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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location effect of observation station (REOS) on the homogeneity of seasonal

mean of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diurnal temperature range (DTR) and relative

humidity (RH) was investigated using surface observation data and document file. Twelve

stations were selected among the 60 stations which have been operated more than 30 years and

relocated over one time. The data from Chunpungryeong station were used as a reference to

separate the impacts of station relocation from the effects caused by increased green house gases,

urbanization, and others. The REOS was calculated as a difference between REOS of relocated

station and REOS of reference station. Although the REOS is clearly dependent on season,

meteorological elements, and observing sta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are found in

many stations, especially the environment of observing station after relocation is greatly

changed. As a result, homogeneity of seasonal mean of meteorological elements, especially

DTR and RH, is greatly reduc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 of REOS, along with the

effect of urbanization, should be eliminated for the proper estimation of climate change from the

analysis of long-term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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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의 차로 정의되는 일교

차(diurnal temperature range: DTR)는 기본적으로 대

기상태와 지표면 상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

후요소이다. 따라서 일교차는 지리적 위치와 계절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평균기온과 함께

기후변화의 중요한 지표이다 (서명석 등, 2009;

Braganza et al., 2004; Zhou et al., 2004). 

일교차의 변동경향 및 변동원인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지상 및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다양한

규모의 기후 모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

분의 지역에서 일교차가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온실

기체 증가, 운량의 증가, 토양수분, 적설면석, 도시열

섬 및 강수량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Dai et al.,

1999; Durre and Wallace, 2001; Braganza et al.,

2004; Karoly and Braganza, 2005; Gong at al., 2006).

Dai et al. (1999)은 지상관측 자료와 특별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 토양수분, 강수 및 가강수량이 일교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전 지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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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및 구름에 동반되는 강수와 토양수분이 맑은 날

의 일교차를 약 25%~50%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Sun et al. (2006)은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북아메리카의 지표면 온도의 일교차를 분석한 결

과 북아메리카의 중심과 서부 지역은 가을과 겨울보

다는 봄과 여름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동부지역

은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일교차가 크게 나

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식생에 의한 증발산과

수증기의 온실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표 특성

의 변화, 대기 혼탁도 증가와 함께 최근에는 강수 특

성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허창회

2006; 김찬수와 서명석, 2008). 조하만 등 (1988)은 75

년간의 기후자료와 1년간의 서울전역의 시험관측소에

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기온의 수평분

포를 조사하였다. 서울지방의 기온 수평분포는 도심

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

며 서울지방에서 야간과 새벽에는 열섬현상이 비교적

뚜렷하나 오후에는 기온의 분포양상이 달라져 도심에

서 저온 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류상범 등 (1993)은

우리나라 5개 지점 (부산, 목포, 인천, 서울, 대구)에

서 도시화로 인한 기온의 지역 변동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모든 분석지점에서 평균기온이 상승되고 있음을

보였다. 기온상승 경향의 세기는 내륙에 위치한 지점

에서 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강하며 여름보다는 겨

울에, 대도시보다는 신흥공업단지에서 상승경향이 강

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명인 등 (1997)은 1906년부

터 1994년까지 장기간 관측이 이루어진 서울, 대구,

전주, 부산, 목포 등 5개 관측소의 월 평균기온 자료

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상 기온의 경년변동 특징과 기

온상승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기온의 지역별 변

동형태는 1960년대를 전후로 변화한다고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기온의 증가

경향이 가속되었으며 대도시 관측 자료에 도시화로

인한 승온효과가 포함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서명석 등

(2009)은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0년간 우리나

라의 계절별 평균 일교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봄에

가장 크고 여름에 가장 작으며 공간적으로는 내륙에

서 크고 대도시와 해안지역에서 작게 나타남을 보였

다. 일교차의 변동경향의 경우 여름과 가을에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봄

과 겨울에는 증가지역이 충청이남 지역으로 넓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이들은 일교차가 주로 도시화,

토양수분 등과 같은 지면특성의 변화와 함께 강수, 구

름 등과 같은 대기 특성의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 등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분야에서는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한 기

후변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도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기존 기상관측소의 이전 및 기상관

측환경의 변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상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현장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호남지방

(2001), 경기 및 충청지방(2003), 강원지방(2003), 영남

지방(2004), 제주지방(2005) 등 지방기상청별로 기상관

측소의 이전, 기상관측방법 변경(수동에서 자동으로),

기상관측환경 변화(풍속계 높이 변경 등) 등에 따른

기상관측소별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기온의 상승 추세,

풍속의 변화 및 안개일수 증감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지상관측자료는 대부분의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상관

측자료에는 온실기체에 의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도

시화, 기상 관측소 이전, 댐 건설 등 기상관측소 주변

환경변화의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류상범과 김연희,

2007; Hung 2009). 또한 관측 장비 또는 관측 방법의

변경 등도 관측 자료의 균질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Hung (2009)은 대만에서 기상관측소 이전이 없었던

Tansui 지점과 기상관측소 이전이 있었던 Taipei 지점

사이에 온도편차가 발생함을 보였고 기상관측소 이전

뿐만 아니라 관측 시간, 관측 기기의 변화도 기온 자

료의 균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

라서 기상관측소 이전 및 관측 기기 변화 등 잘 기록

되어진 각 기상관측소의 이력정보는 기상자료의 균질

성에 대한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후자료의 연속성과 균질성은 수십 년 이상의 장

기 기후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결과의 신뢰성과 정

확성을 담보하는 1차적인 조건이다 (기상연구소, 2006).

하지만 기상관측소 이전이 관측 자료의 연속성과 균

질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상관측소의 관측 자료에

내재된 환경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동경향을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만

추정할 경우 기후 변동 경향에 대해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소 환경변화 원인 중에서 기상관

측소 이전이 기온(최고기온, 최저기온, 일교차) 및 상

대습도 자료의 균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기간 동안 관측소 이전

이 없고 도시화, 댐 건설 등의 다른 환경변화가 가장

적은 기상관측소를 기준지점으로 선정하여 상호 비교

함으로써 기상관측소 이전만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76년부터 200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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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최근 30년간 기상청 소속 60개 지점에서 관측한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 기온, 노점온도, 상대습도

및 바람 자료이다. 일교차는 그 정의에 따라 일 최

고·최저 두 값의 차로 계산하였다. 기온, 노점온도

및 상대습도는 년도에 따라 관측횟수가 달라 년도마

다 공통적으로 관측된 4회(03, 09, 15, 21)의 관측 값

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기상관측소 이전 영향 평가

를 위한 기준 지점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비

교적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바람(풍향, 풍속)자료

를 이용하였다. 

기상청과 기상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에서 기상관측소 이력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기상관

측소 이전 전·후의 위·경도자료는 해당 기간의 기

후표, 기상 연·월보 등 기상청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서 추출하였다. 기상관측소가 이전되기 전 관측환경

의 경우 이전 후에 도로건설, 건물 신축 등 여러 가

지 이유로 인한 환경변화로 대부분 지역이 이전 전

기상관측환경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

여는 당시 해당 기상관측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관측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보

완하였다.

2.2. 연구 방법

2.2.1 일교차 변동 원인

특정 기상관측소에서의 일교차의 변화 (최고·최저

기온 동일)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수식 (1)에서 CLch은 대규모 또는 지역규모 기후변

화에 의한 일교차 변화이고 LCch는 도시화, 대규모 댐

건설, 사막화, 농지화, 산림파괴 등 국지적 환경변화

에 의한 일교차 변화이며, SRch은 기상관측소 이전에

의한 일교차 변화, ECch는 관측 장비 또는 관측방법

변경에 의한 일교차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

든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가정 1 :남한에서는 CLch에 의한 기후변화의 크기

는 유사하다.

가정 2 :장비교체 및 관측방법 변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ECch

에 의한 변화의 크기는 유사하다.

가정 3 :이전 전후 5~10년 동안에는 기상관측소 주

변에서의 국지적 환경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한다. 

가정 1, 2, 3을 이용하면 기상관측소 이전이 없고

주변 환경도 변화가 거의 없는 기상관측소(예: 추풍령)

의 경우 일교차 변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반면 기상관측소 이전이 있었던 지점의 경우는 다

음과 같다.

(3)

또한 기상관측소 이전 전과 후의 일교차 변화는 (4)

식과 같이 쓸 수 있으며 동일기간에 대한 기준 기상

관측소의 일교차 변화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4)

(5)

위식에서 rf와 SR은 각각 기준지점(reference)과 이전

지점(Station Relocation)을 의미하며 s는 관측지점

(station), B와 A는 이전 전(Before)과 이전 후(After)를

나타낸다. 은 이전 전후 5년 또는 10년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상관측소 이전이 일교차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5))

 (6)

 

기상관측소 이전이 미치는 영향 분석은 이전기록이

있는 기상관측소 중 이전 시점을 전·후로 최소 10

년 이상의 기온자료가 확보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 전·후 각 5년 또는 1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일교차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일교차 변화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T 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한 기상관측소의 이전 전과 후의 위·경

도, 이전방향, 거리, 표고 및 풍향계 높이 등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2.2.2 기상관측소 이전 영향 평가를 위한 기준지점

선정

도시기온의 경년변화는 도시발달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과 기후 변동에 의한 자연적 변화가 복합되어 나

타난다. 이종범(1978)은 도시기온의 경년변화 원인 중

도시발달에 의한 인위적인 기온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자연적인 영향에 의한 기온변화를 제거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추풍령을 택하여

추풍령의 기온 값을 뺀 자료를 사용하였다. 추풍령은

30년 이상 기상관측이 지속된 지점 중에서 기상관측

소 이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변화(도시화,

산업화 등)도 거의 없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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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등 기후요소의 변화는 대규모 기후변화에 의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중앙 내륙지

방에 위치하고 최근 표준관측소로 지정되어 관측의

표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풍령을 기준지

점으로 선정하였다. 

기상요소 중 비교적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한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지점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하

였다. 기준지점(추풍령)과 이전지점(속초, 보령)에 대

하여 이전년도 (1989년 1월, 1995년 9월)를 기준으로

이전 전과 후의 5년간 바람장미를 계절별로 도시하

였다 (Figs. 1, 2). 기준지점으로 선정한 추풍령에서는

이전 전과 이전 후에 서풍이 탁월한 주풍으로 나타

나 주변 환경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상관측소 이전이 있었던 속초는 이전 전보

다 이전 후에 북서풍이 강화되었으며 보령의 경우 이

전 후 북동풍과 남서풍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속초 등 12지점의 경우 이전 전과 이전 후

에 주풍의 풍향과 풍속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Fig. 3은 기준지점(추풍령)과 이전지점(완도, 보령,

목포)의 최고기온, 최저기온 및 일교차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지점인 추풍령의 경우 특정년도

를 기준으로 일교차의 변화점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전이 있었던 지점들에서는 이전된 년도를 기준으

로 일교차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이 2번 있었던 완도는 이전 전 후로

일교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결과

3.1. 변동경향

최근 30년간 기상청 소속 60개 지점의 일교차, 최

Table 1. Summary of geographic locations before and after relocation of observing stations.

Station
(year, month)

Latitude
(N)

Longitude
(E)

Distance of 

relocation (km)

Height
(m)

Height of 
anemometer(m)

Wando
(1996. 6)

Before 34° 18' 126° 45'
NNW 12.2

14.7 7.0

After 34° 23' 33.76'' 126° 42' 13.99'' 34.87 13.8

Cheonan
(1997.10)

Before 36° 47' 126° 59'
E 11.9

24.5 6.0

After 36° 46' 36.22'' 127° 07' 16.52'' 24.89 10.0

Daejeon
(1990. 5)

Before 36° 18' 127° 24'
NNE 10.0

77.1 10.4

After 36° 22' 08.58'' 127° 22' 27.27'' 68.28 22.8

Seongsan
(1991. 1)

Before 33° 27' 126° 55'
SE 8.7

10.7 6.0

After 33° 23' 00.78'' 126° 52' 56.81'' 18.62 10.2

Wonju
(1986.11)

Before 37° 19' 128° 00'
NNW 7.0

160.2 16.0

After 37° 20' 04.96'' 127° 56' 55.62'' 149.81 10.0

Boryeong
(1995. 9)

Before 36° 20' 126° 37'
SSW 6.3

33.0 6.0

After 36° 19' 27.39'' 126° 33' 33.98'' 15.29 22.0

Icheon
(1994. 7)

Before 37° 17' 127° 26'
SSW 5.8

75.0 6.0

After 37° 15' 40.12'' 127° 29' 10.84'' 77.79 10.0

Sokcho
(1989. 1)

Before 38° 12' 128° 36'
NNW 5.2

25.8 14.4

After 38° 08' 34.31'' 128° 36' 17.27'' 17.79 11.8

Gwangju
(1992. 5)

Before 35° 08' 126° 55'
NNW 4.1

70.9 15.4

After 35° 10' 11.19'' 126° 53' 37.08'' 70.53 17.5

Mokpo
(1997.10)

Before 34° 47' 126° 23'
N 3.6

53 5.8

After 34° 48' 49.60'' 126° 22' 59.64'' 37.88 15.5

Jinju
(1981. 1)

Before 35° 11' 128° 05'
NE 3.0

25.0 6.0

After 35° 12' 19.35'' 128° 07' 16.65'' 21.32 10.0

Seosan
(1998. 1)

Before 36° 46' 126° 28'
NNE 2.5

19.7 11.8

After 36° 46' 25.42'' 126° 29' 45.42'' 25.93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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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5-year averaged seasonal wind rose at Chupungnyeong (reference station) and Sokcho (relocated station in January 1989).

Fig. 2. Same as Fig. 1 except for Boryeong (relocated station in Septem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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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온과 최저기온의 변동경향을 분석한 결과 계절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4는 60

개 지점의 계절별 일교차 변동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일교차는 주로 중북부 지역과 동해안지역에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봄과 겨울에 증가 경향이 우

세한 반면에 여름과 가을에는 감소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60개 지점 중 이전 기록이 있는 기상

관측소는 속초, 원주를 포함한 12개 지점으로 이들 지

점에서도 계절에 따라 일교차 변동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F값을 이용하여 일교차 변동경향의 유

의수준을 분석한 결과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

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절에서 20개 지점 이상이 신

뢰도 수준 95% 이상이었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계절별 변동경향은 Fig. 5

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대부

분의 계절에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겨울

과 봄에 경남과 경기 지역에서 크게 증가되었다. 여

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경향이 작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최저기

온도 대부분 계절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지만 강도는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봄과 겨울에 경남과 중부지역 최저

기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교차 변동경향과 최고·최저기온의 변동경향과의

관계를 보면 동해안과 같이 일교차가 감소하는 지역

들은 대부분 최저기온의 상승경향이 강한 지역들이다.

반면에 호남지역 등 일교차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기온의 상승경향이 강하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3.2. 일교차가 증가된 지점

완도와 진주는 기상관측소 이전으로 일교차가 계절

에 관계없이 증가된 지역으로 최고기온은 상승되고

최저기온이 하강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7). 완도는

1996년 여객터미널 2층 건물 옥상에서 북북서쪽으로

12.2 km 이전하여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최고기

온은 겨울에만 0.3°C 하강하였을 뿐 그 외 계절에는

0.5°C~1.6°C 상승되었으며 최저기온은 0.4°C~1.9°C 하

강되면서 일교차는 1.1°C~2.4°C가 증가되었다 (Fig. 7.

(a)). 완도는 해안에서 만(Bay)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으로써 최고기온은

상승되고 최저기온은 하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

는 1981년 주택가에서 북동쪽으로 3.0 km 이전하여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 전·후 모두 진양

호와 남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 전에는 남강

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나 이전 후에는 진양호 동쪽인

근으로 더 가까이 이전하였다. 최고기온은 봄을 제외

한 전 계절에서 0.0°C~0.3°C 소폭 상승되었으며 최저

기온은 전 계절에서 0.3°C~1.2°C로 비교적 크게 하강

Fig. 3. Time series of maximum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and DTR at reference station(Chupungnyeong) and

relocated station(Wando, Boryeong, 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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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교차가 0.4°C~1.6°C로 커졌다 (Fig. 7. (b)). 기

상관측소가 시 외곽의 진양호 동쪽으로 이전되면서

최저기온의 하강이 강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일교차가 감소된 지점

기상관측소가 이전하면서 최고기온이 하강되거나

작게 상승되고 최저기온이 크게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일교차가 작아진 지역과 최저기온이 상승되고 최고기

온은 크게 하강되어 일교차가 작아진 지역에 대하여

기상관측소 이전 전과 후의 기온변화 특성에 대해 분

석하였다.

Fig. 8은 일교차가 감소된 지역인 보령과 목포를 나

타낸 것이다. 보령은 1995년 농경지에서 남남서쪽으

로 6.3 km 이전하여 해안가에 좀 더 가까운 지역의

도로에 인접한 서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최저기온

이 0.8°C~1.9°C 상승되고, 최고기온은 겨울에는 미미

하게 증가되었으나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는

0°C~1.3°C 하강되어 일교차는 1.5°C~2.2°C정도 작아

졌다 (Fig. 8. (a)). 이는 비교적 해안가에 가까운 곳으

로 이전하면서 최고기온의 하강과 최저기온 상승으로

일교차가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는 최저기온

의 상승보다 최고기온의 하강이 우세하여 일교차가

감소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1997년 유달산(228 m) 노

적봉 옆에서 북쪽으로 3.6 km 이전하여 해변가에 인

접한 동서로 형성된 구릉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여

름에는 최고기온이 0.2°C 하강되고 최저기온은 0.4°C

상승되면서 일교차는 0.7°C 정도 작아졌으나 그 외의

계절에서는 최고기온이 상대적으로 1.5°C 이상으로 크

게 하강되고 최저기온은 전 계절에서 0.5°C 이내로 상

승되면서 일교차가 감소되었다 (Fig. 8. (b)). 이는 유

달산 자락에서 해안가로 이전하면서 바다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은 하강하고 최저기온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DTR trend(°C/yr) for (a) Spring, (b) Summer, (c) Autumn and (d) Winter. Names of relocated

stations are marked at the upper part of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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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외 일교차가 감소한 지역인 원주, 대전, 광

주, 성산 지역은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일교차가 감

소한 지역 중 원주, 목포, 보령에서의 일교차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는 1986년

주택가에서 북북서쪽으로 7.0 km 이전하여 건물 및

잡목의 영향을 받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최저기

온이 0.9°C~1.5°C 상승되고 최고기온은 봄과 겨울에

0.2°C내외로 미미하게 상승되고 여름과 가을은 하강

되면서 일교차는 가을에 1.7°C, 그 외의 계절에는 1.1°C

정도 작아졌다. 이는 같은 주택가로 이전하였으나 건

물 및 잡목 등이 최저기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 대전은 1990년 보문산 북쪽 주택가에

서 북북동쪽으로 10.0 km 이전하여 갑천 북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최저기온이 상승되고, 최고기온은 하

강하여 일교차는 작아졌다. 이는 주택가에서 갑천 부

근으로 이전하면서 하천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의 하강

과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일교차가 작아진 것으로 분

석된다. 광주는 1992년 공원에서 북북서쪽으로 4.1 km

이전하여 구릉 서편 7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

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0°C~0.5°C내외로 증

가되고 감소되었으며 일교차 변화도 0°C~0.8°C내외로

변화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산은 1991년

동남쪽 200~300 m 구릉에서 남동쪽으로 8.7 km 이전

하여 해안선 150 m 서쪽의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전 계절에서 최저기온은 상승되고 최고기온은 하강되

어 일교차는 작아졌다. 기상관측소가 해안가로 이전

하면서 해풍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의 하강과 최저기온

상승으로 일교차가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3.4. 일교차가 다양하게 변화된 지점

기상관측소 이전 후 일교차 변화가 계절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일교차 변화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이천은 1994년 주택가에서 남남서쪽으로

5.8 km 이전하여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봄과 여름

Fig. 5.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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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고기온은 0.2°C~0.7°C, 최저기온은 0.1°C~0.3°C

하강되어 일교차가 0.3°C 작아졌다. 반면 가을에 최고

기온은 미미하게 하강되고 최저기온이 0.3°C 하강되

어 일교차가 증가되었고 겨울에는 최고기온이 0.7°C

Fig. 6.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daily minimum temperature.

Fig. 7. Impacts of station relocation on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and DTR at (a) Wando and (b) Jinju. Unit is /

5yr and /1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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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되고 최저기온의 변화는 미미하여 일교차가 0.6°C

증가되었다 (Fig. 9. (a)). 이천의 봄, 가을과 겨울의 일

교차 변화는 유의수준 5%로 나타났다. 이천의 경우

관측소 이전 전과 후의 일교차는 계절 및 비교기간(5

년, 10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

전과 후에 관측소 주변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되었음

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경기도 지역의 급격한 도시

화의 영향으로 비교기간에 따라서도 일교차 변화량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은 1997년 주

택가에서 동쪽으로 11.9 km 이전하여 약간 분지형태

를 보이는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봄과 여름에는 최

고기온이 크게 감소되어 일교차가 작아 진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감소되어 일

교차가 증가되었다 (Fig. 9. (b)) 이천과 천안 외에 일

교차가 계절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역은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속초는 1989년 구릉 주택가에서 북북

서쪽으로 5.2 km 이전하여 동해안 150 m 서쪽에 위

치하고 있다. 여름을 제외한 전 계절에서 일교차가 감

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서산은 1998년 주택가에서 북

북동쪽으로 2.5 km 이전하여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최고기온은 전 계절에서 하강되고 최저기온은 여름과

가을에 상승되고 봄과 겨울에 하강됨에 따라 일교차

는 겨울을 제외하고 0.3°C~0.6°C로 작아졌다. 

3.5. 상대습도 변화

Fig. 10은 이천과 천안의 기상관측소 이전 전과 후

의 계절별 평균 기온, 노점온도, 상대습도 변화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그 외의 지역은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이천은 여름에 기온이 증가됨에 따라 상대

습도가 감소된 반면에 겨울에는 기온이 감소되어 상

대습도가 증가되었다. 봄에는 기온과 노점온도의 변

화가 미미하여 상대습도도 큰 변화 없음을 알 수 있

다 (Fig. 10. (a)). 천안의 경우 전 계절에서 노점온도

가 증가되었다. 특히 기온이 감소된 봄, 겨울과 기온

의 변화가 적은 가을에 상대습도가 크게 증가 되었고

노점온도보다 기온이 더 증가된 여름에는 상대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b)). 그

외의 지역은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계절에 따

Fig. 8. Same as Fig. 7 except for (a) Boryeong and (b) Mokpo.

Fig. 9. Same as Fig. 7 except for (a) Icheon and (b)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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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온과 노점온도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상대

습도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6. 종합

Table 2는 기상관측소 이전 전과 후의 일교차 및 상

대습도 등 각 기상요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계절 및 기상요소에 따

라 변화강도는 다르지만 기상관측소가 이전된 지점

모두 이전 후 각 기상요소의 평균에서 변화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즉 12개 지점 모두에서 기상관측소의

이전으로 인해 관측 자료의 균질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변화가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지역은 8개 지점인데 반해 일교차의 변

화는 기상관측소가 이전한 12개 지점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교차는 최고기온

과 최저기온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

다. 일교차뿐만 아니라 기온과 노점온도도 기상관측

소 이전 후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것

을 알 수 있다. 기온과 노점온도의 변화가 유의한 지

점은 각 8개와 7개 지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대습도

의 변화는 9개 지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9개 지점 중 광주, 성산, 이천, 속초는 전 계절에

서 상대습도의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전 지점에서 일교차, 상대습도 등 기상요소의 평균

에서 균질성이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계절평균 일교

차의 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소 이전으로 인하

여 적지 않은 지점에서 계절평균의 균질성이 약화되

었음을 볼 수 있다. 

4. 토의 및 결론

우리나라의 현대 기상관측은 1904년부터 시작되어

목포, 인천, 부산 등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상관측소 주변의 도시화, 고층건물 축조, 도

로확장, 댐 건설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기상

관측소에서 청사와 관측 장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기상관측소 이전이 관측 자료의 균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기상관

측기간이 30년 이상인 60여개 기상관측소 중에서 1회

이상 이전한 기록이 있는 기상관측소를 중심으로 이

전 전·후의 계절별 일교차 및 상대습도 변화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기상관측소의 이전 영향평가는 이

전이 전혀 없었고 도시화 등의 영향도 거의 없는 기

준지점(추풍령)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상관측소

이전이 일교차 및 상대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사용된 기간은 이전 전·후의 5년간과 10

년간이다. 기상관측소 이전이 기후특성에 미치는 영

향의 유의수준은 T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기상 관측

소 이전은 일차적으로 바람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전

한 기상관측소의 주풍에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일교차는 전 계절에서 동해안과 중부지역에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영남과 호남지역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상관측소 이전이 이루어진 곳

에서도 계절에 따라 일교차의 변동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상관측소의 이전에 따른 일교차 및 상대

습도 평균의 변화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기상관측소가 해안의 영향을 덜 받는 곳

이나 시 외곽으로 이전한 지점은 이전 후에 최고기온

이 상승되고 최저기온은 하강되어 일교차가 크게 증

대되었다 (완도, 진주). 반면 기상관측소가 해안가나

하천 부근으로 이전한 관측소는 이전 후 해풍의 영향

으로 최고기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최저기온이 상승

되어 일교차가 감소되었다 (원주, 대전). 그 외의 기

상관측소에서는 이전 전과 후의 주위 환경변화가 다

양한 관계로 일교차 등 기상요소의 변화도 계절에 따

Fig. 10. Same as Fig. 7 except for the mean temperature, dew point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t (a) Icheon and (b)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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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acts of station relocation on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DTR, mean temperature, mean dew point

temperature and mean relative humidity. Unit is °C/10yr and %/10yr. Bold letter indicates that the significant value is 5%.

　Station　 Season ∆Tmax(°C) ∆Tmin(°C) ∆DTR (°C)
 

(°C)
 

(°C)  (%)

Wando

Spr., 0.78 −1.52 2.30 1.24 3.89 9.77

Sum., 1.59 −0.38 1.97 0.40 1.73 5.61

Aut., 0.54 −1.90 2.44 4.14 4.24 −0.40

Win., −0.26 −1.38 1.12 4.85 6.20 5.90

Jinju

Spr., −0.03 −0.78 0.75 1.51 2.10 3.94

Sum., 0.15 −0.27 0.42 1.14 0.94 −0.45

Aut., 0.09 −0.73 0.83 2.02 1.43 −0.73

Win., 0.33 −1.22 1.55 2.49 1.73 −0.74

Boryeong

Spr., −1.26 0.97 −2.23 −0.55 2.09 10.21

Sum., −0.70 0.84 −1.54 0.62 1.11 1.90

Aut., −0.15 1.94 −2.09 1.18 2.06 3.39

Win., 0.03 1.56 −1.53 0.84 3.05 10.36

Wonju

Spr., 0.15 1.25 −1.10 −0.97 −0.22 2.94

Sum., −0.20 0.85 −1.05 0.10 −0.36 −2.20

Aut., −0.19 1.52 −1.72 −1.46 −0.99 2.57

Win., 0.25 1.28 −1.03 −2.70 −1.79 3.51

Daejeon

Spr., −0.10 0.52 −0.62 0.56 1.04 2.69

Sum., −0.26 0.38 −0.64 1.35 1.01 −1.05

Aut., −0.24 0.57 −0.81 0.82 1.23 2.43

Win., −0.02 0.54 −0.56 0.23 1.21 5.64

Gwangju

Spr., −0.39 0.24 −0.63 1.29 2.67 5.64

Sum., −0.29 0.38 −0.67 1.63 1.68 0.17

Aut., −0.38 0.44 −0.82 2.36 2.48 0.47

Win., −0.20 0.37 −0.57 2.38 3.81 7.29

Mokpo

Spr., −1.64 0.20 −1.84 0.94 2.70 6.59

Sum., −0.26 0.38 −0.64 1.08 1.54 1.85

Aut., −1.53 0.18 −1.71 3.65 2.87 −3.42

Win., −1.69 0.27 −1.97 3.70 4.54 4.27

Seongsan

Spr., −0.31 0.71 −1.02 1.90 5.44 13.97

Sum., −0.80 0.19 −0.98 1.33 2.78 6.38

Aut., −0.52 0.75 −1.27 4.75 5.54 2.99

Win., −0.75 0.35 −1.10 6.84 8.16 6.11

Icheon

Spr., −0.22 −0.06 −0.17 −0.04 0.01 0.32

Sum., −0.66 −0.31 −0.35 0.87 −0.06 −4.00

Aut., −0.07 −0.33 0.26 −0.22 −0.54 −1.54

Win., 0.67 0.10 0.57 −1.50 −0.49 4.57

Sokcho

Spr., 0.22 0.27 −0.05 −0.62 −0.05 2.69

Sum., −0.12 −0.25 0.14 −1.16 −0.64 2.09

Aut., −0.22 −0.01 −0.21 1.62 −0.14 −7.76

Win., −0.64 −0.14 −0.49 1.98 −1.46 −13.23

Seosan

Spr., −1.03 −0.41 −0.62 −0.60 1.17 7.41

Sum., −0.37 0.10 −0.46 0.60 0.83 1.05

Aut., −0.22 0.13 −0.35 0.66 1.32 3.26

Win., −0.16 −0.34 0.18 0.02 1.60 7.78

Cheonan

Spr., −0.68 −0.17 −0.51 −0.23 1.25 6.03

Sum., −0.92 −0.22 −0.70 0.97 0.89 −0.19

Aut., −0.14 −0.44 0.29 0.30 1.02 3.01

Win., 0.04 −0.46 0.51 −0.51 1.79 10.82

T∆ Td∆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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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 위치 및 이전 전후 환경변화 특성에 따라

기상요소의 변화 강도는 다르지만 기상관측소 이전이

일교차, 상대습도 등 기상요소의 계절평균의 균질성

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기상관측소가 이전됨으로써 기상관측 자료의 균질

성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간의 기

상관측자료를 이용한 기후변화 분석 시 자료의 균질

성을 위해 도시화의 영향제거와 함께 기상관측소 이

전의 영향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기상요소의 계절평균의 변화에 대해서만 분석하

였는데 기후변화에서 변동성도 중요함으로 변동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소 이전이 기

상자료의 균질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소 이전 전과 후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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