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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최근 기상이변 및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극치사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자,

원관리 측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사상과 같이 단 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수량을 동반한 경우 댐과 같은 대형 수공구조물의 파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시간강수량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발.

생하는 시간강수량과 수문기상인자인 해수면 온도 및 습윤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문기상인자가

우리나라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극한강우를 발생 원인별로 태풍. ,

사상과 집중호우 사상으로 구분하여 수문기상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mpirical Simul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하는 강우의 특성을 평가하였다Technique .

핵심용어 태풍 집중호우 수문기상인자 기법핵심용어 태풍 집중호우 수문기상인자 기법핵심용어 태풍 집중호우 수문기상인자 기법핵심용어 태풍 집중호우 수문기상인자 기법: , , ,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 , ,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 , ,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 , ,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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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로 인해 이상홍수 및 극한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홍수의 발생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이상홍수의 원인이 되는 이상강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상강우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강우의 발생 현상을 정확히 규,

명하지 못한 현재의 실정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

는 강우사상에 대해 집중호우 및 태풍 사상으로 구분하여 각 사상별 시간강수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강수량과 수문기상인자인 해수면 온도 및 습.

윤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문기상인자가 우리나라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

다 또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극한강우를 발생 원인별로 태풍 사상과 집중호우 사상으로 구분. ,

하여 수문기상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법을 적용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EST

로 발생하는 강우의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존 매개변수적 빈도해석 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극한강우사상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 waterboy@uos.ac.kr

**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civil79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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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본론본론본론본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시간강우사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분석으로써 수문기상인자와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우리나라에 발생한 연최대 시간강수량 자료와 해수면 온도 및,

습윤지수와의 선형적인 원격지체상관계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상관성 결과를 토대로 집중호우 및. ,

태풍 사상으로 발생하는 시간강수량에 대해 기법을 적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매개변EST

수적 빈도해석 방법과 비교 수행하였다.

2.12.12.12.1 수문기상인자와 시간강우량과의 상관성 분석수문기상인자와 시간강우량과의 상관성 분석수문기상인자와 시간강우량과의 상관성 분석수문기상인자와 시간강우량과의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 강우 관측 지점 중에서 년 이상의76 30

시간강수량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개 지점을 분석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점의 강61 ,

우 관측소에서 지속시간 시간의 연최대치 시간강우량 자료를 구1, 3, 6, 9, 12, 15, 18, 24, 36, 48, 72

축하였다 해수면 온도는 에서 관측한. NOAA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 Extended

를 이용하였으며 해수면 온도의 관측 범위는Reconstructed SST(ERSST) , 60°S 60°N, 180°W∼ ∼

이며 간격으로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 습윤지수는 미국의 국립 기상국180°E , 2°×2° . (National Weather

의 에서 년에 모형을 통해Service) NEC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1995 MRF

재구성한 자료로써 관측 범위는 이며 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60°N, 180°W 180°E , 2.5°×2.5° .∼

그림 우리나라의 연최대 시간강우량과 개월1. 4

이전 해수면 온도와의 상관성 분석

그림 우리나라의 연최대 시간강우량과 동일한2.

월의 습윤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우리나라의 극한 강수량은 개월 이전의 해수면 온도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4 ,

의 상관관계가 큰 지역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 의 상관관계가(+) 60°E 100°E, 5°S 15°N , (-)∼ ∼

큰 지역은 으로 나타났다 습윤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 지체155°E 130°W(230°E), 30°N 50°N .∼ ∼

시간에 따라 상관계수의 크기는 뚜렷하게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상관계수가 큰 지역

을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22.22.2 기법의 개요기법의 개요기법의 개요기법의 개요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기법은 위험도 해석 과 연계하여 빈도해석 과 오차해EST (Risk Analysis) (Frequency Analysis)

석 을 다중 수명 주기 모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Error Analysis) -

***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 ymoon@uos.ac.kr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 hkwon@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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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시키는 무작위 추출 방법인 기법에(database) ‘Bootstrap’

기초하고 있다 기법은 자료의 재추출과 반환 내삽 및 연속평활화 방법을 의미한다. Bootstrap , .

기법의 유일한 가정은 미래에 발생할 사상 의 크기와 빈도는 과거에 발생한EST (Future events)

과거에 발생한 사상 과 통계적으로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Past events) .

2.32.32.32.3 분석 대상 자료의 구축분석 대상 자료의 구축분석 대상 자료의 구축분석 대상 자료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집중호우 및 태풍 사상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강수량

을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태풍 사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한 월 태풍의 등급 태풍의EST . , ,

위도 및 경도 태풍의 중심 위치의 해수면 기압과 해수면 온도까지 개의 물리적 특성을 입력벡터, 6

로 구성하였으며 이 때 발생한 지속시간별 강수량을 응답벡터로 구성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사상, . ,

에서는 해수면 온도 습윤지수 등 개의 물리적 특성을 입력벡터로 구성하였으며 지속시간별 강, 2 ,

수량을 응답벡터로 구성하였다.

2.42.42.42.4 기법의 확률강우량의 산정 및 분석기법의 확률강우량의 산정 및 분석기법의 확률강우량의 산정 및 분석기법의 확률강우량의 산정 및 분석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개 강우관측소에 대해 개의 태풍 사상과 집중호우 사상에 대하여 지속시간61 143 1, 3, 6, 9, 12,

시간에 대한 물리적 특성자료와 결합하여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 그림은 기15, 18, 24 . EST

법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매개변수적 지점빈도해석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비교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태풍 사상에 의한3.

시간 확률강우량도24 EST

그림 집중호우에 의한4.

시간 확률강우량도24 EST

그림 조합된 사상에 의한5.

시간 확률강우량도24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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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풍 사상에 의한6.

시간 확률강우량도 비교24 EST

그림 집중호우에 의한7.

시간 확률강우량도 비교24 EST

그림 조합된 사상에 의한8.

시간 확률강우량도 비교24 EST

비교 방법은 기법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에 매개변수적 지점빈도해석을 통해 계산된EST

확률강우량을 빼주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극한 강우를 각 발생 원인별로 기법. EST

을 통해 산정된 결과 강원도와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에서는 태풍 사상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이며 경기도 및 충청도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사상에 의한 극한 강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또한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각 사상에 대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

나타났다.

3.3.3.3. 결론결론결론결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시간강수량과 수문기상인자인 해수면 온도와 습윤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 개월 이전의 해수면 온도와 우리나라의 시간강우량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4

타났으며 습윤지수 역시 우리나라의 극한 강우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상인자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법을 적용하여 극한강수사상을 발생 원. , EST

인별로 태풍 사상과 집중호우 사상으로 구분하여 각 사상 및 조합된 사상에 따른 지속시간과 재

현기간에 따른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매개변수적 매개변수적 빈도해석으로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호남과 영남 및 강원 지역은 태풍에 의한 확률강우량이 보다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및 충청 지역은 집중호우에 의한 극한강수의 확률강우량이 보다 크게 산정,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풍 사상과 집중호우 사상의 조합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몇몇 지점.

에서는 짧은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에서 매개변수적 지점빈도해석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보다

작게 산정되었으나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이 증가하면서 기법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이 더, EST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이상기후대비시설기준강화 연구단에 의해 수

행되는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기반구축 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2005 (05- -D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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