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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imatic changes owing to urbanization,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onditions on annual and monthly
FAO Penman-Monteith (FAO P-M)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and energy and aerodynamic terms of FAO P-M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were studied. In this study, 21 climatological stations were selected. The statistical methods applied for trend
analysis are Spearman rank test, Sen's test,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actual variation ratio. Furthermore, the
cluster analysis was applied to cluster 21 study stations by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urbanization affects the trend and amount of FAO P-M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energy term and aerodynamic term; however, the result of Sen's test indicates that urbanization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magnitude of trend (Sen's slope). The energy term increased at study stations located in coastal area; however, decreased at
study stations located in inland area. The topographical slope of study area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trend of
energy term. The aerodynamic term increased in both coastal area and inland area, indicating much significantly increasing
trend in inland area, and it was also affected by the topographical slope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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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지리 및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기준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이용하여 연별 및 각 월별 기준증발산량과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 변화추세를 분석하
였다. 추세분석을 위하여 전국 21개 연구지역에서 일별 기후자료를 수집하여 Spearman 순위상관분석, Sen분석(Sen's
estimator of slope) 그리고 실제변화율분석과 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지역 특성에 따라 21개 연구지역을
군집화하였고, 각 군집에 따른 기준증발산과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
면 도시화정도는 기준증발산,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의 변화추세 및 크기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나, 변화추세 정도(Sen's
slope)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항의 경우 해안지역에서는 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일부 월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경사도는 에너지항보다는 공기동력항 변화추세 정도(Sen's slope)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동력항의 경우 해안 및 내륙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륙지역이 해
안지역보다 더 큰 공기동력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용어 : 기준증발산, 추세분석, 군집분석, 도시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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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상에서 도시유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계속

되는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 및 산림지역의 도시화는 계속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지역은 농촌 및 산림지역과 비

교하여 수문 기후학적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상이한 특성은 지역 내 물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촌 및 산림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발생하는

기후학적 변화가 물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도시화 및 도시특성에 따른 증발산 변화를 분석 파악하

는 것은 필요하다. 

 도시화는 도시기온을 상승시키는 반면에 풍속과 상대습도

그리고 안개일수와 일조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다(Bornstein과 Johnson,

1977; Yague 등, 1991; Chow, 1992; 김광섭과 황보정도,

2005). Um 등(2007)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수원 그리고

부산과 밀양에서 도시화지역과 비도시화지역간의 상대습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습도는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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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내린 강수의 빠른 유출과

식생의 감소로 인한 실제증발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상대습

도는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Henry와 Dicks, 1985). 도

시화지역과 비도시화지역에서 식생밀도와 토지이용조건이 기

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식생밀도와 토지이용조건

은 도시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

역에서의 식생은 증발산을 통해서 기온을 감소시키고, 비도

시지역에서는 식생과 토양수분의 증가에 따라서 기온 감소효

과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ilmers, 1990; Shashua-Bar

와 Hoffman, 2000; Jonsson, 2004).

도시화나 도시의 지리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문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

른 기준증발산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Allen 등(1998)에 의

해서 제안된 Penman-Monteith(P-M) 기준증발산식을 기준증발

산량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FAO P-

M 식은 다른 많은 방법들에 비해서 2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FAO P-M 식은 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유도되

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매개변수의 보정 없이 전 세계에서 사

용될 수 있다. 둘째로 FAO P-M 식은 식의 유도과정과 사용

방법이 잘 알려져 적용성이 있고, 각종 증발산량계(lysimeter)

를 이용하여 측정된 증발산량과 비교 검토된 바 있다

(Droogers와 Allen, 2002). 또한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사용하는 경우 식생 및 토양요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서로 다른 지역 및 서로 다른 기간에 산정된 기준증발산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정기간 별로 대기의 증발산 생성력

(evaporating power)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Allen 등, 1998).

여러 연구자들은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FAO P-M 기준

증발산식의 변화를 평가한 바 있다(Qiu 등, 2002; Droogers

와 Allen, 2002; Lage 등, 2003; Chen 등, 2005; Trajkovic,

2005). Gong 등(2006)은 중국 Changjing(Yangtz 강) 유역

에 위치한 150개의 연구지역에서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적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Gong 등(2006)에 의하면 FAO P-M 기준증발산식의 경우

상대습도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복사량, 대

기온도 그리고 풍속이 뒤를 이었다. 국내의 경우 임혁진 등

(2006)은 소양강댐유역의 수문변화에 미치는 변화양상을

SLURP 수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FAO P-M

식을 통하여 기온, 일사량, 풍속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김성원과 김형수(2007)는 우리나라

14개 기상관측지점에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관측된 일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FAO P-M 식으로부터 산정된 알팔파

기준증발산량을 계측된 알팔파 기준증발산량으로 가정하여

비선형 증발산량 시계열 모형화를 위한 신경망 유전자 알고

리즘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도시화에 따른 수문기후학적 변화는 지리 및 지형적 특성

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화가 수문기후현

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리 및 지형적 특성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임창수

와 채효석(2007) 그리고 임창수(2007)는 우리나라 56개 연

구지역에서 도시화 및 도시특성에 따른 연별 물수지변화 분

석을 실시하였고, 도시화 및 지리 지형적 조건에 따른 연별

기준증발산,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의 변화추세를 비교분석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리 및 지형적

특성이 도시화과정과 함께 연별 및 각 월별 수문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위치한 21개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21개 연구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일별 기

후자료를 이용하여 지리 및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기준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적용하여 연별 및 각 월별로 기

준증발산량의 장기간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리 및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가 FAO P-M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

항 및 공기동력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에 따른 기후요소의 변화가 연별 및 각 월별로 FAO P-M

기준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리 및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에 따른 기

후변화가 기준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적용하여 연별 및 각 월별로 기

준증발산량과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국 21개 연구지역에서

일별 기후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추세분석을 위하여,

Spearman 순위상관분석, Sen 분석(Sen's estimator of slope)

그리고 실제변화율분석과 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

한 도시특성에 따른 군집별 기준증발산량, 에너지항, 공기동

력항의 변화추세도 비교분석하였다. 

2.1 연구지역 및 자료 

연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문기후자료의 가용성을 검

증하고,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km 범위에서 21곳의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표 1,

그림 1).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21개 지점에서 관측되는

일별 수문기후 자료를 수집하여 기후요소 변화를 분석하였

다. 수집 분석된 수문기후자료는 일별 최고기온, 최저기온,

풍속, 습도, 일조시간, 강수량 등이며, 1970년부터 5년 간격

으로 2004년까지 8 개년에 걸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지역의 분류

21개 연구지역의 분류를 위하여 기후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km에 대해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http:/

/www.wamis.go.kr)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수치표고자료와 임상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197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 개년도(1975, 1980, 1985,

1990, 1995, 2000년)에 대한 토지피복도를 분석하였다.

1975년도 및 1980년도의 경우 Landsat MSS를 이용한 자

료이며, 1985년도, 1990년도 및 1995년도의 경우 Landsat

TM, 그리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Landsat ETM을 이용하

여 분석된 자료이다. 지리 및 지형특성분석의 경우 기후자료

와 동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1970년 및 2004년 토지피복현황자료의 경우 GIS분석을 위

하여 자료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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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도시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반경 10 km 이내

에 위치한 주거지역 면적을 육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도시화

율로 결정하였으며, 도시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1975년도

도시화율과 2000년도의 도시화율의 차이를 도시화 정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임창수와 채효석, 2007). 

2.3 FAO Penman-Monteith 기준증발산 모형

기준증발산량(ETo)을 계산하기 위하여 Allen 등(1998)은

Penman-Monteith 공식(Monteith, 1965)으로부터 FAO P-M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FAO에 의해서 기준증발산량을 산정하

기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다. FAO P-M식의 유

도과정은 임창수(2007)에서 언급된 바 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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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1개 연구지역의 지리 지형학적 특성

관측지점
(No.)

북 위
Lat.(N)

 동 경
Long.(E)

해발 높이
(m)

지리 및 지형적 분류

해안유무 2000년
도시화율 

(%)

수역 및 습지면적비(%)
(6년평균)

5%이하 경사도비 (%)

해안 내륙 10%~ 5-10 ~5% 0-20 20-40 40-60 60-80 80-100

속초(1) 38°15' 128°34' 17.8 o 6.67  o o

서울(2) 37°34' 126°58' 86.0 o 59.40 o o

인천(3) 37°28' 126°38' 68.9 o 52.70 o o

수원(4) 37°16' 126°59' 33.6 o 23.70 o o

서산(5) 36°46' 126°30' 25.9 o 7.51 o o

청주(6) 36°38' 127°27' 57.4 o 13.30 o o

대전(7) 36°22' 127°22' 68.3 o 20.0 o o

추풍령(8) 36°13' 128°00' 242.5 o 0.52 o o

포항(9) 36°02' 129°23' 1.9 o 14.20 o o

군산(10) 36°00' 126°45' 26.9 o 16.40 o o

대구(11) 35°53' 128°37' 57.6 o 25.60 o o

전주(12) 35°49' 127°09' 53.5 o 10.50 o o

울산(13) 35°33' 129°19' 34.7 o 12.20 o o

광주(14) 35°10' 126°54' 70.5 o 22.20 o o

부산(15) 35°06' 129°02' 69.2 o 41.0 o o

통영(16) 34°51' 128°26' 31.7 o 3.36 o o

목포(17) 34°49' 126°23' 37.9 o 17.10 o o

여수(18) 34°44' 127°45' 66.1 o 16.50 o o

제주(19) 33°31' 126°32' 20.0 o 21.0 o o

서귀포(20) 33°15' 126°34' 50.5 o 11.80 o o

진주(21) 35°12' 128°07' 21.3 o 5.25 o o

그림 1. 21개 연구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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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ETo=기준증발산량(mm/day), Ro= 기준증발산량식의

에너지항(mm/day), Ao=기준증발산량식의 공기동력항(mm/

day), Ta = 2 m 높이에서 일평균기온 ( ,
oC), Tmax=일 최고기온(oC), Tmin=일 최저기온(oC), u2 = 2

m 높이에서 풍속(m/s), Qn= 순방사(MJ/m2/day), Qg =토양

열 유동밀도(MJ/m2/day), es =포화증기압(kPa), ea =실제증

기압(kPa), (es − ea) =대기의 포화증기압 부족량(kPa), Δ =

포화증기압과 온도곡선의 기울기(kPa/oC), Y =건습계 상수

(kPa/oC), Qns =순단파복사량(MJ/m2/day), Qnl =순장파복사

량(MJ/m2/day), Qs =입사태양복사량(MJ/m2/day), α =태양

복사에너지의 반사율 (= 0.23 사용), Qso =맑은 날 지구표면

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MJ/m2/day), Qa =지구 대기권

에 도달하는 태양방사열량(MJ/m2/day), (a+b) =회귀상수(일

정한 기간동안, n=N일 때, Qa가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비율),

Z =해수면으로부터의 지반고(m), σ = Stefan-Boltzmann 상수

(4.903×10−9 MJ/m2/K4/day), T4
max, K = 24시간 동안 최대절

대온도(oC+273.16), T4
min, K = 24시간 동안 최소절대온도

(oC+273.16). ea =실제증기압(kPa). 여기서 토양열 유동밀도

의 경우 일별 기준증발산량을 산정하는 경우 낮과 밤사이의

토양열 유동밀도의 증가와 감소로 인하여 일별 토양열 유동

밀도가 미미하여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2.4 추세분석

2.4.1 Spearman 순위상관분석

변수나 측정값이 서열척도로 이루어진 경우 Spearman 순

위상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서 등간성

이 의문시되거나, 변수들의 값이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적률상관관계(Pearson의 상관관계) 대신 Spearman

의 순위상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수의 정규성

분포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관계수의 값은 -1.00~1.00

사이에 값을 갖는다. 

(9)

여기서, ρ = Spearman 순위 상관계수, di =각기 다른 xi,

yi 자료들의 순위 간 차이, n =자료들의 수

2.4.2 Sen 분석 (Sen's nonparametric estimator of slope)

만일 자료에 선형적인 추세가 존재한다면 단위시간당 변화

(true slope)는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다. 하지

만, 이 경우 산정된 경사 b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이상적

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위시간당 변화는

크게 다른 값을 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Sen

(1968)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단위시간당 변

화를 산정할 수 있다. Sen(1968)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은

자료의 오류나 이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0)

여기서, β = estimate of slope

2.4.3 실제 변화율분석

통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식 (11)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자료의 변화율을 알아보

았다. 따라서 실제 변화율은 관측기간 자료의 평균값에 대한

자료기간 자료의 변화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11)

여기서 TD =연구기간 중 실제 변화율 (%), Xi = i번째 자료,

X1 =최초 기간자료, Xn =최종 기간자료, n =전 기간의 자

료 수

2.5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21개 연구지역에서 GIS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토지피복자료와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구지점

을 도시화정도, 해안근접성 그리고 지형조건(경사도) 등으로 구

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특성자료가 얼마나

비슷한 값을 갖는지를 거리로 환산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상들

을 동일한 집단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따라서 토지피복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은 대상 연구지역들이 지니고 있는 토지피복조

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연구지역으로 묶어주게 되며

, 다수의 연구지역을 몇 개의 동질적인 지역으로 군집화 함으로

서 동일군집 내에 속해있는 연구지역의 기준증발산 및 에너지

항과 공기동력항의 변화추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 대상은 21곳의 연구지역이며, 분류를 위

하여 각 연구지역에서 얻어진 토지피복조건을 이용하였다.

21개의 연구지역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적용된 방법은 단일기

준결합방식(single-linkage)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군집에 속

해 있는 대상 중에서 어느 하나와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부

터 군집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대상 자료들의 유사성

을 거리로 환산하기 위하여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다음 식(12)로 표

현되어질 수 있다. 이 식은 변수 값들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산한 거리, 다차원공간에서 직선최단거리를 말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리측정방법이다.

(12)

여기서, Xik는 연구지점 k에서 토지피복조건 i의 평균값을 나

타내며, Xil은 연구지점 l에서 토지피복조건 i의 평균값을 나

타낸다. 

3. 연구 결과

3.1 연구지점별 추세분석 

21개 연구지역에 대해서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년)의

각 월별 기후자료의 변화추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FAO P-M 기준증발산량과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과 공기

Qso 0.7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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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항의 연별 및 각 월별 변화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Spearman 순위상관분석과 Sen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통

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자료의 변화율을 알아보았다. 

3.1.1 기후요소 변화 추세

21개 연구지역에서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에 대해

서 각 월별로 월평균 일 기후자료의 변화추세를 선형회귀분

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기온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속초, 서울, 서

산, 통영, 목포지역에서 5월과 9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고, 청주,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여수, 제주지

역은 9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로 5월과 9월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 수원, 대

전, 서귀포지역은 모든 월에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습도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속초, 서울, 인천의 경우 5월에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의 경우 2, 3, 5월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

온의 경우 도시화에 따라서 뚜렷한 월별 증가추세를 보이고,

상대습도의 경우 도시화에 따라서 매우 뚜렷한 월별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 

풍속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풍속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

시화에 따라서 각 월별 풍속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기온이나 상대습도와 비교하여 그 추세는 뚜렷하

지 않다. 일사량의 경우 수원지역에서 모든 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통영지역의 경우 모든 월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의 경우 각각의 월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3.1.2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21개 연구지역에서 FAO P-M 기준증발산량의 연별 및 각

월별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연 평균 일값과

월 평균 일값 자료를 이용하여 Spearman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굵은 숫자는

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고, (+)는 증가추

세 (−)는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

준증발산량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모든 연구지역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초, 서울,

인천, 수원 그리고 군산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지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 9월의 경우 유의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5월의 경우 서울과 수원지역에서 유의수준 α=0.1에

서 유의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속초지역에서 12월에 유의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Sen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연별 자료의 경우 모

든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

천지역만 Sen‘s slope이 0.004 mm/day/year보다 작고 나머

지 모든 지역에서 0.004 mm/day/year를 초과하고 있으나,

Spearman 순위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Spearman 순위

상관분석에서는 속초, 서울, 인천, 수원 그리고 군산지역에서

표 2. FAO P-M 기준증발산량의 변화추세 (Spearman 순위상관분석 α=0.1)

지점(No.)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1) 0.500  0.024 0.071 0.476  0.952 -0.162 0.167 0.476  0.071  0.048 0.381 -0.119 -0.810

서울(2) 0.476  0.429 0.405 0.786 -0.048 -0.548 0.476 0.595 -0.095  0.238 0.333  0.024  0.619

인천(3) 0.476 -0.333 0.190 0.476  0.262 -0.833 0.476 0.476 -0.071  0.310 0.119 -0.214  0.762

수원(4) 0.381  0.619 0.524 0.714  0.357 -0.095 0.286 0.238  0.024  0.310 0.643  0.405  0.452

서산(5) 0.762  0.405 0.476 0.762  0.619 -0.381 0.500 0.619  0.024  0.333 0.310 -0.357  0.405

청주(6) 0.810  0.667 0.595 0.905  0.810 0.119 0.714 0.619  0.238  0.333 0.810  0.524  0.810

대전(7) 0.857  0.643 0.690 0.881  0.548 -0.286 0.667 0.452 -0.048  0.333 0.738  0.738  0.762

추풍령(8) 0.595  0.190 0.286 0.452  0.643 -0.095 0.500 0.667 -0.071  0.048 0.762  0.262  0.238

포항(9) 0.786  0.762 0.619 0.762  0.952  0.429 0.619 0.595  0.238 -0.071 0.452  0.595  0.786

군산(10) 0.452 -0.190 0.524 0.619  0.571 -0.143 0.405 0.301 -0.095 -0.024 0.524  0.024  0.667

대구(11) 0.786  0.238 0.429 0.762  0.952  0.119 0.476 0.905  0.095 -0.238 0.429  0.310  0.262

전주(12) 0.833  0.929 0.524 0.929  0.810  0.405 0.667 0.857  0.333  0.143 0.857  0.786  0.857

울산(13) 0.929  0.619 0.548 0.548  0.976  0.452 0.690 0.667  0.190  0.429 0.762  0.524  0.905

광주(14) 0.738  0.190 0.524 0.619  0.714  0.190 0.738 0.738  0.000  0.262 0.833  0.310  0.476

부산(15) 0.571 -0.333 0.286 0.024  0.952 -0.357 0.405 0.333  0.000  0.000 0.214 -0.333  0.143

통영(16) 0.905  0.833 0.405 0.452  0.905 -0.071 0.714 0.452  0.095  0.238 0.619  0.429  0.619

목포(17) 0.690  0.381 0.667 0.810  0.976  0.595 0.738 0.762  0.071 -0.214 0.643  0.690  0.762

여수(18) 0.810  0.643 0.595 0.452  0.952  0.310 0.714 0.619 -0.095  0.119 0.738  0.524  0.690

제주(19) 0.881  0.310 0.524 0.619  0.714  0.524 0.619 0.762  0.429 -0.095 0.429  0.476  0.405

서귀포(20) 0.881  0.095 0.571 0.524  0.905  0.143 0.667 0.571  0.452  0.405 0.810  0.347  0.786

진주(21) 0.571  0.524 0.548 0.548  0.548  0.071 0.500 0.905 -0.024 -0.286 0.571  0.286  0.857

*굵은 숫자는 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수치임 (+ 증가,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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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Sen's slope 역시 5, 8, 9월에 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월이

많으며, 2, 4, 6, 7월에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 3, 10, 11, 12월의 경우 일부 월에서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에는 속초, 서울, 인천, 수원, 서산, 대전,

추풍령, 군산, 부산, 그리고 통영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고, 8월에는 속초, 서울, 수원, 대전, 추풍령, 군산, 목포, 여

수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9월에는 포항, 군산, 대구,

부산, 목포, 제주, 진주지역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

반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온증가, 풍속감소, 운

량증가(일사량 감소), 강우-유출 증가로 인한 실제증발산량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부 연구지역의 월에

서 습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일사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준증발산량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

후요소로 알려져 있는 습도의 증가와 일사량의 감소로 인하

여 이들 지역에서 기준증발산량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4는 기준증발산량의 실제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연별

자료의 경우 모든 21개 지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

울, 서산, 청주, 포항, 대구, 전주, 울산, 통영, 목포, 여수, 제

주 그리고 서귀포지역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1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별 분

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에

서는 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

으나 실제 기준증발산량 변화율에서는 10.2%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대전, 추풍령, 광주, 부산, 진주지역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실제증가율에서는 10% 이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1월에 군산과 광주지역, 2월의 경우 목포지역,

5월에 서울, 인천, 추풍령지역, 11월에 속초, 서산, 부산지역,

12월에 속초지역이 10% 이상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별 자료 분석결과 Spearman 순위상관분석에서는 울산지

역이 가장 큰 기준증발산량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n's slope의 경우 포항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실제변화율 분석에서는 전주지역이 가장 큰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자료 분석결과 5월에는

Spearman 순위상관분석, Sen's slope 그리고 실제변화율에서

변화추세 정도가 서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지

역이 Spearman 순위상관분석과 Sen's slope 그리고 실제변

화율 분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 4, 7월의 경우 Sen's slope과 실제변화율이 동

일한 변화추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7월의 경

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에서는 진주지역이 가장 큰 기준

증발산량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n's slope의 경

우 제주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

제변화율 분석에서는 제주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3월과 11월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

표 3. FAO P-M 기준증발산량의 변화추세 (Sen's estimator of slope) 

지점
No.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0.00606  0.00041  0.00545  0.01917 0.03002 -0.00767 0.01459 0.01610 -0.00050  0.00283  0.00544 -0.00258 -0.00715

2 0.02166  0.00288  0.00577  0.01597 0.00293 -0.01905 0.01258 0.01619 -0.00434  0.00530  0.01009  0.00052  0.00940

3 0.00363 -0.00122  0.00453  0.01331 0.00665 -0.01998 0.01296 0.01686  0.00393  0.00428 -0.03628 -0.00085  0.00555

4 0.03670  0.00430  0.01016  0.01393 0.00625 -0.00207 0.00414 0.00544 -0.00150  0.01203  0.00852  0.00394  0.00405

5 0.03354  0.00281  0.00722  0.00785 0.01051 -0.00528 0.01549 0.01757  0.00216  0.00432  0.00472 -0.00353  0.00420

6 0.04937  0.00451  0.00855  0.01490 0.01388  0.00181 0.02162 0.01474  0.00426  0.00874  0.01823  0.00342  0.00556

7 0.04350  0.00394  0.01060  0.01390 0.01973 -0.00348 0.02154 0.00185 -0.00491  0.00331  0.01141  0.00351  0.00861

8 0.03291  0.00119  0.00821  0.03175 0.02311 -0.00098 0.01122 0.01453 -0.00332  0.00086  0.00749  0.00241  0.00477

9 0.08550  0.00872  0.01792  0.02093 0.03531  0.01369 0.02249 0.02097  0.01534 -0.00452  0.00975  0.00887  0.01398

10 0.01675 -0.00145  0.00805  0.01226 0.00685 -0.00142 0.00593 0.00917 -0.00142 -0.00176  0.00537  0.00179  0.00536

11 0.04661  0.00368  0.01108  0.01626 0.01700  0.00468 0.01824 0.01728  0.00457 -0.01155  0.00679  0.00222  0.00271

12 0.06016  0.00416  0.00588  0.01560 0.01990  0.00431 0.01693 0.02142  0.00533  0.00366  0.01235  0.00800  0.01292

13 0.05900  0.00892  0.01607  0.01919 0.03110  0.00843 0.01505 0.02377  0.00997  0.00554  0.00840  0.00708  0.00547

14 0.03740  0.00063  0.00662  0.01520 0.01265  0.00076 0.01517 0.01574  0.00533  0.00580  0.01780  0.00243  0.00651

15 0.02862 -0.00110  0.00275 -0.00021 0.01606 -0.00721 0.01236 0.02140  0.00252 -0.00220  0.00727 -0.00535  0.00120

16 0.04454  0.00602  0.00792  0.01363 0.01675 -0.00073 0.02191 0.02093  0.00300  0.00152  0.01132  0.00181  0.00907

17 0.05241  0.00385  0.01275  0.01509 0.02610  0.00521 0.02260 0.02029 -0.00334 -0.01603  0.01707  0.00415  0.00964

18 0.08525  0.01777  0.02090  0.01246 0.03087  0.00705 0.02442 0.01817 -0.00259  0.00295  0.02471  0.00955  0.01211

19 0.06166  0.00093  0.00975  0.02415 0.02590  0.01649 0.01813 0.04736  0.01918 -0.01217  0.01523  0.01148  0.00610

20 0.06912  0.00037  0.00941  0.01311 0.02621  0.00170 0.02200 0.02404  0.01734  0.00677  0.01913  0.00363  0.00536

21 0.04602  0.00368  0.01023  0.01226 0.01041  0.00367 0.00599 0.01752  0.00325 -0.00198  0.00719  0.00148  0.00571

*단위 : mm/day/year; 이탤릭체 (−)는 감소추세; 굵은 숫자는 Sen's slope이 0.004 mm/day/year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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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변화율이 동일한 변화추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

를 들어 11월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에서는 전주지

역이 가장 큰 기준증발산량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n's slope의 경우 제주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실제변화율 분석에서는 전주지역이 가장 큰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6, 8, 9, 10, 12월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

Sen's slope 그리고 실제변화율 모두에서 서로 다른 변화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월의 경우 Spearman 순위

상관분석에서는 대전지역이 가장 큰 기준증발산량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n's slope의 경우 여수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변화율 분석에서는

전주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21개 연구지역에 대해서 1970년부터 2004년까

지 전 기간에 대해서 연평균 일 기준증발산량의 추세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속초를 제외한 모든 20개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8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속초의 경우

Spearman 순위상관분석, Sen 분석 그리고 실제변화율 분석

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3.1.3 공기동력항 및 에너지항 변화추세

Spearman 순위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준증발산식의 에너

지항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연별 자료 분석결과 속초, 인

천, 서산, 청주,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제주, 서귀포지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속초, 인천, 포항, 대구, 제주, 서귀포지역이 유의수준

α=0.1에서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 수

원, 대전, 전주, 여수, 진주지역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수원지역은 유의수준 α=0.1에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에 유의

수준 α=0.1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5월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역의 경우 연별뿐

만 아니라 월별에서도 5, 6, 8, 9, 10월에 유의한 수준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Sen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연별 자료의 경우 속초, 인천, 청주, 추풍령, 포

항, 군산, 대구, 울산, 광주, 부산, 통영, 제주, 그리고 서귀

포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서울, 수원,

서산, 대전, 전주, 목포, 여수 그리고 진주지역에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2월에 모든 지역에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 8, 9월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에 해당하는 12, 1, 2월의 경우

Sen's slope이 0.004 mm/day/year를 초과하는 연구지역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적

고 기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항의 실제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별 자료의 경우 인천, 군

산, 부산, 통영, 제주, 서귀포지역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수원지역에서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

다. 월별 자료의 경우 수원지역은 4, 5, 6, 7, 8, 9, 10월

에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3월의 경우 대부분

의 지역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FAO P-M 기준증발산량의 변화 (%)

지점(No.)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1) 8.4 17.9 19.8 24.7 29.6 -3.7 9.1 2.4 17.0 -0.07 9.5 -12.5 -16.9

서울(2) 10.2 14.0 25.9 32.1 -1.7 -17.9 11.3 9.5 12.5 20.1 23.0 12.8 26.0

인천(3) 3.1 -1.5 21.9 23.5 0.09 -24.8 10.0 2.2 4.6 8.6 8.8 -7.1 14.1

수원(4) 7.3 24.6 36.4 30.0 4.9 -6.7 1.2 -6.6 1.6 8.2 27.3 15.2 42.2

서산(5) 10.4 12.2 37.1 26.3 10.1 -2.8 16.6 6.7 5.8 11.1 16.1 -10.9 23.6

청주(6) 18.9 22.8 42.5 29.5 20.9 3.2 20.0 13.3 11.1 21.5 34.6 21.0 45.9

대전(7) 9.4 10.6 26.0 16.4 10.5 -8.5 18.5 6.5 -2.5 12.4 22.3 12.4 45.9

추풍령(8) 7.4 11.1 20.1 18.2 19.5 -11.5 9.0 8.1 4.2 7.6 8.7 -0.07 7.7

포항(9) 21.7 24.3 39.5 31.0 34.4 14.0 26.5 18.2 11.3 6.3 19.6 25.3 31.5

군산(10) 2.8 -20.8 22.4 11.7 4.9 -9.0 6.4 3.1 0.07 4.8 8.9 -3.6 12.3

대구(11) 11.3 17.4 23.9 20.1 20.7 -1.4 14.7 15.0 3.3 5.4 13.2 3.7 12.7

전주(12) 22.0 24.1 44.4 44.7 26.6 3.0 17.0 19.5 8.8 22.0 35.3 36.6 60.0

울산(13) 18.1 23.6 32.7 17.0 32.5 4.6 25.4 26.4 8.3 8.6 20.5 8.3 14.5

광주(14) 6.4 -10.5 6.8 9.2 8.3 -5.5 14.1 7.6 -3.4 14.3 24.5 -7.4 22.1

부산(15) 7.0 -4.3 3.7 -6.3 17.9 -6.5 25.7 25.5 6.2 7.6 11.2 -15.7 -4.9

통영(16) 12.1 3.6 3.7 17.1 17.0 -3.6 27.2 27.7 4.0 5.2 17.4 1.7 13.3

목포(17) 12.7 2.9 -27.9 17.8 21.7 1.4 24.6 15.9 0.4 8.1 19.7 6.8 19.4

여수(18) 20.5 38.7 38.3 21.6 34.0 2.5 26.7 15.2 -0.1 19.8 35.1 11.3 35.7

제주(19) 20.8 1.7 29.5 20.0 28.3 15.2 22.7 39.8 0.4 10.3 37.1 25.9 18.4

서귀포(20) 21.2 16.3 21.7 20.7 26.9 4.3 41.4 24.0 15.4 25.6 30.1 7.8 12.0

진주(21) 5.5 12.0 21.6 9.6 9.1 -8.3 4.9 14.6 -3.6 -2.3 13.7 4.4 21.9

*굵은 숫자는 실제변화율이 10%이상인 수치임 (+ 증가, − 감소)



− 72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Spearman 순위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준증발산식의 공기

동력항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연별 자료 분석결과 속초, 인

천, 군산, 부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의수준 α=0.1

에서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1

월에 부산지역, 5월에 인천과 부산지역, 8월에 인천지역 그

리고 12월에 속초지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감소추세를 보이

그림 2. FAO P-M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21개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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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en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증발산식의 공기동력항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연별 자료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감

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월별 자료에서

도 2, 3, 6 그리고 12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항과 비교하여 공기동력항의 경우 연

별 및 월별 자료에서 Sen's slope이 더 큰 값을 보이고 있

어 변화추세가 더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연별 자료 분석결

과 에너지항의 경우 21개 연구지역 중에서 수원, 포항, 통영,

제주 그리고 서귀포지역 등 5개 지역이 변화추세가 크고,

공기동력항의 경우 속초, 인천, 추풍령, 군산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서울, 수원, 서산, 청주, 대전, 포

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그리고 진주)에서 변화추세가 큼을 알 수 있다.

공기동력항의 실제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별

자료의 경우 인천과 군산지역에서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

이고 있고, 인천, 군산, 속초, 부산, 통영지역을 제외하고 나

머지 16개 지역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월

별 자료의 경우 5월에 9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추풍령,

군산, 광주, 부산, 통영, 서귀포)에서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인천과 군산지역의 경우 월별 자료에서도 10%

그림 2. FAO P-M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21개 연구지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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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전주지역의 경우 모든 월에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8개년 평균 월평균 일 기후요소변화와 기준증발산 및 에너

지항의 변화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조지수(강수량/기준증발산

량)가 낮은(상대적으로 건조한) 3, 4, 5월의 경우 공기동력항

이 큰 값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건조지수가 높은(상대적으

로 습윤한) 6, 7, 8, 9월의 경우 낮은 공기동력항을 보여주

고 있다. 속초를 비롯한 14개 지역(속초, 서울, 인천,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울산,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

포)의 경우 1, 2, 3, 11, 12월에 공기동력항이 에너지항을

초과하지만, 수원을 비롯한 7개 지역(수원, 서산,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진주)의 경우 공기동력항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

과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 5, 6, 7, 8,

9, 10월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에너지항이 공기동력항을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연구지역에서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의 각 월

별 월평균 일 기준증발산량에 대한 공기동력항비(공기동력항

/기준증발산량)와 기준증발산량에 대한 에너지항비(에너지항/

기준증발산량)의 변화추세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14개 지

역(서울, 수원, 서산, 청주, 대전, 포항, 전주, 울산, 광주, 통

영, 목포, 여수, 제주, 진주)의 대부분 월에서 에너지항/기준

증발산량 비의 감소추세와 공기동력항/기준증발산량 비의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공기동력항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가 상대적으로 에너지항에 영향

을 미치는 기후요소보다도 기준증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추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인천지역의 경우 모든

월에서 에너지항/기준증발산량 비의 증가추세와 공기동력항/

기준증발산량 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3.2 도시특성에 따른 군집별 변화추세 

21개 연구 지역에 대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화와

해안근접성 그리고 지역 경사도에 따라서 연구지역을 분류

하였다. 도시화정도에 따라서 연구지역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2000년 주거지면적에서 1975년 주거지면적을 뺀 수치를 기

준으로 도시를 6개로 군집화하였다. 또한 해안 근접성을 기

준으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분류하였고, 5% 이하 경사

도 면적비를 기준으로 4개의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류하였

그림 2. FAO P-M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21개 연구지역) (계속)

표 5. 도시특성에 따른 연구지역의 군집

군집 도시화정도(2000-1975) 군집 해안근접성 군집 경사도

I 속초, 서산, 전주, 통영, 진주

I 속초, 인천, 포항, 군산,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I 속초, 서울, 수원, 서산, 청주, 대전,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서귀포

II 서울, 부산
II 인천, 군산, 제주

III  인천

IV 수원, 대구, 광주, 제주

II 서울, 수원,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대구, 전주, 울산, 광주, 진주

III 추풍령, 통영, 여수

V 청주, 대전, 포항, 군산, 울산, 
목포, 여수, 서귀포 IV 진주

VI  추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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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집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시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속초를 비롯한 5개 지역이

제1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서울과 부산이 제2군집으로 분류되

었으며, 인천이 제3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수원을 비롯한 4개

지역이 제4군집으로, 청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이 제5군집으로,

그리고 추풍령이 제6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해안근접성을 고

려한 군집분석 결과에 의하면 속초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해안지역으로,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11개 지역이 내륙지역

으로 분류되었다. 경사도 면적비의 경우 속초를 비롯한 14개

지역이 제1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인천을 비롯한 3개 지역이

제2군집으로, 추풍령을 비롯한 3개 지역이 제3군집으로 그리

고 진주지역이 제4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표 6은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기준증발산량의 변화

추세 정도를 나타내는 Sen's slope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

다. 연별 자료의 경우 모든 군집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여주

고 있다. 도시화가 기준증발산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되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도가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정도(Sen's slop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5지역이 가장 큰 증가추세(Sen's slope)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3지역이 가장 작은 증가추세

(Sen's slope)를 보이고 있으며, 군집 3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지역은 1, 5, 10, 11월에 0.004 mm/day/year를 초과하는 감

소추세(Sen's slope)를 보이고 있다. 해안근접성의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해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서 연별 자료 분

석결과 더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 4, 5, 6, 7, 8,

11월에서 내륙지역에 비하여 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9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륙지역의

경우 5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지역 경사도 영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 경사도가 가장 큰 군집 3지역에서

가장 큰 연별 증가추세(Sens' slope)를 보이고 있고, 경사도

표 6. 도시특성에 따른 군집별 기준증발산 변화추세 (Average Sen's estimator of slope)

월
도시화율(2000-1975) 해안근접성 지형조건 (5%이하 경사도 면적 기준) 

I II III IV V VI I II I II III IV

년 0.03807 0.02515 0.00363 0.0456 0.05761 0.03292 0.04536 0.04245 0.04498 0.02735 0.05424 0.04603

1 0.00342 0.00089 -0.00122 0.00239 0.00583 0.00119 0.00343 0.0037 0.00344 -0.00058 0.00833 0.00369

2 0.00735 0.00426 0.00453 0.00941 0.01303 0.00821 0.00995 0.00913 0.00931 0.00745 0.01235 0.01024

3 0.0137 0.00788 0.01332 0.01739 0.01524 0.03175 0.0144 0.01608 0.01435 0.01658 0.01929 0.01226

4 0.01752 0.0095 0.00665 0.01545 0.02376 0.02311 0.02208 0.01523 0.01912 0.01314 0.02358 0.01041

5 -0.00114 -0.01313 -0.01998 0.00497 0.00413 -0.00098 0.00071 -0.00065 -0.0003 -0.00164 0.00178 0.00367

6 0.01499 0.01248 0.01296 0.01392 0.01946 0.01122 0.01774 0.01436 0.01677 0.01234 0.01919 0.00599

7 0.01871 0.0188 0.01687 0.02146 0.01663 0.01453 0.02153 0.0151 0.01692 0.02447 0.01788 0.01752

8 0.00265 -0.00091 0.00393 0.0069 0.00433 -0.00332 0.00535 0.00189 0.00373 0.00723 -0.00097 0.00326

9 0.00207 0.00155 0.00428 -0.00147 0.00063 0.00087 -0.00183 0.00328 0.00172 -0.00322 0.00178 -0.00198

10 0.00821 0.00869 -0.03628 0.01209 0.01426 0.00749 0.0079 0.01028 0.01122 -0.00522 0.01451 0.00719

11 0.00104 -0.00241 -0.00085 0.00502 0.00525 0.00241 0.00325 0.00286 0.0026 0.00414 0.00459 0.00148

12 0.00495 0.0053 0.00556 0.00485 0.00827 0.00477 0.00612 0.00636 0.00589 0.00567 0.00865 0.00572

*단위: mm/day/year; 이탤릭체 (−)는 감소추세; 굵은 숫자는 Sen's slope이 0.004 mm/day/year이상

표 7. 도시특성에 따른 군집별 에너지항 변화추세 (Average Sen's estimator of slope)

월
도시화율(2000-1975) 해안근접성 지형조건 (5%이하 경사도 면적 기준) 

I II III IV V VI I II I II III IV

년 0.00099 0.0014 0.00377 0.00128 0.00137 0.00255 0.00342 -0.00037 0.00087 0.00401 0.0025 -0.00158

1 0.00021 0.00156 0.00177 0.00111 0.0009 0.0003 0.00102 0.0007 0.00093 0.0014 0.00033 -0.00024

2 0.00189 0.00276 0.00417 0.01325 0.00269 0.00412 0.00298 0.00618 0.00539 0.00413 0.00314 0.00048

3 0.00175 0.00392 0.00734 0.00611 0.00488 0.00768 0.00554 0.00361 0.00427 0.00665 0.00524 -0.00035

4 0.00041 0.0022 0.0029 0.0052 0.00517 0.00214 0.00687 0.00045 0.00363 0.00624 0.00288 -0.00449

5 -0.00641 -0.0044 -0.00457 -0.00122 -0.00162 -0.00093 0.00142 -0.00713 -0.00374 0.00224 -0.00274 -0.01028

6 0.0021 0.00537 0.00537 0.00012 0.00543 0.00403 0.0073 0.00014 0.00308 0.00744 0.00462 -0.00478

7 0.00934 0.01132 0.02074 0.00525 0.00643 0.00033 0.01219 0.00372 0.00659 0.01456 0.00637 0.00778

8 -0.00386 0.00044 0.00352 -0.00514 -0.00055 -0.00034 0.00213 -0.00559 -0.00267 0.00382 -0.00198 -0.00839

9 -0.00554 -0.00326 0.00732 -0.00621 -0.00659 -0.0074 -0.00437 -0.0062 -0.00527 0.00064 -0.01014 -0.00954

10 -0.00007 0.01481 0.00038 0.00168 0.00217 0.00055 0.00544 -0.00001 0.00285 0.00418 0.00063 -0.00013

11 -0.00044 0.00118 0.0017 0.00049 0.00001 0.00008 0.00083 -0.0004 -0.00011 0.00109 0.00044 0.00092

12 0.00062 0.00171 0.00193 0.00157 0.00088 0.00147 0.0015 0.00075 0.00097 0.00198 0.00126 -0.00005

*단위: mm/day/year; 이탤릭체 (−)는 감소추세; 굵은 숫자는 Sen's slope이 0.004 mm/day/yea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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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작은 군집 2지역에서 가장 작은 연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사도가 기준증발산 변화추세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1지역의 경우 5월에, 군집 2지

역의 경우 1, 5, 9, 10월에, 군집 3지역의 경우 8월에, 군

집 4지역의 경우 9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은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에너지항의 변화추세

정도를 나타내는 Sen's slope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

별 자료의 경우 모든 군집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에너지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

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도가 에너지항의 변화추세 정도

(Sen's slop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자료 분석결과 5월에 모든 군집지역에서 감소추세를 보

이고 있고, 8월에는 1, 4, 5, 6 군집에서, 9월에는 군집 3

을 제외한 모든 군집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안 근

접성을 고려한 경우 해안지역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

면, 내륙지역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의 경

우 해안지역은 9월에, 내륙지역은 5, 8, 9, 11월에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연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경사

도의 영향 분석 결과 지역 경사도는 에너지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4지역에 속하는 진주지

역의 경우 연별뿐만 아니라 월별 자료에서도 2, 7, 11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군집

2지역의 경우 연별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월별 자료에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8은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공기동력항의 변화추

세 정도를 나타내는 Sen's slope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별자료의 경우 군집 3지역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공기동력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도가 공기동력항의 변화추

세 정도(Sen's slop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군집 3의 월별 자료에서도 2, 3, 6, 12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안 근접성을 고려한

경우 연별 자료 분석결과 해안 및 내륙지역에서 공기동력항

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륙지역이 해안지역보다 더 큰

공기동력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지역의 경우

내륙지역과 비교하여 바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상

대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월별 자료의 경

우 2, 4월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서 내륙지역이 더 큰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해안지역의 경우 5월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해안 및 내륙지역의 모든 월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경사도의

영향 분석 결과 지역 경사도는 공기동력항의 변화추세 정도

(Sen's slope)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별 자료의

경우 군집 3 지역이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자료 분석결과 군집 2지역의 1, 5, 8, 9월을 제외하고 모든

군집지역의 월별 자료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1개 연구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일별 기후

자료를 이용하여 지리 및 지형적 특성과 도시화에 따른 기

후변화가 기준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FAO P-M 기준증발산식을 이용하여 연별 및 각 월별 기준

증발산량과 기준증발산식의 에너지항과 공기동력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기준증발산량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별 자료의 경우 모든 군집지역에

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기준증발산량의 크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

도가 기준증발산량 변화추세 정도(Sen's slop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근접성의 영향분석 결과

해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서 연별 자료에서 더 큰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자료에서 2, 4, 5, 6, 7, 8, 11월

에 내륙지역에 비하여 더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에너지항 변화추세를 비교분석

한 결과, 연별 자료의 경우 모든 군집지역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에너지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표 8. 도시특성에 따른 군집별 공기동력항 변화추세 (Average Sen's estimator of slope)

월
도시화율(2000-1975) 해안근접성 지형조건  (5%·이하 경사도 면적 기준) 

I II III IV V VI I II I II III IV

년 0.00712 0.00228 -0.00143 0.00713 0.00918 0.0037 0.0054 0.00822 0.00777 0.00145 0.0079 0.00758

1 0.00277 -0.00067 -0.00234 0.00132 0.00542 0.00168 0.00243 0.00329 0.0027 -0.00148 0.00775 0.00393

2 0.00549 0.00076 0.00013 0.00758 0.009 0.00554 0.00663 0.00642 0.00634 0.00406 0.00855 0.01042

3 0.01265 0.00451 0.00335 0.00845 0.01032 0.007 0.0089 0.00999 0.00968 0.00691 0.01088 0.00998

4 0.01563 0.00603 -0.00142 0.00832 0.01756 0.01702 0.01422 0.01248 0.01409 0.00462 0.01969 0.00944

5 0.0048 -0.00511 -0.01568 0.00439 0.00556 0.00318 -0.00064 0.00634 0.00369 -0.00353 0.00563 0.00539

6 0.00953 0.00614 0.00576 0.01342 0.02068 0.00637 0.00912 0.01818 0.01625 0.00494 0.01334 0.00891

7 0.0102 0.00593 -0.00082 0.02187 0.01123 0.00932 0.00854 0.01484 0.01332 0.00888 0.00653 0.01592

8 0.00672 -0.00143 -0.00725 0.00861 0.00867 0.00243 0.00456 0.00764 0.00833 -0.00243 0.00358 0.00956

9 0.00585 0.00421 -0.00199 0.00675 0.00782 0.00588 0.00411 0.00818 0.00688 -0.00037 0.00954 0.00734

10 0.0073 0.00653 -0.00027 0.00874 0.01155 0.00721 0.00862 0.00887 0.00917 0.00167 0.01445 0.00708

11 0.002 -0.0012 -0.0026 0.00345 0.00424 0.00356 0.00247 0.00286 0.0027 0.00193 0.0038 0.00125

12 0.0043 0.00302 0.00368 0.00263 0.00739 0.00227 0.00443 0.00535 0.00485 0.00323 0.00689 0.00495

*단위: mm/day/year; 이탤릭체 (−)는 감소추세; 굵은 숫자는 Sen's slope이 0.004 mm/day/yea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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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도가 에너지항 변화

추세 정도(Sen's slope)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 근접성을 고려한 경우 해안지역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다. 월별 자료의 경우 해안지역은 9월에, 내륙지역은 5, 8,

9, 11월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별 및 월별 자료를 이

용하여 지역 경사도의 영향 분석 결과 지역 경사도는 에너

지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특성에 따른 각 군집별 공기동력항 변화추세를 비교분석

한 결과, 연별자료의 경우 인천지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공기동력항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지역들의 도시화 정도가 공기동

력항 변화추세 정도(Sen's slop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해안 근접성을 고려한 경우 연별 자료 분석결과

해안 및 내륙지역에서 공기동력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내륙지역이 해안지역보다 더 큰 공기동력항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이는 해안지역의 경우 내륙지역과 비교하여 바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경사

도의 영향 분석 결과 지역 경사도는 공기동력항 변화추세 정

도(Sen's slope)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결론은 FAO-PM 기준증발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기준증발산량에 대한 것으로, 이는 증발산 발생지역

의 토양이 포화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식생조건과 무관하게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대기상태를 반영하여 증발산량을 산

정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 및 서로 다른 기간에 산정

된 기준증발산량은 각 지역의 특정 기간별로 대기의 증발산

생성력(evaporating power)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토양수분이 포화상태에서 점차 감소하고, 식생조건이 변하는

경우의 증발산량 즉, 실제증발산량의 경우는 토양수분의 감

소와 식생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증발산량과 비교하여 다

른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실제증발산량의 추세변

화를 비교 분석하는 경우 토양수분 및 식생조건의 변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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