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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3) 한국 기후지수의 공간적 변화

박명희·이준수·고우진·엄기혁·한인성·안지숙·송수진·이규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1. 서론 
기후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기 현상으로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기후변화 특성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환경 및 농경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륙도 및 해양
도의 공간분포 및 시간적 변화에 깊은 관련이 있다(Iglesias et al., 2000).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
하고 남북방향으로 긴 반도에 위치하여 대륙성기후와 해양의 기후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여러 산맥들은 지형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온 특성을 나타내며(Kim 
et al., 2015), 국토의 70%에 이르는 산지의 영향으로 고도에 따른 기후의 차이도 크다. 또한 중위도 대륙의 동
안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Lee et al, 2005). 이러한 기후
변화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Lee et al.(2005)는 기후에 영향을 미
치는 지리적 인자와 식생, 작물, 가옥 구조의 지리적 분포를 조사하여 기후지표를 개발하고 총 48개의 상세기
후지역을 구분하였다. Jo(2002)는 거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문제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자료는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제공하는 93개 종관기상관측지점의 일

평균기온 값을 이용하여 기후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기간은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 기후변화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0-1992년, 1993-2015년으로 각각 23년으로 나누어 기후지수를 살펴보았다. 기후지수는 한반도 기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륙기후와 해양기후의 변화 특성을 대륙도(Continentality) 두 가지(JCI와 CCI)와 해
양도(Oceanity) 두 가지(KOI와 MOI) 등 네 가지 기후 지수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기후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 가지 기후지수(JCI, CCI, MOI, KOI)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네 가지 기후지수 중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적합한 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기온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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