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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은 지구 평균의 2

배가 넘는 1.7℃가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국립기상연구소 2009a). 기상학자들은 여름철 국지성 호

우와 열대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050년에는 한반도 대부

분의 지역이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옥외 현장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온, 강우, 강설, 바람과 같은 기상조건은 건설공사의 공기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김창덕 2006). 특히, 기온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후요소로서 지구온난화로 인

한 기온변화는 공기산정 시 작업불능일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연구는 BCP분석(Bayesian Change point Analysis)을 

통해 인천지역 연 평균기온의 변화시점을 분석하고, 변화시

점 전·후의 하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일 증감 추이를 파

악하여 기온변화에 의한 작업불능일의 변화를 확인할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자원이나 지리학 등에서 기온, 강수량의 

변화시점을 추정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BCP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지역1)인 인천지역의 과거 1960년부터 2014년

까지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및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시점을 파악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온에 의한 작업

불능일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작업

불능일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2)

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작업불능일 산정을 위한 기후요소(기

온, 강수, 풍속)는 옥외 콘크리트타설, 철근조립, 강구조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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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은 민감도와 

기후노출정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적응능력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2) 기상청(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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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외부마감공사 등 하절기와 동절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

는 기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BCP분석을 통해 196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및 연평균 최저

기온의 변화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절기 및 동절

기의 작업불능일을 연평균기온의 변화시점 전·후로 비교하

여 증감을 파악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기후변화의 현황

기후변화는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

인 요인에 의하여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0년

(1906-2005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0.56~0.92)상

승했고, 1961~2003년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1.8mm/

년, 1978년 이후 위성자료에 의하면 극지방 얼음은 10년간 

2.7%(2.1~3.3%) 감소했다. 한반도의 기온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7℃가 상승하고, 해수면은 1.9mm가 

상승했으며, 1920년대에 비해 겨울이 약 30일 정도 짧아지고 

봄·여름은 약 20일 정도 길어졌다. 열대야는 1900년대 초 

평균 1.1일에서 최근 6.6일 정도로 약 56배 증가하였다(신승

호 2009). Fig. 1은 우리나라 기온이 지구의 평년값(Normal)3)

에 비해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에 이를수록 평

년값에서 많이 벗어나 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 2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1990년대에는 1920년

대에 비해 겨울은 줄어들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음

을 알 수 있다.4)

Fig. 1. South Korea and the Earth Changes Climatological Standard Normal

Fig. 2. Seasonal Changes in Seoul

2.2 인천의 기후 및 지리적 특성

인천은 한반도의 중앙부 황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

쪽으로는 옹진군 및 강화군 내의 여러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북한의 황해도와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옹진군 내의 도

서가 충청남도 및 경기도에 속한 여러 도서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수도 서울 및 경기도 내의 여러 시,군과 접하고 

있다. 특히 옹진 및 강화군의 여러섬이 편입됨으로써 총 157

개의 도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서부의 백령도에서 남서

쪽의 덕적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

천의 연평균기온은 12.1℃이며, 가장 추운달은 1월로 -2.1℃, 

가장 무더운 달은 8월로 25.2℃로 연교차는 27.3℃이다. 연

평균강수량은 1,234.4mm이며, 여름철(6월, 7월, 8월) 강수

량 합은 717.4mm로, 연강수량의 약 58%이며, 겨울철(12월,1

월, 2월) 강수량 합은 60.7mm로 연 강수량의 약 5%이다. 연

평균풍속은 2.9m/s이며, 3월이 3.7m/s로 가장 높고, 9월이 

2.1m/s로 가장 낮다(국립기상연구소 2010).

Fig. 3은 인천지역의 연평균 최고, 최저, 평균기온의 추세

를 분석한 것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Temperature Change in Incheon

(Average Annual, Maximum, Minimum)

3) 1931∼1960년, 1961∼1990년, 1991∼2020년 등과 같이 고정된 30

년간의 누년평균값을 '기후표준평년값(Climatological Standard 

Normal)'이라고 하며, 그 밖의 임의의 30년간의 누년평균값을 '기후

평년값(Climatological Normal)'이라고 한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

기후표준평년값'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를 조

사하려는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새로운 '기후평년값'을 산출하고 있

다. 평년값을 산출하는 30년간 또는 위의 30년 미만의 통계 기간에 

결측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값들로부터 누년평균

값을 구한다. 30년 미만인 자료에 대해 산출한 누년평균값은 그 자

료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는 '평년값', 자료 기간이 8년 이상 24년 

이하인 경우는 '준평년값'이라 하고, 평년값에 준하여 사용한다. 4) 기상청, 기후변화 정보 센터(www.climat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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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도서지역의 경우 해상공사의 특징으로 조석간만

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으며 조류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설

계자나 시공자가 기후요소나 조석의 작업시간 영향 등을 제

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일 단위 혹은 주단위로 각각의 단위공

사 진행을 위해 기상청 정보나 조석표를 파악하는 수준이어

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기지연으로 추가공사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권순범 2007).

2.3 작업불능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

작업불능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는 크게 강우, 기온, 

강설, 바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강우량

강우량은 내부마감이나 설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

에 영향을 준다. 특히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은 강우 

시 작업진행이 불가능하며, 비가 그친 후에도 건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신종현 2005).

2)기온

매우 낮거나 높은 기온은 화학적 변화, 물질적 작용의 정지 

및 감퇴, 동결융해는 물론 작업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작

업불능 및 불량부분이 생기게 한다. 온도가 0℃이하일 때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응결이 지연되어 콘크리트의 경화를 늦추

고, 4℃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품질이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

다. Table. 1.은 각 기관과 연구자가 제시한 작업불가능일수

에 관한 기준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학회는 일최저기

온 4℃미만시 한중콘크리트를, 일평균기온 25℃이상의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식(1998), 이

근효(2006)는 일평균기온 4℃이하인 경우 골조공사 중지, 일

평균기온 0℃이하인 경우 마감공사 중지와 일최고기온 32℃

이상인 경우를 작업불가능 기간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석남

(2006)은 일평균기온 4℃이하, 일평균기온 30℃이상일 때 작

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3)강설량

온도가 영하일 경우에 나타나게 되어 그 기간이 온도의 영

향을 받는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에 해당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옥외공사일 경우에는 적설량이 많으면 영향을 

받게 된다(이근효 2006).

4)바람

바람은 철골작업을 비롯한 양중작업 등에 영향을 미치며, 

풍속이 일정한도 이상일 경우 안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작

업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기후요소인 기온과 강우량 중 기온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

여 과거와 현재의 작업불능일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강우

량은 주로 하절기에 집중되지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기온

은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의 건설공기에 영향을 미치고, 콘크

리트 품질에 문제를 발생 시키거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4 작업불능일의 산정기준 및 기존연구고찰

Table 1은 기후요소에 의한 작업불능일의 산정기준을 나타

낸 것이다. 

Table 1. Estimated Standard of Non-Working Days 

Division Weather Condition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Low Temperature
Daily Minimum Temperature Under 4℃ 

(Winter Concreting)

High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Over 25℃ 

(Hot-Weather Concreting)

Rainfall Daily Rainfall Over 10mm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Low Temperature
Daily Minimum Temperature Under 4℃ 

(Winter Concreting)

High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Over 25℃ 

(Hot-Weather Cncreting)

Rainfall -

Lee, C. 

S(1998)

Low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4℃ 

(Frame Work)

High Temperature Daily maximum Temperature Over 32℃

Rainfall Daily Rainfall Over 10mm

Lee, K. 

H(2006)

Low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4℃ 

(Frame Work)

High Temperature Daily maximum Temperature Over 32℃

Rainfall Daily Rainfall Over 10mm

Jeong, S. 

N(2006)

Low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4℃

High Temperature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30℃

Rainfall Hourly rainfall Over 10mm

신종현(2005)은 기후요소가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분석하여 인천지역의 작업불가능일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덕형(2005)은 철골공사 작업불가능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

지역의 기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작업불가능 일수를 산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초기계획 시 공기 산정에 도움을 주

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근효(2006)는 기후요소별 작

업불능일 산정을 위한 평균값들 중 최근 몇 년 기간을 평균으

로 한 예측 값이 실제 값과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다 예측성이 높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

으며, 채희만(2007)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변화하는 기후요

소가 서울지역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배덕효(2008)는 작업가능일수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분석

하기위해 시공환경과 기상인자간의 관계지표를 도출하고, 이

를 과거 관측 자료와 A2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후

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망하였으며, 김주헌

(2008)은 서울지역 최근 5년간(2003~2007) 7월 동안의 일강

우량을 조사한 후 퍼지값을 이용하여 작업불가능 기간을 산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연삼(2013)은 기후변화 

고규진·이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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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고려하여 작업불능 조건을 선정하고, 최적의 작업불

능일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년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

안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

분 하절기 작업불능일 기준을 일평균기온 25℃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2℃이상, 동절기 작업불능일 기준은 일평균기온 

4℃이하, 0℃이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작업불

능일 기준으로 하절기는 일평균기온 25℃이상과 일최고기온 

32℃이상을, 동절기는 일평균기온 4℃이하와 0℃이하를 따

랐다. 

작업불능일의 산정 및 예측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

으나, 정확한 기후변화시점 분석이나 작업불능일이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감했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BCP분석을 통해 1960년

부터 2014년까지 인천지역의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기

온,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시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일이 어느 시점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었는지 파악

하여 기온변화에 의한 작업불능일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2.5 BCP (Bayesian Change Point)

이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시점(change point)을 파악하기 위

하여 BCP package(Erdman and Emerson 2007)를 이용

하였다. BCP를 이용한 방법은 각 시점의 변화확률을 산정

하여 변화시점을 추정하는 것(Barry and Hartigan 1993)으

로, 기후변화의 추세만을 확인할 수 있는 회귀분석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 연속시계열에서의 변화시점은 변화 전후 상

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론적 

방법으로 변화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서 상대적인 변화시점의 확률을 계산하여 변화시점을 결정

하는 베이지안 과정은 변화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Hwang et al. 2010). Fig. 4에서 6까지의 

그래프는 각 시점에서의 사후평균(posterior mean)과 각 시

점에서의 변화시점으로 판정될 확률인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나타낸다. 베이즈 이론(Bayes's theorem)이

란 두 확률변수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과 사후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사후 근거가 제시될 

때 신뢰값이 어떻게 갱신될 것인가를 말해준다. 예를들어, 

새로운 정보가 없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

고 하고, B라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

률을 P(A|B)라고 하면, P(A)는 사전확률, P(A|B)는 사후

확률을 말하며, 사후평균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변화확률의 해석에 있어서 사후평

균이 변화의 시점전후로 장기적인 지속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일시적 사후확률의 변화로 보고 이 시점을 변동시점으로 해

석한다. 그리고 사후평균이 변화시점 전후로 장기적인 지속

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장기평균변화에 의한 장기적 사후확률

의 변화로 보고 이 시점을 ‘변화시점’으로 해석하였다(이경미 

2011). 

BCP 추정방법을 이용한 연구로 황석환(2010)은 측우기 관

측자료계열과 근대우량계 관측자료계열 간의 변화에 대한 

상대확률적 절점의 발생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경미(2011)

는 평균기온 및 극한기온의 변화시점을 분석하였다. 한봉구

(2013)는 강수지표의 변화시점분석을 통해 기후의 특성이 점

진적 또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BCP분석 방

법은 수자원, 지리학 등의 분야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

후변화 변동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건설

공사에 BCP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3. 인천지역 기온의 변화시점 분석

인천지역 연평균기온의 변화시점(Change Point)을 파악하

기 위하여 연평균기온(Tmean), 연평균 최고기온(Tmax), 연평균 

최저기온(Tmin)을 대상으로 추세 및 BCP분석을 실시하였다. 

BCP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R5)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의 일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Program R Implementations Screen(Example)

3.1 연평균 기온의 변화시점

196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연평균기온 데이터를 바탕으

로 BCP분석을 실시한 결과, 1988년과 1998년 두 시점에서 연

평균기온 변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BCP분석을 통한 인천지역 작업불능일 변화 연구

5) R은 http://cran.r-project.org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Excel

에 분석대상  데이터를 입력하고, 확장자를 "csv"로 변환시켜 d드

라이브 test폴더에 파일명을 임의로 지정하여 저장한다. R을 실

행하여 "library(bcp)를 입력하고,“temp=read.csv("d:/test/

temp.csv",header=FALSE)”, “temp.ri=bcp(temp$V1)”, “plot.

bcp(temp.ri)”순으로 입력한다.(temp는 사용자 임의지정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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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Point of Annual Average Temperature 

3.2 연평균 최고기온의 변화시점

연평균 최고기온의 변화시점을 분석한 결과, 변화시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1989년과 1999년에 연평균 최고기온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Fig. 6. Change Point of Annual Average Maximum Temperature 

3.3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시점

연평균 최저기온의 기후변화 추이와 변화시점을 분석한 결

과, Fig. 5, Fig. 6과 같이 1988년과 1998년 두 시점에서의 연

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시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7. Change Point of Annual Average Minimum Temperature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및 연평균 최저기온 모두 

1988년과 1998년에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강운산 

2004), 1000년간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1998년(반헌렬 

2003)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BCP분석에 따른 변화 전·후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Annual Average Temperature(Paired t-test) 

Variable name Mean Std t p-value

1962-1987 11.26 0.47
-8.82 0.00 **

1989-2014 12.37 0.48

1982-1997 11.77 0.51
-4.46 0.00 **

1999-2014 12.52 0.37

*p < 0.01

Table 3. Change Point of Annual Average Maximum Temperature 

(Paired t-test) 

Variable name Mean Std t p-value

1962-1987 15.41 0.58
-7.34 0.00 **

1989-2014 16.61 0.72

1982-1997 15.96 0.67
-2.35 0.00 **

1999-2014 16.69 0.73

*p < 0.01

Table 4. Change Point of Annual Average Minimum Temperature 

(Paired t-test) 

Variable name Mean Std t p-value

1962-1987 7.91 0.48
-8.11 0.00 *

1989-2014 8.96 0.52

1982-1997 8.37 0.45
-6.11 0.00 *

1999-2014 9.17 0.39

*p < 0.01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

시점이 두드러진 1988년과 1998년 전·후를 각기 두 집단

(1962~1987과 1989~2014), (1982~1997과 1999~2014)으로 

구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2, 3 ,4), t값

이 모두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도 0.00으로 0.05보다 작

아서, 변화 전과 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CP분석에 따른 기온의 변화

시점(1988, 1998)이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4. 작업불능일 분석

4.1 작업불능일 산정

196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지역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하

절기의 작업불능일 조건은 일평균기온 25℃이상 및 일최고

기온 32℃이상, 동절기 작업불능일 조건은 일평균기온 4℃

이하, 0℃이하에 해당하는 일수를 Table 5 및 Table 6과 같이 

산정하였다.

고규진·이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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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on-Working Days in Summer 

Non-working days in the summer

year

Daily Mean 

Temperature 

Over 25℃

Daily maximum 

Temperature 

Over 32℃

year

Daily Mean 

Temperature 

Over 25℃

Daily maximum 

Temperature 

Over 32℃

1960 34 9 1988 11 10

1961 42 6 1989 25 5

1962 28 5 1990 35 5

1963 23 3 1991 22 3

1964 32 8 1992 18 3

1965 9 1 1993 1 0

1966 29 2 1994 54 26

1967 45 8 1995 32 3

1968 19 6 1996 28 11

1969 14 1 1997 48 15

1970 22 3 1998 35 6

1971 12 1 1999 38 16

1972 14 4 2000 51 18

1973 44 6 2001 60 16

1974 15 1 2002 33 7

1975 37 7 2003 8 0

1976 14 1 2004 24 11

1977 21 5 2005 29 6

1978 38 8 2006 33 5

1979 20 3 2007 28 0

1980 0 1 2008 21 3

1981 25 4 2009 16 0

1982 23 2 2010 45 1

1983 25 6 2011 24 3

1984 33 8 2012 40 11

1985 37 11 2013 40 1

1986 12 1 2014 25 5

1987 11 1 Average 27.3 5.7

Table 6. Non-Working Days in Winter 

Non-working days in the winter

year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4℃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0℃

year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4℃ 

Daily Mean 

Temperature 

Under 0℃

1960 92 51 1988 110 69

1961 93 61 1989 87 29

1962 113 56 1990 76 47

1963 103 67 1991 104 48

1964 113 54 1992 92 43

1965 107 66 1993 96 53

1966 107 62 1994 101 46

1967 110 76 1995 103 48

1968 97 68 1996 106 53

1969 117 70 1997 85 53

1970 123 82 1998 81 35

1971 106 69 1999 89 42

1972 104 53 2000 96 53

1973 113 58 2001 104 57

1974 119 67 2002 78 33

1975 109 68 2003 81 36

1976 105 43 2004 80 43

1977 88 63 2005 103 64

1978 94 52 2006 80 37

1979 93 38 2007 71 20

1980 99 66 2008 84 56

1981 116 69 2009 83 42

1982 99 83 2010 86 52

1983 105 72 2011 97 57

1984 115 77 2012 104 66

1985 116 72 2013 79 60

1986 101 61 2014 89 47

1987 99 53 Average 98.2 55.8

작업불능일을 비교한 결과, 일평균기온 25℃이상인 경우 

평균 27.3일, 일최고기온 32℃이상인 경우 5.7일로 산정되

어 일평균기온 25℃이상인 경우가 약 22일 더 많게 나타났

다. Fig. 8.은 하절기 작업불능일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일평균기온 25℃이상인 경우의 작

업불능일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최고기온 

32℃이상인 경우의 작업불능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동절기

는 일평균기온 4℃이하(철근콘크리트 골조)인 경우 98.2일, 

일평균기온 0℃이하(철근콘크리트 마감)인 경우 55.8일로 

일평균기온 4℃이하인 경우의 작업불능일수가 약 42일 더 

많았다. Fig. 9는 동절기 작업불능일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

로, 일평균 4℃이하와 0℃이하의 동절기 작업불능일이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기울기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Non-Working Days of Summer Trends

Fig. 9. Non-Working Days of Winter Trends

4.2 작업불능일 분석

인천지역의 연평균 기온 변화시점인 1988년과 1998년을 

중심으로 분석기간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뒤,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난 하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일을 변화시

점 전·후로 비교 분석하였다. Case A는 1988년을 기준으로 

1962년~1987년과 1989년~2014년, Case B는 1998년을 기

준으로 1982년~1997년과 1999년~2014년을 비교하였으며, 

BCP분석을 통한 인천지역 작업불능일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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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는 1979년~1987년, 1989년~1997년, 1999년~2007년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Fig. 10. Analysis of Non-Working Days(Case A, B, C)

4.2.1 Case A (1962~1987년, 1989~2014년)

Case A의 하절기 작업불능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의 변화시점인 1988년 이전보다 이후의 작업불능일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기온 25℃이상인 경우 평

균 8일, 일최고기온 32℃이상인 경우 평균 3일이 증가하였다

(Fig. 11).

Fig. 11. Case A(Non-Working Days in Summer) 

동절기 작업불능일은 반대로 연평균 기온의 변화시점 이후

의 작업불능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기온 

4℃이하인 경우 평균 17일, 일평균기온 0℃이상인 경우는 평

균 17일이 감소하였다(Fig. 12)

Fig. 12. Case A(Non-Working Days in Winter)

4.2.2 Case B (1982~1997년, 1999~2014년)

Case B의 하절기 작업불능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의 일평균기온 25℃이상인 경우의 작업불능일이 평균 8

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최고기온 32℃이상

인 경우 작업불능일이 평균 1일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편차가 

크지 않고 감소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Fig. 13).

동절기 작업불능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평균기온 4℃이하

인 경우 평균 12일, 일평균기온 0℃이하인 경우 평균 9일이 감

소하여, 하절기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타나냈다(Fig. 14).

Fig. 13. Case B(Non-Working Days in Summer) 

Fig. 14. Case B(Non-Working Days in Winter) 

4.2.3 Case C (1979~1987년, 1989~1997년, 

1999~2007년)

Fig. 15. Case C(Non-Working Days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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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의 하절기 작업불능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평균

기온 25℃이상과 일최고기온 32℃이상인 경우 1979년~1989

년 각각 21일, 4일, 1989년~1997년 29일,8일, 1999~2007일 

34일, 9일로 각 변화시점 이후로 하절기 작업불능일이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988년 이후 작업불능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5). 

동절기 작업불능일은 일평균기온 4℃이하, 0℃이상인 경

우, 1979년~1989년이 각각 21일, 4일, 1989년~1997년 29

일,8일, 1999~2007일 34일, 9일로 각 변화시점 이후로 동절

기 작업불능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6).

Fig. 16. Case C(Non-Working Days in Summer) 

4.3 소결

연평균기온의 변화시점 분석을 통해 1988년과 1998년 두 

시점부터 기온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일을 확인하여 두 변화시점 중 급

격하게 가속화된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Case A, 

B, C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

일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Case B의 일최고기온 32℃이

상인 경우의 하절기 작업불능일이 변화시점 이후 1일 감소한 

것 외에는 하절기의 모든 구간에서 작업불능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동절기의 작업불능일은 변화시점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196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

저기온의 변화시점을 파악하였다.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하

절기 및 동절기의 작업불능일 변화추세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CP분석을 통해 인천지역은 1988년과 1998년 두 시

점에서 연평균기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절기 일평균기온 25℃이상, 일최고기온 32℃이상

과 동절기 일평균기온 4℃이하, 0℃이상으로 작업불능일을 

산정하여 분석한 결과 하절기 작업불능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절기 작업불능일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88년과 1998년을 기준으로 Case A(1962년~1987

년, 1989년~2014년), Case B(1982년~1997년, 1999년~2014

년), Case C(1979~1987,1989~1997,1999~2007) 세 가지 형

태로 구분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작업불능일의 증감추세를 

분석한 결과, 1988년 이후 작업불능일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인천지역의 건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시 하절기와 동절기의 작업불능일 변화를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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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공사 중 옥외에서 수행되는 공종은 기온, 강우, 풍속 등 기후요소에 의한 작업불능일이 다수 발생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로 인하여 공기산정 시 날씨예측이 어려워져 공기지연 등의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BCP분석을 통
해 인천지역의 연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및 연평균 최저기온의 급격한 변화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작업불능일 증감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988년과 1998년에 연평균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두 시점 이후에 하절기의 작업불능일은 증가하고 동절기의 작업불능일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키워드 : BCP, 건설공사, 지구온난화, 기온변화, 작업불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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