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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라북도 고창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는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기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응 책 세부이행계획’수립을 지원하

기 해 기상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환경부와 16개 기 지자체는 2012년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과학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

도록 기상청에서 기 지자체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읍․면․동 단

(2008년 기 )의 미래 기후변화 망을 분석․정리하여 기 지자체에 제공하 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한 향․취약성 평가 후 한 응 책이 수립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1) 측 자료 소개

한반도의 고해상도 격자형 측 자료를 산출하기 해 75개소의 지상 측자료

(AutomatedSynopticObservingSystem,ASOS)와 462개소의 자동기상 측자료

(AutomaticWeatherSystem,AWS)를 합한 총 537개 지 의 측 자료를 사용하

다.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자료를 사용하 으며 변수는 일별

기온(최고/평균/최 )과 일 강수량이다. 측 자료는 해발고도가 높은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면 부분의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2000년 이후의

측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그 이 자료의 지 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며 자료의

품질이 이 연구에서 원하는 수 의 자료를 생산하기에는 당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토 로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2)고해상도 시나리오 자료 소개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1)시나리오에 기

해 약 135km 해상도의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다.본 보고서에서 사

용된 온실가스 시나리오는 RCP8.5와 RCP4.5로 자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한 노력 없이 재 추세 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여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

도가 940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망한 자료이며,후자는 어느 정도 감 노력

이 실 되어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망한 자

료이다.그리고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기 해 지역기후모델로 우리나

라 지역에 한 12.5km 해상도의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모델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12.5km)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계 상세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측자료

1) 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대표농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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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를 MK-PRISM2)모델에 용하여 1km 해상도의 측격자 자료를 생

산하여 기후값으로 사용하고,12.5km 한반도 시나리오 자료를 1km로 객 분석한

후 각 격자 별로 계 변동(Seasonalcycle)을 제거한 편차(Anomaly)자료를 추

출한다. 측에서 얻은 기후값에 지역기후모델의 편차를 더하면,모델 계통오차가

제거된 새로운 1km 격자형 시나리오 자료가 생산된다.

3)극한기후지수 정의

본 보고서에 사용된 극한기후지수는 기온 련 6종(열 야 일수,폭염일수,서리

일수,결빙일수,여름일수,식물성장가능기간)과 강수 련 2종(강수강도,호우일수)

으로 각 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수 정의 단

열 야 (Tropicalnights) 일최 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 일수 일

폭염일수(heatwave)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의 연 일수 일

서리일수 (Frostdays) 일최 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 일수 일

결빙일수 (Icedays) 일최고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 일수 일

여름일수 (Summerdays) 일최고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 일수 일

식물성장가능기간
(GrowingSeason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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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표 1-1.기온 련 극한지수 상일수

지수 정의 단

강수강도
(Simpledailyintensityindex)

연 습윤일수(일강수량이 1.0㎜ 이상인 날)로
나 어진 연 총강수량

㎜/일

호우일수*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 일수 일

표 1-2.강수 련 극한지수 상일수

2) MK-PRISM (Modifide Korea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 on Independent Slopes Model) : 기후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 고도, 거리, 지향면(topographic facet), 해양도(coastal proximity)

의 향을 고려하여 고해상도 격자 자료를 산출하는 PRISM을 남한 1km 격자 에 합하게 수정한 한국형 PRIS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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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변화 황

1)기온

□ 최근 10년(2001~2010년)기온 기후값

-고창군은 연평균기온 13.1℃로 라북도 평균인 11.8℃보다 1.3℃ 높음.연평균

최고기온은 18.1℃로 북 평균보다 조 높고,연평균 최 기온은 8.7℃

으로 남 평균(6.8℃)보다 비교 크게 높아 일교차(9.4℃)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편임

-고창군내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은 해양의 향을 받는 상하면(13.5℃),낮은

지역은 산악의 향을 받는 고수면,신림면(12.6℃)으로 지형에 따른 향이

나타남

-산악의 향을 받는 고수면,신림면의 경우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10.4℃,

10.3℃),해양의 향을 받는 상하면,해리면은 일교차가 비교 작게 나타남

(8.1℃,8.3℃)

□ 최근 10년(2001~2010년)기온 극한값

-최 기온이 낮은 고창군의 열 야 일수는 5.9일로 북의 약 2.5배 수 이나,

최고기온은 북과 비슷하므로 폭염일수는 7.0로 라북도 평균과 비슷함

-고창군은 평균기온에 비해 최 기온의 지역 차이가 큰 편이므로 최 기온의

향을 받는 열 야일수 한 지역별로 차이가 큼

-일교차가 큰 고수면,신림면은 열 야 일수는 으나,폭염은 많이 나타남.

반 로 해양의 향을 받아 일교차가 작은 상하면,해리면은 열 야는 많이,

폭염은 게 나타남

그림 2-1. 라북의 행정구역별 연평균기온 상세분포도(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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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열 야일수

(일)

폭염일수

(일)평균 최고 최

라북도평균 11.8 17.8 6.8 2.3 8.4

고창군평균 13.1 18.1 8.7 5.9 7.0

고창읍 12.7 18.2 8.0 3.7 9.1

고수면 12.6 18.2 7.8 3.6 9.4

아산면 13.0 18.0 8.7 5.1 6.4

무장면 13.3 18.0 9.1 6.8 6.2

공음면 13.4 17.9 9.3 8.1 5.5

상하면 13.5 17.7 9.6 9.0 4.3

해리면 13.3 17.7 9.4 7.5 3.9

성송면 12.9 18.3 8.3 4.9 8.8

산면 13.3 18.3 8.9 7.5 7.8

심원면 12.9 17.5 8.8 5.2 3.2

흥덕면 13.2 18.4 8.8 7.3 9.2

성내면 13.2 18.3 8.7 6.4 8.7

신림면 12.6 18.2 7.9 3.6 9.0

부안면 13.0 18.0 8.6 5.2 7.0

표 2-1.고창군의 동 단 평균·최고·최 기온 극한지수(2001～2010년)

2)강수량

□ 최근 10년(2001~2010년)강수량 기후값

-고창군 연 강수량은 1329.3㎜로 라북도 평균인 1417.4㎜에 비해 88.1㎜ 음

-고창군 내에서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신림면(1406.0㎜),고수면(1405.7㎜),

고창읍(1401.0㎜)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약 100㎜정도 높고,반 로 상하면과

해리면은 연강수량이 각각 1256.3㎜,1264.2㎜로 가장 게 나타남

-신림면,고수면,고창읍은 노령산맥 기의 향을 받아 지형효과에 의해

강수량이 많으며,상하면과 해리면은 해양의 향을 받아 강수량이 비교 음

□ 최근 10년(2001~2010년)강수 극한값

-고창군의 강수강도는 14.4㎜/일,호우일수는 1.8일로 라북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

-고창군내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많은 신림면은 호우일수가 크게 나타났으나,

특이하게 연강수량이 가장 은 해리면에서 강수강도가 크게 나타나 강수량과

강수강도의 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이하게 강수강도와 호우일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평균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 심원면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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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라북도의 행정구역별 연강수량 상세분포도(2001～2010년)

강수량(mm) 강수강도

(mm/일)

호우일수

(일)여름 가을 겨울 연

라북도평균 246.9 832.2 221.9 119.7 1417.4 15.3 2.1

고창군평균 235.2 741.3 222.2 122.5 1329.3 14.4 1.8

고창읍 238.4 788.7 235.4 138.5 1401.0 14.1 1.8

고수면 242.5 793.7 234.4 135.0 1405.7 14.3 1.8

아산면 239.6 752.0 229.5 134.6 1355.6 14.3 1.8

무장면 237.0 723.7 222.7 129.2 1312.6 14.3 1.8

공음면 234.7 700.7 220.1 127.4 1282.9 14.4 1.8

상하면 231.1 693.5 214.1 125.6 1264.2 14.7 1.8

해리면 229.5 702.1 207.7 117.0 1256.3 15.0 1.8

성송면 239.2 764.8 227.3 130.5 1361.7 14.1 1.6

산면 229.4 709.5 211.9 118.2 1269.0 14.7 1.4

심원면 246.0 747.9 217.5 126.1 1337.5 15.6 2.1

흥덕면 218.1 714.1 207.2 130.1 1269.5 13.8 1.5

성내면 221.3 727.6 212.3 130.7 1291.9 13.8 1.6

신림면 238.6 789.1 235.0 143.3 1406.0 14.3 2.0

부안면 236.8 748.9 222.5 135.5 1343.8 14.2 1.8

표 2-2.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계 연강수량과 극한지수(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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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요소

□ 최근 10년(2001~2010년)기온 련 상일수

-고창군은 라북도보다 평균 으로 기온이 높으므로 서리일수는 89.8일로

라북도보다 27.9일 고,결빙일수도 7.8일로 라북도 체평균보다 4.8일

음.반면 여름일수는 114.2일로 1.7일 많고,식물성장가능기간도 278.4일로

라북도 평균보다 17.3일 길게 나타남

-서리일수는 일최 기온과 결빙일수와 여름일수는 일최고기온과 련 있으므로

일최 기온이 가장 높은 상하면에서 서리일수가 게 나타나고 일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흥덕면에서 여름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식물성장가능기간은 평균기온과 련 있으므로 상하면에서 가장 길게,

고수면에서 가장 짧게 나타남

서리일수 결빙일수 여름일수 식물성장가능기간

라북도평균 117.7 13.6 112.5 261.7

고창군평균 89.8 7.8 114.2 278.4

고창읍 102.3 9.7 119.8 273.4

고수면 105.0 10.4 119.3 272.0

아산면 89.7 8.0 113.6 278.5

무장면 83.2 6.6 113.3 282.0

공음면 78.9 6.4 110.8 283.9

상하면 72.9 6.1 106.4 285.1

해리면 76.1 6.4 104.7 282.9

성송면 97.7 8.2 119.2 275.8

산면 88.0 6.1 117.7 282.9

심원면 84.5 7.8 101.8 279.1

흥덕면 90.8 7.2 119.6 277.5

성내면 91.0 7.2 119.3 277.1

신림면 102.4 10.6 119.4 272.1

부안면 92.3 8.4 114.3 275.8

표 2-3.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기온 련 극한지수 상일수(200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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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망

1)평균기온

□ 2100년까지 10년 단 기온 변화경향

-RCP8.5시나리오에서 고창군 평균기온은 2000년 에 비해 2040년 는

2.1℃,2090년 에는 5.3℃ 상승함

- 재 고창군 평균기온은 라북도 평균에 비해 1.3℃ 높으나 미래 기온상승

정도는 비슷하며*,우리나라 체 상승속도**보다는 느림

*2090년 라북도 기온상승 +5.4℃

**RCP8.5기 우리나라 :(1981～2010)12.5℃ → (2071～2100)17.8℃ (5.3℃ 상승)

고창군 :(2001～2010)13.1℃ → (2071～2100)17.8℃ (4.7℃ 상승)

-지역별로 살펴보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평균기온의 변화량은 심원면에서

가장 크게,고수면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극 으로 추진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수 을 유지

하 을 때와 비교하여 기온상승은 반 수 에도 못 미침*

*2090년 고창군 평균 기온상승:(RCP8.5)5.3℃상승 → (RCP4.5)2.3℃ 상승

□ 아열 기후구 망

-고창군은 RCP8.5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부터,RCP4.5시나리오에서는

2070년 부터 아열 기후로 변화할 것으로 상됨

◆ 트 와다 아열 기후구 정의

월평균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가장 추운달 평균기온이 18℃ 이하인 경우

그림 3-1. 라북도와 고창군의 평균기온 시계열 RCP4.5(좌),RCP8.5(우)

그림 3-2.평균기온 변화폭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 RCP4.5(좌),RCP8.5(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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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40s의 읍면동별 평균기온 RCP4.5(청),RCP8.5()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라북도평균 11.8
+0.1 +1.1 +1.3 +2.1 +2.5 +3.2 +4.1 +4.6 +5.4

+0.8 +2.6 +4.7

고창군평균 13.1
+0.1 +1.1 +1.3 +2.1 +2.5 +3.2 +4.2 +4.7 +5.3

+0.8 +2.6 +4.7

고창읍 12.7 +0.1 +1.1 +1.3 +2.1 +2.5 +3.2 +4.2 +4.7 +5.4

고수면 12.6 +0.1 +1.1 +1.3 +2.1 +2.5 +3.2 +4.1 +4.7 +5.3

아산면 13.0 +0.1 +1.2 +1.3 +2.2 +2.6 +3.3 +4.2 +4.7 +5.5

무장면 13.3 +0.1 +1.1 +1.3 +2.1 +2.6 +3.3 +4.2 +4.7 +5.4

공음면 13.4 +0.1 +1.1 +1.3 +2.1 +2.6 +3.3 +4.2 +4.7 +5.4

상하면 13.5 +0.1 +1.1 +1.3 +2.1 +2.6 +3.3 +4.2 +4.8 +5.5

해리면 13.3 +0.1 +1.1 +1.3 +2.1 +2.6 +3.4 +4.2 +4.8 +5.5

성송면 12.9 +0.2 +1.2 +1.4 +2.1 +2.6 +3.3 +4.2 +4.7 +5.4

산면 13.3 +0.1 +1.2 +1.4 +2.1 +2.6 +3.3 +4.2 +4.7 +5.4

심원면 12.9 +0.2 +1.1 +1.4 +2.2 +2.6 +3.4 +4.3 +4.8 +5.6

흥덕면 13.2 +0.1 +1.1 +1.3 +2.1 +2.6 +3.3 +4.2 +4.7 +5.4

성내면 13.2 +0.1 +1.1 +1.3 +2.0 +2.5 +3.2 +4.1 +4.6 +5.4

신림면 12.6 +0.1 +1.1 +1.3 +2.1 +2.5 +3.3 +4.2 +4.7 +5.4

부안면 13.0 +0.1 +1.1 +1.3 +2.1 +2.5 +3.3 +4.2 +4.7 +5.4

표 3-1.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평균기온의 2000년 비 편차(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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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라북도평균 11.8
+0.3 +0.7 +0.9 +1.5 +1.5 +1.8 +2.0 +2.3 +2.3

+0.6 +1.6 +2.2

고창군평균 13.1
+0.3 +0.7 +0.9 +1.5 +1.5 +1.8 +2.0 +2.3 +2.3

+0.6 +1.6 +2.2

고창읍 12.7 +0.3 +0.7 +0.9 +1.5 +1.5 +1.8 +2.0 +2.3 +2.3

고수면 12.6 +0.3 +0.7 +0.9 +1.5 +1.5 +1.8 +2.0 +2.3 +2.3

아산면 13.0 +0.4 +0.8 +1.0 +1.6 +1.6 +1.9 +2.1 +2.4 +2.4

무장면 13.3 +0.4 +0.7 +0.9 +1.5 +1.6 +1.9 +2.1 +2.3 +2.4

공음면 13.4 +0.4 +0.7 +0.9 +1.5 +1.6 +1.9 +2.1 +2.4 +2.4

상하면 13.5 +0.4 +0.7 +0.9 +1.6 +1.6 +1.9 +2.1 +2.4 +2.5

해리면 13.3 +0.4 +0.8 +1.0 +1.6 +1.6 +1.9 +2.1 +2.4 +2.5

성송면 12.9 +0.4 +0.7 +0.9 +1.5 +1.6 +1.9 +2.1 +2.4 +2.4

산면 13.3 +0.4 +0.7 +0.9 +1.5 +1.6 +1.9 +2.1 +2.3 +2.4

심원면 12.9 +0.4 +0.8 +1.0 +1.6 +1.7 +2.0 +2.2 +2.4 +2.5

흥덕면 13.2 +0.4 +0.7 +0.9 +1.5 +1.6 +1.9 +2.1 +2.3 +2.4

성내면 13.2 +0.3 +0.6 +0.8 +1.4 +1.5 +1.8 +2.0 +2.2 +2.3

신림면 12.6 +0.4 +0.7 +0.9 +1.5 +1.5 +1.8 +2.0 +2.3 +2.3

부안면 13.0 +0.3 +0.7 +0.9 +1.5 +1.5 +1.8 +2.0 +2.3 +2.3

표 3-2.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평균기온의 2000년 비 편차(RCP4.5)

2) 강수량

□ 2100년까지 10년 단 강수량 변화경향

-RCP8.5의 경우 라북도의 21세기 후반부(2071-2100년)강수량 증가율은

국평균에 비해 낮은 26.0%임.고창군의 증가율은 라북도 내에서도 높은

33.4%를 나타내고 있어, 국평균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이하게 재 강수량이 가장 은 해리면을 비롯한

서쪽지역에서의 강수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재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신림면의 강수량 증가가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남.

∙ RCP8.521세기 후반부 기 :해리면 40.7% 증가,신림면 25.1% 증가

□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극 으로 추진한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 수 을 재

추세로 유지하 을 때를 비교해 보면 기온과 달리 강수량 변화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어 강수량 미래 측값을 불확실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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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라북도와 고창군의 연강수량 시계열 RCP4.5(좌),RCP8.5(우)

그림 3-5.연강수량 변화폭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 RCP4.5(좌),RCP8.5(우)

그림 3-6.2040s의 읍면동별 연강수량 RCP4.5(청),RCP8.5()

그림 3-7.RCP4.5(좌)/8.5(우)강수량 증가비(2001～2010년 비 증가%)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3. 기후변화 전망

- 11 -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라북도

평균
1417.4

1621.5 1693.8 1537.9 1804.4 1889.4 1913.5 1808.6 1760.4 1787.3

(14.4%) (19.5%) (8.5%) (27.3%) (33.3%) (35.0%) (27.6%) (24.2%) (26.1%)

+14.1% +31.9% +26.0%

고창군

평균
1329.3

1548.6 1632.4 1508.5 1797.5 1892.2 1851.2 1778.6 1756.7 1782.6

(16.5%) (22.8%) (13.5%) (35.2%) (42.3%) (39.3%) (33.8%) (32.2%) (34.1%)

+17.6% +38.9% +33.4%

고창읍 1401.0

1586.3 1691.4 1532.1 1834.3 1881.6 1856.4 1799.7 1766.8 1774.2

(13.2%) (20.7%) (9.4%) (30.9%) (34.3%) (32.5%) (28.5%) (26.1%) (26.6%)

+14.4% +32.6% +27.1%

고수면 1405.7

1594.5 1697.7 1583.1 1842.6 1925.4 1885.1 1830.1 1841.6 1797.8

(13.4%) (20.8%) (12.6%) (31.1%) (37.0%) (34.1%) (30.2%) (31.0%) (27.9%)

+15.6% +34.1% +29.7%

아산면 1355.6

1582.3 1676.9 1539.0 1828.6 1941.3 1883.5 1840.0 1787.8 1803.8

(16.7%) (23.7%) (13.5%) (34.9%) (43.2%) (38.9%) (35.7%) (31.9%) (33.1%)

+18.0% +39.0% +33.6%

무장면 1312.6

1531.9 1611.0 1507.8 1786.5 1921.7 1844.0 1782.2 1778.5 1794.5

(16.7%) (22.7%) (14.9%) (36.1%) (46.4%) (40.5%) (35.8%) (35.5%) (36.7%)

+18.1% +41.0% +36.0%

공음면 1282.9

1513.6 1570.2 1477.3 1787.8 1885.5 1819.3 1755.1 1762.0 1841.3

(18.0%) (22.4%) (15.2%) (39.4%) (47.0%) (41.8%) (36.8%) (37.3%) (43.5%)

+18.5% +42.7% +39.2%

상하면 1264.2

1505.5 1546.0 1439.0 1725.7 1921.4 1829.6 1747.8 1762.2 1779.9

(19.1%) (22.3%) (13.8%) (36.5%) (52.0%) (44.7%) (38.3%) (39.4%) (40.8%)

+18.4% +44.4% +39.5%

해리면 1256.3

1517.7 1576.3 1456.6 1721.5 1934.5 1848.9 1767.6 1765.0 1768.9

(20.8%) (25.5%) (15.9%) (37.0%) (54.0%) (47.2%) (40.7%) (40.5%) (40.8%)

+20.7% +46.1% +40.7%

성송면 1361.7

1563.7 1657.6 1577.9 1826.6 1927.9 1883.0 1799.8 1833.1 1789.5

(14.8%) (21.7%) (15.9%) (34.1%) (41.6%) (38.3%) (32.2%) (34.6%) (31.4%)

+17.5% +38.0% +32.7%

산면 1269.0

1470.8 1545.9 1469.8 1766.4 1851.4 1815.4 1716.6 1740.4 1784.3

(15.9%) (21.8%) (15.8%) (39.2%) (45.9%) (43.1%) (35.3%) (37.1%) (40.6%)

+17.8% +42.7% +37.7%

심원면 1337.5

1636.9 1706.0 1577.1 1840.4 1986.9 1949.2 1875.5 1841.1 1848.3

(22.4%) (27.6%) (17.9%) (37.6%) (48.6%) (45.7%) (40.2%) (37.7%) (38.2%)

+22.6% +44.0% +38.7%

흥덕면 1269.5

1470.3 1561.0 1415.7 1722.8 1744.7 1751.7 1658.1 1589.4 1665.1

(15.8%) (23.0%) (11.5%) (35.7%) (37.4%) (38.0%) (30.6%) (25.2%) (31.2%)

+16.8% +37.0% +29.0%

성내면 1291.9

1486.4 1584.1 1431.5 1740.3 1764.4 1751.0 1661.9 1578.1 1680.2

(15.1%) (22.6%) (10.8%) (34.7%) (36.6%) (35.5%) (28.6%) (22.2%) (30.1%)

+16.2% +35.6% +27.0%

신림면 1406.0

1592.4 1700.7 1527.1 1850.6 1873.4 1859.5 1781.2 1719.7 1777.6

(13.3%) (21.0%) (8.6%) (31.6%) (33.2%) (32.3%) (26.7%) (22.3%) (26.4%)

+14.3% +32.4% +25.1%

부안면 1343.8

1569.7 1659.8 1519.3 1819.8 1858.4 1875.1 1786.1 1737.0 1776.8

(16.8%) (23.5%) (13.1%) (35.4%) (38.3%) (39.5%) (32.9%) (29.3%) (32.2%)

+17.8% +37.7% +31.5%

표 3-3.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강수량변화와 2000년 비 증가율(%)(RCP8.5)



전라북도 고창군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 12 -

2000s 2010s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라북도

평균
1417.4

1611.6 1824.2 1723.6 1771.8 1764.7 1824.2 1790.2 2073.7 1906.4

(13.7%) (28.7%) (21.6%) (25.0%) (24.5%) (28.7%) (26.3%) (46.3%) (34.5%)

+21.3% +26.1% +35.7%

고창군

평균
1329.3

1515.4 1766.1 1667.5 1725.2 1709.6 1755.1 1781.7 2060.8 1912.9

(14.0%) (32.9%) (25.4%) (29.8%) (28.6%) (32.0%) (34.0%) (55.0%) (43.9%)

+24.1% +30.1% +44.3%

고창읍 1401.0

1562.0 1806.3 1695.3 1780.4 1761.6 1811.2 1816.4 2135.7 1999.0

(11.5%) (28.9%) (21.0%) (27.1%) (25.7%) (29.3%) (29.7%) (52.4%) (42.7%)

+20.5% +27.4% +41.6%

고수면 1405.7

1568.0 1846.9 1721.4 1813.1 1792.7 1834.7 1805.7 2146.5 1975.0

(11.5%) (31.4%) (22.5%) (29.0%) (27.5%) (30.5%) (28.5%) (52.7%) (40.5%)

+21.8% +29.0% +40.6%

아산면 1355.6

1549.8 1817.0 1699.8 1778.6 1754.7 1803.0 1804.0 2123.9 1986.7

(14.3%) (34.0%) (25.4%) (31.2%) (29.4%) (33.0%) (33.1%) (56.7%) (46.6%)

+24.6% +31.2% +45.5%

무장면 1312.6

1484.3 1763.0 1665.1 1719.6 1692.2 1739.5 1767.3 2063.0 1889.0

(13.1%) (34.3%) (26.9%) (31.0%) (28.9%) (32.5%) (34.6%) (57.2%) (43.9%)

+24.8% +30.8% +45.2%

공음면 1282.9

1461.2 1719.2 1658.8 1669.4 1638.6 1686.5 1752.5 2016.2 1815.5

(13.9%) (34.0%) (29.3%) (30.1%) (27.7%) (31.5%) (36.6%) (57.2%) (41.5%)

+25.7% +29.8% +45.1%

상하면 1264.2

1450.9 1684.4 1598.6 1603.2 1645.6 1687.0 1758.2 2005.0 1870.2

(14.8%) (33.2%) (26.5%) (26.8%) (30.2%) (33.4%) (39.1%) (58.6%) (47.9%)

+24.8% +30.1% +48.5%

해리면 1256.3

1468.6 1708.9 1609.7 1633.4 1684.7 1719.4 1775.1 2024.6 1903.4

(16.9%) (36.0%) (28.1%) (30.0%) (34.1%) (36.9%) (41.3%) (61.2%) (51.5%)

+27.0% +33.7% +51.3%

성송면 1361.7

1533.6 1823.7 1722.9 1796.2 1756.1 1797.2 1782.2 2093.1 1892.5

(12.6%) (33.9%) (26.5%) (31.9%) (29.0%) (32.0%) (30.9%) (53.7%) (39.0%)

+24.3% +31.0% +41.2%

산면 1269.0

1438.9 1718.0 1656.4 1690.1 1637.8 1681.5 1711.7 1993.0 1776.0

(13.4%) (35.4%) (30.5%) (33.2%) (29.1%) (32.5%) (34.9%) (57.1%) (40.0%)

+26.4% +31.6% +44.0%

심원면 1337.5

1596.2 1835.9 1721.4 1765.2 1810.5 1829.2 1867.4 2109.3 1989.5

(19.3%) (37.3%) (28.7%) (32.0%) (35.4%) (36.8%) (39.6%) (57.7%) (48.7%)

+28.4% +34.7% +48.7%

흥덕면 1269.5

1448.8 1666.3 1565.9 1637.2 1600.6 1659.9 1696.9 1931.1 1821.7

(14.1%) (31.3%) (23.3%) (29.0%) (26.1%) (30.8%) (33.7%) (52.1%) (43.5%)

+22.9% +28.6% +43.1%

성내면 1291.9

1480.7 1678.2 1592.6 1659.2 1616.8 1683.1 1730.8 1957.7 1837.8

(14.6%) (29.9%) (23.3%) (28.4%) (25.1%) (30.3%) (34.0%) (51.5%) (42.3%)

+22.6% +27.9% +42.6%

신림면 1406.0

1580.5 1786.8 1699.3 1772.1 1748.8 1805.0 1848.0 2115.9 2004.2

(12.4%) (27.1%) (20.9%) (26.0%) (24.4%) (28.4%) (31.4%) (50.5%) (42.5%)

+20.1% +26.3% +41.5%

부안면 1343.8

1540.6 1780.8 1665.6 1742.3 1718.6 1763.4 1788.7 2038.8 1934.8

(14.6%) (32.5%) (23.9%) (29.7%) (27.9%) (31.2%) (33.1%) (51.7%) (44.0%)

+23.7% +29.6% +42.9%

표 3-4.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강수량변화와 2000년 비 증가율(%)(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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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폭염과 열 야

□ 2100년까지 30년 단 폭염과 열 야 변화

-고창군은 라북도와 최고기온이 비슷하여 폭염 증가는 21세기 후반에

+64.3일로 라북도 평균(+60.4일)와 비슷함.반면 최 기온은 라북도

평균보다 +1.9℃ 높아서+1.9℃ 열 야 증가속도는 더 크게 나타남

-RCP8.5의 경우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 7.0일에서 64.3일로 약 9배 증가

하고,열 야 일수는 5.9에서 66.2일로 약 11배 증가함.기온상승에 비해

폭염이나 열 야 발생일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1세기 후반부에 폭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비교 산지가 고

재 최고기온이 높은 흥덕면과 성내면이고,열 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재 최 기온이 가장 낮은 상하면임

□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극 으로 추진한 경우 기온상승률이 반가량 감소

하고 마찬가지로 폭염과 열 야 증가속도도 반가량 떨어짐

-RCP4.5의 경우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 24.1일이 나타나 약 2.5배 증가에

그쳤고,열 야 일수도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유지하면 65일이 넘게 발생

하나 감축 시에는 38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상됨

폭염 열 야

2000s 2011-2040 2041-2070 2071-2100 2000s 2011-2040 2041-2070 2071-2100

라북도평균 8.4 15.6 30.5 60.4 2.3 9.3 24.8 48.5

고창군평균 7.0 16.4 32.9 64.3 5.9 18.1 39.8 66.2

고창읍 9.1 16.5 33.4 65.2 3.7 13.7 33.3 59.9

고수면 9.4 16.5 33.4 65.2 3.6 13.2 32.2 58.5

아산면 6.4 16.3 32.9 64.3 5.1 17.5 39.0 65.9

무장면 6.2 16.9 33.2 64.4 6.8 21.3 43.9 69.7

공음면 5.5 16.9 32.7 63.2 8.1 22.6 46.0 71.6

상하면 4.3 14.9 31.6 62.3 9.0 22.4 46.6 72.9

해리면 3.9 13.9 30.2 60.4 7.5 19.8 43.4 70.3

성송면 8.8 16.8 33.7 65.8 4.9 16.8 37.6 64.0

산면 7.8 16.9 33.3 65.1 7.5 21.6 44.3 69.7

심원면 3.2 11.8 27.6 57.9 5.2 14.5 36.5 64.5

흥덕면 9.2 19.1 36.3 68.7 7.3 21.2 43.4 69.8

성내면 8.7 18.3 35.4 67.8 6.4 19.5 41.6 68.1

신림면 9.0 17.3 33.6 65.6 3.6 14.0 33.1 58.6

부안면 7.0 17.4 33.8 65.4 5.2 17.0 38.0 65.1

표 3-5.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폭염일수와 열 야 변화 (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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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열 야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8.4 9.2 17.1 22.8 2.3 6.9 16.5 23.1

고창군평균 7.0 9.5 17.5 24.1 5.9 14.0 28.4 38.2

고창읍 9.1 9.7 17.9 24.2 3.7 10.1 23.1 31.6

고수면 9.4 9.9 17.9 24.3 3.6 9.7 22.3 30.7

아산면 6.4 9.3 17.3 23.8 5.1 13.5 27.9 37.8

무장면 6.2 9.6 17.5 24.0 6.8 17.0 31.8 42.6

공음면 5.5 9.7 17.5 23.9 8.1 18.3 33.5 44.4

상하면 4.3 8.7 16.7 24.2 9.0 17.8 34.3 45.0

해리면 3.9 8.0 15.5 22.8 7.5 15.3 31.2 41.5

성송면 8.8 9.9 18.0 24.4 4.9 12.7 26.8 36.1

산면 7.8 9.8 17.7 24.0 7.5 17.0 32.0 42.8

심원면 3.2 6.5 13.3 20.4 5.2 9.9 24.4 34.2

흥덕면 9.2 11.2 20.0 26.7 7.3 17.0 31.9 42.1

성내면 8.7 10.5 19.1 25.5 6.4 15.4 30.2 40.2

신림면 9.0 10.1 18.3 24.5 3.6 10.4 23.2 31.3

부안면 7.0 10.1 18.3 25.0 5.2 12.8 26.9 36.5

표 3-6.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폭염일수와 열 야 변화 (RCP4.5)

그림 3-8.RCP4.5(좌)/8.5(우)폭염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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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RCP4.5(좌)/8.5(우)열 야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4)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 2100년까지 30년 단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변화

-고창군의 강수량 상승이 라북도 평균보다 높으므로 강수강도와 호우일수의

증가 한 라북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외 으로 RCP4.5호우일수

증가의 경우는 고창군과 라북도 평균이 비슷함

-RCP 8.5의 경우 강수강도는 21세기 후반기 14.4㎜/일에서 17.4㎜/일로

21.1% 증가하고,호우일수는 1.8일에서 8.4일로 366.7%(약 4.7배)증가함.

강수량 변화(+33.4%)에 비해 강수강도 변화는 작게,호우일수의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남

-21세기 후반부에 강수강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두 시나리오에서

공통 으로 공음면으로 나타났으나 호우일수의 경우 RCP8.5는 공음면,

RCP4.5는 고창읍으로 두 시나리오에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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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극 으로 추진한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 수 을 재

추세로 유지하 을 때를 비교해 보면 고창군 내에서 재 비 21세기 후

반기의 변화에서 강수강도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호우일수의 경우

RCP8.5는 366.7% 증가,RCP4.5는 122.2%로 온실가스 감으로 인한 효

과는 호우일수에서 크게 나타남

강수강도(mm/일) 호우일수(일)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15.3
16.0 18.2 17.6

2.1
3.5 6.0 4.9

+4.3% +19.1% +14.9% +66.7% +183.3% +133.3%

고창군평균 14.4
15.0 17.9 17.4

1.8
5.4 10.8 8.4

+4.4% +24.4% +21.1% +200.0% +500.0% +366.7%

고창읍 14.1
14.9 17.2 16.9

1.8
4.1 8.7 7.3

+5.4% +21.7% +19.6% +125.0% +375.0% +300.0%

고수면 14.3
14.8 17.5 17.2

1.8
4.0 8.0 6.2

+3.3% +22.2% +20.0% +125.0% +350.0% +250.0%

아산면 14.3
14.9 17.9 17.5

1.8
5.4 11.5 10.2

+4.4% +25.3% +23.1% +200.0% +533.3% +466.7%

무장면 14.3
15.1 18.2 18.1

1.8
5.9 10.0 10.0

+5.6% +27.8% +26.7% +233.3% +466.7% +466.7%

공음면 14.4
15.0 18.4 18.1

1.8
8.9 15.9 13.3

+4.4% +27.8% +25.6% +400.0% +800.0% +650.0%

상하면 14.7
15.6 18.8 18.3

1.8
6.0 10.8 8.4

+5.6% +27.8% +24.4% +233.3% +500.0% +366.7%

해리면 15.0
15.8 18.7 18.1

1.8
4.4 8.9 7.1

+5.4% +25.0% +20.7% +150.0% +400.0% +300.0%

성송면 14.1
15.0 18.2 17.7

1.6
5.3 10.1 9.0

+6.4% +28.7% +25.5% +233.3% +533.3% +466.7%

산면 14.7
15.4 18.0 17.6

1.4
3.2 6.4 5.0

+4.4% +22.2% +20.0% +125.0% +350.0% +250.0%

심원면 15.6
15.9 18.7 18.0

2.1
7.2 16.6 12.4

+2.2% +20.2% +15.7% +250.0% +700.0% +500.0%

흥덕면 13.8
14.2 16.5 15.7

1.5
4.6 12.2 6.9

+2.3% +19.3% +13.6% +200.0% +700.0% +350.0%

성내면 13.8
14.2 16.5 15.8

1.6
2.8 6.8 4.4

+3.4% +20.2% +14.6% +75.0% +325.0% +175.0%

신림면 14.3
14.7 17.2 16.7

2.0
4.0 8.6 7.1

+2.2% +20.0% +16.7% +100.0% +325.0% +250.0%

부안면 14.2
15.2 17.1 17.0

1.8
2.4 3.8 3.1

+6.7% +20.2% +19.1% +37.5% +112.5% +75.0%

표 3-7.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강수강도·호우일수 변화와 2000년 비 변화율(%)(RC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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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강도(mm/일) 호우일수(일)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15.3
16.5 17.3 18.5

2.1
3.2 3.4 4.7

+8.0% +13.0% +21.0% +50.0% +62.5% +125.0%

고창군평균 14.4
15.5 16.4 18.2

1.8
2.6 2.2 4.0

+7.3% +13.5% +26.0% +44.4% +22.2% +122.2%

고창읍 14.1
15.3 16.5 17.8

1.8
2.5 3.0 5.0

+8.3% +16.7% +26.0% +37.5% +62.5% +175.0%

고수면 14.3
15.3 16.2 18.0

1.8
2.8 2.2 3.9

+7.3% +13.5% +26.0% +55.6% +22.2% +122.2%

아산면 14.3
15.6 16.3 18.1

1.8
3.2 2.7 5.0

+9.3% +14.4% +26.8% +75.0% +50.0% +175.0%

무장면 14.3
15.5 16.0 18.0

1.8
2.8 2.4 4.1

+8.2% +12.4% +25.8% +55.6% +33.3% +133.3%

공음면 14.4
15.4 16.2 18.6

1.8
2.8 2.2 4.1

+7.3% +12.5% +29.2% +55.6% +22.2% +133.3%

상하면 14.7
15.7 16.6 18.8

1.8
2.8 2.2 4.2

+6.2% +12.4% +27.8% +55.6% +22.2% +133.3%

해리면 15.0
16.4 17.3 18.7

1.8
2.4 2.8 4.1

+9.3% +15.5% +24.7% +33.3% +55.6% +133.3%

성송면 14.1
15.6 16.3 17.7

1.6
2.1 2.3 3.5

+10.2% +15.3% +25.5% +33.3% +44.4% +122.2%

산면 14.7
15.6 16.4 18.2

1.4
2.4 1.9 3.3

+6.3% +11.5% +24.0% +66.7% +33.3% +133.3%

심원면 15.6
16.6 17.4 19.4

2.1
2.8 2.3 4.7

+6.3% +11.6% +24.2% +37.5% +12.5% +125.0%

흥덕면 13.8
14.7 15.5 17.2

1.5
2.0 1.7 3.7

+6.4% +11.7% +24.5% +28.6% +14.3% +142.9%

성내면 13.8
14.6 15.7 17.4

1.6
2.0 1.8 3.8

+6.4% +13.8% +26.6% +25.0% +12.5% +137.5%

신림면 14.3
15.2 16.2 17.8

2.0
2.9 2.2 4.5

+6.3% +12.6% +24.2% +44.4% +11.1% +122.2%

부안면 14.2
15.6 16.0 17.4

1.8
2.3 1.9 2.9

+9.4% +12.5% +21.9% +27.3% +9.1% +63.6%

표 3-8.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강수강도·호우일수 변화와 2000년 비 변화율(%)(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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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RCP4.5(좌)/8.5(우)강수강도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그림 3-11.RCP4.5(좌)/8.5(우)호우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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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요소

□ 2100년까지 30년 단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변화

-서리일수는 일최 기온과 련되어 있으므로 일최 기온이 높은 고창군에서

라북도 평균보다 더 음.결빙일수는 일최고기온과 련되어 있는데,

고창군의 일최고기온이 라북도 평균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빙일수는

뚜렷하게 낮게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재 로 유지하 을 경우 서리일수는 21세기 후반부

재의 1/3수 이 되며 결빙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측됨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모두 반 으로 산지가 있는 동쪽에서 길고,해양의

향을 받는 북서쪽으로 갈수록 어드는 경향을 보임

□ 2100년까지 30년 단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 변화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는 평균기온 일최고기온과 련되어 있으므로,

역시 라북도 평균보다 반 으로 기온이 높은 고창군에서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재 로 유지하 을 경우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1세기

후반부 약 121%정도 증가하여 일 년에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식물성장이

가능하며 여름일수도 재 4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로 늘어날 망임

-폭염이나 열 야 일수와는 달리 지역 차이는 크지 않으나 식물성장가능

기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여름일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길어짐

□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극 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후반부 서리일수 감소나

식물성장가능기간은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 극한 기후 상으로

인한 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음

-그러나,결빙일수는 약 1/4수 으로 떨어지고 여름일수도 약 한달정도

증가하여 결빙일수와 여름일수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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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일수 결빙일수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117.7 108.2 86.7 61.3 13.6 10.5 4.4 1.3

고창군평균 89.8 82.8 57.4 31.4 7.8 6.8 1.6 0.1

고창읍 102.3 92.8 68.6 40.8 9.7 8.2 2.4 0.3

고수면 105.0 95.8 72.2 44.2 10.4 8.6 2.5 0.4

아산면 89.7 83.4 58.0 31.5 8.0 6.9 1.5 0.1

무장면 83.2 77.5 51.8 26.4 6.6 6.3 1.3 0.0

공음면 78.9 73.4 47.7 23.5 6.4 5.6 1.2 0.0

상하면 72.9 67.3 39.9 17.9 6.1 4.8 1.0 0.0

해리면 76.1 70.7 43.2 19.9 6.4 5.2 1.0 0.0

성송면 97.7 88.9 64.3 36.5 8.2 7.2 1.7 0.2

산면 88.0 80.1 54.8 28.4 6.1 5.8 1.2 0.0

심원면 84.5 78.0 50.1 24.7 7.8 5.9 1.2 0.1

흥덕면 90.8 84.0 59.2 33.3 7.2 6.8 1.7 0.1

성내면 91.0 84.2 59.6 33.4 7.2 7.2 2.0 0.2

신림면 102.4 93.8 69.8 42.2 10.6 8.8 2.9 0.4

부안면 92.3 85.9 61.0 34.6 8.4 7.1 1.6 0.1

표 3-9.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변화(RCP8.5)

서리일수 결빙일수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117.7 108.1 100.2 93.8 13.6 9.5 6.7 4.2

고창군평균 89.8 83.0 73.9 67.0 7.8 5.7 3.4 1.6

고창읍 102.3 93.1 84.0 77.6 9.7 6.9 4.4 2.3

고수면 105.0 95.7 87.0 80.5 10.4 7.3 4.9 2.5

아산면 89.7 83.6 74.6 67.6 8.0 5.7 3.3 1.5

무장면 83.2 77.9 68.8 61.2 6.6 5.4 3.0 1.3

공음면 78.9 73.8 64.6 57.1 6.4 5.0 2.7 1.2

상하면 72.9 67.3 57.0 49.7 6.1 4.4 2.3 1.0

해리면 76.1 70.8 60.7 53.2 6.4 4.7 2.5 1.1

성송면 97.7 88.7 80.0 73.1 8.2 6.0 3.8 1.7

산면 88.0 80.5 71.5 64.1 6.1 4.9 2.8 1.1

심원면 84.5 78.1 68.2 61.0 7.8 5.0 2.7 1.2

흥덕면 90.8 84.6 75.9 69.7 7.2 5.4 3.1 1.4

성내면 91.0 84.9 76.2 70.1 7.2 6.0 3.4 1.5

신림면 102.4 94.4 85.3 79.0 10.6 7.4 4.7 2.6

부안면 92.3 86.4 77.5 70.8 8.4 5.7 3.4 1.5

표 3-10.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서리일수와 결빙일수 변화(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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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RCP4.5(좌)/8.5(우)서리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그림 3-13.RCP4.5(좌)/8.5(우)결빙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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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장가능기간 여름일수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261.7 269.0 297.5 318.7 112.5 125.1 143.4 164.7

고창군평균 278.4 285.6 319.1 336.2 114.2 127.8 146.2 166.2

고창읍 273.4 282.0 312.3 331.5 119.8 132.7 149.5 169.3

고수면 272.0 279.3 309.6 328.9 119.3 132.1 149.1 168.6

아산면 278.5 285.8 318.3 335.9 113.6 127.5 146.1 166.1

무장면 282.0 288.7 323.4 338.5 113.3 127.0 145.4 165.4

공음면 283.9 289.0 325.9 339.8 110.8 124.5 143.1 163.4

상하면 285.1 290.7 328.7 342.5 106.4 121.1 141.7 162.0

해리면 282.9 288.8 327.1 341.1 104.7 119.6 140.8 161.4

성송면 275.8 284.0 315.9 333.7 119.2 131.8 149.0 168.7

산면 282.9 288.2 323.3 338.5 117.7 129.8 147.2 167.3

심원면 279.1 284.9 320.1 338.8 101.8 117.5 139.5 160.5

흥덕면 277.5 287.2 319.9 337.1 119.6 132.3 149.6 169.3

성내면 277.1 286.9 319.2 337.2 119.3 132.3 149.5 169.2

신림면 272.1 280.3 310.7 330.4 119.4 133.2 150.3 170.1

부안면 275.8 284.0 316.1 334.7 114.3 128.3 146.8 166.7

표 3-11.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 변화(RCP8.5)

식물성장가능기간 여름일수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2000s 2011-20402041-20702071-2100

라북도평균 261.7 265.6 273.4 281.0 112.5 115.8 134.0 138.8

고창군평균 278.4 282.0 293.2 297.4 114.2 119.6 138.7 142.0

고창읍 273.4 277.3 288.6 291.9 119.8 123.9 142.0 145.5

고수면 272.0 274.9 285.6 290.0 119.3 123.3 141.3 144.9

아산면 278.5 281.6 293.1 295.6 113.6 119.2 137.9 141.5

무장면 282.0 284.6 295.9 302.0 113.3 118.6 137.7 141.0

공음면 283.9 287.1 296.9 304.3 110.8 116.0 136.1 139.1

상하면 285.1 287.9 298.6 306.0 106.4 113.7 134.7 138.4

해리면 282.9 285.5 296.5 303.9 104.7 112.0 133.2 137.2

성송면 275.8 280.6 291.4 294.6 119.2 123.2 141.5 144.9

산면 282.9 286.3 296.8 301.0 117.7 121.5 140.3 143.3

심원면 279.1 281.2 292.7 298.6 101.8 109.8 131.2 135.8

흥덕면 277.5 282.9 295.7 295.9 119.6 124.7 142.8 145.2

성내면 277.1 283.7 296.0 296.1 119.3 124.1 142.6 144.9

신림면 272.1 276.1 288.3 291.7 119.4 124.2 142.8 146.0

부안면 275.8 280.3 291.0 294.3 114.3 120.6 139.0 142.3

표 3-12. 라북도 고창군의 동 단 식물성장가능기간과 여름일수 변화(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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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RCP4.5(좌)/8.5(우)식물성장가능기간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그림 3-15.RCP4.5(좌)/8.5(우)여름일수 분포도

(2011～2040년(상),2041～2070년(),2071～2100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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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고창군은 라북도 내에서 기온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기온이 조

더 증가하고,폭염,열 야가 라북도 체평균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임

-고창군 내 읍면동별로 기온의 차이는 큰 편이나,21세기 후반기에 비슷한

정도(+4.7℃~+4.9℃)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일최고기온과 일최 기온은 동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21세기 후반부에

폭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비교 산지가 고 재 최고기온이

높은 흥덕면과 성내면이고,열 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재 최

기온이 가장 낮은 상하면임

□ 고창군 강수량 증가율도 라북도 내에서도 높은 편으로 강수강도나 호우

일수 증가도 클 것으로 보여 고창군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에 있어 기후변화의

향이 클 것으로 상됨

- 재 강수량이 가장 은 해리면에서의 강수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재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신림면의 강수량 증가가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남

-강수량 증가율이 큰 해리면은 강수강도가 크고,강수량 증가율이 작은

신림면은 강수강도가 작게 나타나 강수량 증가와 강수강도 증가는 어느

정도 상 성이 존재함.호우일수의 증가는 강수량 증가와 큰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할 경우 고창군의 21세기 후반기 기온상승(+2.2℃)은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재수 으로 유지하 을 경우(+4.7℃)에 비해 온도

상승이 반 정도에 그침.그러나 강수량 증가정도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행여부와 크게 상 없이 증가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과는 폭염과 열 야와 같은 극한기후에서 더욱

두드러져,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 57.3일 증가에서 17.1일 증가로 70%

가까이 증가 속도가 어들 것이며,열 야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60.3일 증가에서 32.3일 증가로 약 50%정도 덜 발생함.따라서 온실

가스 감축 효과는 폭염에서 더 클 것으로 상됨

-강수강도의 경우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상되나,호우일수의 경우는 21세기 후반기 6.6일

증가에서 2.2일 증가로 약 67% 덜 발생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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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라북도 고창군 동별 기후변화 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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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

최고기온

(℃)

최 기온

(℃)

강수량

(%)

폭염

(일)

열 야

(일)

강수강도

(mm/일)

호우일수

(일)

라북도평균 +4.7 +4.6 +4.7 +26.0 +52.0 +46.2 +2.3 +2.8

고창군평균 +4.7 +4.7 +4.7 +33.3 +57.3 +60.3 +3.0 +6.6

고창읍 +4.8 +4.6 +4.7 +27.1 +56.1 +56.2 +2.8 +5.5

고수면 +4.7 +4.6 +4.7 +29.7 +55.8 +54.9 +2.9 +4.4

아산면 +4.8 +4.8 +4.7 +33.6 +57.9 +60.8 +3.3 +8.4

무장면 +4.8 +4.8 +4.7 +36.0 +58.2 +62.9 +3.8 +8.3

공음면 +4.8 +4.8 +4.8 +39.2 +57.7 +63.5 +3.7 +11.5

상하면 +4.8 +4.9 +4.8 +39.5 +58.0 +63.9 +3.6 +6.6

해리면 +4.8 +4.8 +4.7 +40.7 +56.5 +62.8 +3.1 +5.3

성송면 +4.8 +4.6 +4.8 +32.7 +57.0 +59.1 +3.6 +7.4

산면 +4.8 +4.6 +4.8 +37.7 +57.3 +62.2 +2.9 +3.6

심원면 +4.9 +4.9 +4.8 +38.7 +54.7 +59.3 +2.5 +10.4

흥덕면 +4.8 +4.7 +4.8 +29.0 +59.5 +62.5 +1.9 +5.3

성내면 +4.7 +4.7 +4.8 +27.0 +59.1 +61.7 +2.0 +2.8

신림면 +4.8 +4.7 +4.7 +25.1 +56.6 +55.0 +2.4 +5.0

부안면 +4.8 +4.8 +4.7 +31.5 +58.4 +59.9 +2.7 +1.3

표 4-1. 라북도 고창군의 기후값(2001～2010) 비 후반기(2071～2100)의 변화량(RCP8.5)

평균기온

(℃)

최고기온

(℃)

최 기온

(℃)

강수량

(%)

폭염

(일)

열 야

(일)

강수강도

(mm/일)

호우일수

(일)

라북도평균 +2.2 +2.0 +2.2 +35.7 +14.4 +20.8 +3.2 +2.6

고창군평균 +2.2 +2.1 +2.3 +44.3 +17.1 +32.3 +3.8 +2.2

고창읍 +2.2 +2.1 +2.3 +41.6 +15.1 +27.9 +3.7 +3.2

고수면 +2.2 +2.0 +2.3 +40.5 +14.9 +27.1 +3.7 +2.2

아산면 +2.3 +2.2 +2.3 +45.4 +17.4 +32.7 +3.8 +3.2

무장면 +2.3 +2.2 +2.3 +45.2 +17.8 +35.8 +3.7 +2.4

공음면 +2.3 +2.2 +2.3 +45.1 +18.4 +36.3 +4.2 +2.4

상하면 +2.3 +2.3 +2.3 +48.5 +19.9 +36.0 +4.1 +2.4

해리면 +2.3 +2.2 +2.3 +51.3 +18.9 +34.0 +3.7 +2.4

성송면 +2.3 +2.0 +2.3 +41.2 +15.6 +31.2 +3.6 +1.9

산면 +2.3 +2.0 +2.4 +44.0 +16.2 +35.3 +3.5 +1.9

심원면 +2.4 +2.3 +2.3 +48.7 +17.2 +29.0 +3.8 +2.6

흥덕면 +2.3 +2.0 +2.3 +43.1 +17.5 +34.8 +3.4 +2.2

성내면 +2.2 +2.1 +2.3 +42.6 +16.8 +33.8 +3.7 +2.2

신림면 +2.2 +2.1 +2.2 +41.5 +15.5 +27.7 +3.5 +2.5

부안면 +2.2 +2.2 +2.2 +42.9 +18.0 +31.3 +3.1 +1.1

표 4-2. 라북도 고창군의 기후값(2001～2010) 비 후반기(2071～2100)의 변화량(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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