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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ropical night (TN) are investigated by

using the KMA 14 observation data for the recent 50 years (1958-2007) over South Korea. The

TN is defined as a day with a daily minimum temperature exceeds the absolute threshold

temperature (25
o
C), and the relative deviation from normal temperature, 95th percentile of all

observed daily minimum temperature. Althoug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N occurrence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definitions, the frequency of TN shows strong spati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with the minimum at high land area (Chupungnyeong and wet years) and

maximum at southern coastal area and large city area (Jeju, Busan, Seoul, Daegu). Most of TN

occurs in August (56%) and July (41%), and the duration date of TN is proportional to the

frequency of TN without regard to the definition method. In general, increasing trends are found

in the TN time series without regard to the analysis method, but the trends are clearly depending

on the analysis period and geographic locations. Decreasing trends are prominent during the

most of analysis period, especially until the mid of 1990, whereas strong increasing trends are

found during recent 30 years (1988-2007), especially at Jeju, Ulsan, Daegu and Pohang. Also

the severity of TN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Keywords: Tropical night, characteristics, increasing trend, severity.

1. 서 론

지난 1300년 중 최근 50년의 기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기후시스템(대기권, 수권, 생물권 등)의

에너지 함유량이 동시적으로 증가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온실기체의 증

가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전지구의 평균 기

온이 상승되고 있으며, 특히 중위도 지역에서는 열대야

(Tropical nights) 빈도수가 크게 증가되고 한파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IPCC, 2007; Choi et al., 2009). 지리적

위치 및 기후특성에 따라 열대야의 정의가 다르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어떤 지점의 일 최저기온이 25
o
C 이상인

날로 정의 한다 (기상청).

열대야와 폭염과 같은 극한기온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에서 일평균기온이 25oC에서 1oC씩 상승될 때마다 사망

률이 0.4~2.65%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

립환경과학원, 2007). 열대야, 폭염과 같은 고온 현상은

고온관련 질병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혈관

계 및 뇌혈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항상성 유지를 위한 체열조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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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감소하게 되어 열사병 (heat stroke), 열 탈진 (heat

exhaustion), 열 실신 (heat syncope), 열 경련 (heat cramps)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박종길 등, 2005; 김지영 등,

2006; Cinar et al., 2001; Park and Lee, 2006; Park et al.,

2006). 또한, 고온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수요가 늘어

나면서 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수요가 폭주해 발

전설비가 정지되거나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Moberg and Jones (2005)는 유럽지역 여름철 최저

기온의 변화경향을 분석한 결과 양극단 (10% 및 90%)

에서 최저기온의 상승이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Brunet

et al. (2006) 역시 18942003년 스페인에서의 지상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1973년 이후,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

온난한 일수의 증가가 매우 강하게 발생함을 밝혔다.

Roveson (2004)은 일 최저 및 일 최고 기온의 뚜렷한

증가가 서부와 중부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고 밝히

며, 아르헨티나에서는 1959년에서 1998년까지 최저기

온의 강한 상승으로 열대야가 증가되었음을 제시하였다.

Alexander et al. (2006)과 Caesar et al. (2006)은 1946년

이후에 대해 일반적인 기후지수와 관측 자료들을 재구

성하여 전구 육지지역의 약 70%에서 열대야 발생이 유

의하게 증가했음을 보였다. 또한 IPCC 3차 평가보고

서에서는 열대야 일수가 195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증

가한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

었다. Hulme et al. (1994)은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

으로 균질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 지역에

서는 전지구 평균보다 다소 강하게 온난화되고 있음

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기온이 크게 증가되었

으며, 그 증가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인

과 강인식, 1997; 하경자 등, 2004; 최병철 등, 2007).

또한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도시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과 함께

열대야를 포함한 극한 고온 관련 지수의 증가가 나타

남을 밝혔다 (최병철 등, 2007; 허인혜와 권원태, 2007).

최광용과 권원태 (2005)는 최근 32년 (1973~2004)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열대야의 시공간적 발생 특성과 변화

경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저녁 열대야는 내륙도시에서,

새벽 열대야는 해안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을 밝혔다.

또한 Choi (2004)는 지난 46년 (1954~1999)동안 전국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극한 기온의 변화 경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극한 기온 발생빈도의 장기간 추세를 분석

한 바 있다. Liebmann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

료의 사용기간에 따라 변동경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의 사용기간별 변동경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기간의 변동경향을 분석한 대

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기후변화의 특성

에 대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측기간이 가장 긴 14개

지점에 대한 최근 50년 (1958~2007) 동안의 지상관측

자료로부터 열대야의 발생 특성, 변화경향 그리고 기

후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열대야의 발생

특성은 정의 방법 및 발생 일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며, 관측 자료의 분석기간에 따라 열대야 현상의 변

화경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열대야 발생

특성, 변화경향 그리고 기후요소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4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열대야의 발생 특

성과 변화경향에 대해서 요약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관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50년 이상) 자료의 신뢰수준이 높은 기상청 산하

의 강릉, 광주, 대구, 목포, 부산, 서울, 여수, 울릉도, 울

산, 인천, 전주, 제주, 추풍령, 포항 등 14개 지점에서의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 강수량, 그리고 풍속 자료이

다 (Fig. 1). 자료의 사용기간은 1958년부터 2007년까지

50년 동안이며 열대야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 (6, 7,

8, 9월)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열대야 정의

열대야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의 특정 임계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방

법과 분석기간 전체 온도자료에서 상위 몇 % 이상으로

하는 상대적 방법이 있다. 절대적 정의방법은 모든 사람

Fig. 1.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14 observing sta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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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의 열 스트레스에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가정으

로, 적용하기는 쉬우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에 의한 지역별 기온차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상대적 정의방법은 지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지역별로

다르므로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통계

기간에 따라 그 기준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최저기온이 25
o
C 이상인 경우를

열대야 발생 임계온도로 하는 기상청 정의 방법과 전체

연구기간동안 각 지역별 일 최저기온 자료의 상위 5%의

값을 열대야 발생 임계온도로 정의하는 방법을 각각

사용하여 각 지점에서의 연도별 열대야 발생일로 정

의하였다.

K_freq(is, iy) = Tmin(is, iy, id) ≥ 25oC (1)

C_freq(is, iy) = Tmin(is, iy, id) ≥ TN95% (2)

CV(is) = SD(is)/Mean(is) (3)

수식 (1)과 (2)는 열대야 발생 빈도수로, (1) 식의

K_freq는 절대적 정의방법인 일 최저기온이 25
o
C 이상

나타날 때의 열대야 발생 빈도수이고, (2) 식의 C_freq는

상대적 정의방법에 따른 각 지점에서의 상위 5% 임계온

도 이상일 때의 열대야 발생 빈도수이다. 두 가지 정의

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열대야 발생의 경년변동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각 표준편차를 연 발생 평균으로

나누어 수식 (3)과 같이 연 발생 평균에 대한 비율인

변동계수로 (Coefficient of Variance, CV) 분석하였다.

2.2.2. 열대야 변동경향

선형회귀모형은 열대야, 폭염, 태풍, 황사, 안개 등 중

요 기상 현상의 발생 특성이 정규분포를 따른 다는 가정

하에 이들 현상의 변동경향을 분석하는 통계적인 기법

중의 하나이다.

Yi = α + βxi + εi (i = 1, 2, ..., n), (αi~N(0,σ
2
)) (4)

수식 (4)는 다양한 회귀모형 중 독립변수가 1개이

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내는

단순 선형 회귀식으로, 최소제곱법을 통해 회귀계수

β를 구한다.

변동경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적 기법인 Mann

Kendall’s tau 방법은 비모수검 정법으로, 연구 자료가

정규분포와 같은 특정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되며,

독립변수가 연속적인 경우 모집단의 형태에 관계없이

직접 확률을 계산하여 통계적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_pairs = number of concordant pairs,

B_pairs = number of discordant paris) (5)

수식 (5)는 Mann Kendall’s tau 계산식으로 식에서

n은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개수로 본 연구에서는

50년을 의미한다. A_pairs은 (x1, y1), (x2, y2), ..., (xn, yn)과

같은 관측 쌍에서 xi > xj이고 yi > yj일 때, 또는 xi > xj

이고 yi > yj인 경우의 수를 나타내며, B_pairs는 xi > xj

이고 yi> yj일 때, 또는 xi> xj이고 yi> yj일 때, xi= xj 또

는 yi = yj인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 Mann Kendall’s tau

계수는 −1~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의 값일 때 관측

쌍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고, −1의 값을 가질 때

관측쌍이 모두 불일치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년도에 따른 열대야 발생 빈도수를 한 쌍으로 나타

내어 Mann Kendall’s tau 계산식으로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대야의 변동경향 특성을 분석하였다. tau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열대야는 증

가를, tau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열대야가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산 방법으로

부터 열대야의 변동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3. 기상요소와의 관계

열대야의 경년변화는 도시발달에 의한 인위적인 영

향과 기후 변동에 의한 자연적 변화가 복합되어 나타나

기도 한다. 열대야는 강수, 바람 (풍속) 등 다른 기상

요소의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기상요소와 열대야 발생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기상요소가 열대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4개 지점에서의 일 최고 기온, 강수, 풍속 자료를 이용

하였다. 강수 발생일수 (이하 강수일수)는 일 강수량이

0.1 mm 이상 기록된 날로 하였으며, 풍속자료는 년도에

따라 관측횟수가 달라 년도마다 공통으로 관측되어 얻

어진 일평균 풍속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날 최고기

온이 다음날 열대야 발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 최고기온자료도 사용하였다.

강수량 및 강수일수가 열대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열대야 발생 빈도별 합성법과 회귀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열대야 발생일 수 ± 1 표준편차 (SD, standard deviation)

로부터 열대야가 많이 발생한 해와 적게 발생한 해를

정의하여 강수량과 강수일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날 최고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전날 최고기온과

열대야 발생일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야간의 공기가

정체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것 또한 열대야

τ
A pairs( ) B pairs( )–

1
2
---n n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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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열대야가 발생한 날의 일평균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풍속과 열대야 발생 빈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2.4. 변동경향

Liebmann et al. (2010)이 160년 (1850~2009) 동안의

전 지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시작년도와 종료 해를 달

리함에 따라 전지구 평균 기온의 변동경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듯이 관측 기후자료를 이용한 기후변화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의 동질성과 함께 자료

의 분석기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Liebmann et al. (2010)

의 방법을 토대로 최근 50년 (1958~2007) 동안 우리나라

14개 지점에서의 월 별, 연속 발생 일수별 열대야 발생

변동경향을 분석 시작년도와 종료연도를 달리하여 분석

하였다. 1994년 여름은 이상고온현상이 가장 강했던 해

로 열대야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허소정

등(1997)과 김해구 등 (1998)은 1994년의 이상고온 출현

이 적도 서부지역 (100
o
-110

o
E)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하

강하는 연직 순환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태평양 고기

압의 북상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 여름철 이상고온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1994년의 열대야 발

생빈도를 포함할 경우 발생하는 절대적 규모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으로 분석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4년의 열대야 발생 빈도는

1994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열대야의 발생 특성

Fig. 2는 14개 지점 평균 연도별 열대야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으로 K_1TN과 K_3TN은 기상청 열대야 발

생기준에 의한 열대야 1일 발생 빈도수와 1일 열대야

발생 일수에 대한 연속 3일 발생 일수의 비율이다. 또한

C_1TN, C_3TN은 각 지점별 일 최저기온의 상위 5%

온도를 열대야 발생 임계온도로 정의하였을 때를 나

타낸 것이다. 연도별 14개 지점 평균 열대야의 발생

횟수는 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최저 0회 (1993)부터 최대

30회 (1994)에 이르기 까지 강한 경년변동을 보이고

있다. 열대야 발생 일수가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발

생했던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허소정 등 (1997)의 연구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또한 1일 발생 열대야 일수에 대한 3일

연속 열대야 발생 일수의 비율도 0~50%에 이르기까지

강한 경년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연속적으로 3일 발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열대야는 정의 방법에 관

계없이 1980년에 비해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3일간 발생하는 비율

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3은 기상청 정의에 의한 열대야 발생시의 일

최저기온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는 28
o
C 이하의 열대야가 주로 발생한 반면에

1990년대 후반부터 28oC 이상의 강한 열대야가 자주 발

생하는 것으로 보아 열대야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열대야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지속시간도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최저기온이 25oC 이상인 경우, 열대야는 주로 서

울, 대구 등 내륙에 위치한 대도시 그리고 남부지역

(포항, 제주, 부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안가

(울릉도)에 위치하거나 고지대 (추풍령: 0.4회/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다 (Fig. 4, Table 1). 또한

고위도 해안가 지역임에도 강릉지역에서 연평균 6.76회

로 비슷한 위도의 인천 (3.54회/년)에 비해 약 1.5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에서 경년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Fig. 2. Time series of tropical night (TN) averaged over 14

stations and ratio of continued three TN days at South Korea

from 1958~2007.

Fig. 3. Scatter plot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for the TN

events at 14 stations from 195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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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지역별 일 최저기온이 상위 5% 이상인 경우

열대야는 지역에 관계없이 연평균 6.2회 발생해야 하지

만, 열대야 임계온도에 해당되는 날이 중복되어 발생하

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따라 열대야 발생 일수에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Fig. 4, Table 1). 각 지역별 상위

5%에 해당되는 일 최저 기온은 추풍령에서의 23.3oC에

서부터 제주의 26.1
o
C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24~25oC로 기상청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열대야의 지역별 발생빈도로 볼 때 우리나라

에서 발생하는 열대야는 평균 기온의 공간분포와 유사

하게 나타나며, 주로 위도, 해발고도, 해안에서의 거리

그리고 도시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

산, 포항, 목포 등 해안가 도시지역에서 열대야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도시열섬과 함께 바다의 영향으로 야간

에 기온냉각이 약하게 발생되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대야의 경년

변동 및 지리적 분포는 정의방법 및 연속발생 일수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열대야 연속일수가 증가할수록 경년 변동과

지리적 편차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열대야는 지역 및 월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의 방

법 및 연속적 발생 일수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7월, 9월, 그리고 6월 순으로 발

생하고 있다 (Fig. 5). 또한 열대야는 발생일 수가 길

어질수록 그 영향이 강해지는데,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해 (예: 1994)와 지역 (예: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2~3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

을 보였다.

단순선형 회귀식과 Mann Kendall's tau 방법을 이용

Fig. 4. Fifty-year averaged frequency of tropical night and 3

TN ratio according to the definition method.

Table 1. Fifty years averaged frequency and inter-annual variation of tropical night according to definition method and

occurrence days.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are represented by bold letter.

Station

Temp 1TN 3TN

C_T
K_freq/Y K_SD

K_CV

(%)
C_freq/YC_SD

C_CV

(%)
K_freq/Y K_SD

K_CV

(%)
C_freq/Y C_SD

C_CV

(%)(
oC)

Inland

Area

Seoul 24.9 5.74 6.05 105 6.1 6.11 62 1.76 3.71 211 1.92 3.78 120

Chupungy 23.3 0.4 0.93 231 6.6 7.12 62 0.02 0.14 707 1.36 3.58 85

Daegu 25.4 10 7.32 73 6.56 5.97 77 3.22 4.09 127 1.84 3.21 158

Jeonju 25.2 8.64 6.24 72 6.82 5.09 68 2.04 2.73 134 1.1 1.64 130

Gwangju 25.2 9.04 7.10 79 7 5.58 67 2.74 3.68 134 1.82 2.49 123

Coastal

area

Gangneung 25.2 6.76 4.34 64 6.18 4.19 68 2.04 2.36 115 1.76 2.10 119

Incheon 24.6 3.54 4.94 140 6.14 6.19 64 0.86 2.93 340 2.12 4.51 112

Ulleungdo 24.1 1.96 2.43 124 6.44 5.99 60 0.34 1.02 301 2.24 3.44 97

Pohang 25.4 9.48 7.83 83 6.72 6.42 75 3.34 4.88 146 1.98 3.48 135

Ulsan 25.0 6.74 5.95 88 6.74 5.95 63 1.74 2.97 171 1.74 2.97 118

Busan 25.4 10.16 8.99 88 6.28 6.85 78 4.36 5.88 135 2.18 3.82 146

Mokpo 25.4 10.62 8.73 82 6.56 6.59 142 4.1 5.38 131 2.12 4.12 293

Yeosu 25.3 8.96 8.04 90 6.16 6.43 69 3.38 5.35 158 1.84 3.59 146

Jeju 26.1 17.02 10.42 61 6.38 6.17 106 7.8 8.49 109 1.8 3.5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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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출한 각 지역별 열대야 발생일수의 변동경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열대야 변동경향은 정의 방법에

따라 변화 패턴 및 유의수준에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다. 추풍령, 전주, 목포 그리고 여수지역에서는 유

의수준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선형 회귀법을

적용할 경우에서는 서울, 포항, 울산 그리고 제주에서

증가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Mann Kendall’s

tau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는 추풍령, 대구, 울산, 목포

그리고 제주에서 증가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가 연속 3일 발생할 때에도 분석방법에 따라

변화경향이 유의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열대야 증가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포항, 울산, 제

주는 열대야가 연속 3일 발생한 경우에서도 증가경향

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5. Monthly frequency of one-day and three-day tropical night averaged over 14 stations and 50 years from 1958 to 2007

according to the definition method. 

Table 2. Trends of tropical night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Station

Trend of 1TN Trend of 3TN 

Linear Kendall's tau Linear Kendall’s tau 

(TN/Y) (TN/Y) (TN/Y) (TN/Y)

Inland area

Seoul 0.135** 0.197 0.058 0.097

Chupungnyeong −0.013 0.004* 0.005 0

Daegu 0.107 0.181** 0.071* 0.078*

Jeonju −0.035 0.065 −0.016 0.004

Gwangju 0.020 0.155 0.033 0.141

Coastal area

Gangneung 0.053 0.089 0.039* 0.105*

Incheon 0.037 0.007 0.008 0.019

Ulleungdo 0.004 0.093 -0.007 0

Pohang 0.167** 0.216 0.104** 0.237**

Ulsan 0.161*** 0.314** 0.063** 0.019

Busan 0.072 0.079 0.040 0.047

Mokpo −0.051 0.043** -0.021 -0.034*

Yeosu -0.063 0.027 -0.038 0.006

Jeju 0.281*** 0.286*** 0.319*** 0.327***

***significance level at 1%, **significance level at 5%, *significance level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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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도 폭염 등 다른 기상현상과 같이 종관규모에

서부터 국지적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열대야 발생 일수와 국지적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개

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열대야가 평년보다 많이 발

생한 해와 적게 발생한 해의 기후 특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열대야 과다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체 분석

기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σ)를 이용하였다. 즉, 열

대야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한 해와 적게 발생한 해를

50년 평균 ± 1 이상과 이하인 해로 각각 정의하였다. 연

도별 열대야 발생일 수에서 1994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전체 자료의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자료를

전체 연구기간 중 1994년을 제외한 49년의 열대야 발

생 평균값으로 대신하였다.

Fig. 6은 풍속에 따른 열대야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

이다. 열대야는 연속 발생일 수에 관계없이 풍속이 2-

3 m/s일 때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풍속이 3 m/s 이상일

경우 열대야 발생빈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Fig. 7은 열대야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한 해와 적게

발생한 해의 강수일수와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6월과

9월에는 상대적으로 열대야 발생이 적고, 특히 9월에는

태풍에 의해 강수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해가 있기 때

문에 열대야가 자주 발생하는 7월과 8월에 대해 따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낮지만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해 (붉은색)는 상대적으로 열대야가 적게 발생한

해보다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적었으며, 열대야가 적게

발생한 해 (푸른색)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Fig. 8은 열대야 발생일수와 강수량 및 강수일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붉은 색 점은 열대야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한 해의 자료이며, 푸른 색 삼각형은 열대야가

평년보다 적게 발생한 해를 의미한다. 열대야가 빈번

하게 발생한 해일수록 강수일수는 적고, 열대야가 적게

발생한 해일수록 강수일수는 많았다. 열대야가 적게 발

생한 경우에는 강수일수와 상관성이 거의 없지만, 열대

야가 많이 발생한 해에는 음의 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나

Fig. 6. Tropical night (TN) occurrence averaged over 14 stations and 50 years according to the wind speed.

Fig. 7. Time series of precipitation days and amount for four

months (a) and two months (b). Blue color and red color

mean that the TN # is below normal year and above normal

year, respectively).

Fig. 8. Scatter plot of frequency of tropical nights according to

the precipitation days (a) and precipitation amount (b) ( Red

dot : above normal years, blue triangle : below norm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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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열대야와 강수량과는 열대야 발생 과다

와 관계없이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열대야는 강수량보다 강수일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수량이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집

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3.2. 변동경향

Fig. 9는 최근 50년 (1958~2007)에 대해 우리나라

14개 지역에서의 여름 및 월평균 열대야 발생 빈도수의

변동경향을 Mann Kendall’s tau 계산식으로 분석기간 및

연속 발생일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분석기간은

임의의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이 y축에 교차할 때의

Fig. 9. Trend (# yr
-1

) of tropical night for the whole regions as a function of length of segment and ending year of calculation.

Year-to-year changes are not plotted. x-axis: start and last year of segment. y-axis: length of segment 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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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고, 점에서 대각선에 평행하게 그은 점이 교차하는

x축 값이 분석 시작년도이며 주어진 점에서 x축에 직

각으로 내려왔을 때 교차하는 점의 년도가 분석종료

연도를 나타낸다. 즉, 그림에서 사각형의 중심에 위치한

점의 값은 분석기간은 25년이고 분석 시작년도는 1958년

이며 분석 종료연도는 1982년이다. 열대야의 연속적 발

생일수에 관계없이 분석기간에 따라, 특히 분석기간이

짧을수록 열대야의 변동경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열대야는 1990년대

후반까지 감소경향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증가경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분석기간을 최근 30년 이

내로 하면 열대야 발생일 수가 모든 월에서 크게 증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Choi et al.

(2009)와 WMO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7월과

8월 모두에서 유사하게 증가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나

변동경향의 변화는 7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5~7년 주기로 열대야 변동경향이 반

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Fig. 10은 서울, 대구와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의 열대

야 변동경향의 편차 (예: 서울의 변동경향-14개 지점

Fig. 10. Difference of trend (# yr-1) of tropical nights occurrence for the regions as a function of length of segment and ending

year of calculation. Year-to-year changes are not plotted. x-axis: Last year of segment. y-axis: Length of segment 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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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변동경향)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에서 7월과 8월의

합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변동경향보다 증

가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70년

대부터 1990대초까지 증가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수도 서울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된 점과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의 영향이 극상

에 이른 점 그리고 서대문구 송월동 서울 기상관측소

주변 건축물 철거 등 환경 정리의 영향도 작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 7월과 8월의 변동경향에서도 증가경

향이 전국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월의

증가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서울과 달리

2000년대 초까지 전국평균보다 감소경향이 나타나다가

2005년 이후부터 증가경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

구에서는 7월보다 8월에 감소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는 월에 관계없이 1990년대 이후

증가경향이 전국평균보다 매우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8월에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동경향의 지역별/월별 편차는 3일 연속 열대야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산하 서울, 부산, 광주, 울릉도,

제주 등 14개 지점에서의 50년 (1958~2007)간의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열대야 발생 특성 및 변동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열대야의 정의방법 및 연속 발생일수

에 따른 열대야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고, 강수일수 등

기후요소가 열대야 발생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다. 또한 열대야의 변동경향을 단순선형회귀 방

법과 Mann Kendall's tau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의 분석기간이 열대야의 변동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도 분석하였다. 여기서 열대야는 기상청 기준인 일

최저기온이 25
o
C 이상인 날과 각 지역별 분석기간 전체

일 최저기온 자료에서 상위 5% 이상인 날로 정의하

였으며 다음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이다.

1) 열대야는 정의 방법에 관계없이 14개 지점 평균

일수는 최저 0회부터 최대 30회에 이르기 까지 강한 경

년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월별로는 8월 (56%), 7월 (41%)

그리고 9월 (3%) 순으로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될수록 3일 연속 발생한 일수도 비

례하여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기상청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풍령에서는 0.4회/년

인 반면 제주에서는 17.02회/년으로 공간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풍령이나 울릉도에 비해 제주,

부산 등 남부지역, 강릉 등 해안가, 서울, 대구 등 대도

시에서 열대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열대야는 위도, 도시규모, 해안에서의 거리

및 해발고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열대야의 변동경향은 Mann Kendall’s tau 방법을

이용하면 전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단순 선형 회귀법을 적용할 경우 여수, 목포 등에서는

약하지만 감소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 울산, 대구,

포항 그리고 서울에서는 열대야 증가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점에서 유의수준이 높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90년

대 후반부터 열대야의 발생빈도, 강도 그리고 지속시

간이 모두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열대야는 대체적으로 강수량보다는 강수일수가

적은 해 그리고 풍속이 약한 날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열대야 자료의 분석기간에 따라 변동경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4개 지점 평균에서는 1990년

대 전반 (약 40년간 자료 이용)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분석기간을 최근 30년 이내로 할 경우

증가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위

치에 따라 열대야 변동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서울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증가경향이 다른 지역

보다 강하다가 최근에는 평균보다 약해지고 있으며 대

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전체 평균보다 증가경향이

작았다가 최근에 강해지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열대야 증가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

해 현저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전력사용 급증 등 열대야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그리고 최근 들

어 열대야 발생빈도 및 강도가 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열대야 발생에 대한 구체적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

하다. 또한 도시열섬과 전 지구적 온난화가 과학적 사

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영향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대야 발생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CATER

2009-3114)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김지영, 이대근, 박일수, 최병철, 김정식, 2006: 한반도에서

여름철 폭염이 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대기, 16(4),

269-278p.

김해구, 민경덕, 윤일희, 문영수, 이동인, 1998: 1987년과

1994년에 일어난 한반도 하계 이상고온의 특징. 한국

기상학회지, 34(1), 47-64p.



박우선·서명석 371

Atmosphere, Vol. 21, No. 4. (2011)

박종길, 윤숙희, 조대현, 이종태, 석경하, 엄상화, 정우식, 김

경혜, 2005: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II). 기상청,

119pp.

이명인, 강인식, 1997: 한반도 기온 변동성과 온난화, 한국기

상학회지, 33, 429-443.

최광용, 권원태, 2005: 우리나라 열대야 현상 발생의 시공간

적 특징과 최근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0(6), 730-

747p.

최병철, 김지영, 이대근, Jan Kysely, 2007: 한국의 주요 대도

시에 대한 일 최고 및 최저 기온의 장기변동 경향과 건

강에 미치는 영향 전망, 대기, 17, 171-183.

하경자, 하은호, 류철상, 전은희, 2004: 1909년 이후의 우리

나라 4대 도시의 기온 경향과 극한 기후, 한국기상학회

지, 40, 1-16.

허소정, 하경자, 문승의, 1997: 1993년과 1994년의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특징, 한국기상학회지, 33(4), 737-751.

허인혜, 권원태, 2007: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기온 변화.

기후연구, 2(2), 79~93p.

Alexander, L. V., X. Zhang, T. C. Peterson, J. Caesar, B.

Gleason, A. M. G. Klein Tank, M. Haylock, D. Collins,

B. Trewin, F. Rahimzadeh, A. Tagipour, K. R. Kumar,

J. Revadekar, G. Griffiths, L. Vincent, D. B.

Stephenson, J. Burn, E. Aguilar, M. Brunet, M. Taylor,

M. New, P. Zhai, M. Rusticucci, and J. L. Vazquez-

Aguirre, 2006: Global observed changes in daily

climate extreme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J.

Geophys .  Res. ,  111 ,  D05109,  doi :  10.1029/

2005JD006290.

Brunet, M., S. Oscar, J. Phil, S. Javier, A. Eenric, M. Anders,

L. David, W. Alexander, L. Diego, and A. Carlos,

2006: The development of a new dataset of spanish

daily adjusted temperature series (SDATS) (1850

2003). Int. J. Climatol., 26, 1777-1802p.

Caesar, J., L. Alexander, and R. Vose, 2006: Large-scale

changes in observed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Creation and analysis of an new gridded

data set. J. Geophys. Res., 111, D05101, doi:10.1029/

2005JD006280.

Choi. Y. E., 2004: Trends o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extreme events in Korea. J. Geophys. Sci., 39(5),

711~721p.

Choi, G.-Y., and co-authors, 2009: Changes in means and

extreme event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the

Asia-Pacific Network region, 19552007, Int. J.

Climatol., 29, 19061925. 

Cinar, Y., A. M. Senyol, and K. Duman, 2001: Blood

viscosity and blood pressure: role of temperature and

hyperglycemia. 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

14, 433-438p.

Hulme, M., Z. C. Zhao, and T. Jiang, 1994: Rec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in East Asia. Int. J. Climator.,

14, 637-658p.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Ⅰ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olomon, S., D. Qin, M. Manning, Z.

Chen, M. Marquis, K.B Averyt, M Tignor and H.L.

Miller(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Liebmann, B., R. M. Dole, C. Jones, I. Blad, and D. Allured,

2010: Influence of choice of time period on global

surface temperature trend estimates. BAMS. Amer.

Meteor. Soc., doi: 10.1175/2010BAMS3030.1.

Moberg, A., and P. D. Jones, 2005: Trends in indices for

extremes of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Central and Western Europe 1901-1999. Int. J.

Climatol., 25, 1173-1188p.

Park, J. K. and D. G. Lee, 2006: Correlation between daily

mortality and temperature of Seoul, in summer,

proceedings of the 99th annual meeting of AWMA,

New Orleans, LA. Paper No. 06-A-384-AWMA.

Park, J. K., D. H. Cho, S. H. Yoon, J. T. Lee, K. H. Seok, W.

S.  Jung,  E.  B.  Kim, and G.  D.  Jeon,  2006:

Development of weather-related health impact index

for the cutaneous disorder, proceedings of the 15th

IUAPPA regional conference, Lille, France. Paper No.

021609.

Robeson, S. M., 2004: Trends in time-varying percentiles of

daily minimum and maximum temperature over North

America.  Geophys.  Res .  Let t . ,  31 ,  L04203,

doi:10.1029/2003GL019019.

WMO, 2009: Guidelines on Analysis of extremes in a

changing climate in support of informed decisions for

adaptation, Climate Data and Monitoring WCDMP-

No. 72, 55pp.

국립환경과학원, 2007, 보도자료: http://www.nier.go.kr/eric/

por ta l /kor/nf /  nier-nf-03.

page?boardId=NIERNF03&bltnNo=1285570000416&

command=READ (검색일: 2011. 3. 1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