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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강우는 시간적인 분포특성과 함께 공간적인 분포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다 강우 발생.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분포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공간적인 발생양상에 대한 분석이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개념을 이용하여 공간규모의 분포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 Coverage

하였으며 지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규모 분포가 어떠한 변동특성을 나타내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 .

한 대상유역으로 한강유역을 선정하였으며 한강유역 내에 위치한 개 강우관측소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 39

였다 강우의 지속기간별 공간규모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지 경우의 지속기간. 10 (1, 2, 3, 4, 6, 8, 12,

시간 에 대해 자료를 구성한 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을 통해 강우 공간규16, 24, 48 ) .

모의 발생양상에 대해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지속기간 변화가 공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역면적을 가지 경우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면적 변화에 따른 공간규모. 3

변동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강우발생 시의 공간규모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강우특성 강우 공간분포 강우 지속기간핵심용어 강우특성 강우 공간분포 강우 지속기간핵심용어 강우특성 강우 공간분포 강우 지속기간핵심용어 강우특성 강우 공간분포 강우 지속기간: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최근 들어 엘리뇨 라니냐 등의 원인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강우의 공간적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가 최근 들어 자

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우의 시간적인 변동양상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변동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에 대한 영향의 정량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강우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문현상으로 동일한 양의 강우가 어떤 유역에 발생한

다 할지라도 해당 호우사상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유출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는 강우의 시간적인 분포특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공간적인 변동적인 변동양상에 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과거 강우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시간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적인 분포양상을 수문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나 공간적인 분포양상의 경

우에는 면적감소계수의 적용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공간분포양상에 대한 특성파악 또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강우의 공간분포특성은 쉽게 정량화하거나 모형화하기 힘든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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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역면적이 큰 유역에서는 강우의 공간분포특성이 해당 유역에서의 유출양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다 명(Osborn and Larsen, 1973; Mich and Sorooshian, 1994a; 1994b).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간적인 분포양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강우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우기Coverage ,

에 해당하는 월부터 월까지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상유역으로는 한강유역을 선택하6 9 .

였으며 자료의 가용여부를 판단하여 대상 우량관측소를 결정하였다 선정된 대상 우량관측소의 시간우량자, .

료를 이용하여 강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강우의 지속기간을 늘려가면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함으Coverage ,

로써 지속기간 변화에 따른 변동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강우 공간규모 분석강우 공간규모 분석강우 공간규모 분석강우 공간규모 분석2.2.2.2.

강우사상 발생 시 공간규모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 내의 우량관측소를 이용하여 티센망을

구성하였다 티센망 구성을 통해 각 우량관측소의 지배영역을 설정해줄 수 있으며 특정 관측소에서 강우가. ,

관측되면 해당 관측소의 지배영역에서 강우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강우사상의 공

간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대상 자료기간에 대해 공간규모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대상유역에서의 강우 공

간규모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간규모 분포특성의 파악은 자료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총괄하여 확률.

분포로 나타냄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며 강우 지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산정되는 공간규모 분포의 특성치를,

비교함으로써 강우 공간규모에 대한 지속기간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다.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3.3.3.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공간규모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유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유역 내 우량관측소의 수이다 유역 내에서 나타나는 강우의 공간규모 분포특성을 분석하. , .

기 위해서는 티센망 구성 시 특정 관측소의 지배영역이 너무 크게 나타나서는 안 되며 모든 관측소의 지배,

영역이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측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측소의 숫자가 너무 적으.

면 공간규모 분석 시 결과가 너무 단순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 ,

의 시간강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월부터 월의 우기에 대한. 6 9

여러 가지 지속기간의 강우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충분한 양의 자

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간의 자료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상유역의 면적이 큰 유역이어. ,

야 한다 유역의 면적이 작으면 유역전체에서 강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 명확한

공간규모 분석을 수행하기 힘들며 그 분포특성을 파악하,

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중심.

으로 본 연구의 대상유역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강유,

역으로 대상유역이 결정되었다.

한강유역은 북위 동경36°30 38°55 , 126°24′～ ′ ′～

에 걸쳐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역면129°02 .′

적은 전 국토면적의 약 에 해당되는 이며 유26% 26,018 ,㎢

로연장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는481.7 , 54.0 , 0.112㎞ ㎞

의 특성을 나타내는 남한 제 의 하천으로 수계의 형상은1

수지상과 선상형이 혼합된 복합상 유역이다 한강유역 내.

의 우량관측소는 년 현재 총 개소이며 관할 기관2000 196 ,

별로는 건설교통부 개소 기상청 개소 수자원공사124 , 19 ,

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총53 . 39

개 우량관측소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은. 1 39 그림 한강유역의 티센망 구성 결과그림 한강유역의 티센망 구성 결과그림 한강유역의 티센망 구성 결과그림 한강유역의 티센망 구성 결과1.1.1.1.



개 우량관측소를 이용하여 한강유역에 대해 구성한 티센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은 이용된 관측소에 대한, 1

현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관측소

번 호

관측소

이 름

관 할

기 관
지명

관측소 위치
관측개시일

해발고도

(EL. m)경도 위도

000095 철 원

기상청

강원 철원 갈말 읍 군탄. . ( ). 964-2 127-18 38-09 1988-01-01 154.2

000100 대관령 강원 평창 도암 횡계 산. . . . 1-130 128-46 37-41 1971-07-11 842.5

000101 춘 천 강원 춘천 우두동. . . 406-1 127-44 37-54 1966-01-01 76.8

000108 서 울 서울 종로 송월. . 1 126-58 37-34 1907-07-07 85.5

000112 인 천 인천 중 전. . 25 126-38 37-28 1904-04-04 68.9

000114 원 주 강원 원주 명륜. . . 218 127-57 37-20 1971-09-01 149.8

000131 청 주 충북 청주 복대. . . 265-14 127-27 36-38 1967-01-01 57.4

000201 강 화 경기 강화 불은 삼성. . . 2 126-27 37-42 1971-01-01 46.4

000202 양 평 경기 양평 읍 양근. ( ). 192-25 127-30 37-29 1971-02-01 49.0

000203 이 천 경기 이천 부발 읍 신하. . ( ). 3. 287-5 127-30 37-16 1971-07-01 68.5

000211 인 제 강원 인제 읍 남북. ( ). .426-1 128-10 38-03 1971-09-01 198.6

000212 홍 천 강원 홍천 읍 연봉. ( ). . 466-9 127-53 37-41 1971-07-01 140.6

000216 태 백 강원 태백 황지. . 1. 49-84 128-59 37-10 1985-09-01 713.5

000221 제 천 충북 제천 신월. . 348 128-11 37-09 1971-01-01 264.4

000223 충 주 충북 충주 봉방. . 87-4 127-53 36-58 1971-01-01 69.4

000226 보 은 충북 보은 읍 성주. ( ). 61 127-44 36-29 1971-06-16 170.0

000272 영 주 경북 영풍 풍기 읍 성내. . ( ). 240-55 128-31 36-52 1988-01-01 210.2

000273 문 경 경북 문경 유곡. . 603-2 128-09 36-37 1971-01-01 170.4

012650 의정부

건교부

&

수 공

경기 의정부 의정부 중앙초교. . 4. 127-03 37-44 1916-01-01 42.0

012900 낙 생 경기 성남 분당 운정 정신문화연구원. . . 50. 127-06 37-23 1962-07-01 40.0

013910 용 인 경기 용인 역북 농촌지도소. . . 127-11 37-13 1974-07-04 87.0

014400 서 면 강원 홍천 서 반곡 반곡교. . . . 127-41 37-41 1966-09-01 130.0

014600 내촌 1 강원 홍천 내촌 도관 내촌농고. . . . 128-05 37-48 1963-05-01 150.0

015380 창 촌 강원 홍천 내 창촌. . . 1733-1 128-22 37-45 1972-08-11 620.0

015490 서 화 강원 인제 서화 서화 서성초교. . . 1242 128-12 38-15 1972-08-11 330.0

016150 청 운 경기 양평 청운 용두 청운면사무소. . . . 127-42 37-33 1964-07-01 110.0

016450 여 주 경기 여주 상. . 127-39 37-17 1962-07-01 45.0

016530 생 극 충북 음성 생극 신양 면사무소. . . . 127-36 37-01 1965-11-01 100.0

016660 간 현 강원 원주 지정 간현 면사무소. . . . 127-50 37-21 1966-09-01 70.0

016830 횡 성 강원 횡성 읍 하 횡성군청. ( ). . 127-59 37-29 1916-07-01 130.0

016880 청 일 강원 횡성 청일 유동 면사무소. . . 2. 128-09 37-34 1962-07-01 85.0

016910 부 론 강원 원주 부론 법천 면사무소. . . . 127-45 37-12 1962-07-01 80.0

017130 괴 산 충북 괴산 소수 고마. . . 127-44 36-49 1985-08-30 110.0

017950 상 동 강원 영월 하동 주문. . . 128-37 37-08 1985-08-30 540.0

018050 영월 1 강원 영월 남 북상. . . 128-24 37-11 1985-08-30 200.0

018250 수 주 강원 영월 수주 무능. . . 128-16 37-16 1985-08-30 270.0

018810 봉 평 강원 평창 봉평 원길. . . 128-21 37-37 1985-08-30 300.0

019400 진 부 강원 평창 진부 상진부. . . 128-34 37-39 1985-08-30 480.0

019800 임 계 강원 정선 임계 송계. . . 1 128-49 37-29 1985-08-30 400.0

표 분석에 이용된 우량관측소 현황표 분석에 이용된 우량관측소 현황표 분석에 이용된 우량관측소 현황표 분석에 이용된 우량관측소 현황1.1.1.1.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4.4.4.4.

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 분포 비교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 분포 비교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 분포 비교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 분포 비교4.14.14.14.1

한강유역에 위치한 개 관측소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강우의 공간규모 분포특성 분석을 수행하였39

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년까지의 월부터 월 자료이며 강우 지속기간별 변화양상을 판단하기. 1989 2003 6 9 ,～

위해 시간의 지속기간을 갖는 자료를 구성한 후 각 경우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1, 2, 3, 4, 6, 8, 12, 16, 24, 48

수행하였다.

그림 는 각각의 지속기간에 대해 공간규모 분석을 수행한 후 산정된 공간규모의 확률분포와 누가확률분2

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 결과를 통해 공간규모의 확률분포는 지속기간이 짧을 경우 오른쪽으로 심하게. 2

왜곡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포와 유사한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mma .



하지만 지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규모가 작은 부분의 발생확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공간규모가 큰,

부분의 발생확률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우의 지속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유역 전체에서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

과로는 강우의 지속기간 변화는 작은 공간규모 값과 매우 큰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며 중간,

부분에서는 지속기간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발생확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우의 지속.

기간 변화는 작은 규모의 강우사상이나 매우 큰 규모의 강우사상의 공간규모 분포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중간규모의 강우사상에서는 지속기간 변화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확률분포확률분포확률분포확률분포(a)(a)(a)(a) 누가확률분포누가확률분포누가확률분포누가확률분포(b)(b)(b)(b)

그림 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의 확률분포 변화그림 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의 확률분포 변화그림 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의 확률분포 변화그림 각 지속기간별 강우 공간규모의 확률분포 변화2.2.2.2.

그림 은 산정된 공간규모 분석 결과 중 유역 전체3

에서 강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 무강수 확률과 유역

전체에서 강우가 발생한 경우의 확률에 대한 지속기간별

변화 양상을 도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강수 확.

률은 강우사상의 분리시간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가 아

니라 단순히 유역 내에서 강우가 발생한 관측소가 없을

경우에 대한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의 무

강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의 결과를 살. 3

펴보면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무강수 확률과 전유역

강수확률은 서로 반대의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속기간이 증가하면 무강수 확률은 감소하. ,

며 반대로 전유역 강수확률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공간규모의 확.

률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무강수 확.

률은 지수함수의 형태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유역 강수,

확률의 경우에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와의 관계 분석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와의 관계 분석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와의 관계 분석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와의 관계 분석4.24.24.24.2

지금까지의 강우 지속기간에 대한 공간규모 분포 분

석결과를 이용하여 지속기간과 공간규모간의 관계를 파

악하였다 이 때 대상유역의 크기와의 관계도 함께 파악.

하기 위하여 가지 경우로 면적을 설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년부터 년까지 우3 . 4 1989 2003

그림 각 지속기간별 무강수 확률 및그림 각 지속기간별 무강수 확률 및그림 각 지속기간별 무강수 확률 및그림 각 지속기간별 무강수 확률 및3.3.3.3.

전유역 강수확률의 변화전유역 강수확률의 변화전유역 강수확률의 변화전유역 강수확률의 변화

그림 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 관계그림 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 관계그림 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 관계그림 지속기간과 강우 공간규모 관계4.4.4.4.



기 월 월 에 대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한강유역에서의 강우 공간규모의 평균값을 지속기간별(6 9 )～

로 도시한 내용이며 유역의 크기를 한강유역 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 (22,000 ), 15,000 , 10,000㎢ ㎢ ㎢

된 결과를 도시하였다 강우의 지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강우 공간규모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

며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의 증가량이 긴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상유역의 면, .

적이 감소함에 따라 관계곡선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곡선의 형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지금까지 한강유역의 개 강우관측소의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강우 공간규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39

였다 공간규모 분석을 위해 개 관측소에서 년까지 관측된 년간의 우기 월 월 시간강우자. 39 1989 2003 15 (6 9 )～ ～

료를 이용하였으며 개 관측소를 이용하여 한강유역에 대해 티센망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강우의, 39 .

지속기간별 공간규모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 경우의 지속기간 시간10 (1, 2, 3, 4, 6, 8, 12, 16, 24, 48 )

에 대해 자료를 구성한 후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강우의 공간규모 분포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왜곡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왜1) ,

곡의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강우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무강수 확률 및 전유역 강수확률은 각각 지수함수 형태의 감소와 선형2)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강우 지속기간과 공간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공간규모 또한 증가하는3)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증가 정도는 짧은 지속기간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

또한 강우 지속기간과 공간규모와의 관계곡선은 대상유역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상승하는 결과를4) ,

나타내고 있었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형상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강우 공간규모의 변동에 대해 개략적인 파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강우 지속기,

간 변화에 따른 변동양상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강우의 공간규모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확률분포를 이론적인,

분포로 나타내어 본다면 강우의 공간규모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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