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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년 이상 강우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 지점 중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지역30 61

적 분포를 고려한 개 주요 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극한강우의 변12

동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특정 기준치 이상의 초과횟수. .

를 산정하여 변동양상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일정기간씩 나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동양상을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전 지점에 대해 기법별로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을 하였다. .

우리나라의 일강수량의 특성을 보면 강우발생빈도는 과거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중호우 사상 이상에

서는 서서히 증가하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간별로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과.

거보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결과 일부 지역에서 변동양,

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핵심용어 일강수량 변동성 경향성핵심용어 일강수량 변동성 경향성핵심용어 일강수량 변동성 경향성핵심용어 일강수량 변동성 경향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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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특성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상기후가 과거에 비

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이 최근 들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과거와 다른 현재의 강우특성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윤용남 등 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발생빈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 월강수량의 변화에(1999) /

따른 일강수량 분포의 변화분석을 하였고 서규우 등 은 여름 강우패턴과 기상변화에 대해 연구하였, (2003)

고 오제승 등 은 강우자료의 변동 특성에 관한 분석과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을 고려한 강우특, (2007)

성의 변화 추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년 이상 강우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 지점 중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하여 지역적30 61

분포를 고려한 개 주요 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극한간우 변동양상을12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지점별 일강수량을 이용해서 연도별. . 80mm,

이상을 초과하는 횟수를 산정하여 변동성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년부터 년씩 구분하여150mm, , 1957 30

년까지의 강우의 변동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에2006 . 80mm, 150mm

서 제시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기준으로써 기준 이상의 강우 시 과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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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피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개 관측소의 연 최대강수량과. 12

연강수량을 산정하여 평균과 분산에 대한 변동성과 경향성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지점의 기준치 이상의 초과 횟수 산정 및 연 최대 강수량과 연 강수량

을 이용한 변동성과 경향성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 확인함으로써 최근의 기후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2.2. 본 론본 론본 론본 론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비교적 강우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개 지점을 선정하여 일강수, 12

량을 우리나라 기상청 기준으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기준으로 초과한 횟수를 산정한 경우와 년부1957

터 년까지 년 단위로 기간을 나눠 변동추이를 살펴본 경우 마지막으로 연 최대치 강우량을 각 지점별2006 30 ,

로 산정하여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을 한 경우로 나눠 분석을 하였다.

2.12.12.12.1 기준치이상의 초과 횟수 산정기준치이상의 초과 횟수 산정기준치이상의 초과 횟수 산정기준치이상의 초과 횟수 산정

개의 대상지점의 관측 시작 연수부터 년까지 우리나라의 일강수량을 우리나라 기상청 호우주의보12 2006

기준인 이상과 호우경보 기준인 이상의 초과 횟수를 다음 표 과 같이 산정하였다80mm 150m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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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m80mm80mm80mm
변화율변화율변화율변화율( )( )( )( )

150mm150mm150mm150mm
변화율변화율변화율변화율( )( )( )( )

80mm80mm80mm80mm
변화율변화율변화율변화율( )( )( )( )

150mm150mm150mm150mm
변화율변화율변화율변화율( )( )( )( )

105 강 릉 1912 ▲(150%) ▲(170%) 146 전 주 1919 ▲(66%) ▲(200%)

108 서 울 1908 ▲(86%) ▲(142%) 152 울 산 1946 ▲(87%) ▼(66%)

112 인 천 1905 ▲(150%) ▲(100%) 156 광 주 1940 ▲(115%) ▼(66%)

135 추풍령 1949 ▲(33%) ▼(29%) 159 부 산 1905 ▲(81%) ▲(133%)

138 포 항 1949 ▲(237%) ▲(83%) 165 목 포 1906 ▲(53%) ▲(100%)

143 대 구 1909 ▲(150%) ▲(111%) 168 여 수 1943 ▼(108%) ▲(266%)

표표표표 1111 지점별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이상의 초과 횟수지점별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이상의 초과 횟수지점별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이상의 초과 횟수지점별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이상의 초과 횟수....

※ ▲ : 증가, ▼ : 감소

지점별 초가횟수를 산정하여 기준별 변화추세를 분석한 결과 증가는 에서 까지 비교적 많은 변33% 266%

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서 호우경보를 기준으로 에서 로 작은 감소를 보이고, 33% 66%

있을 뿐 전체적으로 초과 횟수와 변동시점은 다르지만 최근 들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화율과 초과 횟수를 볼 때 강릉 지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5) .

(a) P 10mm≥ (b) P 80mm≥ (c) P 150mm≥

그림 강릉 지점 초과 횟수 산정결과그림 강릉 지점 초과 횟수 산정결과그림 강릉 지점 초과 횟수 산정결과그림 강릉 지점 초과 횟수 산정결과1. (105)1. (105)1. (105)1. (105)

**** 정회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수리시설실 부장 bangds@naver.com



1222

이상의 초과치도 분석해 보았는데 과거에 비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오10mm

히려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강우발생빈도는 과거에 비해 변화양상이 미비하나 나 의 중호. , 80mm 150mm

우 사상 이상에서는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극한호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22.22.2 기간별 변동추이 분석기간별 변동추이 분석기간별 변동추이 분석기간별 변동추이 분석

이상의 강우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기준으로 각 지점별로 년부터 년까지 년 간격10mm , 1957 2006 30 (57

년 년 년 년 년 년 으로 기간별 변동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이상의 강우는 전체적86 , 67 96 , 77 06 ) . 10mm～ ～ ～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에서는 대부분지0.38% 80mm, 150mm

역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는 각 지점별 초과 횟수와 년도 별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

호우주의보호우주의보호우주의보호우주의보 (P 80mm)(P 80mm)(P 80mm)(P 80mm)≥≥≥≥ 호우경보호우경보호우경보호우경보(P 150mm)(P 150mm)(P 150mm)(P 150mm)≥≥≥≥

지점지점지점지점
번호번호번호번호

관측관측관측관측
지점지점지점지점

관측년도관측년도관측년도관측년도 지점지점지점지점
번호번호번호번호

관측관측관측관측
지점지점지점지점

관측년도관측년도관측년도관측년도

57 8657 8657 8657 86～～～～ 67 9667 9667 9667 96～～～～ 77 0677 0677 0677 06～～～～ 57 8657 8657 8657 86～～～～ 67 9667 9667 9667 96～～～～ 77 0677 0677 0677 06～～～～

105 강 릉 64 68 76 105 강 릉 12 13 19

108 서 울 72 77 91 108 서 울 11 11 19

112 인 천 51 57 73 112 인 천 8 9 11

135 추풍령 31 36 47 135 추풍령 1 3 5

138 포 항 33 35 43 138 포 항 2 5 8

143 대 구 36 29 40 143 대 구 4 4 6

146 전 주 46 39 57 146 전 주 5 4 8

152 울 산 58 53 58 152 울 산 10 11 9

156 광 주 50 55 68 156 광 주 4 6 8

159 부 산 73 71 91 159 부 산 19 17 16

165 목 포 50 50 55 165 목 포 6 5 7

168 여 수 73 70 81 168 여 수 19 13 17

표 기간별 초과횟수 변화양상표 기간별 초과횟수 변화양상표 기간별 초과횟수 변화양상표 기간별 초과횟수 변화양상2.2.2.2.

공통적으로 서울 인천(108), 추풍령(112), 포항(135), 광주(138), 에서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156) ,

처음 년에서 년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에는 호우주의보가 평균 호우경보가 의 변화가 있었86 96 0.58%, 29.34%

고 년에서 년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에는 호우주의보가 평균 호우경보가 의 변화가 있어, 96 06 23.54%, 41.48%

최근 년간 집중호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

2.32.32.32.3 연 최대치 강우량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연 최대치 강우량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연 최대치 강우량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연 최대치 강우량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

지점별 관측시작점부터 년까지 연 최대치 강수량을 지속시간 일과 연강수량으로 구축한 후 평2006 1, 2, 3 ,

균과 분산에 대한 변동성 분석과 자료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로 하였다, 5% .

변동성 분석결과 연 최대치 강수량은 강릉 서울 추풍령 포항 광주(105), (108), (135), (138), 에서 변동성(156)

이 나타났으며 연강수량은 연 최대치 강수량 변동지점중 추풍령 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에서 모두 나타났, (135)

다 개 지점 중 포항과 강릉에서 가장 많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강수량도 두 지점에서 변화율이 두드. 5

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점의 변동연수는 년부터 년도 사이에 있으며 광주 일. 1970 1986 2, 3

과 연강수량을 제외 하면 년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은 변동성 있는 지점의 평1980 . 3

균변화율과 변동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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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지점지점지점

번호번호번호번호

관측관측관측관측

지점지점지점지점

연 최대치 강우량연 최대치 강우량연 최대치 강우량연 최대치 강우량
연강수량연강수량연강수량연강수량

시간시간시간시간1111 시간시간시간시간2222 시간시간시간시간3333

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 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후 변동변동변동변동
연수연수연수연수

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 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후 변동변동변동변동
연수연수연수연수

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 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후 변동변동변동변동
연수연수연수연수

변동전변동전변동전변동전 변동후변동후변동후변동후 변동변동변동변동
연수연수연수연수

105 강 릉 135.64 191.48 1980 177.87 251.80 1983 189.32 255.23 1983 1196.13 1438.24 1953

108 서 울 129.45 172.47 1982 169.69 221.89 1982 198.80 259.87 1982 1179.00 1415.71 1953

135 추풍령 88.92 125.50 1982 123.07 167.42 1983 137.64 184.21 1983 1065.99 1229.68 1982

138 포 항 94.61 158.81 1986 114.2 164.38 1986 142.70 219.21 1986 1048.10 1256.38 1988

156 광 주 111.69 142.37 1984 139.95 175.97 1971 161.39 198.56 1970 1221.90 1400.16 1968

표 연최대치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변동성 분석결과표 연최대치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변동성 분석결과표 연최대치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변동성 분석결과표 연최대치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변동성 분석결과3.3.3.3.

개 지점을 연 최대 강수량 자료로 통계적 기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추풍령 포항 과 강릉12 (135), (138) (105)

의 일 강우자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3 ,

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또한 연강수량의 분석결과 강릉 서울 인천 에서 통계. (105), (108), (112)

적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개 지점 중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지점이 매우 적은 것으로. 12

분석되었지만 연 최대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마다 강우패턴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그림 는 변동성과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포항. 2 지점의 일 최대강(138) 1

수량과 연강수량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일 최대강수량(a) 1 연강수량(a)

그림 포항 지점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그림 포항 지점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그림 포항 지점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그림 포항 지점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2. (138)2. (138)2. (138)2. (138)

3.3.3.3.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우의 특성은 이하의 강우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10mm

이고 있고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상의 강우에서는 개 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12

다 즉 강우의 빈도는 감소하나 중호우이상의 강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극한 강우의 형태가 증가하. ,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반별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 지점에서 과거 보다 최근 년이. 12 10 10%～

정도로 과거보다 많은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 최대치 강우자료와 연강우량을20% .

이용한 변동성과 경향성 분석 결과 일부지역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연 최대

강수량과 연강수량의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마다 강우패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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