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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의 발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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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and Tropical Night in Daegu and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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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ervation data (1981-2014) and climate change scenario data (historical: 1981-2005; RCP 2.6 and 8.5: 2006-2100) were 

used to analyze occurrence and future outlook of the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in Daegu and Jeju. Then we 
compared the mortality and observations data (1993-2013). During 1981-2014, the average of extreme heat days (tropical 
nights) was 24.41 days (12.47 days) in Daegu, and 6.5 days (22.14 days) in Jeju.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have 
been similarly increased in Daegu, but tropical nights increased more than extreme heat days in Jeju.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in both, Daegu and Jeju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daily mortality, specifically Daegu’s correl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jeju.

The yearly increasing rate of extreme heat of the future (2076-2100) was 1.7-3.6 times and 7.8-37.7 times higher than the 
past (1981-2005) in Daegu and Jeju, respectively. The yearly increase rate of tropical nights of future was 2.6-5.0 times and 
2.9-5.6 times higher in Daegu and Jeju, respectively. During 2006-2100 periods, the trend of extreme heat days was observed 
both in Daegu and Jeju. On the average,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in Jeju increased more than that of Daegu.  
However,  the trend of extreme heat days increase in Daegu was higher than that in Jeju, whereas, the trend of tropical nights 
in Jeju was higher than that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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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편차도 커
져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Alexander 
et al., 2006; Frich et al., 2002; Park et al., 2009). 이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일 최저기온 및 일 최고기온의 증
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Moberg and Jones, 2005; 

Roveson, 2004).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영역에 포함
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Hulme et al., 1994), 한
반도에서도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연구(Choi et al., 
2007; Ha et al., 2004; Kim et al., 2014; Lee and 
Kang, 1997)와 극한기온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Choi et al., 2007; Heo and Kwon, 2007)가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염과 열대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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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의 폭염일이 증가한다는 연
구(Park et al., 2008; Park et al., 2013)와 열대야가 증
가한다는 연구(Choi and Kwon, 2005; Heo and Kwon, 
2007; Park and Suh, 2011)도 있다.  

폭염은 기상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
해 일시적인 순환 정전으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9,083건, 
피해액은 628억원에 달했다(Korea Claim Adjuster 
Association, 2011).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는 더욱 심각
하다. Kim(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기온의 
90분위 수에 해당하는 29.9°C보다 1°C 상승할 때마다 
사망자 수가 3%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2015년 한해 동
안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각각 2,005명, 1,3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00~ 
2014년 극한기온으로 인한 사망자수 순위 중 10위권 안
에 들어가는 숫자이다(Disaster Profiles, 2015, url: 
http://www.emdat.be/disaster_profiles/index.html). 
국내에서도 1994년에 발생한 폭염(33일 지속)으로 직접
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까지 포함하여 3,027명
이 사망하였다(Heo and Song, 2012).

소리없는 살인자인 폭염으로 인해 신체가 갑작스런 
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열사병 및 일사
병을, 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을 발
병시킬 수 있다(Basu and Samet, 2002; Cinar et al., 
2001; Park et al., 2008). 특히 고령 인구의 경우 온열 질
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연구(Diaz et al., 
2002; Kim et al., 2007; Kim et al., 2008; Sheridan et 
al., 2012)가 있다.

한편 열대야는 폭염에 비해 그 주목도가 낮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폭염 지속일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인
체의 생체리듬을 흔드는 수면부족을 일으킨다(Choi and 
Kwon, 2005). 수면부족은 노화속도를 촉진시키며, 수명
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야간의 높은 기온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도 증가하게 되어 냉방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척추와 관련된 질병(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
증)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와 제주에 대한 연도별 폭염 및 열
대야일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사망자수와 비교분석 
하였다. 그 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폭염 
및 열대야일수를 전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상관측자료와 기

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상관측자료는 1981-2014년 
전국 75개 지점의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을 사용하
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1981-2005년의 historical 자료
와 2006-2100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RCP 
2.6, RCP 8.5)를 사용하였다. 해상도는 12.5km 지역기
후모델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용한 변수는 일 최고기온
과 일 최저기온이다. 대구(35.885°N, 128.619°E)와 제
주(33.514°N, 126.163°E)의 지점자료는 해당 위·경도
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지상관측자료와 historical 자료의 평균을 계산하
여 편차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사망원인통계 자료는 사망시간, 장소, 사망원인, 연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사용한 지역은 지상관측
자료와 동일하게 대구와 제주를 사용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자료도 사용하였다. 
제주의 경우, 1993년 이후부터 자료가 존재하므로 
1993-2013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온열질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인 T67군(열 
및 빛의 영향), 간접적 영향인 I군(순환계통의 질환), J군
(호흡계통의 질환)에 속한 자료(Lee and Yu, 2007; 
Park and Suh, 2011; Sung et al., 2001)를 사용하였고, 
그 중 이상 고온에 취약한 계층인 65세 이상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에서 사용한 폭염일과 열대야일은 각각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과 일 최저기온이 25°C 이하
인 날(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012)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현재 폭염 및 열대야일수 비교 분석
한반도의 전 지점(75개 지점)으로 살펴볼 때, 대구가 

가장 많은 폭염이 발생하였고, 제주는 서귀포 다음으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Table 1). 대구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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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Extreme heat days Tropical nights

1 Daegu (24.41) Seogwipo (26.00)

2 Hapcheon (19.76) Jeju (22.15)

3 Miryang (19.65) Gosan (17.37)

4 Uiseong (19.12) Changwon (14.73)

5 Yeongcheon (17.97) Pohang (12.91)

Table 1. Top 5  yearly mean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in Korea out of 75 stations in total

   

Fig. 1. The annual number of extreme heat days (red bar) and tropical nights (green bar) in (a) Daegu and (b) Jeju.

의 1981-2014년 평균 폭염일수는 각각 24.41일과 6.5일
이고, 평균 열대야일수는 각각 12.47일과 22.15일이다.

폭염일수는 대구에서 1994년(60일), 제주에서 2013
년(23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최대 열대야일수는 
폭염과 동일한 해에 나타났으며, 대구는 1994년에 33일, 
제주는 2013년에 51일 발생하였다(Fig. 1). 전국적으로 
강한 폭염 및 열대야가 발생한 1994년(폭염: 27.97일; 
열대야: 13.44일)에 대구도 가장 많은 폭염 및 열대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폭염 및 열대야가 2013
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제주의 폭염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폭염이 많이 발생한 해인 2013년(15.65일)과 
일치하였고 1994년은 7번째로 폭염이 많이 발생한 해였
다. 제주의 열대야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제주의 폭
염 최대연도와 일치하였으나 1994년은 2번째로 열대야
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따라서, 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의 최대 발생연도는 대구와 제주 각각 동일연도에 
발생하나 두 지점의 발생 연도 순위는 서로 달랐다.

대구의 폭염일은 0.352 day year-1, 제주는 0.170 day 
year-1로 두 지역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구의 
열대야일 변화 경향도 0.345 day year-1, 제주는 0.525 
day year-1로 역시 증가하였다. 대구는 폭염일과 열대야
일의 변화 경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 
열대야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지역의 
일 최저기온이 일 최고기온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
인한다.

3.2. 폭염 및 열대야일수와 사망자수와의 관련성
1993-2013년 연도별 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

일과 그날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를 비교하였다. 제주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폭염 및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인 2013년(폭염에 의한 사망자: 68명, 열대야
에 의한 사망자: 20명)에 가장 많았다. 대구의 경우,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인 1994년에 가장 많은 온
열질환 사망자(122명)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도 동일
한 사망자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열대야가 가장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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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nnual mortality on extreme heat days (red bar) and tropical nights (green bar) in (a) Daegu and (b) Jeju.

   

Fig. 3. The annual number of extreme heat days and tropical nights in (a) Daegu and (b) Jeju from the RCP historical data.

타난 연도(1994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발생하지 않
았다. 2001년에 가장 많은 사망자수(87명)가 발생하였
으나 이는 1994년(66명), 2013년(68명)에 이어 세 번째
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한 해이다(Fig. 2). 특이한 점은 
2001년 대구에서 열대야로 인한 사망자수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많았는데 이는 해당 연구의 분석 기
간 중 유일하게 폭염보다 열대야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폭염일수와 온열질환 사망자수의 상관성은 대구가 
0.89이고, 제주는 0.61로, 열대야일수와 온열질환 사망
자수의 상관성은 대구가 0.88이고, 제주가 0.79로 나타
났다. 폭염 및 열대야와 사망자수와의 상관성은 대구가 

제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대 도시의 
폭염(r=0.90) 및 열대야(r=0.91)의 사망자수와 비교했을 
때, 두 지점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6대 도시의 평균 
상관성에 비해 두 지역 모두 상관성이 낮아, 대구와 제주
는 6대 도시보다 고온 순응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미래 폭염 및 열대야 일수 비교
미래 폭염 및 열대야일수를 살펴보기 전 단계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historical 자료를 분석하였다(Fig. 
3). 대구의 평균 폭염일수는 24.44일이고, 제주는 1.32
일이었다. 대구의 평균 열대야일수는 14.52일, 제주는 
15.92일이다. 대구와 제주 지역의 변화경향은 폭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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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nnual number of extreme heat days in (a) Daegu and (b) Jeju from RCP 2.6 (green solid line) and RCP 8.5 (red 
solid line). The dashed lines denote trend from RCP 2.6 (red) and RCP 8.5 (green).

구: 0.787 day year-1; 제주: 0.081 day year-1)과 열대야
일수(대구: 0.68 day year-1; 제주: 0.722 day year-1) 모
두 증가하였다. 관측값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는 경향
은 일치하나 값은 앞서 살펴본 지상관측자료와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분석기간의 차이, 모델과 관측자료의 1
년을 나타내는 날짜수의 차이(지상관측자료: 365일 또는 
366일; 모델자료: 360일), 모델의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미래 평균 폭염일수는 대구에서 과거(1981-2005년)
보다 21세기 후반(2076-2100년)에 RCP 2.6은 42.2일, 
RCP 8.5는 87.68일로 1.7~3.6배 증가하였다. 제주의 경
우, RCP 2.6은 10.28일, RCP 8.5는 49.76일로 
7.8~37.7배 증가하였다(Fig. 4). 미래 평균 열대야일수 

역시 증가하였다(Fig. 5). 대구가 RCP 2.6은 37.96일, 
RCP 8.5가 72.32일로 2.6~5.0배 증가하였다. 제주의 경
우, RCP 2.6은 46.32일, RCP 8.5가 89.36일로 2.9~5.6
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6-2100년 폭염과 열대야의 변
화경향 역시 평균일수와 동일하게 대구와 제주 둘 다 증
가한다. RCP 8.5에서 대구의 폭염은 0.866 day year-1이
고 열대야는 0.671 day year-1이다. 제주의 폭염은 0.772 
day year-1 이고, 열대야는 0.972 day year-1이다. 결국, 
대구는 폭염이, 제주는 열대야의 변화경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와 제주 모두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이 상승하나, 대구는 일 최고기온의 증가가, 제
주는 일 최저기온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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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nnual number of tropical nights in (a) Daegu and (b) Jeju from RCP 2.6 (green solid line) and RCP 8.5 (red 
solid line). The dashed lines denote trend from RCP 2.6 (red) and RCP 8.5 (green).

4. 요약 및 결론
지상관측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하여 

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일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1-2014년 평균 폭염일수는 대구가 24.41일, 제주가 
6.5일이고, 평균 열대야일수는 대구가 12.47일, 제주가 
22.14일로, 폭염은 대구가, 열대야는 제주가 많이 발생
하였다. 변화경향을 살펴볼 때, 대구는 폭염과 열대야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제주는 열대야일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일 최고기온보다 일 최저기온의 상승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폭염 및 열대야일수와 사망자수의 상관
성은 대구와 제주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래 폭염 및 열대야는 대구와 제주 모든 지점에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2005년과 2076-2100년
을 비교해본 결과, 폭염일은 대구가 최대 3.6배 증가하고 
제주가 37.7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열대야는 대구
가 최대 5.0배, 제주가 5.6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21세기 후반에는 여름 동안 여러 날에 걸쳐 폭염 
및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와 제주의 뚜렷한 폭염 및 열대야의 발생 특징은 
지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는 낮에 지면의 
가열이 크고 야간에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져 폭염일수가 
열대야일수보다 많은 대륙성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는 낮 동안 가열속도가 느리고 밤 동안 냉각이 약해 
폭염일수보다 열대야일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해양성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75개 지점의 평균 폭
염일수와 열대야일수를 비교하면, 열대야가 폭염보다 더 



1499대구와 제주의 폭염 및 열대야의 발생 특성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해안 지역 또
는 섬 지역이었다. 이는 저녁 열대야는 내륙도시에서, 새
벽 열대야는 해안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결과와 
같이 지표면 근처가 냉각되는 시간이 다른 것(Choi and 
Kwon, 2005)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추후 두 지역의 폭
염 및 열대야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측
이 아닌 기상학적 요인 및 위․경도에 의한 일사량의 원
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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