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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ractical method for estimating the extremes of minimum air

temperature with given return-period based 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in January. Daily tempera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61 meteorological observatories

country-wide from 1961 to 2010. Most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January could be represented by

a normal-distribution, so it is possible to predict stochastically the lowest temperature by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 developed a quadratic function to estimate standard deviation in terms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January. Also, we introduced a coefficient which can be used to

predict an extreme of minimum temperature with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is dependent on

return-periods. Using this method, we were able to reproduce the past 30-year extremes with an error

of 1.1 on average and 5.3 in the wor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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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에게 일 최저저온의 변동은 그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고, 과수작물의 경우 휴면기 동해와 봄철 늦서리 피

해 등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으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상요소라고 할 수 있다

(Chung et al., 2003). 예로 1년생 작물은 생육기인

봄철, 가을철에 0oC 부근의 저온에 의한 피해가 크고,

과수 등 영년생작물은 -30oC 이하의 저온에 의해 영

양 또는 생식생장 조직이 파괴되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Brown and Blackburn, 1987). 때문에 자동기상

관측장비 등을 설치하여 직접 기온의 일 변동을 측정

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

형이 복잡한 지형에서는 전 지역을 관측한다는 것은

그 비용과 노력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형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해발고도, 온난대, 냉기침강,

도시 열섬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 최저기온을 경관규모

수준의 정밀한 디지털 농업기후도로 제작되어 활용하

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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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여 왔다(Choi and Yun, 2002, Chung,

2002, Chung et al., 2003, Hwang et al., 2001, Yun

et al., 2001).

한편, 어느 지역에서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최저기

온의 극값, 즉 일최저기온의 예상 범위는 그 지역에서

재배가능 여부를 알아보거나 과원의 위치를 선정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최저기온의

범위는 재현기간에 따른 확률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

제로 미국의 농무부는 이러한 최저기온지도를 토대로

Plant Hardiness Zone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15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Jung et al.(2004)은 1971~2000년의 남한의 14개 기

상관서에서 관측된 1월 최저기온의 연차변이를 분석하

였고, 이를 정규분포를 가정한 이론적인 확률모형에

근거하여 재현기간별 1월 최저기온의 분포도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기후변화로 최저기온의 변

이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기간이 지나 기상

관측자료가 축적되었고, 관측지점수도 증가하였으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미래의 1월 최저기온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71년 이후 2010년까지의 전국 61개

기상관서의 1월의 일별 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이

를 바탕으로 1월 최저기온 분포의 정규성을 알아보고,

1월 일 최저기온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를 추정하

는 방법을 찾아보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1

월 최저기온의 변동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현기간에 따라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일별 기온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전국의 61개 기상관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

였다. 분석기간은 기온변동의 장기간의 변이를 분석해

야 하므로 1961~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61개 기상관서 중 14개 기상관서만이 1961년부터 측

정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상관서의 자료

는 기상관서가 설치되어 자료가 제공되는 시기부터 수

집하여 이용하였다.

1월 최저기온의 분포에 대한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1961~2010년 30년 간의 1월의 일 최저기온 자

료 전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간을 20개 계급으로

분할하여 관측도수를 구한 후 정규분포의 기대도수와

의 차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카이제곱 검정

(χ2 test)을 실시하였다. 정규성에 대한 검정은 1961년

부터 관측자료가 있는 14개 기상관서를 대상으로 하였

다. 다음으로 일 최저기온의 표준편차를 공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일 최저기온의 평균과

표준편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Jung et al.(2004)은

14개 지점의 30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발고도와

1월 일 최저기온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를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61개 지점의

1981~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 관측값의 분포에 대한 정규성이 성립되면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재현기간에 따른 기대값을 확

률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Fig. 1. Locations and data-collection starting years of the

selected observation sites of Korea Meteorological Admi-

nistration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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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값을 표준정규분포표로부터 구하고 이것을 표준편차

에 곱한 후 평균으로부터 빼 주면 재현기간에 따른

일 최저기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

면 과거 측정된 관측자료로부터 특정기간 측정된 일

최저기온의 극값이 동일 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로부

터 계산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기상관

서 61개 지점의 과거 50년의 일 자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위로 분석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

간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관측된 값과 기대

값의 차를 최소로 하는 계수를 최소자승법에 의해 구

하였다. 이 계수는 재현기간 별로 평균을 내고 이 값

을 재현기간에 따른 최적함수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

로 도출된 식을 이용하여 재현기간별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추정하고 이를 동일 기간의 관측값과 비교하여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분석대상기간의 1981~2010년 기간 동안의 1월 일

최저기온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계급별 도수를 이용하

여 분석해본 결과 분석대상 지점 중 5개 지점의 관측

자료가 통계학적으로 정규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

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 최저기온이 이례적

으로 고온인 상위 2계급에서 1~2회의 이상치가 반영

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 중 고온에 속하는

상위 2계급을 제외하여 이상치를 배제한 후 다시 계

산한 결과 전체 14개 지점 중 강릉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점의 자료들이 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1월의 일 최

저기온을 분포를 예측하더라도 실용적으로는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2).

1월 일 최저기온의 변이를 1월 일 최저기온의 평균

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1981~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지역의 표준편차는

평균에 대해 선형관계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결정계수

(r2)가 0.7726,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내었을 때 0.8278

이었다(Fig. 3). Jung et al.(2004)이 제시한 모형에

의하면 해발고도와 일 최저기온 평균의 두 가지 요인

을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분석에 의하면 일 최저기온의 표준편차가 해발고도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일 최저기온의 평균

과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설명력이 커지

므로 1월의 일 최저기온의 월평균으로부터 직접 일

최저기온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Y=0.0108 X2
−0.0958 X+3.1938 (r2=0.8278) (1)

Y : Standard deviation of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on Jan.

Fig. 2. Distribution patterns of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in January from 1981 to 2010 at (A) Chupungnyeong and

(B) Jeju in Korea. 

Fig. 3.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January from

1981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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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Mean of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on

Jan. (oC) 

1월 일 최저기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이론적으로 임

의의 시점의 일 최저기온은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확률적으로 기대되는 값(재현기간별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Jung et al.(2004)은 표준정규분포표에서 p=0.1,

즉 10년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z값 -1.28, p=0.033, 즉

30년 재현기간에 해당하는 z값 -1.84을 구하고, 1월 최저

기온 분포도에 이 값에 해당하는 표준편차를 더해서 10

년에 한 번 혹은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최저기

온 분포도를 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제

과거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검토되지는 않았고, 일

최저기온의 재현기간별 변동을 나타낼 뿐 과거 경험된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1월의 일 최저기온의 분포가 정

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거의 관측된 일

최저기온의 극한 사상을 조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는 규칙을 찾고자 하였다. 즉 재현기간별

기대값을 추정하는 식과 비슷하게 극값은 평균과 표준

편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비율이 변하는 것

을 찾고자 하였다. 

Y = Mean + a × Std (2)

Y : Extreme of daily min. temp. during analyzed

duration (oC)

Mean: Mean of daily min. temp. during analyzed

duration (oC)

Std : Standard deviation of daily min. temp. during

analyzed duration

a : coefficient

조사된 관측지점의 과거 50년 간의 일 최저기온자

료를 중첩을 허용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

년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별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구

하고, 이러한 극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식 (2)와

같이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과거 관측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수 a값을 각 재현기

간별로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

면 재현기간이 길어질수록 a값은 식 (3)과 같이 대수적

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재현기간이 길어질수록 일 최

저기온의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에 a값을 곱한 만큼씩

감하게 되므로 일 최저기온의 극값은 낮아지게 된다.

a = 0.2342ln(X) + 2.0876 (r2=0.9876) (3)

a : coefficient for calculating variation.

Fig. 4. Relationship between return period and coefficient

‘a’ of the equation (2) for estimating the extreme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Fig. 5. Comparison between observed and predicted values

of extreme of daily minimum temperature during the two

periods: (A) 1971~2000 and (B) 198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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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Return period for daily minimum air temperature

on Jan. (Yrs)

a값은 표준편차로부터 최저기온의 극값을 사실상 결정

하는 계수이다. 만일 최저기온의 극값 추정에 안전성을

위하여 최대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 a값 추정식에 95%

신뢰구간의 최대값을 적용한 식 (4)를 이용할 수 있다.

a=0.28244ln(X)+2.2472 (95% 신뢰구간 적용) (4)

식 (3)으로부터 10년 재현기간의 a값은 2.63, 30년

재현기간의 a값은 2.88로 Jung et al.(2004)이 제시했

던 10년 재현기간의 1.28, 30년 재현기간의 1.83에

비해 큰 값을 나타내게 되어, 이 값을 적용하였을 때

더욱 낮은 일 최저기온값이 나타나게 된다.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관측된 값과 비교하였을

때 1971~2000년 기간의 예측값은 관측값과 평균 0.9oC,

최대 2.2oC(광주)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1981~2010 기

간에는 평균 1.1oC, 최대 5.3oC(부안)의 차이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두 기간 모두에서 관측값과

예측값은 1:1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Jung et al.(2004)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1월 일

최저기온의 연차간 변이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12월과 1월의 연차간 변이가 상당폭 줄어들었음

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1월 일 최

저기온의 표준편차가 1960년대 3.7, 1970년대 4.1,

1980년대 4.6, 1990년대 3.6, 2000년대 4.1 등으로

1980년대까지 증가되다가 1990년대 감소되고 또 2000년

대에는 증가되는 등 특별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도출된 1월 일 최저

기온의 표준편차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최저기온의 평균

값을 변하지만 그 변동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추정

하는데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일 최저기온의 표준편차

를 추정하는 식을 이용하여 재현기간 별로 일 최저기

온의 극값의 분포를 지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물

재배지대 구분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역의 변동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적 요

이 연구는 1월 일 최저기온의 평균을 이용하여 재

현기간별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전국 61개 기상관서의

1961~2010년의 50년 간의 일 최저기온자료를 이용하

여 전체 연구를 수행하였다. 1월의 일 최저기온의 분

포는 대부분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일 최저기온을 확률적인 기대값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일 최저기온평균으로

부터 일 최저기온의 표준편차의 변이를 추정하는 2차

식을 개발하였다. 과거 10, 20, 30, 40, 50년의 재현

기간별로 관측된 일 최저기온의 평균, 표준편차, 극값

을 분석하여 재현기간별 극값을 예측할 수 있는 계수

를 도입하였고, 이 계수를 재현기간별로 추정할 수 있

는 로그함수식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과

거 두 기간의 30년 자료를 이용하여 61개 지점에 대

해 검증하였는데 평균 1.1oC, 최대 5.3oC의 오차를

가지고 과거 30년 재현기간의 일 최저기온의 극값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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