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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door design temperature is important for selecting proper capacity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s

of a building to implement indoor thermal comfort and save energy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South Korea outdoor design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assigned

period. When outdoor design temperature of 8 locations calculated with the latest weather data during

2008~2015 years using ASHRAE Bin method are compared to the standard temperatur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is widely used for designing South Korea air-conditioning

system at present, the maximum temperature difference becomes 0.97oC for cooling, and 1.94oC for

heating. Due to wide outdoor temperature variation, update of outdoor design temperature based on

recent weather data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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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첨자

DB : 건구온도(Dry bulb temperature)

WB : 습구온도(Wet bulb temperature)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2차 공약 기간 종료

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이 2015년 12월 파리에서

논의되어 신(新)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 채택되었다. 각 참여국은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

기여 방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30%의 탄소배출 감축, 2030년까지 ‘경제 전반

(Economy wide)’에서 37%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하

는 기여 방안을 2015년 6월 30일에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1].

탄소 배출 감축 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

는 것이 탄소 배출과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곳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분

야별 에너지 소비율을 나타낸 Fig. 1에 의하면, 63%

가 건물에서 소비된다[2]. 주거용 건물에서는 Fig. 2

에서처럼 HVAC에서 41%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

비된다[3].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비가 과(過)용량 되지 않도록

외부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외기 조

건을 이용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에 따른 냉·난방 시스템 설계용 외기온도의 변

화를 분석하고자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미국공조냉동공학회) Bin 방법으로 기간을 달리하

여 설계용 외기온도를 계산한다. 1983~1994년도 데

이터로 산정된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 설계용 외기

온도와 비교하고, RTS-SAREK 프로그램에 활용하

여 냉·난방부하를 계산하여 부하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 및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동향

실측 기상데이터는 기후 예측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후맵, 설계용 외기조건, 또는 표준기상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실측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냉·난방 설계용 외기조건을 산정한 연구 동향을 살

펴보았다.

김효경[4]은 10년간의 외기온도 데이터를 이용하

여 서울을 비롯한 9개 지역의 겨울(12, 1, 2월) 외기

온도를 ASHRAE 가이드북의 관련 기준에 따라 산

정하였다. 이재윤[5]은 10년간의 부산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의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시하였다. 김

환용과 이정재[6]는 실측 기상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냉·난방부하 설계용 외기온도 및 기

후맵을 산정하였다. 남상운[7]은 온실의 냉·난방부

하 산정을 위한 온실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기 위해 표준기상데이터에서 작성된 외기온도

기준과 실제 측정된 기상자료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지난 연구들도 실측한 기상데이터로 외기조건을

제시하지만 표준 기상데이터로 만든 후에 설계용

외기온도를 산정하거나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사용

되는 표준 기상데이터 작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된 기상데이터에서 냉·난방 시스템

설계용 외기온도 조건을 계산하여 현재 현장에서Fig. 1. Energy consumption classification.

Fig. 2. Energy consumption pattern of residential build-

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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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는 국토교통부 제시 온도와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2.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

2.1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 정의

냉·난방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냉·난방 설계용 외기조건은 건물이 위치할 대지의

주변 자연환경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 최저 또는

최고 온도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설계하면,

연중 발생 가능성이 극히 적은 기상 조건을 기준으

로 시스템이 설계되므로 장비의 용량이 과(過)설계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SHRAE에서 초과 확률

의 개념을 도입하여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 조건

을 산정하는 방법을 처음 제시하였다. 매시 측정된

기상데이터를 냉·난방 기간에 대하여 누적도수율

(Cumulative frequency) 곡선으로 나타내어 초과 도

수율이 일정 % 이하로 되는 외기온도를 선정하는

방법[5]으로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온

도라고 한다. 외기온도 조건을 여름일 때 최고 온도,

겨울일 때 최저 온도로 정하지 않고, 이보다 0.4%,

1.0% 또는 2.0% 낮게 또는 높게 TAC 온도를 설정

하여 장치용량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장치 용량을

줄이고, 초기투자비를 삭감하며, 부분 부하일 때 기

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실내 쾌적성도 만족시

키고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설계 조건이 된다[6]. 

2.2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 방법

국내의 냉·난방 설계용 외기조건[8]으로는 대한설

비공학회 설비편람에서 대표적인 두 값을 제시한다

[8].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구 국토해양부)

[9]에서 지정한 외기조건으로, ASHRAE의 1983~

1994년 통계기간의 기상 데이터를 TAC 방법에 의

해 계절별(하기, 동기)로 산출한 외기온도이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10]. 

두 번째도 ASHRAE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하절

기(6월~9월, 2928시간) 백분위율 1.0%, 2.5% 및

5.0%, 그리고 동절기(12월~2월, 2160시간)에서 백분

위율 99.0%, 97.5%를 기준으로 한 쌍의 건구 및 습

구 온도 자료로 만들던 것에서 1997년부터 하절기

는 전 기간인 1년 총 8760시간의 백분위율 0.4%,

1.0% 및 2.0%를, 동절기는 전 기간의 백분위율

99.6% 및 99.0%를 사용하여 외기조건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1년 총 8760시간의 백분위율에서 냉방

설계온도는 1.0%, 난방은 99.0%를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8].

현재 널리 사용되는 국토교통부 설계용 외기조건

은 과거의 기상데이터(1983~1994년, 12년)를 사용

하여 냉방(여름)과 난방(겨울) 기간을 별도로 구분

하여 각각의 기상 데이터에서 극한 2.5%를 제외하

고 산출된 값이다(구 ASHRAE TAC 2.5% 기준).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데이터 산

정 기간을 달리하면서 새로 수정된 ASHRAE Bin

방법으로 냉방 또는 난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

체 1년 기상 데이터에서 극한 1.0% 제외하고 산출

된 설계용 외기온도로 산정하였다(신 ASHRAE

TAC 1.0% 기준).

3. 외기온도 데이터 측정소 및 측정 방법

지상기상관측은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

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장비)에 의한 자동관측과

목측에 의한 수동관측으로 실시된다. 각 지역마다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기상관서에 ASOS를 설치하

여 외기온도를 포함한 기상 조건들이 측정된다. 기

상관서에서 발표하는 기온은 지면 위(또는 설면 위)

1.2~1.5 m 높이의 온도를 말하며 백금저항온도계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된다[11].

Table 1. MOLIT standard design outdoor temperature

Section Cooling Heating

Location
TDB

(oC)

TWB

(oC)

TDB

(oC)

Relative 

humidity (%)

Seoul 31.2 25.5 −11.3 63

Incheon 30.1 25.0 −10.4 58

Daejeon 32.3 25.5 −10.3 71

Gwangju 31.8 26.0 −6.6 70

Daegu 33.3 25.8 −7.6 61

Busan 30.7 26.2 −5.3 46

Ulsan 32.2 26.8 −7.0 70

Jeju 30.9 26.3  0.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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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HRAE Bin 산출 방법

4.1 기상 데이터 취득 및 개수 확인

ASHRAE에서 제안하는 Bin 방법을 이용하여 냉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산정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이트[12]를 통해서

실제 측정된 기상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1982년부

터 2015년까지 1시간별로 측정된 외기온도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데이터가 제대로 측정되어 있는지 확

인하되,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정하지

않는다[13]. ASHRAE Bin 방법에서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 산정에는 각 월별 데이터 85% 이상이며,

산정기간으로는 최소 8년간의 외기 데이터로 할 것

을 제안한다[13]. 

4.2 Pseudo Counts 산정

취득한 데이터들을 각 월별로 정리한다. 각 월별

데이터가 85%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데이

터들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Pseudo Counts

(PC)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준다[13]. 예를 들어,

2008~2015년까지 11월의 총 데이터 개수는 5760개

(24시간×30일×8년)이어야 하지만 측정된 데이터는

5758개로, PC 식 (1)에 대입시, 5760/5758으로 PC값

은 1.000347 이다.

PC =   (1)

4.3 Bin 간격 설정 및 최종 Bin 구간 값 산정

전체 취득한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

Bin 간격을 0.5oC(또는 1.0oF)로 하여 각 온도 구간

을 오름차순으로 등분한다[13]. 각 Bin 구간에 해당

하는 데이터 개수를 센 다음, 앞서 구한 PC를 곱한

다. 예를 들어, 2008~2015년까지 11월 취득한 5758

개의 데이터 중에서 Bin 구간이 1.0oC 이상 1.5oC 미

만인 온도 데이터 개수가 100개이면, 앞서 구한 PC

를 곱하여, 최종 Bin 구간 값은 100.0347이 된다.

4.4 CDF 계산 및 설계용 외기온도 산정

각 월별로 산출한 Bin 구간 값들을 동일 Bin 구간

값끼리 합한다. Bin 구간별로 12개씩 있는 값들을

하나로 합하여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Bin 구간 값으

로 산출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1년 전체 Bin 구

간에서 가장 낮은 온도의 Bin 구간 값부터 순차적으

로 누적하여 합산한다. 누적한 값에서 CDF(Cumu-

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분포 함수)로 냉·난

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13]. 최소 8년

외기온도 데이터를 누적하여 만든 1년 기간의 온도

Bin 구간에서 해당 %에 포함되는 Bin 데이터 개수

Z값을 구하고, Z값보다 작지만 가장 근사한 누적

Bin 구간 값 k를 이용하여 Z에 대응하는 외기온도

값을 선형보간법으로 산출한다. 예시로, Fig. 3는 냉

방 2.0%일 때의 외기온도를 구하기 위한 그래프로,

냉방 2.0%, 전체에서 98.0%에 해당하는 Z값에 대한

외기온도 값을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식

(2)와 (3)은 냉방 2.0%일 때의 설계용 외기온도를 산

정하는 식을 예로 보여준다[13].

(2)

(3)

 + 

여기서 는 2.0% 냉방 설계온도를 의미하며,

는 Bin 온도 간격을, 는 k에 해당하는

Bin 온도 구간의 중앙 온도 값을 나타낸다.
α

β
--- 1≥

CDF
DB

k
0.98 CDF

DB

k 1+
< <

T
DB

2.0%
 = T

DB

k
 + 

0.98 CDF
DB

k
–( )

CDF
DB

k 1+
CDF

DB

k
–( )

--------------------------------------------------ΔT
DB

ΔT
DB

2
--------------

T
DB

2.0%

ΔT
DB

T
DB

k

Fig. 3. CDF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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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설계용 외기온도 산정 결과

국내의 대표적인 8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을 선정하여 기상데이터 산

정 기간을 8년으로 하여 5개 기간(1982~1989, 1988

~1995, 1995~2002, 2001~2008, 2008~2015)에 대해

ASHRAE Bin 방법으로 계산한 1.0%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Table 2, 99.0%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4에는 온도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

1982~2015년 평균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대구

가 32.92oC로 가장 높고, 인천이 29.81oC로 가장 낮

았다. 1982~1989년의 데이터와 2008~2015년의 데

이터로 구한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26년의 변화

량으로 비교하였을 때, 대구에서 0.88oC로 가장 컸

으며, 대전은 오히려 0.34oC 낮아졌으며 8개 지역의

평균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0.26oC 증가하였다.

26년 동안의 변화량이 평균 0.26oC인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100년에 대한

변화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1.0oC가 상승되는 것으

로 환산되었다.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가 서울, 광주,

대구, 울산, 제주에서는 증가하였고, 인천, 대전, 부

산에서는 낮아졌다. 표준편차는 대구가 0.42oC로 가

장 커 기간별 변화량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0.16oC로 가장 낮았다. 

1982~2015년 평균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제주

가 1.14oC로 가장 높고, 서울이 –9.50oC로 가장 낮다.

1982~1989년의 데이터와 2008~2015년의 데이터로

구한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26년의 변화량으로

비교하였을 때, 대구는 1.45oC로 가장 많았으며, 서

울에서 0.44oC로 가장 작았으며, 전체 8개 지역의 난

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모두 증가하여 평균 0.85oC

증가하였다. 26년 동안의 변화량이 평균 0.85oC인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100년에 대한 변화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3.25oC가

상승하는 것으로 환산되었다. 표준편차는 서울이

Table 2. 1.0% cooling temperature

Location
Heating temperature (oC) Average, Standard

deviation (oC)1982~1989 1988~1995 1995~2002 2001~2008 2008~2015

Seoul −10.86 −8.54 −8.73 −8.93 −10.42 −9.50, 0.95

Incheon −9.96 −7.82 −8.07 −7.99 −8.99 −8.57, 0.81

Daejeon −9.83 −7.75 −8.03 −7.75 −9.11 −8.49, 0.84

Gwangju −6.25 −4.63 −5.01 −4.99 −5.65 −5.31, 0.58

Daegu −7.20 −5.30 −5.22 −4.96 −5.75 −5.69, 0.80

Busan −5.02 −3.11 −3.09 −3.32 −3.73 −3.65, 0.72

Ulsan −5.86 −4.44 −4.20 −3.77 −5.06 −4.67, 0.73

Jeju  0.40  1.57  1.44  1.38  0.89  1.14, 0.43

Table 3. 99.0% heating temperature

Location
Cooling temperature (oC) Average, Standard

deviation (oC)1982~1989 1988~1995 1995~2002 2001~2008 2008~2015

Seoul 30.69 31.16 31.16 30.61 31.06 30.94, 0.24

Incheon 29.65 29.91 30.37 29.65 29.48 29.81, 0.31

Daejeon 31.67 32.09 31.25 30.97 31.33 31.46, 0.39

Gwangju 31.25 31.72 31.38 31.52 31.76 31.53, 0.19

Daegu 32.27 33.54 32.86 32.78 33.15 32.92, 0.42

Busan 30.29 30.51 30.24 30.02 30.21 30.26, 0.16

Ulsan 31.89 32.38 31.86 31.96 31.93 32.00, 0.19

Jeju 30.34 30.81 30.96 30.93 31.21 30.85,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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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oC로 가장 크고, 제주가 0.43oC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변하고 있

으므로 설계용 외기온도는 최근 기상데이터를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ASHRAE Bin 방법으로 가장 최근 기상데이터

2008~2015년을 이용하여 계산한 설계용 외기온도

와 국토교통부 지정 외기온도를 Table 4에 비교하였

다. 최대 편차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값이 국

토교통부 값 대비 냉방은 대전이 0.97oC 낮았고, 난

방은 울산이 1.94oC 높았다. 최근 기후 변화로 설계

용 외기온도가 적지 않게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개 지역 평균을 산출하면 냉방은 0.30oC 감소하였으

며, 난방은 1.32oC 증가하였고, 특히 난방용 설계 온

도의 갱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냉·난방부하 산정

5.1 RTS법 부하 산정 방법

설계용 외기온도가 공조 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고자 RTS-SAREK 공조부하 계산 프로그램을

Fig. 4. Design outdoor temperature.

Table 4. Design outdoor temperature comparison

Location

TMOLIT

(oC)

TThis work

2008~2015

(oC)

ΔT

(TThis work−TMOLIT)

(oC)

cool-

ing

heat-

ing

cool-

ing

heat-

ing

cool-

ing

heat-

ing

Seoul 31.2 −11.3 31.06 −10.42 −0.14 +0.88

Incheon 30.1 −10.4 29.48 −8.99 −0.62 +1.41

Daejeon 32.3 −10.3 31.33 −9.11 −0.97 +1.19

Gwangju 31.8 −6.6 31.76 −5.65 −0.04 +0.95

Daegu 33.3 −7.6 33.15 −5.75 −0.15 +1.85

Busan 30.7 −5.3 30.21 −3.73 −0.49 +1.57

Ulsan 32.2 −7.0 31.93 −5.06 −0.27 +1.94

Jeju 30.9 0.1 31.21 0.89 +0.31 +0.79

Average −0.30 +1.32

Table 5. Building model

Object room Area 300 ㎡ office

Ceiling height 2.7 m

Schedule 9:00~18:00

Inside set condition
Cooling 26oC, 50%RH

Heating 20oC, 40%RH

Infiltration
Cooling 0.5 1/h

Heating 0.5 1/h

Window ratio 50%

U value

(W/㎡·K)

Window 3.1

Roof 0.34

Wall 1(South) 0.51

Wall 2(East, West) 0.56

Side wall(North) 2.6

Internal load

People 0.5 person/㎡

Light 10 W/㎡

Device 5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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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냉방 및 난방부하를 산출하였다[14]. 본

프로그램은 복사열을 RTS(Radiant time series) 모델

링하여 냉방부하 산정시 구조체의 시간에 따른 축

열 및 방열 효과를 고려한다. 국토교통부(MOLIT)

설계용 외기온도와 본 연구의 결과를 RTS-SAREK

에 적용하여 공조부하를 비교하였다.

5.2 대상건물 개요

부하계산을 위하여 Table 5와 같이 면적 300

㎡[15], 천정고 2.7 m인 업무공간을 선정하였다. 사

무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가

정한다[16]. 실내는 냉방 건구온도 26oC, 상대습도

50%, 난방 건구온도 20oC, 상대습도 50%로 하였으

며[17], 침기량은 냉방과 난방 각 0.5 회/h로 하였다

[18]. 창 면적비는 50%이며[19], 내부 실내 부하 조

건은 ASHRAE Standard 90.1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

다. 창 열관류율은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 기준[9]

으로 하였으며, 벽체 열관류율은 RTS-SAREK 건물

예제[20]를 참고하였다. 실외 온도 조건은 본 연구

에서 산정한 기간 1982~1989년과 기간 2008~2015

년, 그리고 MOLIT 온도(1983~1994년)를 사용하였

으며, 상대 습도는 MOLIT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5.3 공조부하 계산 결과

설계용 외기온도를 달리하여 RTS-SAREK 프로

그램으로 사무실 공간의 부하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국

토교통부 값과 산정 기간 2008~2015년 값을 비교하

였을 때 대전에서 최대 차이로 0.97oC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른 냉방부하는 1.9% 감소하였고 민감도는

1.93 W/(m2·oC)이다.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국토

교통부 값과 산정 기간 2008~2015년 값을 비교하였

을 때 울산에서 최대 차이로 1.94oC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난방부하는 5.9% 감소하였고 민감도는

–3.1 W/(m2·oC)이다. 

6. 결 론

198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상청 외기온도 데이

터를 활용하여 ASHRAE에서 권장하는 최소 산정

기간인 8년으로 하여 5개 산정 구간으로 기간을 나

누어 국내 8개 지역에 대한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

도를 산출하였다. 냉·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를

ASHRAE Bin 방법으로 기간을 달리하여 산정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기온도는 오르고 내림 특성을 보이며, 2008

~2015년 기간이 1982~1989년 대비 8개 지역의 평균

냉방 온도는 0.26oC 상승, 평균 난방 온도는 0.85oC

상승하였다. 100년 동안의 변화량으로 환산하면 냉

방은 1.0oC 상승, 난방은 3.2oC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최근 2008~2015년 기상데이터로

산정한 외기온도를 국토교통부 기준과 비교하면, 8

개 지역의 평균 냉방 온도는 0.29oC 낮아졌고, 평균

난방온도는 1.3oC 높아졌다. 최근 기상조건을 반영

하여 냉·난방 시스템 설계시 국토교통부 기준 대비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난방은 그 범위가

크다.

(3)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공조부하에 미치는 영향

을 산출하고자 RTS-SAREK 공조부하 계산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대전의 냉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0.97oC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른 냉방부하는 1.9% 감

소하였고, 울산의 난방 설계용 외기온도는 1.94oC 증

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난방부하는 5.9% 감소하였다.

(4)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과 환경 파괴로 최근

기상 조건은 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냉·난방

설계용 외기조건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

하다.

Table 6.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Location

TMOLIT

(W/㎡)

TThis work

1982~1989

(W/㎡)

TThis work

2008~2015

(W/㎡)

cool-

ing

heat-

ing

cool-

ing

heat-

ing

cool-

ing

heat-

ing

Seoul 167.12 78.69 165.55 77.75 166.62 76.81

Incheon 162.10 76.78 160.76 75.84 160.21 73.77

Daejeon 173.26 76.56 171.13 75.56 170.01 74.03

Gwangju 171.02 68.69 169.14 67.95 170.82 66.68

Daegu 173.01 70.82 169.63 69.97 172.48 66.89

Busan 159.83 65.93 158.69 65.34 158.53 62.59

Ulsan 172.66 69.54 171.60 67.12 171.80 65.42

Jeju 167.70 54.44 165.92 53.81 168.76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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