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한기후지수
서비스

기상청

과거 기후변화부터 미래 기후전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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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현상

폭염 한파 호우 태풍 폭설 가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집중호우, 가뭄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극한기후현상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한기후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로부터 크게 차이가 나거나 
평년값(1981~2010년)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 등을 의미합니다.

2/8



극한기후지수

이러한 극한기후현상을 수치로 산출하여 극한기후의 
발생 현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극한기후지수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기준을 반영하여 개발한 
극한기후지수 20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일수 여름일수

열대야일수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

일교차

호우일수

최대무강수 지속기간

5일 최다강수량

식물 성장기간

강수강도

고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 (12종)

[기존] 절대기준

온난일

최대온난일 계속기간

온난일 계속기간

온난야

한랭일 한랭야

한랭야 계속기간

최대한랭야 계속기간

지역별 기후값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 (8종)

[신규]상대기준

극한기후지수는 고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12종)와,
지역별 기후값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8종)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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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기준의 극한기후지수는

왜 필요할까요?

대관령처럼 폭염 발생이 드문 지역에선  폭염일수(절대기준)만으론 
기후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기준인 온난일을 활용하면 
대관령의 기후 특성에 맞는 기준값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경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DAY PROMOTION

1972년~2019년
대관령 관측 이래
폭염일수 0일

DAY PROMOTION

2018년 7월
대관령 9일 연속 
최고기온
30℃ 초과

대관령은
폭염에도
끄떡 없네?

대관령에서
30℃가

연속 9일이나!

※ 대관령의 7월 최고기온
     평년값(1981~2010년)은 
     22.8℃입니다.4/8



퍼센타일(%ile)

※ 퍼센타일(percentile)을 %ile로 표기함

상대기준의 지수 활용을 위해서는
퍼센타일(%ile) 을 이해해야 합니다.

퍼센타일(%ile) 이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기상요소 값(기온, 강수량 등)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여 100등분 하였을 때, 해당 값이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백분위수를 말합니다.

예시 2018년 서울 일최고기온의 90%ile 값은?

① 365일의 일최고기온을 낮은 값부터 정렬

10%ile : 2.0℃

5%ile : -2.1℃ 95%ile : 35.3℃

90%ile : 32.6℃
② 365일 중          번째 값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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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지수 산출

2018년 서울의 온난일과 한랭일을 산출해보기

온난일

한랭일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90%ile 초과한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10%ile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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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일 기준값(29.8℃)

한랭일 기준값(2.2℃)

온난일
54일

한랭일
39일

2018년 서울의 온난일과 한랭일은?

와!
이제 우리는

온난일과 한랭일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기준값은 어떻게 구하지?

기준값은 평년(1981-2010년) 연도별 퍼센타일을 평균한 값입니다 .

1981년
1982년

2009년
2010년

10%ile 값의 평균

한랭일 기준값(2.2℃)

90%ile 값의 평균

온난일 기준값(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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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지수 활용

극한기후지수 산출법이 조금 
어려우시다구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과거부터 미래 전망까지 극한기후 현상 발생에 대해
조회하고 다양하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기후정보포털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과거 기후변화, 미래 기후전망

극한기후지수

지점 기상관측지점(95곳)
기간 1905년~

과거 기후변화

지점 행정구역(읍면동)
기간 2021년~2100년

미래 기후전망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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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지수 종류와 정의

기존 극한기후지수 12종 절대기준

폭염일수(일)

열대야
일수(일)

결빙일수(일)

일교차(℃)

강수강도
(mm/일)(mm/일)

5일 최다강수량(mm)

식물 성장기간(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 
차이값의 연평균

연중 습윤일수(일강수량 1mm 이상)로
나누어진 연 총강수량

연중 5일 연속으로 내린 강수량 중 최대값

일평균기온이 5℃ 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부터 일평균기온이 
5℃ 미만인 날이 6일 이상 지속된 첫 날까지 사이의 연중 일수

여름일수(일)

한파일수(일)

서리일수(일)

호우일수(일)

최대무강수 
지속기간(일)

일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12℃ 이하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

연중 일강수량이 1mm 
미만인 날의 최대 지속일수

신규 극한기후지수 8종
상대기준에 따른 8종은 2019년부터 신규로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기준

온난일(일)

온난일 계속기간(일)

최대온난일 계속기간(일)

온난야(일)

한랭일(일)

한랭야(일)

한랭야 계속기한랭야 계속기간(일)

최대한랭야 계속기간(일)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이
최소 6일 이상 지속된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의 연중 최대지속일수
일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한 날의 연중 일수
일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일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을 미만인 날이
최소 6일 이상 지속된 날의 연중 일수
일최저기온이 기준기간의 10퍼센타일 미만인 날의 연중 최대지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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