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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 규모별 습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명찬*·이승호**

A Study on the Change of Humidity by City Size in South Korea
Myungchan Ko* · Seungho Lee**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지난 58년(1954~2011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보유한 14개 기상관측소의 일평균 상대습
도, 일평균 수증기압을 분석하여 도시 규모별 습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평균 상대습도는 분석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도시에서 비도시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계절별로는 봄철과 겨울철에 상
대습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여름철에는 변화율이 작다. 연평균 수증기압은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
고, 도시 규모에 의한 변화율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상대습도와 평균기온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도시
규모에 따른 상대습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대습도와 수증기압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도
시 규모에 따른 수증기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한국에서 상대습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도시화에 의한 기온
상승 경향과 상당히 일치하지만, 수증기압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주요어 : 도시 규모, 상대습도, 수증기압, 평균기온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humidity by city size in South Korea. Using daily
mean relative humidity and water vapor pressure during the period of 1954~2011 for 14 weather stations
in South Korea, the change of humidity by city size was analyzed. The change of relative humidity had
a continuous decreasing trend for the period of 1954~2011. The decreasing trend in large city was bigger
than these of rural one. The seasonal relative humidity was significantly changed in spring and winter. The
change of water vapor pressure was rarely changed significance of the results by city size. It was not shown
the result to constant trend by city size.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mean temperature. And change of relative humidity was correlated with city size. Moreover, there was not
correlation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water vapor pressure by city size. The decreasing trend of relative
humidity was similar to increasing trend of temperature by urbanization. However, there was not shown
significant result of water vapor pressure.
Key Words : city size, relative humidity, water vapor pressure, mea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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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Adebayo, 1991; Jauregui

1. 서론

and Tejeda, 1997; Holmer and Eliasson, 1999; Unger, 1999; Deosthali, 2000; Unkašević et al., 2001;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Mayer et al., 2003; Kuttler et al., 2007; Liu et al.,

라, 쾌적함에 영향을 미치는 습도도 기온과 함께 체감

2009). Adebayo(1991)는 나이지리아 이바단을 대상

온도, 건조주의보 등과 같은 생활지수로 일상생활에

으로 도시화에 의한 시기별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

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도시화로 인

여, 도시에서 주변 지역보다 상대습도의 감소율이 크

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상대습도

다고 하였다. Jauregui and Tejeda(1997)는 멕시코의

는 감소한다(Landsberg, 1981). 상대습도는 인간생활

멕시코시티에서 도시와 비도시의 시기별 비습 변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시-비도시간의 차이가

를 분석하여, 높은 기온에 의한 증발로 비도시보다

작으며(Chandler, 1967), 기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도시에서 비습이 높다고 하였다. Holmer and Elias-

(Arnfield, 2005; Sherwood et al., 2010).

son(1999)와 Deosthali(2000)는 각각 스웨덴 예테보

전구 평균기온은 1906~2005년 사이에 0.74℃±

리와 인도 푸네를 대상으로 도시화에 의한 열섬이 도

0.18℃ 상승하였다(Trenberth et al, 2007). National

시와 주변 지역의 수증기압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2009)은 서울과

다. Unger(1999)는 헝가리의 세게드를 대상으로 도시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의 기온 상승률이 1.7℃

와 주변 비도시의 상대습도 차이와 시기별 변화 패턴

/100년으로 전구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

을 분석하고, 주변의 수증기 공급원, 기온 등이 상대

고, 그중 20~30%는 도시화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였

습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Unkašević

다. 도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도시에서 상대습도의

et al.(2001)와 Mayer et al.(2003)는 각각 세르비아 벨

감소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시와 비도시간 상

그라드와 독일 뮌헨을 사례로 하여 열섬강도와 상대

대습도 변화율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습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시 규모별로 차이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 추세로 전 지구

가 있다고 하였다. Kuttler et al.(2007)은 독일의 크레

적 기온 변화는 관측 자료와 모델링에 의해 많은 연

펠트를 대상으로 도시와 주변 비도시의 수증기압 차

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상대습도 변화는 부족한 공

이를 분석하여, 시기별 수증기압 변화 패턴을 파악하

간 자료와 불균질한 시계열 자료로 인해 다양한 자료

였다. Liu et al.(2009)는 중국 베이징을 대상으로 도

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Hulme et al., 1992;

시화에 따른 상대습도 변화를 연구하여 상대습도가

Elliott, 1995; Wang et al., 2002; Dai, 2006). Hulme

도시화의 영향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et al.(1992)은 기상관측 자료와 함께 라디오존데 자료

한국에서는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화에 의

를 활용하여 전 지구적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였으

한 상대습도의 변화 경향이 분석되었다(Choi, 1988;

며, 아프리카에서 사막화 등에 의한 건조 경향이 뚜

Um et al., 1997; Yoon, 200; Um et al., 2007; Seo et

렷하다고 하였다. Elliott(1995)과 Wang et al.(2002)

al., 2010, Park et al., 2012). Choi(1988)는 서울, 대

은 기상관측 자료, 라디오존데 자료, 위성 자료 등을

구, 부산 등의 한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상대습도의

활용하여, 장기간 전 지구적인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상대습도와 인구밀도, 자동

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Dai(2006)은 Parallel

차수 등의 도시화지표,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관측

Climate Model(PCM)으로 전 지구적인 상대습도 변

자료 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Um et al.(1997,

화를 분석하여, 전 지구적인 상대습도 변화가 0.6%

2007)은 각각 서울과 인천, 수원 그리고 부산과 밀양

이내에서 작다고 하였다.

을 대상으로 도시와 주변지역의 장기간 상대습도 변

상대습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도시화가 진행됨

화를 분석하여,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과 도시화에 의

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와 비도시의 상대습도 차이

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Yoon(2001)은 토지피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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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시녹지를 대상으로 상대습도와의 관련성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여, 토지피복현황 및 수림의 계층구
조에 따라 상대습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Seo et al.(2010)은 서울, 대구, 부산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분석하여 기온 변화가 상대습도의 변화
보다 먼저 나타나며, 이로부터 상대습도의 변화가 뚜
렷하다고 하였다. Park et al.(2012)은 부산과 목포를
비교하여, 도시와 비도시의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
고 도시화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에
서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였지만, 사용된 관측 지점
수가 적어 도시·비도시간 상대습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대습도의 변화가 실제 수증기량
의 변화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한
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비도시간 기후 특
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규모별 습도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 규모별 습도 변
화를 분석하여 습도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
한 도시효과에 의한 기온상승이 도시 규모별로 상대

Figure 1. Weather stations. 분석 지점

습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습도의 변화가 수
증기량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

1991). 이 연구에서도 습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

상대습도와 수증기압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Lee and Heo(2011)의 결과를 사용하여 도시 규모별
습도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1) 58년 동안 분석이

2. 연구 자료 및 방법

가능한 관측 지점 중 대도시는 6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중소도시는 6개(포항, 전주, 목포,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
평균기온,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 수증기압이다.

제주, 강릉, 여수), 비도시는 2개(추풍령, 울릉도) 지
점이다.

분석기간은 한국전쟁 이후로 결측일이 포함되지 않

습도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4개 지점

는 1954~2011년의 58년간이다. 분석에 이용된 기상

의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의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상

관측 지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

대습도는 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위하

포, 강릉, 여수, 제주, 포항, 전주, 추풍령, 울릉도 등

여 7년 이동평균 하였다. 시계열 분석은 연평균, 월평

14개 지점이다(Figure 1).

균 그리고 계절평균 상대습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상대습도는 수치 표현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기 때

다. 상대습도 변화 경향의 추세는 회귀분석을 사용하

문에 습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기온의

여 분석하였다. 평년값은 30년 평균값으로 사용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도시기후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수

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기간이 58년이므로 1982

증기량을 나타내는 수증기압도 사용된다(Adebayo,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반기(1954~1982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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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를 후반기(1983~2011년)로 구분하여 상대습도

준으로 상대습도의 극한사상에 적용하였다. 습윤일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도시 규모에 따른 상대습도

은 일평균 상대습도 90퍼센타일 초과, 건조일은 일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 지점별 변화율을 도

균 상대습도 10퍼센타일 이하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 규모별로 평균하였다. 상대습도 변화율의 분포를

도시 규모에 따른 상대습도의 변화 강도를 파악하였

파악하기 위하여 기간별 평균 변화율의 분포도를 작

다.

성하였다. Jung et al.(2002)과 Choi et al.(2008)는 한

도시화에 의한 기온상승이 상대습도에도 영향을

반도에서 계절별로 강수 특성이 뚜렷하고 기온상승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온과 상대습도의 상

경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계절별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기온을 독립변수로 상대습

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

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른 상대

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봄(3, 4, 5월), 여름

습도의 변화가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에서도 나타나

(6, 7, 8월), 가을(9, 10, 11월), 겨울(12, 1, 2월)로 구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수증기압과 상대습도의 상관

분하여 분석하였다.

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증기압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의미하므로 수
증기압을 사용하여 도시 규모별로 수증기량의 변화

3. 결과

를 파악하였다. 상대습도의 변화가 수증기압에서도
같은 변화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
대습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증기압 변화를 분석
하였다. 즉 상대습도의 변화와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1) 연평균 상대습도의 변화

가 같은 변화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기간동안 14개 관측 지점의 일평균 상대습도

분석기간동안 도시 규모별 연평균 상대습도의 차

를 분석하여 전체 상대습도의 10퍼센타일과 90퍼센

이가 있다. 즉, 대도시 67.5%, 중소도시 68.8%, 비도

타일을 기준으로 습윤일과 건조일 변화를 분석하였

시 71.4%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상대습도는 낮다. 전

다. SDARDEX와 ETCCDI 지수 등에서 극한사상을

반기인 1954~1982년 기간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대

분석하는데 사용하며, 장기간의 평균을 고려한 변동

도시 69.7%, 중소도시 70.6%, 비도시 71.8%이다. 후

임계치인 10번째 퍼센타일과 90번째 퍼센타일을 기

반기인 1983~2011년 기간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대

Table 1. The changes of annual relative humidity by city size and period. 도시 규모와 기간별 연평균 상대습도 변화
periods

first half-period
(A)

second half-period
(B)

B-A

average(%)

69.7

65.3

-4.4

rate of the change
(%/year)

-0.06*

-0.27**

-0.21

average(%)

70.6

67.0

-3.6

rate of the change
(%/year)

0.02

-0.16**

-0.18

average(%)

71.8

71.1

-0.7

rate of the change
(%/year)

-0.01

-0.15**

-0.14

class
large city

medium and small city

rural

* α=0.05 significant, ** α=0.01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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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65.3%, 중소도시 67.0%, 비도시 71.1%이다. 이

서 1980년대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것과 달리 증가

와 같이 두 기간 사이에 도시 규모가 클수록 연평균

한 후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는 경향이다.

상대습도의 감소폭이 크다. 즉 전반기와 후반기 연

연평균 상대습도 변화율도 도시 규모별로 차이가

평균 상대습도의 차이는 대도시 -4.4%, 중소도시

명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도시 규모가

-3.6%인데 반해 비도시에서는 -0.7%이다(Table 1).

클수록 감소율이 커서 대도시 -0.16%/년, 중소도시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지역규모의 기온상

-0.11%/년, 비도시 -0.04%/년 순이다. Table 1에서

승도 상대습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ure 2

보듯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연평균 상대습도 감소

는 분석지점의 연평균 상대습도 7년 이동평균을 나타

율이 크며, 대도시에서 이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전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규모별로 연

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도시의 영향이 큰 것이라 판단

평균 상대습도의 변화 차이가 뚜렷하다. 분석기간 초

된다.

기인 1950~60년대에는 도시 규모별 연평균 상대습

Figure 3은 관측 지점별로 연평균 상대습도의 변화

도 차이가 적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고

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상

있다. 초반기 10년(1954~1963년) 동안의 대도시와

대습도 변화율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이어서 관측

비도시의 상대습도 차이는 1.1%이지만 후반기 10년

지점별로 보면, 14개 분석지점에서 모두 상대습도가

(2002~2011년)의 그 차이는 6.5%이다. 즉 최근의 도

감소하였다. 서울, 강릉, 울산, 포항, 전주, 인천, 대

시와 비도시 사이의 상대습도 차이가 더 커졌다.
대도시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상대습도의 변
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그 후 감소 경향이 뚜렷
하다. 1961년 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부터 도
시화는 급속하게 전개되어, 1970년대 대도시에 집중
된 인구가 전체 인구의 77.7%에 이를 정도로 도시화
가 가속화 되었으며(Cho, 2003), 70년대 이후 도시화
율의 뚜렷한 상승은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이 1970년
대 이후 뚜렷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
도시의 경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 경향이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와 같이 감소 경향이다.
비도시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되며, 도시에

Figure 2. The changes of annual relative humidity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연평균 상대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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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ate of the change (%/year) of annual
relative humidity in South Korea.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연평균 상대습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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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주, 광주, 추풍령, 부산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여수
와 목포, 울릉도는 감소 경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Figure 3). 대도시인 대구(-0.203%/년)와
울산(-0.202%/년)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전주
(-0.192%/년)와 서울(-0.180%/년), 강릉(-0.178%/
년)도 상대습도의 감소율이 크다. 이에 반하여 비도
시인 추풍령의 감소율은 -0.078%/년에 불과하다. 연
평균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은 대체로 지리적 위치보
다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산은 대
도시임에도 변화율이 작았다. 이러한 원인을 Kim et
al.(2001)은 해풍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대한 수
역으로부터 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2) 시기별 상대습도의 변화
Lee and Heo(2011)에 의하면 한국의 기온은 여름철
보다 겨울철에 상승 경향이 뚜렷하다. 기온뿐만 아니
라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뚜렷한 한국에서 상대습도
도 계절별로 변화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봄철 상대습도는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이후 감소 경향
이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이
는 연평균 상대습도의 변화 경향과 비슷하다. 비도시
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상승
경향이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다(Figure
4). 분석기간 동안 봄철 상대습도 변화율은 대도시
-0.19%/년, 중소도시 -0.16%/년, 비도시 -0.07%/
년 순으로 대도시에서 더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여름철 평균 상대습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완만한 감소 경향이나 비도시에서는 1970년대 중
반까지 상승 경향이고 이후로 감소 경향이 뚜렷하
다. 1980년대 중반까지 다시 상승 경향이다가 2000
년대 초반 급격한 감소 경향이다(Figure 4). 분석기
간 동안 여름철 평균 상대습도는 변화율은 대도시
에서 -0.11%/년, 중소도시에서 -0.04%/년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고, 비도시에서
- 24 -

Figure 4. The changes of seasonal relative humidity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계절평균 상대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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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가을철 평균 상대습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증가
경향이지만 이후로는 감소 경향이다. 비도시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뚜
렷하게 감소하였다(Figure 4). 분석기간 동안 가을철
평균 상대습도 변화율은 대도시 -0.13%/년, 중소도
시 -0.10%/년, 비도시 -0.05%/년이며, 비도시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겨울철 평균 상대습도는 1970년대 초까지 증가 경
향이며 이후 감소 경향이다. 도시에서 1990년대 초부
터 감소 경향이 뚜렷하며 비도시에서는 1990년대 중
반부터 감소 경향이다(Figure 4). 분석기간 동안 겨울
철 평균 상대습도 변화율은 대도시 -0.18%/년, 중소
도시 -0.11%/년, 비도시 -0.06%/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계절평균 상대습도 변화율은 건조한 시기인 봄철
과 겨울철에 뚜렷하지만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변
화율이 낮다. 이러한 경향은 Jung et al.(2002)과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 한반도 기온상승이 봄철과 겨
울철에 우세하며, 여름철에 약하다고 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즉 기온상승폭이 큰 시기에 상대습도가
더 낮아진 것은 기온상승으로 상대습도 값이 낮아진
Figure 5. The changes of monthly relative humidity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월평균 상대습도 변화율
(a: 대도시, b: 중소도시, c: 비도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집중되는 강수로 인해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 변화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습도 값이 가장 높은 7월에는 도시 규모에 따
른 상대습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최소값이 나타나는

Figure 5에서 보면, 월평균 상대습도 변화율은 장

1월에는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 차이가 컸다. 월평균

마가 끝나는 9월부터 감소 경향이 우세하며, 4월에

상대습도가 낮은 시기인 1월에는 대도시와 비도시간

감소율이 가장 크다. 5월부터 8월까지 감소폭이 점

의 상대습도 차이가 7.4%이지만 상대습도가 높은 7

차 줄었다. 비도시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8, 9, 10

월에는 2.7%이다.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 한

월에 증가 경향이다. 월평균 상대습도 감소율이 가

반도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률이 여름철 평균기온 상

장 큰 4월과 가장 작은 8월을 분석하면, 4월에 대도시

승률보다 뚜렷하며, 도시 규모별 차이를 Chung and

-0.26%/년, 중소도시 -0.23%/년, 비도시 -0.14%/

Yoon(1999)는 도시가 비도시보다 평균기온 상승률이

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통계적으로 유

두배 이상 크다고 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하였

의하다. 반면 8월에 대도시 -0.08%/년, 중소도시

다. 즉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률은 도시 규모에 따라

-0.06%/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

차이가 크며, 이러한 차이가 겨울철에 도시 규모별 상

향이지만, 비도시는 8월에 0.01%/년으로 통계적으로

대습도 차이를 크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즉 감소 경향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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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ate of the change (%/year) of monthly relative humidity in South Korea (a)April, (b)August.
4월(a)과 8월(b)의 월평균 상대습도 변화율

4월에는 도시 규모별 감소율 차이가 크지만, 감소율

teorological Research(2009)은 내륙 지점이 해안에 인

이 작은 8월에는 도시 규모별 그 차이가 작다. 4월에

접한 지점보다 기온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은, Kwon(2004)의 연구에서와

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상대습도 변화율 분포에 나타

같이 봄이 되면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토양의 수분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증발하기 시작하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

상대습도 감소율이 가장 작은 8월 평균 상대습도

표에서 흡수된 태양에너지가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

변화율은 목포, 여수, 울릉도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

에 따라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소 경향이다(Figure 6b). 목포, 여수, 울릉도에서는

상대습도 감소율이 가장 큰 4월의 평균 상대습

증가 경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강릉과

도 변화율을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를 제외한

울산의 변화율이 -0.132%/년으로 뚜렷하게 감소하

전 지점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하게 감소

였다.

하였다(Figure 6a). 특히 대구(-0.338%/년), 전주

월평균 상대습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이 뚜렷

(-0.332%/년), 울산(-0.331%/년)에서 감소 경향이

하지만, 1973~2011년 문경의 8월 평균 상대습도 변

뚜렷하다. 반면 목포(-0.106%/년)와 여수(-0.164%/

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문

년)에서는 감소율이 낮다. National Institute of Me-

경에서 상대습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평균기온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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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s of annual water vapor pressure by city size and period.
도시 규모와 기간별 연평균 수증기압 변화
periods

first half-period
(A)

second half-period
(B)

B-A

average(hPa)

12.4

12.4

0

rate of the change
(hPa/year)

0.003

-0.019

-0.022

class
large city

average(hPa)

13.0

12.9

0.1

medium and small city

rate of the change
(hPa/year)

0.011

-0.005

-0.016

average(hPa)

11.9

12.0

0.1

rural

rate of the change
(hPa/year)

0.006

-0.014

-0.020

*α=0.05significant,**α=0.01significant.

강과 여름철 극한기온 지수의 감소 및 겨울철 극한기

복된다. 연평균 수증기압은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

온 지수의 증가(Lee and Heo, 2011)와 관련이 있을 것

가 뚜렷하지 않았다. 초반기(1954~1963년) 10년 동

으로 생각된다.

안의 대도시와 비도시의 수증기압 차이는 0.7hPa이
지만 후반기(2002~2011년) 10년의 그 차이는 0.4hPa
으로 감소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1960년대 초까지 증

3) 연평균 수증기압의 변화

가 경향이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이 우세하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은 도시 규모별로 차이가 있

다. 중소도시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증가 경향이지

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수증기량 변화에서도 동일한

만 이후 감소 경향이다. 비도시에서는 도시와 다른 경

지 파악하기 위하여 수증기압의 시계열 분석을 하였

향이다. 비도시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되며,

다. 분석기간 동안 도시 규모별 연평균 수증기압을 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 경향이

면 대도시는 12.4hPa, 중소도시는 12.9hPa, 비도시
는 11.9hPa로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지 않
다. 전반기(1954~1982년)의 연평균 수증기압은 대
도시 12.5hPa, 중소도시 13.0hPa, 비도시 11.9hPa이
다. 후반기(1983~2011년) 연평균 수증기압은 대도시
12.3hPa, 중소도시 12.9hPa, 비도시 12.0hPa이다. 즉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비도
시에서는 0.1hPa 증가하였다(Table 2). 연평균 수증기
압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크며, 도시 규모와 뚜
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Figure 7은 14개 지점 연평균 수증기압의 7년 이동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감
소 경향이지만 비도시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
- 27 -

Figure 7. The changes of annual water vapor
pressure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연평균 수증기압 변화

고명찬·이승호

는 것으로 보아 도시 규모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판단된다. 연
평균 수증기압 변화율을 관측 지점별로 보면, 분석지
점 중 울릉도, 여수, 포항, 목포, 인천, 부산에서 증
가 경향이지만, 울릉도(0.008hPa/년)에서만 유의수
준 α=0.05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광주, 서
울, 대구, 제주, 추풍령, 울산, 강릉, 전주는 감소 경
향이며, 전주, 강릉, 울산에서 각각 -0.016hPa/년,
-0.013hPa/년, -0.013hPa/년으로 유의수준 α=0.05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ure 8).

4) 시기별 수증기압의 변화
수증기압의 변화를 계절별로 보면, 봄철에 가장 큰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도시가 비도시보다 뚜렷하다.
봄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감소
하는 경향이지만, 비도시에서는 1990년 중반까지 증
가하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다. 분석기간 동안 봄
철 평균 수증기압 변화율은 대도시에서 -0.009hPa/
년이고, 중소도시에서 -0.010hPa/년, 비도시에서

Figure 8. The rate of the change (%/year) of annual
water vapor pressure in South Korea.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연평균 수증기압 변화율

-0.002hPa/년으로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
지 않으며, 비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겨울철 평균 수증기압은 대도시에서는 감소 경향
이고, 중소도시와 비도시에서는 증가 경향이다. 도시
와 비도시에서 모두 증가 경향과 감소 경향이 반복되
지만,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말까지 감소 경향

우세하지만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연평균 수증기압 변화율은 도시 규모별로 차이

이 우세하다. 겨울철 평균 수증기압은 도시 규모에 따

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1954~2011

른 뚜렷한 특징은 없다. 분석기간 동안 겨울철 평균

년 기간의 변화율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크고 대도시

수증기압 변화율은 도시 규모별로 각각 -0.001hPa/

(-0.004hPa/년), 중소도시(-0.002hPa/년)에서는 감

년, 0.001hPa/년, 0.003hPa/년으로 변화 경향이 명확

소 경향이나 비도시(0.002hPa/년)에서는 증가 경향

하지 않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다. Table 2에서 보듯 전반기에는 수증기압이 증가

봄철과 겨울철 평균 수증기압은 남부지방에 위치

경향이지만 후반기에 감소 경향이다. 그러나 도시 규

한 제주, 목포, 부산, 광주, 전주 등의 지점에서 높고,

모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중부지방에 위치한 서울, 인천, 추풍령 등의 지점에

지 않았다.

서 낮다. 계절별 수증기압은 도시 규모에 의한 영향보

Figure 8은 관측 지점의 연평균 수증기압의 변화율

다 지리적 위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

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

된다. Cho and Lee(2011)는 봄철 영서지방의 고온건

록 수증기압의 감소 경향이 우세하다. 또한, 유의하

조한 상태를 초래하는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출현일수

지는 않지만 증가 경향이 해안 지점에서 주로 나타나

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봄철 중부지방과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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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수증기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Lee and
Chun(2003)은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한 북서
계절풍이 해수와 상층 공기간의 온도차로 인한 바다
효과와 노령산맥을 만나 기류가 강제 상승함으로 호
남 지방의 대설이 발생하며, 이는 호남지방의 겨울철
평균 수증기압이 중부지방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수증기압은 여름철에 최대값이다. 대
도시에서 수증기압은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감
소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반면 중소도시와 비도시에
서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 여름철 평균 수증기압
은 도시에서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되다가 2000년
대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다. 분석기간 동안
여름철 평균 수증기압 변화율은 도시 규모별로 각각
-0.006hPa/년, -0.001hPa/년, 0.000hPa/년으로 뚜
렷하지 않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을철 평균 수증기압은 도시와 비도시에서 모두
증가 경향이며, 증가 경향은 도시보다 비도시에서 뚜
렷하다. 분석기간동안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이지만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 경향이
다. 비도시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가을철 평균 수증기압 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분석기간 동안 가을철 평균 수

Figure 9. The changes of monthly water vapor
pressure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월평균 수증기압
변화율(a: 대도시, b: 중소도시, c: 비도시)

증기압 변화율이 대도시에서 0.003hPa/년, 중소도시
에서 0.003hPa/년, 비도시에서 0.009hPa/년으로 비
도시에서 가장 뚜렷하지만,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월평균 수증기압의 변화도 도시 규모별 차이가 뚜

-0.021hPa/년, 비도시 -0.010hPa/년이다. 대도시

렷하지 않다. 월평균 수증기압이 낮은 시기인 1월에

와 중소도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증가

는 대도시와 비도시간의 수증기압 차이가 -0.3hPa이

하는 경향은 대도시와 비도시에서 10월, 중소도시에

지만, 수증기압이 높은 8월에는 1.2hPa이다. 수증기

서는 6월에 뚜렷하다. 10월에 대도시에서 0.007hPa/

압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8월에는 도시에서 비도시보

년, 비도시 0.016hPa/년이고, 중소도시에서는 6월에

다 수증기압이 높지만 최소값이 나타나는 1월에는 비

0.010hPa/년으로 비도시에서 증가 경향이 우세하다.

도시에서 수증기압이 높다.

증가하는 경향은 비도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Figure 9에서 보면, 월별 수증기압 변화율이 증가

다.

와 감소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6월, 9월, 10월에 증

수증기압 감소율이 가장 큰 4월 평균 수증기압 변

가 경향이 우세하고, 4월과 7월에 감소 경향이 뚜렷

화율을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를 제외한 전 지

하다. 도시와 비도시에서 모두 4월에 감소하는 경

점에서 감소하였다. 강릉, 서울, 추풍령, 대구, 전주,

향이 뚜렷하며, 대도시 -0.020hPa/년, 중소도시

울산, 광주, 제주에서는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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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hanges of annual humid day(a) and
dry day(b)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연평균 습윤일(a)과 건조일(b)의 변화

Figure 10. The rate of the change (%/year) of
monthly water vapor pressure on April in South
Korea. Solid triangles represent trends significant at
the 5% level. 4월 평균 수증기압 변화율

과 건조한 날의 변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습윤일
하게 4월 평균 수증기압이 감소하였다(Figure 10). 특

과 건조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히 전주(-0.042hPa/년), 대구(-0.029hPa/년), 울산

Figure 11은 연평균 습윤일과 건조일 변화를 7년

(-0.028hPa/년)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해안에

이동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습윤일은 대도시에서

위치한 포항, 부산, 여수, 목포, 인천, 울릉도 등의 수

198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증가 경향이지만,

증기압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감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중

소 경향이 뚜렷한 내륙지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소도시는 1970년대 초까지 증가 경향이지만, 그 후

하다. 연평균 수증기압 분석에서와 같이, 해안에 위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비도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치한 지점에서는 수증기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인해

반복된다. 비도시의 습윤일은 1970년대 초까지 증가

수증기압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이지만, 1980년대 초까지는 감소 경향이다. 다시
1990년대 초까지 급격한 증가 경향이며, 그 후 감소

5) 습윤일과 건조일의 변화

경향이다. 이와 같이 습윤일은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감소하여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작아졌다.

한국에서 기온상승과 함께 상대습도는 대부분 기

건조일은 대도시에서 1980년대 초까지 뚜렷한 경

상관측 지점에서 감소하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에 감

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후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소 경향이 뚜렷하다. 도시 규모에 따라 실제 습한 날

중소도시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건조일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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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anges of humid day and dry day by city size and period. 도시 규모와 기간별 습윤일과 건조일의 변화
periods
class
large city

first half-period
(A)

second half-period
(B)

B-A

11.9**

8.1

-3.8

humid day
(%)

medium and small city

11.7

8.3

-3.4

rural

10.6

9.4

-1.2

dry day
(%)

5.6**

14.4**

8.8

medium and small city

5.7

14.2**

8.5

rural

8.9

11.3**

2.4

large city

* α=0.05 significant, ** α=0.01 significant.

는 경향이고, 그 후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비도시에

르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며, 이는 증발산량의 감소로

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된다. 1970년대 중반까

상대습도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지 감소 경향이지만, 1980년대 초까지는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다시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 경향이

4. 토의 및 고찰

고, 그 후 급격한 증가 경향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지점에서 연평균 습윤
일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건조일은 증가하는 경향
이다. 또한 습윤일의 감소율보다 건조일의 증가율이

한국의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 변화는 기온상승 경

크며 이는 건조한 봄철과 겨울철에 상대습도가 뚜렷

향과 비슷한 추세로 변한다. 즉, 도시 규모가 클수록

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도시 규모

습윤일의 감소율과 건조일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에 따른 수증기압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도시 규모에 따른 건조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가 없다. 한국의 기온상승이 상대습도 감소 경향에 직

있다.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상대습도의 감

전반기와 후반기 연중 습윤일 비율의 차이는 대도

소 경향이 실제 수증기량에서도 나타나는지 파악하

시 -3.8%, 중소도시 -3.4%, 비도시 -1.2%이고, 건

기 위하여 평균기온과 상대습도, 수증기압과 상대습

조일의 비율 차이는 대도시 8.8%, 중소도시 8.5%, 비

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 2.4%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습윤일의 감

도시 규모별로 기온상승에 따른 상대습도 변화 특

소와 건조일의 증가가 뚜렷하며, 습윤일이 감소하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기온을 독립변수로, 상

는 경향보다 건조일이 증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대습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Figure 12

(Table 3). 즉 습도의 감소하는 경향은 습윤한 여름철

는 평균기온(x)과 상대습도(y)의 관계를 도시 규모별

보다 건조한 봄철과 겨울철에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로 나타낸 것이다. 대도시에서 두 변수 사이의 식은

도시 규모에 따른 건조율의 차이는 도시화에 따른

y= -2.774x+104.050으로, 기온이 1℃ 상승할 때 상

기온상승과 지표면 피복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대습도는 약 2.8% 감소한다. 이 식의 결정계수(r2)는

있다(Yoon, 2001). 도시화에 의한 기온상승은 포화수

0.401으로 40.1%의 설명력을 보인다. 대도시에서 상

증기압 차이를 가져오므로 상대습도가 감소할 수 있

대습도와 평균기온 사이의 상관계수(r)는 -0.633으

다. Landsbergs(1981)는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도

로 비교적 높은 음의 관계가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기

시의 불투수층은 강수가 하수도를 통해 하천으로 빠

온이 1℃ 상승할 때 상대습도는 약 2.0% 감소하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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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rrelations of annual relative humidity
and mean temperature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연평균 상대습도와 평균기온의 관계
(a: 대도시, b: 중소도시, c: 비도시)

Figure 13. Correlations of annual relative humidity
and water vapor pressure by city size.
도시 규모별 연평균 상대습도와 수증기압의 관계
(a: 대도시, b: 중소도시, c: 비도시)

정계수(r 2)는 0.201으로 20.1%의 설명력을 보인다.

2007)에서 기온 분포는 도심에서 최고기온을 보이고

중소도시에서 상대습도와 평균기온의 상관계수(r)는

주변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상대습도는 도심의 광

-0.448이다.

범위한 지역에서 낮은 영역이 형성되며, 주변으로 갈

도시 규모가 클수록 평균기온과 상대습도의 상관

수록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상대습도는

계수가 큰 것은 도시 규모에 따른 기온상승의 차이가

평균기온이 높은 도시에서 가장 낮으며, 평균기온이

상대습도 감소 경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낮은 비도시에서 높다. 이는 상대습도와 기온이 직접

판단된다. 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and Hong,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도시에서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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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명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상대

로 수증기를 공급한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보다 비도

습도가 기온뿐만 아니라 도시와 다른 지표면의 피복

시에서 습도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원인이 될

상태, 수증기 배출원 등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

수 있다. 이는 지표면 피복과 습도와의 관련성을 파

인다.

악한 결과 저습역은 포장면 및 나지 주변에서, 고습

도시 규모별 수증기압의 변화에 따른 상대습도 변
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증기압을 독립변수

역은 수림지 및 수면 주변에서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
(Yoon, 2001)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로 상대습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Figure 13은 수증기압과 상대습도 사이의 관계를 도

5. 요약 및 결론

시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도시에서 수증기압
이 1hPa 증가할 때 상대습도는 약 2.7% 증가하며, 상
관계수(r)는 0.355이다. 중소도시에서는 수증기압이
1hPa 증가할 때 상대습도는 약 2.5% 증가하며, 상관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의 변

계수(r)는 0.456이다. 비도시에서는 수증기압이 1hPa

화를 분석하고 기온상승에 따른 상대습도의 변화가

증가할 때 상대습도는 약 2.4% 증가한다. 결정계수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2

(r )는 0.265으로 26.5%의 설명력을 가지며, 상관계수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와 수증기

(r)는 0.514이다.

압의 시기별 변화와 평균기온과 상대습도, 수증기압

상대습도와 수증기압의 회귀분석 결과 두 요소 사
이에 설명력은 낮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높은 상관관

과 상대습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계를 가지는 기온과 상대습도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연평균 상대습도 변화는 전반적으로 감

수증기압과 상대습도의 상관관계는 도시 규모가 작

소 경향이며, 도시 규모가 클수록 감소 경향이 뚜렷하

을수록 높은 설명력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실제

다. 또한 연평균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은 전반기보다

수증기량의 변화는 상대습도와는 다르게 도시 규모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반기에 뚜렷하다. 계절별

에 따라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는 봄과 겨울철에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

기온상승은 도시화 영향이 클수록 뚜렷하며, 습

고, 여름철에는 변화율이 작다.

도의 감소 경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 규모를

연평균 수증기압은 도시 규모에 의한 차이가 명확

결정하는 인구와 극한기온 지수의 관계는 Lee and

하지 않으며, 도시에서는 감소 경향이 우세하지만,

Heo(2011)은 인구와 극한기온 지수의 변화 사이에 관

비도시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되며 전반적

련성이 있으며, 이는 기온상승에 도시화 영향이 반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수증기압은 도시 규모보다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규모를 결정하는

관측 지점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의 차이가 기온상승 차이를 가져오며, 상대습도

다. 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내륙에 위치한 지점에서

의 감소 경향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감소 경향이 우세하다.

또한 도시와 비도시간 지표면 피복 차이도 도시 규

도시 규모가 클수록 평균기온과 상대습도의 상관

모별 습도 차이를 야기한다. 도시의 지표면은 대부분

관계가 높다. 상대습도와 수증기압의 상관관계는 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나 비도시에서는

시 규모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 이는 도시 규모에 따

토양으로 덮여 있다. 도시의 지표면 피복 상태는 강수

른 기온상승 차이는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에 직접적

현상에 의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수도로

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이 실제 수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표에 남아 대기에 수

증기량을 의미하는 수증기압의 감소와는 관련성이

증기를 공급하지 못한다. 반면, 비도시에서의 토양으

적다고 할 수 있다.

로 덮인 피복은 강수에 의한 물을 흡수하여 대기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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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지역 규모의 기온상승

gress in Physical Geography, 29(3), 426-437.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습도는 도시

Chandler, T., 1967, Absolute and relative humidities in

의 규모가 클수록 감소 경향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일

town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반적인 도시 기온의 변화 경향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

Society, 48, 394-399.

는 상대습도의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의 영향

Cho, M., 2003, Trend and prospect of urbanization in
Korea: Reflections on Korean cities, Economy and

뿐만 아니라 도시효과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수
증기압의 변화는 상대습도의 변화와는 다르게 명확

Society, 60, 10-39 (in Korean).
Cho and Lee, 2011, A study o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variations of Okhotsk High��������������������
: focused
������������������
on the Ko-

하지 않다. 기온상승과 함께 상대습도의 변화는 농수

rean Peninsula, Journal of the Korea Geographical

산물 보관·저장업, 과학연구 분야, 미용 산업 그뿐

Society, 46(1), 36-49 (in Korean).

만 아니라 산불 등의 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Choi, G., Kwon, W. T., Boo, K. O., and Cha, Y. M., 2008,

며(Ahn et al., 2009; Lee et al., 2009; Lee et al, 2011),

Recent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means and

이와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감소 경향

extreme event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이 뚜렷한 도시 규모별 상대습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

할 것이다. 또한 추후 도시 규모뿐만 아니라 해양과의

Geographical Society, 43(5), 681-700.

거리 등 지리적 위치와 주·야간 일변화에 의한 상대

Choi������������������������������������������������������
, ����������������������������������������������������
S���������������������������������������������������
., 1988��������������������������������������������
������������������������������������������������
, ������������������������������������������
A study on relative humidity in major cities of Korea, Jangan Geography, 3(1), 78-99 (in

습도의 변화 차이 등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Korean).
Chung, Y. S. and Yoon, M. B., 1999, Recent climate
change and related factors observed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35(3),

주

309-318.

1) 여기서 도시 규모는 도농통합 이전 시점에서 각 관측 지점

Dai, A., 2006, Recent climatology, variability, and trends

을 포함하는 행정단위의 20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in global surface humidity, Journal of Climate, 19,

인구 100만 이상을 대도시, 100만 미만의 도시를 중소도

3589-3606.

시, 5만 이하를 비도시로 구분 하였다.

Deosthali, V., 2000, Impact of rapid urban growth on heat
and moisture islands in Pune City, India, Atmo�
spheric Environment, 34, 2745-2754.
Elliott, W. P., 1995, On detecting long-term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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