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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ccurrence causes of the extreme rainfall to happen in Korea can be distinguished with the typhoons and local down-

pours. The typhoon events attacked irregularly to induce the heavy rainfall, and the local downpour events mean a seasonal

rain front and a local rainfall. Almost every year, the typhoons and local downpours that induced a heavy precipitation be

generated extreme disasters like a flooding. Consequently, in this research, There were distinguished the causes of heavy

rainfall events with the typhoons and the local downpours at Korea. Also, probability precipitation was computed according

to the causes of the local downpour events. An evaluation of local downpours can be used for analysis of heavy rainfall

event in short period like a flash flood. The methods of calculation of probability precipitation used the parametric fre-

quency analysis and the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EST).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mputed between annual

maximum precipitation by local downpour events and sea surface temperature, moisture index for composition of input vec-

tors. At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here were revealed that the relations closely between annual maximum pre-

cipitation and sea surface temperature. Also, probability precipitation using EST are bigger than probability precipitation of

frequency analysis on west-middle areas in Korea. Therefore, region of west-middle in Korea should prepare the extreme

precipitation by local downpou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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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호우의 발생원인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구분할 수 있다. 태풍은 비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

치며 막대한 강우를 유발시키며, 집중호우는 전선형 호우와 같은 장마와 지형성 호우인 국지성 호우를 의미한다. 태풍과 집

중호우는 매년 우리나라에 극한강우를 발생시킴으로써 침수 등의 재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우의 원

인을 태풍과 집중호우로 구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집중호우에 대한 평가는

돌발홍수와 같은 짧은 지속시간의 호우에 대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확률강우량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매개변수적 지점

빈도해석과 EST를 적용하였다. EST의 적용을 위하여 해수면온도 및 습윤지수와 같은 수문기상인자와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

대시간강수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은 해수면온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T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빈도해석한 확률강우량에 비하여 경기도 등의

우리나라의 서중부 지역에서 보다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중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강우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용어 : 집중호우, 시간강우량, 빈도해석,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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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와 기

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극한강우사상의 발생이 과거에 비해

빈번해지고 있다. 극한강우라 할 수 있는 호우에 대한 명확

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 mm 또는 하루

에 80 mm 이상이거나 연강우량의 10% 정도가 하루 동안

에 발생하는 강우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

우의 지속시간은 보통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보통

반경 약 10~20 km2 정도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

로 내리고, 때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호우로 인한 피해사례로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 1998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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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

장 자리에 놓여 불안정한 대기상황에서 중국 양쯔강으로부

터 습윤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지리산의 산

악효과로 기류가 상승하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하여 91명의

인명피해와 1,4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001년의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강한 남서기류가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유

입되었고,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을 따라 좁고 강한 수렴대

가 중부지방에 형성,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였으며, 한반

도 북서쪽에서 상층 한기가 중부지방으로 이류되면서 대기

의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중부지방 북동쪽에 고압대가 위

치하여 장마전선에 의한 강우대가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하

면서 발생하여 66명의 인명피해와 1,816억원의 재산피해를

만들었다.

호우발생원인은 크게 대류성 호우, 지형성 호우 및 전선형

호우와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대류성 호우는 국지적으로 가열된 가벼운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가 적란운을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강우의 형태로 열대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호우의 원인은 지형성 및 전선형 호우와 태풍이

일반적이다(임기석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극한강우사상 중에서 태풍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강우사상을 제거하고 장마 또는 온대성 저기압 등과

같은 전선형 호우와 지형적 호우에 의해 발생한 극한강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극한강우의 발생원인을 태

풍과 장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

서는 태풍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극한강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강우의 발생원인이 태풍

에 영향을 받는 호우는 ‘태풍’으로 장마전선 등과 같이 기단

의 상호작용과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 전선형 또는 지

형성 호우는 ‘집중호우’로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극한강우사상 중에서 발생원인이

태풍인 경우에 대해서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우와

강풍에 대한 분석과 태풍의 이동경로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강우특성에 대한 분석은 태풍과의 비교를 위해 몇몇 선행연

구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백희정 등, 1999; 임기석

등, 2002; 홍일표, 2003; 이미선 등, 2005; 오태석 등,

2007). 그러나 집중호우에 대한 연구는 태풍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지점의 주요 호

우사상이 갖는 발생원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기상인자를 반영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으

로써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극한강우사상의 발생원인을

태풍과 집중호우로 구분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강우특성을 평

가하였다. 분석 방법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지속시간별

극한강우량을 추출하여 빈도해석을 통해 전호우사상의 확률

강우량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지

속시간별 연최대시간강수량과 해수면온도와 같은 수문기상인

자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고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ST)을 통해 수문기상인자를 활용한 집중호우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2. 분석 대상 자료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강수량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 기상청에서 관할하는 시간강수량 자료와 한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친 태풍 자료를 선정하였다. 기상청에서 관할

하는 강우관측소는 총 76개이며, 2005년까지 관측연수가 30

년 이내인 15개 지점(철원, 동두천, 문산, 백령도, 동해, 영

월, 안동, 상주, 마산, 흑산도, 진도, 제주고산, 태백, 장수,

봉화 지점)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년 이상의 관측 자

료가 존재하는 61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

래 그림 1은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강우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태풍백서(1996)와

기상연보(1997~2005)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태풍을 발표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북위

32°~40°, 동경 120°~138o내에 진입한 경우에 우리나라에 영

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태풍에 대해서는

태풍의 이동경로와 풍속 및 강우량을 제공하고 있다. 1961

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총 143

개로 연평균 3.18개이다.

따라서 관측된 시간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이 우리나

라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을 제외한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연최대치 지속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태

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

간의 강우자료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강우의 경우에는 태풍의 이동경로와 세기 등으로 인해 극한

강우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보다 용이하다. 또한 직접

적인 호우의 원인이 지형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과대한 습기

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강우사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강우관측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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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강우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많은

분석이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모

든 호우를 대상으로 한 연최대치 지속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림 2는 서울지점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연최대

치와 전호우의 연최대치를 추출하여 지속시간 1, 3, 6, 9,

12, 15, 18, 24시간의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box-whisker

plot을 나타내었다. 짧은 지속시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연

최대치 계열과 전호우를 대상으로 한 연최대치 계열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지속시간이 증가할수록 집중호

우와 전호우를 이용하여 추출한 연최대시간강수량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T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강우의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문기상인자와 집중호우로 인한

지속시간별 연최대시간강수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수문기상인자로는 범지구적해수면

온도와 범지구적 습윤지수를 이용하였다. 해수면 온도는

NOAA Satellite and Information Service에서 관측한

Extended Reconstructed SST(ERSST)를 이용하였으며, 해수

면 온도의 관측 범위는 그림 3과 같이 60°S~60°N,

180°W~180°E이며, 2o×2o간격으로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관측 격자의 수는 10,980개이며, 이중에서

육지 부분에 해당하는 2,699개 격자를 제외한 8,281개 지점

에서 관측한 해수면 온도 자료를 이용하였다(Smith and

Reynolds, 2003; 2004).

그림 2. 서울의 Box-Whisker Plot 비교

그림 3. 해수면온도 및 습윤지수의 관측 범위

그림 4. 2005년 8월의 습윤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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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지수는 미국의 국립 기상국(National Weather Service)의

NEC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1995년에 MRF 모형을 통해 재구성한 자료로써, 1948년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범지구적인 습윤지수에 대한 정보

를 갖고 있다. 습윤지수는 대기압이 850 mb인 대기상에서

공기 1 kg 중에 포함된 물의 무게를 g 단위로 나타낸 것이

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물의 무게를 mg 단

위로 환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습윤 지수의 관측 지점은

지구상에 모든 지점으로 2.5o×2.5o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온도와 마찬가지로 60°S~60°N,

180°W~180°E 범위에 포함된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

하였다. 다음 그림 4는 2005년 8월에 관측된 범지구적 습윤

지수에 대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기

상청에서 관측하는 시간강수량 자료와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

풍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수문기상인자로는 NOAA와 NWS에

서 관측한 해수면온도와 습윤지수를 이용하였다.

3. 집중호우의 확률강우량 산정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시간 1, 3,

6, 9, 12, 15, 18, 24시간의 연최대시간강우량을 추출하여

지점빈도해석과 EST를 적용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또

한, 일반적인 연최대시간강우량을 추출하여 지점빈도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3.1 지점빈도해석을 이용한 확률강우량 비교

집중호우에 의한 연최대시간강우량과 호우의 원인을 구분

하지 않고 모든 시간강수량 자료로부터 추출한 연최대시간

강수량 자료를 매개변수적 지점빈도해석에 적용하여 산정된

확률강수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지점빈도해석을 위해 각 확률

분포형별로 모멘트법, 최우도법 및 확률가중모멘트법으로 매

개변수를 추정하였다.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

의 매개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각 적용 분포

형별 적합도 검정 결과와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확률가중모

멘트법에 의해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포형별로

실제 강수 자료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정, K-S 검

정, CVM 검정 및 PPCC 검정을 통해 적합도 검정을 수행

한 결과에서 GEV 분포형과 Gumbel 분포형의 적합도가 가

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대상 지점별로 최

적분포형으로 선정된 GEV 및 Gumbel 분포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각 지속시간별 재현기간별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여 대그림 5. 집중호우의 1시간 200년 확률강우량도

그림 6. 집중호우의 24시간 200년 확률강우량도

그림 7. 전호우의 1시간 200년 확률강우량도

그림 8. 전호우의 24시간 200년 확률강우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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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료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은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시간강우량을

빈도해석한 결과 중에서 지속시간 1시간과 24시간의 200년

빈도를 도시한 결과이며, 그림 7과 그림 8은 전호우사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지속시간별 연최대시간강우량을 빈도해석한

결과 중에서 지속시간 1시간과 24시간의 200년 빈도를 나타

낸 것이다.

확률강우량을 통해 비교한 결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연

최대치시간강수량을 빈도해석한 결과가 전호우를 이용하여

빈도해석한 결과보다 몇몇 지점의 몇몇 지속시간과 재현기

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다 작게 산정되었다. 이는 분석대상

자료인 강우자료의 분산이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분석대상지점의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로 상대오차를 계

산하여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상대오차(%)의 계산방법은

집중호우의 확률강우량에서 전호우의 확률강우량을 빼주어

전호우의 확률강우량으로 나누어주었다. 표 1은 61개 강우관

측소의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로 계산된 상대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만의 연최대치시간강수

량을 추출하여 빈도해석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호우를 대

상으로 추출하여 빈도해석한 결과보다 작게 산정되었다. 그

러나 몇몇 지점에서는 지속시간과 재현기간에 따라서 집중

호우만으로 추출한 확률강우량이 약간 더 크게 산정되는 지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점들의 확률강우량은

2% 내외로 크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빈도해석 방법을 이용

하여 집중호우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집

중호우의 극한강우를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3.2 Empirical Simulation Technique(EST)을 이용한

집중호우 특성 분석

EST는 미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Washington,

DC)에서 1990년대 초에 태풍과 관련된 수공구조물의 설계시

에 기존에 적용하던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호우(design

storm)의 개념에서 해당 빈도의 평균치와 이에 대한 오차

(error)와 불확실성(uncertainty)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

되었다. EST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과 연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오차분석(error analysis)을 다중

수명-주기 모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미공병단 항만수리연구

소(coastal and hydraulics laboratory of the U.S. army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와 Wyoming

대학교의 Leon E. Borgman 교수 등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

었으며, 시공간상의 주기성을 갖는 모든 자연현상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T에 의한 빈도해석은 고정된

매개변수들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매개변수의 독

립성을 가정하지 않는 비매개변수적인 ‘distribution free’ 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ST는 한정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

(database)를 활용하여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시키는

무작위 추출 방법인 ‘Bootstrap’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Bootstrap 기법은 자료의 재추출(resampling)과 반환(repla-

cement), 내삽(interpolation) 및 연속평활화 방법(subsequent

smoothing technique)을 의미한다. EST의 유일한 가정은 미

래에 발생할 사상(future events)의 크기와 빈도는 과거에 발

생한 과거에 발생한 사상(past events)과 통계적으로 유사성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ST는 특정한 장소에 영향을 주

는 과거 사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된 사상의 특징과 영향을 변수화하여 입력벡터(input

vectors)로 활용하게 된다. 응답벡터(response vectors)는 입

력벡터에 연관된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으로 정의되게

된다. 이러한 입력벡터와 응답벡터는 수명 주기 모의(life-

cycle simulations)를 생성시키는 기초로 활용된다. EST에

의한 모의는 이러한 입력벡터와 응답벡터들 간의 상호관계

에 의해 추정되는 값으로 이순철 등(2005)과 Scheffner 등

(1993, 1996, 199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T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률강우량을 산

정하였다. EST는 입력벡터와 응답벡터를 대응시킴으로써 입

력벡터를 통해 응답벡터를 모의하게 된다. 따라서 수문기상

인자로 알려진 범지구적 해수면온도와 습윤지수를 활용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 시간강우량과 상관성 분석을 수행

하여 EST의 입력자료를 구성하였다.

3.2.1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시간강수량과 수문기상인자와

의 상관관계분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지속시간별 시간강

수량과 범지구적 해수면온도 및 습윤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산

정하였다. 상관계수는 자료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pearson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61개 지점에서 관

표 1.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의 차이(%)

구분
재현
기간

지속시간(hr)

1 3 6 9 12 15 18 24

평균

10 -4.2 -8.3 -11.0 -12.6 -13.6 -14.2 -14.6 -15.2 

50 -3.8 -8.6 -11.9 -13.9 -14.9 -15.5 -15.9 -16.3 

100 -3.7 -8.7 -12.3 -14.5 -15.5 -16.0 -16.4 -16.8 

200 -3.6 -8.9 -12.7 -15.0 -16.0 -16.5 -16.9 -17.2 

표준
편차

10 8.8 8.7 10.2 11.0 11.2 11.2 11.1 11.0 

50 10.1 10.7 12.9 13.6 13.7 13.4 13.4 13.0 

100 10.7 11.6 14.0 14.6 14.7 14.4 14.4 13.8 

200 11.3 12.4 15.0 15.6 15.6 15.3 15.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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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된 시간강수량과 해수면온도 및 습윤지수와의 상관성분석

을 다음에 기술된 과정을 통해 산정되었다.

첫 번째로 서울지점의 시간강수량 자료의 관측연수를 조사

하였다. 서울지점은 동경 126°58', 북위 37°34' 에 위치하며

1961년부터 관측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1961년부터 2005년

까지 45년 동안의 시간강수량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서울 지점의 시간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

시간 1, 3, 6, 9, 12, 15, 18, 24 시간의 연최대치시간강수량

과 지속시간별 연최대치가 발생한 월을 추출하였으며, 시간

최대 강수량의 지속시간 중에서 월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최

대강수량의 지속시간이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대부분의 연최대시간강수량을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물게 5월과 10월에서 발생하는 경

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서울지점에서 지속시간별

로 연최대시간강수량이 발생한 월을 정리한 결과이다.

세 번째로 각 연최대치시간강수량이 발생한 월에서의 월별

해수면온도를 추출하였다. 즉, 표 2에서 보면 서울지점에서

2003년의 지속시간 3시간의 연최대시간강수량이 8월에 발생

하였으므로 8월에 관측된 해수면온도 자료들을 추출하고,

2004년에는 6월에 3시간 연최대강수량이 발생하였으므로 6

월의 해수면온도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연최대시간강수량들

이 발생한 1개월 이전부터 11개월 이전의 해수면온도자료를

추출하였다.

네 번째로 각각의 시간강수량과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

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상관계수는 연최대시간강수량이 발생

한 동일한 월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와 1개월부

터 11개월 이전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정

하여 비교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61개 지점의 연최대치

시간강수량과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정하였다. 산정

된 상관계수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시간강수량과 해

수면온도와의 유의성을 살피기 위해 상관계수는 통계학적으

로 충분히 유의성을 갖는 크기를 가져야 하며, 상관계수가

크게 산정된 해수면온도 관측지역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여

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간강수량 자료가 30년 이상인 지점인 61개

지점에 대하여 해수면온도와 상관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가장

짧은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은 남해 지점과 같이

33개년이다. 일반적으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자료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자료의 개수가 33개일 때, 계산한 상관계수가 통계

학적으로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통해

산정된 기각역은 유의 수준 5%에서는 0.323이고, 유의 수준

이 1%일 때는 0.410 이상의 상관계수가 계산되어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의미를 갖는다.

표 3은 각 대상 지점에서 지속시간별로 연최대치시간강수

량이 발생한 월보다 4개월 이전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정한 후에 가장 큰 상관계수를 정리한 결과이

다.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범위와 지속시간에 해당

하는 곳에 1씩 더해 주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총 61개

지점의 연최대치시간강수량과 4개월 이전의 해수면온도 사

이에서 유의한 상관계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0.4 이상의 상

관계수를 갖는 강우 관측소 지점은 평균적으로 45개 관측소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낸 상관지수는 0.4

이상의 유의한 상관계수의 개수와 각각의 상관계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이다. 즉, 지속시간 1시간을 예로 들면,

상관지수는 (0×0.70)+(1×0.65)+(4×0.60)+(7×0.55)+(11×0.50)+

(7×0.45)+(13×0.40)=20.8 을 산정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각 지속시간의 상관지수를 모두 더한 결과는

180.4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표 2. 서울 지점의 집중호우 사상으로 인한 연최대시간강수량이

발생한 월

연도
지속시간

1 3 6 9 12 15 18 24

1961 9 9 9 9 9 9 9 8

1962 10 7 7 7 7 7 6 6

1963 8 8 6 6 6 6 6 7

: : : : : : : : :

1982 7 7 7 7 7 7 7 7

1983 9 9 9 9 9 9 9 9

1984 9 9 9 9 9 9 8 8

: : : : : : : : :

2002 8 8 8 8 8 8 8 8

2003 8 8 8 8 8 8 8 8

2004 8 6 7 7 7 7 7 7

2005 6 7 6 6 6 6 6 6

표 3. 집중호우의 연최대시간강우량과 4개월 이전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 산정 결과

지속
시간

상관 계수의 크기
합계

상관
지수>0.70 >0.65 >0.60 >0.55 >0.50 >0.45 >0.40

1 0 1 4 7 11 7 13 43 20.8 

3 2 3 6 3 10 16 5 45 22.8 

6 2 2 5 6 7 7 11 40 20.1 

9 1 3 4 6 8 14 13 49 23.9 

12 1 2 6 7 8 13 9 46 22.9 

15 1 2 5 7 8 12 12 47 23.1 

18 1 2 5 9 9 10 8 44 22.2 

24 0 3 5 5 13 13 12 5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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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연최대치시간강수량과 동일한 월의 해수면 온도 및 이

전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를 산정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산정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극한 강우를 대표하는 61개 지점의 지속시간별 연최대 시간

강수량은 해수면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보다 양의 상관관계

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양의 상관계수에서는 유의한 상관

계수를 갖는 지점 개수에서 11개월, 5개월, 4개월, 10개월,

6개월 순으로 상관계수가 큰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지수에서는 11개월, 5개월, 4개월, 10개월, 6개월 순이었

다. 음의 상관계수는 11개월, 5개월, 동일월, 6개월, 10개월

순으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강우 관측 지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지수에서는 11개월, 동일월, 5개월, 6개월, 10

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정된 상관계수들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두 번

째는 상관계수가 큰 해수면 온도 관측 지역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대상 지점별로 각 지속시

간의 연최대 강수량과 동일 월 및 1개월부터 11개월 지체와

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들 중에서 상관계수가 양(+)과

음(−)으로 가장 큰 값을 갖는 지점을 400개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점에는 상관계수가 가장 큰 지점은 4.00의 가중치

표 4. 시간 최대강수량과 해수면 온도와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

해수면 온도

양(+)의 상관계수 음(−)의 상관계수

유의한 상관계수를 
갖는 지점수

상관 지수
유의한 상관계수를 
갖는 지점수

상관 지수

동일 월 42.63 164.20 37.25 142.00

1개월 이전 38.88 148.00 31.00 114.10

2개월 이전 37.13 145.80 23.88 89.25

3개월 이전 40.75 161.50 22.88 83.65

4개월 이전 45.63 180.40 25.75 93.30

5개월 이전 46.25 180.90 37.63 138.70

6개월 이전 43.13 166.10 34.63 128.80

7개월 이전 38.38 145.60 25.75 94.35

8개월 이전 37.38 142.95 19.88 72.95

9개월 이전 40.25 154.35 22.25 82.20

10개월 이전 44.13 166.45 34.13 125.35

11개월 이전 49.25 187.85 42.13 158.25

그림 9. 연최대 시간강수량과 4개월 이전 해수면 온도와의 상관성 분석

그림 10. 연최대 시간강수량과 5개월 이전 해수면 온도와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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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었으며, 400번째 큰 지점은 0.01의 가중치를 주었다.

음(−)의 상관계수가 큰 지점은 -4.00에서 -0.01까지의 가중

치를 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지점과 각 지속시간

및 각 지체시간에서의 해수면 온도 지점에 가중치를 주고,

이를 해수면 온도의 지체시간을 기준으로 각 지점과 지속시

간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도시하였다. 도시 분석 결과에서

4개월 지체의 해수면 온도와 연최대 시간강우량과의 상관관

계가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9와 그림 10은 이를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9와 그림 10에

서 보면 4개월 이전의 해수면온도가 5개월 이전의 해수면온

도에 비해 상관계수가 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4개월 이전의 해수면 온도와 집중호우로 인

한 지속시간별 연최대시간강수량과의 상관관계가 5개월 이

전에 비해 보다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4개

월 이전의 해수면온도와 집중호우의 연최대시간강수량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큰 지역은 60°E~100°E, 5°S~15°N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관계가 큰 지역은 155°E~

130°W(230°E), 30°N~50°N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사상으로 발생하는 시간강수량과 2.5o×2.5o 격자

로 60°S~60°N, 180°W~180°E 범위에서 관측된 습윤 지수와

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간강수량은 해수면 온도와의

상관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게 이용하였으며, 습윤

지수는 850 mb인 지점에서 공기 1 kg 중에 포함된 물의 무

게를 mg 단위로 표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관계수의 산정

방법은 지속 시간별로 연최대치 시간강수량이 발생한 월을 조

사하여 동일한 월과 1개월부터 11개월 지체에 발생한 습윤

지수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61개 지점에서 관측된

집중호우의 연최대시간강수량과 습윤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산

정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산정된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한

상관계수 이상의 값을 갖는 지점의 개수는 양의 상관계수에

서 6개월 이전에서 59.50 지점으로 분석 대상인 61개 지점

대부분에서 산정된 상관계수가 충분한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계수에서도 11개월 이전의 습

윤지수와 59.88개 지점에서 계산된 상관계수가 0.4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계수들의 합인 상관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양의

상관계수는 6개월 이전, 5개월 지체, 동일 월에 관측된 습윤

지수와 상관계수가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의

상관계수에서는 11개월 지체, 동일 월, 6개월 지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성이 있는 상관계수 지점의 개수와 상

관지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동일월과 5, 6, 11개월 지체 습

윤 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그러나 산정된 상관지수와 상관계수가 유의한 지점 개

수의 차이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간 최대강수량과 습윤지수와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

해수면 온도  

양(+)의 상관계수 음(−)의 상관계수

유의한 상관계수를 
갖는 지점수

상관 지수
유의한 상관계수를 
갖는 지점수

상관 지수

동일 월 58.25 242.55 59.75 250.05 

1개월 이전 55.13 225.60 56.00 225.80 

2개월 이전 55.25 228.50 57.63 227.70 

3개월 이전 55.75 225.70 56.75 221.40 

4개월 이전 57.13 233.00 57.13 224.95 

5개월 이전 59.38 242.70 57.00 230.15 

6개월 이전 59.50 251.10 58.25 238.25 

7개월 이전 58.00 240.95 58.25 234.20 

8개월 이전 55.63 228.30 55.25 221.10 

9개월 이전 56.63 229.70 57.00 222.70 

10개월 이전 56.25 226.25 57.38 229.10 

11개월 이전 57.63 231.75 59.88 247.15 

그림 11. 연최대 시간강수량과 동일한 월의 습윤 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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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습윤 지수의 관측 격자인 7,056개 중에서 양(+)

과 음(−)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400개 지점을 선

정하여 4.00에서 0.01까지의 가중치를 주어 그림 11에 도시

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최대치 시간 강우 사상이 발생한 동일한 월

에 관측된 습윤 지수와 강우량 사이의 상관계수가 큰 지역

이 북반구의 20°N 지역에 걸쳐서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체를 갖는 경우에는 양(+)과 음(−)의 상관계수가

큰 지역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연최대시간강수량과 습윤

지수와의 상관성분석 결과에서 지체시간에 따라 상관계수의

크기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상관계수가

큰 지역을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해수면온

도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에서 상관계수의 크

기는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만큼 크게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습윤 지수 역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극한강우사

상인 집중호우사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상인자로 활

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EST에 의한 확률강우량 추정

집중호우의 연최대시간강수량과 범지구적 해수면온도 및

습윤지수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ST의 입력자료

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집중호우의 연최대시간강수량이 발생

하기 4개월 이전에 관측된 해수면온도와 동일월의 습윤지수

를 입력벡터로 설정하고 이 때에 발생한 시간최대강수량을

응답벡터로 설정하였다. 표 6은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24시

간의 연최대시간강수량을 응답벡터로 한 입력자료를 구성한

결과이다.

표 6과 같이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EST에 적용해 200

년×2,000회의 모의를 수행함으로써 집중호우 사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ST에 의한 확률강수량을 산정하였다. 그림

12~19는 서울지점의 EST를 통해 집중호우 사상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극한강수량을 평가한 결과를 매개변수적 지점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서울지점은

대체적으로 EST에 의해 산정한 확률강우량이 빈도해석을 통

해 산정한 확률강우량보다 약간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

표 6. 서울 지점의 지속시간 24시간에 대한 EST 입력자료

연도
입력 벡터 응답벡터

해수면온도 습윤 지수 강수량

1961 28.41 8.69 107.6

1962 28.11 8.89 81.7

1963 28.48 8.51 175.4

1964 28.70 9.21 129.7

1965 28.13 8.98 155.2

: : : :

2001 29.45 10.52 310.1

2002 29.97 10.21 287.4

2003 29.61 10.53 183.9

2004 29.39 9.48 133.2

2005 29.28 8.95 132.0

그림 12. 1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3. 3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4. 6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5. 9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6. 12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7. 15시간 확률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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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8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19. 24시간 확률강우량

그림 20. 1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1. 3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2. 6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3. 9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4. 12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5. 15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6. 18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그림 27. 24시간 EST 확률강수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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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짧은 관측자료를 확장하고 기상인자를 활용하

는 EST 기법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수공구조물 설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분석대상지점

에 따라 지배적인 호우특성을 반영한 설계에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EST를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지속시간별로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확률강우량을 도시하여 나타낸 결과

를 그림 20~27에 나타내었다.

3.2.3 확률강우량의 비교 분석

EST에 의해 산정한 확률강우량과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한

확률강우량의 상대오차를 계산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상대오차의 계산방법은 앞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며, 집중

호우를 빈도해석한 확률강우량 대신에 EST에 의한 확률강우

량을 이용하여 상대오차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상대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0에 나타내었으며, 지속시간과 재현

기간에 따라 도시한 결과를 그림 28~43에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시간 9시간 이상에서는 10

년빈도에서 EST에 의한 확률강우량이 보다 작게 계산되었으

나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EST에 의한 확률강우량이 보다 크

게 산정되었다. 또한, 빈도해석해서 비교한 결과에 비해 표

준편차가 더 크게 계산되었다.

또한, EST에 의하여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빈도해석한 결

과 사이의 상대오차를 도시한 결과에서 EST에 의한 확률강

우량이 빈도해석한 결과보다 짧은 지속시간에서는 우리나라

의 거의 전역에서 더 크게 산정되었으며 지속시간이 증가할

수록 경기도 등의 중서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는 더 크게 산

정되었다. 또한, 재현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증

그림 28. 1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29. 1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0. 3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1. 3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2. 6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3. 6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표 7. EST와 빈도해석에 따른 지속시간과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의 차이(%)

구분
재현
기간

지속시간(hr)

1 3 6 9 12 15 18 24

평균

10 7.23 2.37 0.36 -2.06 -2.93 -3.67 -3.76 -4.90

50 22.34 19.42 15.96 12.50 11.13 11.00 10.43 9.64

100 29.80 27.80 23.52 20.33 18.81 18.73 18.12 17.28

200 37.24 35.99 30.90 28.00 26.12 25.84 25.79 25.31

표준
편차

10 7.79 11.12 12.30 12.81 13.18 13.31 13.23 13.21

50 17.41 20.31 22.04 23.96 23.46 23.24 21.96 20.67

100 22.99 25.43 28.03 30.38 30.77 30.86 28.74 26.99

200 27.28 30.42 33.93 36.58 37.21 37.86 35.38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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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등(2008)에서는 EST를 이용하여 태풍사상에 의한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동해

안 및 남해안 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강우량

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

상을 제외하고 집중호우만으로 구성된 응답벡터를 활용하여

산정한 확률강우량은 경기도와 충청도 및 전라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연최대치를 빈도해석하여 산정한 확률강

우량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며 더 크게 산정되었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극한강우를 발생시킴으로써 큰 홍

수를 유발하는 경우는 태풍과 장마와 같은 전선형 호우 및

그림 34. 9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5. 9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6. 12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7. 12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8. 15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39. 15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40. 18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41. 18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그림 42. 24시간 100년빈도의 비교 

그림 43. 24시간 200년빈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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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역 등과 같은 지형 및 지세와 관련된 지형성 호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호우 중에서 태풍을

제외한 지형성 및 전선형 호우인 집중호우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연최대시간강수량 자료를 이용하

여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빈도해석을 통해 산정한 결과를

전호우로부터 추출한 연최대시간강수량 자료와 비교한 결과

에서 대부분의 지점에서 작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지속시간

이 커질수록 차이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

호우로 인한 연최대시간강수량 자료의 확률강우량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난 몇몇 지점이 있으나 그 차이가 2% 내외로 보

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빈도해석기법으로 집중

호우의 극한강우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EST를 활용하여 집중호우의 극한강우특성을 파악

하였다. 극한강우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수면온도 및 습

윤지수와 같은 수문기상인자와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시간

강수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에

서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간최대강수량은 4개월 이

전의 해수면온도 및 동일한 월에 관측된 습윤지수와 상관성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ST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은 빈도해석에 의해 산정된

확률강우량보다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보다 크게 계산되었다.

이는 EST에 의한 산정된 확률강우량이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의 중서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는 보다 크게 산정되었으며,

중동부와 남서부지역에서는 지속시간이 증가할수록 보다 작

게 산정되어 편차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

석 결과는 오태석 등(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

한 EST 분석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론을 보여 주고 있으므

로 우리나라의 중동부와 남해안 및 동해안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극한강우의 발생 가능성이 크며, 경기 지역 등은 전선

형 호우와 같은 장마 등에 의해 극한강우의 발생가능성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한 연최대치자료의 빈도해석 결과와

EST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속시간이 짧을수록 전

선형 또는 지형성 강우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한강우가 발생

할 가능성이 긴 지속시간에 비해 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유역과 같이 도달시간이 짧은 지

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호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수면온도와

같은 수문기상인자가 변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강우특성도 변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관성 분석 결과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보다 뚜렷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해수면온도나

습윤지수가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극한강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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