지만 기후 레짐(regime)

이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Alley et al.,

2003; Hare and Mantua, 2000). 선형회귀분석을통한

변화율을보면 1960~2010년동안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최저기온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

게상승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온상승이점진적

으로나타난것이아니라 1988년의변화시점을전후로

평균값이급격하게상승하 다. 특히연평균기온과연

평균 최저기온을 보면 1988년 변화시점 이후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평균 최고기온보다 연평균

최저기온의 상승이 변화시점 이후 더 뚜렷한 것은 일

최저기온이 도시화의 향을 더 받기 때문인 것과 관

련지을 수 있다(Li et al., 2010; Lee and Heo, 2011).

또한, 평균적인기온뿐만아니라극한기온에서도급격

한기후변화시점이나타났다. 한랭야일수와한랭일일

수 모두 변화시점에서의 급격한 평균값 이동을 보

다. 그러나 기온의 상위 극값에서는 변화시점이 나타

나지않았다.

이연구에서는베이지안변화시점추정방법을통해

기온시계열에서의급격한변화시점을탐지하 다. 그

동안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기후 차

이를파악함으로써기후변화특성을파악하고자한연

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온

상승이뚜렷하게나타나는 1980년대말을기준으로기

후특성의변화를파악하기위하여 1987/88년의시점

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Choi et al.(2006)은

1988년이전과이후의봄철개시일의차이를비교하

으며, Choi and Kwon(2008)은 겨울철강수형태변화

연구에서이시점전과후의겨울철상층기압장차이

를 비교하 다. 또한 Choi et al.(2008)은 기온과 강수

량의일별특성변화를파악하는데이시점을기준으

로하 으며, Heo and Lee(2011)는 이시점을기준으

로 일교차 변화를 분석하 다. 이들 연구는 1980년대

말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베리아고기압 강도 변화

(Gong and Ho, 2002)와 전구평균기온 변화

(Houghton et al., 2001)를근거로기준시점을정의하

고있다. 이연구에서정량적인분석방법을통해탐지

된변화시점은이들연구의기준시점에대하여근거가

될수있을것이며, 향후기후변화연구에서분석기간

을정의하는데있어서명확한기준을제시하는데활

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 요약및결론

이연구에서는베이지안변화시점추정방법을이용

하여 1960~2010년기간에대해평균기온및극한기온

에서의 변화시점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비교적 장기간(1960~2010)의 관측 자료를

보유하고있는 14개기상관측지점을평균한한반도기

온에서의 변화시점을 탐지하고, 1973~2010년간 자료

를 보유한 61개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변화시점 전후

기온 차이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얻었다.

한반도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

저기온에서변화시점은모두 1988년에나타났으며, 이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0.8℃의 기온이 상승하

한국에서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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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평균 최고기온의 경우 1988년 변화시점을 전후

로 한 급진적인 평균값 상승이 분석기간 전체의 기온

상승 추세에 향을 미쳤다. 연평균 최저기온은 1988

년 변화시점을 전후로 평균값이 급진적으로 상승하

고 변화시점 이후 지속적인 상승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러한요인이분석기간전체의높은기온상승추세에

향을미쳤다. 연평균기온의경우연평균최저기온의

향으로변화시점전후의평균값상승뿐만아니라변

화시점 이후 지속적인 상승이 분석기간 전체의 변화

경향에 향을미쳤다.

한반도의 한랭야일수 및 한랭일일수에서의 변화시

점은 각각 1987년, 1986~1988년이며, 모두 변화시점

전후로 평균값이 크게 감소하 다. 기온의 하위 극값

인 한랭야일수와 한랭일일수 모두 선형회귀분석을 통

해 나타나고 있는 감소 추세가 지속적인 감소가 아닌

변화시점 이후의 급격한 평균값 감소에 의해 나타났

다. 반면에 기온의 상위 극값인 온난야일수와 온난일

일수에서는변화시점이나타나지않았다. 이는여름철

보다 겨울철에 기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연평균최고기온의경우 1988년변화시점이후비교

적기온상승이지역별로고르게나타난반면에연평균

최저기온은변화시점이후도시화가많이진행된지역

에서기온상승이더크게나타났다. 또한, 한랭야일수

의경우변화시점이후비교적규모가큰도시지역과

비 도시 지역 간에 차이가 뚜렷한 반면에 한랭일일수

의경우에는도시와비도시지역간의차이가크지않

았다. 

기후에서변화시점을파악하는것은기후변화에대

한포괄적인이해뿐만아니라극한기상현상을예측하

고대응하는데중요하다. 홍수조절, 수자원관리, 재

난대비등기후위험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

서변화시점의파악은유용한정보가될것이며, 정량

적으로 탐지된 변화시점은 기후변화 연구에서 기후의

급변하는시점에대한명확한기준이될것이다. 본연

구를 통해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에서 기온 상승 경향

이점진적으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변화시점을기준

으로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대기대순환 패턴과의 관련성 분석 등을 통하여

기온에서나타난급진적인변화시점에대한원인파악

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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