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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ince 1970s, rapid industrialization brought urbanization nationwide. In this paper, precipitation

changes have been studied for Seoul and other 6 major cities using 31 years of precipitation data from

1973 to 2003. In addition, to consider the other global climatic impacts including El Nino events,

precipitation change comparisons have been mad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u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have been adopted for annual precipitation, summer precipitation, 1 hour annual

maxima series, and 24 hour annual maxima series for both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 yields

that annual and summer precipitation have been increased in urban areas compare to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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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1970 , .

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 및 대 광역시의 년부터 년까지의 개년의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강6 1973 2003 31

우량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량의 변화는 도시화 이외에도 엘니뇨 등의 기상 변화와 각종. ,

기상 이변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도시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 지역의 강

우량 변화와 비도시지역의 강우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연강우량 여름 강. ,

우량 지속 시간 시간 및 시간 연최대 강우량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 지역, 1 24 . ,

에서의 여름 월 강우량의 증가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6 9 ) .～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도시화 강우량 변동성도시화 강우량 변동성도시화 강우량 변동성도시화 강우량 변동성, ,, ,, ,, ,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로 도시화가 심화1970

되었다 도시화란 산림논밭 등의 지역이 대단위 공장부지 택지 도로 등으로 바뀌며 거주 인구의 급격. , , ,

한 증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 , , ,

의 강우량의 변화를 년부터 년까지 분석하여 도시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1973 2003 .

시지역 강우 특성을 비교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 근교에 위치한 양평 통영 의성 이천 정읍 금산, , , , , ,

울진의 강우량 변화량과 비교고찰하였다.

선정 된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시간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1973 1 1 2003 12 31

여 각 지점별로 연강우량과 여름 월 강우량 및 지속시간 시간 및 시간 최대 강우량을 추출하였다 계(6 9 ) 1 24 .∼

절별 강우 중에서 여름철의 강우량만을 분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우량의 이상이 여름철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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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6 9 .～

2.2.2.2. 본 론본 론본 론본 론

분석 대상 지역의 연강우량 여름강우량 지속시간 시간 및 시간 최대 강우량을 추출하여 통계적 방법, , 1 24

을 통해 그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개년의 강우량 자료를 시간에 따라 등분하여. 31 3

시간에 따른 강우량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추출된 강우 자료가 변동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변동성 분석,

을 실시하였다.

2.1.2.1.2.1.2.1.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

2.1.1.2.1.1.2.1.1.2.1.1. 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 변화량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 변화량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 변화량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 변화량

도시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추출 된 강우량 자료를 등분하여 그. 3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임의로 구분된 기간에 따른 평균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다르므로 를 이용하여 자료를 표준화하여 비교하였다. , Z-score .

Z=
X i-μ

σ
(1)

Z는 각 강우량의 표준화 지수, X i는 각 강우량, μ는 강우량 계열의 평균, σ는 강우량 계열의 표준편차이

다.

2.1.2.2.1.2.2.1.2.2.1.2. 강우량의 변동성 분석강우량의 변동성 분석강우량의 변동성 분석강우량의 변동성 분석

강우량 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자료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변동성을 검정하는 검정 검정 검정 검정을 이용하여 자료의 변동점Mann-Whitney U , T , Modified T , Sign

을 판단하여 변동점 전후의 강우량을 비교하였다.

2.2.2.2.2.2.2.2. 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분석 결과

2.2.1.2.2.1.2.2.1.2.2.1. 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량 변화 분석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량 변화 분석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량 변화 분석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량 변화 분석

다음의 표 와 같이 연강우량과 여름 강우량은 도시지역의 강우증가량이 비도시지역의 강우량 증가량1 4∼

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간 최대 강우량의 경우 분석 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한다고 뚜. ,

렷하게 분석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대상 지역의 강우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

고 감소한 지역은 지역이름의 배경을 회색으로 처리하였으며 도시화 지역의 증가량이 비도시화 지역의 증가,

량보다 크지 못한 곳은 비교부분의 배경을 회색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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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전기간 평균 -③ ② -③ ①

서울 1038.11 1416.16 1493.84 1321.77 77.68 455.73

양평 1090.00 1363.67 1362.43 1274.95 -1.24 272.43

부산 1300.80 1541.87 1611.58 1488.84 69.71 310.78

통영 1306.49 1414.39 1517.70 1416.24 103.31 211.21

대구 878.03 1088.67 1114.03 1029.72 25.36 236.00

의성 832.91 1017.50 1050.01 969.49 32.51 217.10

인천 896.16 1192.63 1261.57 1121.46 68.94 365.41

이천 1102.77 1397.03 1357.96 1288.24 -39.07 255.19

광주 1216.24 1414.33 1375.13 1336.52 -39.20 158.89

정읍 1067.52 1264.63 1362.61 1235.81 97.98 295.09

대전 1086.95 1353.59 1432.46 1295.57 78.87 345.51

금산 1040.31 1308.40 1311.09 1222.87 2.69 270.78

울산 1084.04 1346.53 1314.40 1250.46 -32.13 230.36

울진 892.47 1090.23 1196.83 1064.26 106.60 304.36

표표표표 1111 연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연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연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연강우량의 기간별 평균. (mm). (mm). (mm). (mm)

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전기간 평균 -③ ② -③ ①

서울 738.68 1018.73 1114.85 962.50 96.12 376.17

양평 800.42 996.14 1012.40 938.77 16.26 211.98

부산 737.74 983.65 978.72 902.57 -4.93 240.98

통영 739.83 862.40 940.93 850.73 98.53 201.10

대구 610.54 744.54 768.73 709.90 24.19 158.19

의성 590.23 706.18 709.70 670.03 3.52 119.47

인천 639.92 826.34 900.91 792.67 74.59 260.99

이천 793.47 992.22 987.29 926.36 -4.93 193.82

광주 810.29 943.05 924.62 893.68 -18.43 114.33

정읍 756.51 815.56 866.38 814.55 50.82 109.87

대전 784.05 928.58 984.48 901.79 55.90 200.43

금산 751.55 872.11 883.20 837.16 11.09 131.65

울산 673.51 869.38 818.04 787.98 -51.34 144.53

울진 555.32 636.47 725.15 641.76 88.68 169.83

표표표표 2222 월 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월 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월 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월 강우량의 기간별 평균. 6 9 (mm). 6 9 (mm). 6 9 (mm). 6 9 (mm)∼∼∼∼

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전기간 평균 -③ ② -③ ①

서울 31.32 48.07 57.82 44.26 9.75 26.50

양평 42.92 37.90 46.70 41.14 8.80 3.78

부산 42.61 48.84 46.83 44.61 -2.01 4.22

통영 36.44 31.23 52.04 38.62 20.81 15.60

대구 32.02 29.84 31.77 30.20 1.93 -0.25

의성 30.43 32.18 30.95 30.18 -1.23 0.52

인천 33.54 41.67 49.79 40.32 8.12 16.25

이천 36.63 39.38 46.25 39.44 6.87 9.62

광주 37.24 37.10 43.80 38.11 6.70 6.56

정읍 41.35 36.90 43.05 39.13 6.15 1.70

대전 39.31 41.08 50.26 42.15 9.18 10.95

금산 41.07 33.11 40.20 36.90 7.09 -0.87

울산 29.99 37.18 34.21 32.70 -2.97 4.22

울진 22.12 24.21 29.23 24.37 5.02 7.11

표표표표 3333 지속시간 시간 연최대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지속시간 시간 연최대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지속시간 시간 연최대강우량의 기간별 평균지속시간 시간 연최대강우량의 기간별 평균. 1 (mm). 1 (mm). 1 (mm).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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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전기간 평균 -③ ② -③ ①

서울 137.05 183.19 222.51 183.00 39.32 85.46

양평 158.89 162.87 210.30 171.63 47.43 51.41

부산 158.44 199.96 177.5 164.00 -22.46 19.06

통영 171.20 148.69 186.90 163.48 38.21 15.70

대구 123.85 112.52 146.48 187.00 33.96 22.63

의성 110.16 108.81 120.20 109.41 11.39 10.04

인천 124.55 171.18 188.47 189.00 17.29 63.92

이천 136.74 182.54 199.85 167.46 17.31 63.11

광주 149.04 172.62 151.86 139.50 -20.76 2.82

정읍 127.38 119.38 143.95 126.04 24.57 16.57

대전 125.82 159.69 200.42 167.00 40.73 74.60

금산 141.13 124.87 165.27 139.12 40.40 24.14

울산 142.17 169.63 152.41 145.60 -17.22 10.24

울진 114.66 121.78 153.65 125.84 31.87 38.99

표표표표 4444 지속시간 시간의 기간별 평균의 비교지속시간 시간의 기간별 평균의 비교지속시간 시간의 기간별 평균의 비교지속시간 시간의 기간별 평균의 비교. 24. 24. 24. 24

다음의 표 은 임의 기간에 따른 강우량을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이다5 6 .～

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③ ② -③ ①

서울 0.785 1.071 1.130 0.059 0.345

양평 0.855 1.070 1.069 -0.001 0.214

부산 0.874 1.036 1.082 0.047 0.209

통영 0.922 0.999 1.072 0.073 0.149

대구 0.853 1.057 1.082 0.025 0.229

의성 0.859 1.050 1.083 0.034 0.224

인천 0.799 1.063 1.125 0.061 0.326

이천 0.856 1.084 1.054 -0.030 0.198

광주 0.910 1.058 1.029 -0.029 0.119

정읍 0.864 1.023 1.103 0.079 0.239

대전 0.839 1.045 1.106 0.061 0.267

금산 0.851 1.070 1.072 0.002 0.221

울산 0.867 1.077 1.051 -0.026 0.184

울진 0.839 1.024 1.125 0.100 0.286

표표표표 5555 연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연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연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연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

대상 지역 1973-1982① 1983-1992② 1992-2003③ -③ ② -③ ①

서울 0.767 1.058 1.158 0.100 0.391

양평 0.853 1.061 1.078 0.017 0.226

부산 0.817 1.090 1.084 -0.006 0.267

통영 0.870 1.014 1.106 0.092 0.236

대구 0.860 1.049 1.083 0.034 0.223

의성 0.881 1.054 1.059 0.005 0.178

인천 0.807 1.042 1.137 0.094 0.329

이천 0.857 1.071 1.066 -0.005 0.209

광주 0.907 1.055 1.035 -0.021 0.128

정읍 0.929 1.001 1.063 0.062 0.135

대전 0.869 1.030 1.092 0.062 0.222

금산 0.898 1.042 1.055 0.013 0.157

울산 0.855 1.103 1.038 -0.065 0.183

울진 0.865 0.992 1.130 0.138 0.265

표표표표 6666 월 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월 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월 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월 강우량의 기간별 표준화 비교. 6 9. 6 9. 6 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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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강우량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연강우량과 여름 강우량은 도시지역에서 증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시간 최대 강우량의 경우에는 그 증가 경향이 대상 지역들에서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

하였다 유의 할 점은 광주와 정읍 사이의 여름 강우량과 대전과 금산 사이의 시간 연최대 강우량의 증가. 24

량은 도시지역인 광주와 대전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비교에서는 비도시지역인,

정읍과 금산의 증가률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2.2.2.2.2.2.2.2.2. 강우 자료의 변동성 분석 결과강우 자료의 변동성 분석 결과강우 자료의 변동성 분석 결과강우 자료의 변동성 분석 결과

대상 지역의 변동성 분석을 실시하여 변동점 전후의 강우량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변화량.

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변화량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 지점은 변동성 분석에서 변동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연강우량은 변동점을 전후로 해서 도시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비도시 지역에서 증가하였31.74% , 29.13%

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강우량 증가량이 많은 울산 및 울진을 제외하였을 때 도시지역에. ,

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증가하였다 여름 강우량은 변동점을 전후로 해서 도시지역에서33.21%, 28.11% .

증가하였으며 비도시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울산 및 울진을 제외하였을 때 도시지역37.52% , 32.05% . ,

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증가하였다 시간 최대 강우량은 변동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지37.96%, 30.23% .

역이 많으므로 특별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연강우량 증가량연강우량 증가량연강우량 증가량연강우량 증가량....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여름 강우량 증가량여름 강우량 증가량여름 강우량 증가량여름 강우량 증가량....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 1. 1. 1. 1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시간 연최대 강우량 변화. 24. 24. 24. 24

3.3.3.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도시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강우량을 비도시지역인 양평 통영 의성 이천 정, , , , , , , , , ,

읍 금산 울진의 강우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은 대상 지점의 연강우량과 여름 강우량 지속시간, , . , 1

시간 및 시간 강우량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가지 사실이 도출되었다 강우량은24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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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영향을 받으며 도시화에 따른 연강우량과 여름 강우량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연강우량과 여름 강우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 최대 강우량은 그 증

가량이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분석을 통해 연강우량은 울산과 울진 여름 강우량은 부산과. ,

통영 울산과 울진을 제외하고 모든 지점에서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비해 변동점 전후의 강우량 증가량,

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변동점을 전후로 도시 지역에서는 의 강우량 증가를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 , 37.52%

에서는 의 강우량 증가를 보였다 이는 도시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비해 약 의 강우량이 더 증가32.05% . 5.5%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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