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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어지고 있다 현 과학 기술에서 이러한 미.

래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

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과거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매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들 가.

운데 현재 기상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법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상의 물리적 특성

을 이용한 수치모형인 혹은 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GCM(Global Climate Model General Circulation Model) . ,

이러한 수치모형을 이용한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모의를 위해 설정되는,

입력자료와 초기 조건들 각종 가정 사항들 모형의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어 아직까지 직접, , ,

적인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달리 통계적 기법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이 가능하며 과. ,

거와 달리 최근에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수문 및 기상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강.

우량 자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적용된 기법은 먼저 국내 기상청 관측 지점.

들을 중심으로 강우의 경향성과 변동성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지점들의 강우량 변화 추이를 분

석하여보았다 또한 년을 기점으로 과거 자료와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개의 자료군들에 대해 각각 빈도. 2000 2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 지점들에 대한 설계강우량의 변화 추이도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변동성 분석 빈도분석핵심용어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변동성 분석 빈도분석핵심용어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변동성 분석 빈도분석핵심용어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변동성 분석 빈도분석: ,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어지고 있다 현 과학 기술에서 이러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컴퓨터 모델을 이용.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과거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매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기상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법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상의 물리적 특

성을 이용한 수치모형인 혹은 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GCM(Global Climate Model General Circulation Model) .

가운데에서도 Co2 증가 시나리오에 따라 각종 모형들을 이용하여 예CGCM (Coupled Global Climate Model)

측하는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모형을 이용한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 ,

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모의를 위해 설정되는 입력자료와 초기 조건들 각종 가정사항들 모형의 구조 등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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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어 아직까지 직접적인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수치모형의 운영 주. ,

체인 기상분야과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인 방재 수자원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시공간적 차원의 차이에서 발, , ,

생하는 정보소통의 문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달리 통계적 기법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수문 및 기상 자료가 축적되,

어 있어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기상청 관측 지점들을 중심으로 강우의 경향성과 변동성을 분석하여 기후변

화에 따라 국내 지점들의 강우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보았다 또한 년을 기점으로 과거 자료와 최근의. 2000

자료를 이용한 각각의 빈도분석을 통해 댐과 하천 등 주요 수공 구조물들의 설계 기준이 설계강우량의 변화

추이도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분석통계적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분석통계적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분석통계적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분석2.2.2.2.

분석 대상분석 대상분석 대상분석 대상2.12.12.12.1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상지점 가운데 비교적 자료의 축척연수가 길고 전국을 고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 지점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은 분석에서 사용된22 . 1 22

개 지점들을 타나낸 것이다.

표 개 지점 상세내역표 개 지점 상세내역표 개 지점 상세내역표 개 지점 상세내역1. 221. 221. 221. 22

번호번호번호번호 지점코드지점코드지점코드지점코드 지점명지점명지점명지점명 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관리기관 기록연수기록연수기록연수기록연수 시작 년도시작 년도시작 년도시작 년도 끝 년도끝 년도끝 년도끝 년도 유역유역유역유역

1 90 속 초 기상청 39 1968 2006 한강동해
2 101 춘 천 기상청 41 1966 2006 춘천
3 105 강 릉 기상청 46 1961 2006 한강동해
4 108 서 울 기상청 46 1961 2006 한 강
5 112 인 천 기상청 46 1961 2006 한강서해
6 114 원 주 기상청 21 1986 2006 한 강
7 119 수 원 기상청 43 1964 2006 안성천
8 129 서 산 기상청 39 1968 2006 금강서해
9 131 청 주 기상청 40 1967 2006 금 강
10 133 대 전 기상청 38 1969 2006 금 강
11 135 추풍령 기상청 46 1961 2006 금 강
12 138 포 항 기상청 46 1961 2006 낙동강동해
13 140 군 산 기상청 39 1968 2006 금강서해
14 143 대 구 기상청 46 1961 2006 낙동강
15 146 전 주 기상청 46 1961 2006 만경 동진.
16 152 울 산 기상청 46 1961 2006 태화강
17 156 광 주 기상청 46 1961 2006 영산강
18 159 부 산 기상청 46 1961 2006 회야 수영.
19 162 통 영 기상청 39 1968 2006 낙동강동해
20 165 목 포 기상청 46 1961 2006 영산강서해
21 168 여 수 기상청 46 1961 2006 섬진강남해
22 170 완 도 기상청 24 1983 200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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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분석변동성 분석변동성 분석변동성 분석2.22.22.22.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동성 분석기법들 가운데 와 를 이용하여 표 에 나타Modified T-test Modified F-test 1

난 개 기상청 지점에 대해 변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지속시간 시간과 지속시간 시간에22 . 1 24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동년은 자료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첫 번째 평균은 변동. ,

전의 평균을 두 번째 평균값은 변동 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과 그림 는 이들 가운데 하나인. 1 2

강릉지점의 변동성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와 분석은 발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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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강릉지점 변동분석강릉지점 변동분석강릉지점 변동분석강릉지점 변동분석.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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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릉지점 변동분석그림 강릉지점 변동분석그림 강릉지점 변동분석그림 강릉지점 변동분석2. (24)2. (24)2. (24)2. (24)

경향성 분석경향성 분석경향성 분석경향성 분석2.32.32.32.3

를 이용하여 기상청 개 지점들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과 그림 는 이들 가운데T-test 22 . 3 4

하나인 강릉지점의 경향성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와 분석.

은 발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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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Trend

Y = 0.5184273821 * X - 996.6507123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강릉지점 경향성 분석강릉지점 경향성 분석강릉지점 경향성 분석강릉지점 경향성 분석.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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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Trend

Y = 3.115929695 * X - 5995.829158

그림 강릉그림 강릉그림 강릉그림 강릉4.4.4.4. 지점 경향성 분석지점 경향성 분석지점 경향성 분석지점 경향성 분석(24)(24)(24)(24)

빈도해석빈도해석빈도해석빈도해석2.32.32.32.3

적정한 빈도별 설계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포형과 매개변수 추정법 등을 적용하여 각 자

료의 특성에 맞는 빈도별 설계 강우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방대한 자료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본 연구와 같이 거시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빈도해석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립방재연구소 을 이용하FARD2006( )

여 표 에서 적용한 개 기상청 지점들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연도는 년을 기준으로 과1 22 . 2000

거 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이 값들을 과거 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1999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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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들과 비교하여 각 빈도별 설계 강우량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국내 각 지점들에 대한 기후 변화에 따른 설계 강우량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용된 분포형은 국내.

수공 구조물 설계에 가장 널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포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사용된Gumbel ,

매개변수 추정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적용하였다 지속시간은 경향성 분석 및 변동성 분석에서 사용된 것.

과 동일하게 시간과 시간 자료를 각각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모든 지점들에 대해 도시하고 분석하는1 24 .

과정이 필요하나 지면의 한계로 발표 자료로 대체하고자한다 분석 결과들 가운데 특이한 지점들을 분석하여.

보면 속초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증가하였고 지속시간 시간도 년 기준이 증가하였, 1 2006 , 24 2006

으나 그 크기는 지속시간 시간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년 태풍 루사와 매미 사상에1 . 2002

이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조금 감소. 1 2006

하나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월등히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천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24 2006 . 1

년 기준이 조금 감소하나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증가 특히 큰 빈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2006 24 2006 ( ) .

대전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많이 감소하나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조금 증가하1 2006 24 2006

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 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조금 감소하나 지속시간 시간은 년. 1 2006 24 2006

기준이 증가 낮은 빈도 하였다 특히 지속시간 시간은 큰 빈도시 역전현상 년 기준 감소 이 나타났다( ) . 24 (2006 ) .

부산지점은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조금 감소하나 지속시간 시간은 년 기준이 조금 증가하1 2006 24 2006

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와 그림 은 개 지점들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5 6 22

것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 1. 1. 1. 1

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 1999( 1999( 1999( 1999∼∼∼∼

년 자료년 자료년 자료년 자료VS 2006 )VS 2006 )VS 2006 )VS 2006 )∼∼∼∼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지속시간 시간 자료. 1. 1. 1. 1

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빈도 분석결과 년 자료( 1999( 1999( 1999( 1999∼∼∼∼

년 자료년 자료년 자료년 자료VS 2006 )VS 2006 )VS 2006 )VS 2006 )∼∼∼∼

기후변화 분석 자료 활용방안기후변화 분석 자료 활용방안기후변화 분석 자료 활용방안기후변화 분석 자료 활용방안2.52.52.52.5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경향성과 변동성 그리고 빈도강수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보았다, .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변화에 따라 향후 각종 설계기준을 보강하는 방안

에 대해 기술하고자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표 에서 제시한 기상청 개의 국한된 지점들의 국한된 자료. , 1 22

에 의한 분석 결과임을 밝혀두고자 하며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국지,

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의 극한 사상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공, .

구조물의 설계와 관련된 빈도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속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1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반면 속초와 강릉과 같은 영동지역이 크게 증가한 현( 6).

상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년 태풍 매미와 루사와 같이 큰 태풍에 의해 최근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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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수원과 포항 통영 지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크지. ,

않아 지역적인 특성인 것에 기인한 증가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지속시간 시간과 같. 1

이 소하천이나 도심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짧은 지속시간의 강우는 년 까지 보다 최근의 경우 년1999 (2006

까지 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영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계기준의 강화가 시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통계적인 기법에 의한 결과로 매개변수의 추정방법과 적정분포형의. ,

선정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여야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 ,

구가 요구된다.

그림 에서 본 지속시간 시간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지속시간 시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는 이와는5 1 24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은 지속시간 시간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춘천 청주 전. 6 24 , , ,

주 완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천방재적인 측면, .

에서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큰 결과로 도달시간이 긴 수공구조물 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빈도 강화가 요구된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과 같이 지속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약 가 감. 7 1 73%

소하고 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지속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약 가 감소하고 가 증가27% , 24 18% 82%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은 이러한 결과들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과 같은 대. 8 , , , , , 6

대도시의 결과만을 분석한 것으로 모든 지점에서 지속시간 시간의 결과는 최근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1

과가 년까지 자료를 이용한 분석보다 감소하고 지속시간 시간은 증가하는 현상이 명확히 나타났다1999 24 .

이러한 결과는 최근 대 도시 지역에서 비교적 큰 수혜가 발생되지 않은 최근의 결과와 비교적 맞아떨어지6

는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는 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그림 에서 언급한 대다. 9 6 7

수의 지역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지속시간 시간 좌 과 지속시간 시간 우 의 빈도 분석 결과 비교그림 지속시간 시간 좌 과 지속시간 시간 우 의 빈도 분석 결과 비교그림 지속시간 시간 좌 과 지속시간 시간 우 의 빈도 분석 결과 비교그림 지속시간 시간 좌 과 지속시간 시간 우 의 빈도 분석 결과 비교7. 1 ( ) 24 ( )7. 1 ( ) 24 ( )7. 1 ( ) 24 ( )7. 1 ( ) 24 ( )

그림 대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 동일 분석그림 대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 동일 분석그림 대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 동일 분석그림 대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 동일 분석8. 6 ( 7 )8. 6 ( 7 )8. 6 ( 7 )8. 6 ( 7 )

그림 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와 동일 분석그림 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와 동일 분석그림 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와 동일 분석그림 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그림 과와 동일 분석9. 6 ( 7 )9. 6 ( 7 )9. 6 ( 7 )9.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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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도달시간이 비교적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빈도의 강화가 반드시 요

구되며 도달시간이 짧은 수공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빈도해석의 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최근 많은 연구,

가 진행중인 레이더 강수예측이나 단기수치모형의 정확도 개선 돌발홍수예경보 와 같은 방법을 통한 접, (FFG)

근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3.3.3.

경향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 평균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이 부족한 봄과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감소하고 홍수가 염려되는. ,

여름과 가을에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수자원과 관련된 많

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 평균 강우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수자원이 부족한 봄과 겨울에는 변동점:◎

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홍수가 빈번한 여름과 가을에는 변동점을 기준으로 평균,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강우와 관련된 기후변화의 분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설계빈도 분석 결과 :◎

년까지의 최대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1999 2006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지속시간 시간과 시간의 자료군에 대해 각각 증감여부를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 결1 24 .

과 지속시간 시간에 대해서는 영동지역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1

있었다 지속시간 시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는 이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났는데 춘천 청주. 24 , , ,

전주 완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

유추해 보면 지속기간 시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도달시간이 비교적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빈도의24

강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지속기간 시간의 분석 결과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1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달시간이 짧은 수공구조물에 대한 방재를 위해서는 빈도해석의 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레이더 강수예측이나 단기수치모형의 정확도 개선 돌발홍수예경보,

와 같은 방법을 통한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F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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