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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 temporal resolution precipitation data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rainfall intensity,
and can better reveal the essential physical process of precipitation intensity than daily totals do. Using
hourly precipitation data at 14 stations during 1961-2014,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ummer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analysed. Although the precipitation amount in summer has increased at all
stations, hourly precipitation in summer shows different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changes at each
station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pattern of hourly precipitation is mostly attributed
to change in the frequency of hourly precipitation of 10mm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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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는 2015년의 경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 전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최근의 이상

최근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이상기

기후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반면, 제주도 등지

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극한 강수의 빈

에서는 가을 수확기에 지속적인 강수의 발생으로

도가 중·고위도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2~4% 증가하였다(IPCC, 2013).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강수와 관련된 재해가 거의 매년 곳곳에

도 거의 매년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겪고 있

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으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기별로 강수 분포 특성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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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호우일수의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다양한 기상재해에 대비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Lee and Kwon, 2004; Lee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t al., 2011b). 최근 10년(2001~2010년) 동안 100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14개 기상관측지점을

mm 이상 강수 발생 빈도가 1971~1980년의 기간

대상으로 연중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의 시간

에 비해 1.3배 증가하였다(Lee et al., 2011b). 또한,

대별 강수량을 분석하여 증가한 시간대와 감소한

Ho et al. (2003)과 Lee and Kwon(2004) 등의 연구

시간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에서는 여름철 강수량을 순별로 분석하여 1970년

전구적인 기온상승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호우

대 이전과 이후 강수량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밝

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 대비를 위

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극한 강수의 변화에 대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02;
Choi, 2004; Choi et al., 2008; Choi, 2015 등).
1980년대 이후 전지구적인 기온상승으로 이상

2. 연구 자료 및 방법

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
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간별 강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하

량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ai et al.,

여 제공하고 있는 관측지점별 시간별 강수량 자료

1999; Dai, 2001; Liang et al., 2004). 국내에서도

이며, 분석기간은 1961~2014년(54년간)이다. 분

1990년대 이후 시간별 강수량 분포에 대한 연구

석지점은 196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수량 관측이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Moon et al., 1997; Lim

행하여지고 있는 남한의 14개 기상관측지점(서울,

and Kwon, 1998; Jung and Suh, 2005; Jung et al.,

강릉, 인천, 울릉도,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울

2001). Lim and Kwon(1998)은 1980~1996년 동안

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을 대상으로 하

의 남한에 분포하는 31개 기상관측지점을 대상으

였다(Figure 1).

로 여름철의 시간별 강수량 분포를 분석하여 새벽

분석기간을 각각 27년씩 전반기(1961~1987년)

과 오후 늦은 시각에 극값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

와 후반기(1988~2014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다. 반면 Jung and Suh(2005)는 1973~2002년 동

시간별 강수량의 평균을 구하였다. 구분의 기준이

안 남한 60개 기상관측지점의 시간별 강수량을 분

되는 1987년과 1988년은 Lee et al.(2011a)에서 연

석하여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 분포 특성의 차이가

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연평균 최저기온, 한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새벽에 제1차 극대값이

랭야일수, 한랭일일수 등의 변화하는 시점과 일치

나타나는 시간이 일러지고 진폭이 커진 반면, 제2

한다. 최근의 전구적인 기온상승과 관련하여 강수

차 극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을 규명하여

량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1987

Lim and Kwon(1998)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에

년과 1988년을 시점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적

따라 관측기간이 오래된 기상관측지점을 대상으로

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기간은 6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별 강수량 변화 특성

월부터 8월까지로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9월을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1961년 이후 지속적으

여름철 기간에 포함하였다. 9월은 8월 하순경부터

로 시간별 강수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관측점을

시작된 늦장마가 이어지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강

대상으로 시간별 강수량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여,

수량이 많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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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대별 강수량의 변화
이 연구에서 분석된 14개 관측지점의 전반기
(1961~1987년)와 후반기(1988~2014년)의 시간별
연평균 6~9월 강수량과 두 기간의 강수량 차이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각 지점별로 시간별 강수
량과 시기별 시간 강수량의 차이가 다른 분포 패턴
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의 전반기
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각 32.6mm, 37.9
mm로 두 기간 동안 5.3mm 증가하였으며, 최소
값은 28.4mm에서 32.2mm, 최대값은 37.1mm에
서 43.4mm로 각각 3.8mm, 6.2mm 증가하였다.
전반기에는 06~09시에 많은 시간강수량 분포
를 보이는 반면에 후반기에는 18~21시의 강수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8~21시, 06~09시의
두 시간대에 시간강수량이 많다. 18시에 13mm
이상의 가장 많은 시간강수 증가를 보였다.
서울은 14개 지점 중 6~9월 강수량이 가장 많
Figure 1. The location of the 14 weather stations
used in this study.

은 지점이다. 전반기와 후반기 각 시간별 강수량
의 평균은 각각 39.5mm, 46.2mm로, 전반기에 비
하여 후반기에 평균 6.7mm 증가하였다. 전반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각 분석지점의 매 시간별

에는 02~12시의 넓은 시간대에 걸쳐서 40mm 이

6~9월 강수량 평균을 구하고, 두 기간의 강수량

상의 많은 시간별 강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이 중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하루를 크게 4개 즉, 심

에서도 05~06시와 09~10시에 특히 높은 분포를

야(00~06시), 오전(06~12시), 오후(12~18시), 저

보였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14~15시의 시간강수

녁(18~24시)으로 구분하고, 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량이 19mm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03~11시와

이용하여 각 시간대별로 강수량의 변화 추이를 분

14~15시의 두 시간대에 시간강수량이 많다. 14시

석하였으며 t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

의 시간강수량이 가장 큰 폭인 23.8mm 증가하였

한 6~9월 동안 비교적 호우에 해당하는 시간 당

으며, 이는 분석된 14개 지점 중 가장 많이 증가한

10mm 이상의 시간별 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

시간강수량 값이다.

반기와 후반기에 대해 매 시간별 10mm 이상 강수

인천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의 빈도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하였다. 각 분석지

각 32.6mm, 37.9mm로 두 기간 동안 5.3mm 증가

점의 4개 시간대별 10mm 이상 출현빈도의 변화

하였다. 전반기에는 06~07시에 각각 46mm 이상

경향도 분석하였다.

으로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01~10시 강수
량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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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ecipitation and the difference of precipitation for the first half period (1961~1987) and the
second half period (1988~2014) at 14 weath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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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inued.

면에 후반기에는 02~14시에 40mm 이상의 높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12~18시의 오후 시간대

시간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10~15시 사이의 시간

의 적은 값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강수량 분포

강수량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그중 13시에 가장

를 보였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03~12시에 비교적

큰 폭인 22.8mm의 증가를 보였다.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06시에 가장 큰 폭인

울릉도의 평균 시간강수량은 전반기 20.4mm,
후반기 27.0mm로 두 기간 동안 6.6mm 증가하였
다. 전반기에는 01시에 30.4mm의 가장 높은 시간

12.9mm의 강수량 증가를 기록하였고, 03~15시에
비교적 많은 시간별 강수량 증가를 보였다.
추풍령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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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mm, 33.8mm로 두 기간 동안 3.3mm 증가하

울산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였다. 전반기에는 15~20시의 강수량이 상대적으

각 32.2mm, 33.3mm로 두 기간 동안 1.1mm 증

로 많았던 반면, 후반기에는 03~11시의 시간강수

가하여 14개 지점 중 가장 적은 강수량 증가를 보

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6시에 40.1mm로 가장

였다. 전반기에는 04~05시에 40mm 이상의 많

높은 값을 높이며, 그 전후 시간대에도 시간별 강

은 시간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수량이 비교적 많다.

07~12시에 큰 폭의 강수량 증가로 09~10시에 각

포항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각 44.6mm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

각 27.0mm, 31.4mm로 두 기간 동안 4.4mm 증가

전 06~08시에도 많은 시간강수량 분포를 보여 전

하였다. 전반기에는 08시에 34.2mm로 가장 많은

반기의 최대값이 나타난 04~05시 이후 시간에 많

시간강수량을 보였고, 그 전후 시간에 비교적 강

은 시간강수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장 큰 폭의

수량이 많았다. 반면, 후반기에도 역시 07~08시

강수량 증가를 보인 시간은 10시로 13.9mm 증가

에 41mm가 넘는 높은 시간강수량을 기록하였으

하였으며, 16~05시에는 대체로 강수량 변화가 없

나, 12~17시의 시간강수량 증가로 이 시간대에도

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비교적 강수량이 많다. 07~09시와 12~17시에 각

광주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각 시간별 6mm 이상의 많은 시간강수량 증가를

각 34.8mm, 39.4mm로 두 기간 동안 4.6mm 증가

보였다.

하였다. 전반기에는 08~10시에 각각 44mm 이상

대구의 평균 시간강수량은 전반기 28.2mm, 후

의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이며, 21~01시를 제외하

반기 30.9mm로 두 기간 동안 2.7mm 증가하였다.

고 비교적 고른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09시에 37.1mm로 가장 많은 강수량

는 07시에 47.3mm로 가장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

분포를 보였으며, 그 전후 시간에 비교적 많은 시

이고 18시에도 47.1mm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나

간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반면, 후반기에는 07시

타냈다. 이는 18시에 15.0mm의 가장 큰 시간강수

에 38.1mm로 가장 많은 시간강수량을 보였으며,

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그 전후 시간대에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또한 17

부산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시에 가장 큰 폭인 11.8mm의 시간강수량 증가로

각 36.7mm, 38.3mm로 두 기간 동안 1.6mm 증가

두 번째 최대값이 출현하였다.

하였다. 전반기에는 06~07시에 각각 47.4mm로

전주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그

각 34.2mm, 37.0mm로 두 기간 동안 2.8mm 증

전후 시간대에도 비교적 높은 강수량 분포를 나타

가하였다. 전반기에는 16~17시에 44mm 이상

냈다. 후반기에는 08시에 58.4mm로 가장 많은 강

의 많은 시간강수량 분포를 보였으며, 08시에도

수량 분포를 보이며, 이를 중심으로 전후 시간대

40.5mm의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후

에 비교적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여 전반기와 시간

반기에는 18~19시의 강수량 증가로 이 시간대에

대별 강수량 분포가 유사하다. 강수량이 가장 크

높은 시간강수량 분포를 보이며 06시를 중심으로

게 증가한 시간은 08시로 11.8mm 증가하였다. 반

그 전후 시간대에 그 다음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

면, 15~24시에는 대체로 강수량이 감소하였다.

였다. 19시에 가장 큰 폭인 15.1mm의 시간강수량
증가를 기록하였다.

목포의 평균 시간강수량은 전반기 27.4mm, 후
반기 30.1mm로 두 기간 동안 2.7mm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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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에는 09시에 42.4mm로 가장 많은 강수량

43.9mm로 강수량이 많았으며, 이 두 시간 사이에

분포를 보인 반면, 후반기에는 06~07시에 40mm

비교적 강수량이 많았다. 반면, 후반기에는 05시

이상의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01~10시 동안

에 49.9mm로 강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10시

02시와 06~07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간강수

까지 비교적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였다. 이는 05

량이 감소하였다. 두 기간 동안 많은 시간강수량

시에 10.6mm의 가장 큰 시간강수량 증가에 의한

증가를 보인 시간은 15~16시이며, 21~22시에도

것이다.
Table 1은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심야 시간대

비교적 많은 강수량 증가를 보였다.
여수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로 구분하여 1961~2014년 동안 각 시간대의 6~9

각 36.0mm, 37.5mm로 두 기간 동안 1.5mm 증가

월 강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즉, 표의 값은

하였다. 전반기에는 08시에 45.9mm로 가장 많은

매 10년 당 강수량의 증가한 양(mm/10년)을 의미

값을 보였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전후 시간대에 대

한다. 각 지점별로 보면, 대부분 시간대별로 강수

체로 강수량이 많다. 후반기 역시 08시에 48.8mm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체로 서울,

로 가장 많은 강수량 분포를 보이며 전반기와 시간

인천 등 경기지방과 전주, 광주, 목포 등 호남지방

별 강수량 분포가 유사하다. 반면 강수량이 크게

그리고 울릉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수량

증가한 시간대는 22~24시이며, 22시에 10mm 이

변화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시간대는 위도에 따라

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

제주의 전반기와 후반기 평균 시간강수량은 각

내는 각 지점별 시간대를 보면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 35.1mm, 36.5mm로 두 기간 동안 1.4mm 증가

오후 시간대에 각각 24.2mm/10년, 18.7mm/10년

하였다. 전반기에는 03시와 09시에 각각 44.3mm,

의 변화율로 분석기간 동안 다른 시간대에 비해 강

Table 1. The rate of precipitation change by times from June to September (1961~2014, mm/decade).
Times
Stations

Mid night
(00~06h)

Morning
(06~12h)

Afternoon
(12~18h)

Evening
(18~24h)

Total
(00~24h)

Gangneung

7.4

7.7

13.6

6.3

35.0

Seoul

9.3

1.6

24.2*

9.5

44.6

Incheon

7.0

6.3

18.7*

5.0

36.9

Ulleungdo

13.1*

18.8*

11.1*

9.3

52.4*

Chupungyeong

8.4

16.0*

1.7

4.9

31.1

Pohang

5.3

10.8

9.7

2.0

27.7

Daegu

7.9

5.9

8.2

5.7

27.7

Jeonju

2.7

13.7*

1.6

12.2

30.2

Ulsan

-4.4

15.1

0.0

-5.0

5.7

Gwangju

5.8

9.3

11.3

15.3*

41.6

Busan

6.5

12.8

-0.7

-7.3

11.3

Mokpo

5.3

6.4

12.9

11.4*

35.9

Yeosu

8.9

10.0

-1.9

12.1

29.1

Jeju

4.4

8.0

7.7

9.0

29.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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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향이다. 울릉도의 경우

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15시에 높은 빈도이다.

저녁 시간대를 제외한 전 시간대에 강수량이 증가

10mm 이상 시간강수 빈도가 크게 증가한 시간대

하는 추세이며, 특히 오전 시간대에 18.8mm/10년

는 13~15시이며, 이는 시간강수량 증가가 크게 나

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추풍령과 전주는 오

타나는 시간대와 일치한다.

전 시간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수량 증가를 보

인천은 전반기에 06~08시에 시간강수량 10mm

였으며, 각각 16.0mm/10년, 13.7mm/10년의 변화

이상 빈도가 높고 11시 이후 그 빈도가 낮다. 반면

율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광주와

에 후반기에는 02시, 06시, 10시에 높은 빈도를 보

목포는 저녁 시간대 강수량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이며, 전반기와 다르게 11~15시에 10mm 이상 강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15.3mm/10년,

수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이 시간대의 빈도도 비교

11.4mm/10년의 변화율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

적 높다.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크

향이다.

게 증가한 시간은 13시이며, 이는 시간강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 시간이다. 울릉도는 전반기에
전 시간대에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1일

4. 하루 중 시간대별 10mm
이상 강수 발생빈도 변화

미만으로 낮다. 반면, 후반기에는 03~08시에 시
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04~08시에 1일 이상으로 상대적으

여름철 6~9월 동안 10mm 이상 기록된 시간강

로 빈도가 높다.

수의 빈도를 주요 14개 관측지점에 대하여 각각

추풍령의 경우 전반기에는 18시에 시간강수량

전반기(1961~1987년)와 후반기(1988~2014년)의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높고, 15~16시, 20시에

연평균 값을 구한 뒤 그 차이와 함께 Figure 3에 나

도 빈도가 높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16시에 시간

타내었다. 대부분 관측지점에서 10mm 이상 시간

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높으나 05~08시

강수량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간대가 시간강

의 빈도도 전반기와 달리 높다. 포항은 전반기에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즉,

09시와 19시에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높

여름철 동안 각 지점별 시간강수량이 크게 증가한

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빈도가 1일 미만으로 유사

것은 각 시간별 10mm 이상 강한 강수의 빈도 증

한 분포를 보인다. 후반기에는 시간강수량 10mm

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빈도의 증가로 07~08시와 14~15시에 비교

강릉은 대체로 시간별 10mm 이상 강수 빈도가

적 높은 빈도이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전반기에는 06시, 08

대구는 전반기에 09~10시와 19시에 시간강수량

시, 12~13시, 20시 등의 시간에서 높은 빈도를 보

10mm 이상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후반기에

였으나 후반기에는 10mm 이상 강수 빈도의 증가

는 17시와 07시에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 가장 큰 18시에 빈도가 가장 높다. 서울의 경우

크게 증가하면서 이 두 시간에 높은 분포를 보인

대체로 저녁 시간대에 10mm 이상 강수 빈도가 낮

다. 19시에는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은 편이다. 전반기에는 05~06시에 높은 빈도를

크게 감소하였다. 대구의 시간강수량이 가장 크게

보이며, 그 다음으로 09~10시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한 시간은 17시로 10mm 이상 빈도의 증가가

빈도이다. 반면, 후반기에는 10시에 가장 높은 빈

가장 큰 시간이다. 전주의 경우 전반기에는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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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equency and differences (B minus A) of extreme precipitation exceeding 10mm/hour between the
former (1961~1987, A) and latter period (1988~201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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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inued.

시에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매우 높았

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높으며, 그 외에는 비교

으나, 후반기에는 18~19시에 빈도가 높다. 대체

적 고른 빈도이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07~15시에

로 전반기에는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시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높다. 10mm 이상

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후반기에는

강수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간은 12시이며,

14~19시, 04~07시에 다른 시간대에 비해 빈도가

그밖에 07~11시에도 많이 증가하였다. 광주의 경

높은 편이다.

우 전반기에는 10시에 10mm 이상 강수 빈도가 가

울산은 04~06시에 다른 시간대에 비해 시간강

장 높았으나 후반기에는 06시에 가장 높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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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간

게 증가하였다. 제주의 경우 전반기에는 03시에

은 18시이다.

시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후

부산은 전반기에 07시의 시간강수량 10mm 이

반기에는 05시에 가장 높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

상 빈도가 가장 높고 04~07시에 다른 시간대에

기에 05~08시, 19~21시의 시간강수량 10mm 이

비해 높은 편이나 후반기에는 08시에 10mm 이

상 빈도의 증가가 크며, 22~24시에는 감소하였

상 빈도가 가장 높고 15~25시에 상대적으로 빈도

다.

가 낮다. 08시를 비롯하여 10~14시에 시간강수량

Table 2는 1961~2014년 동안 4개 시간대별 6~9

10mm 이상 빈도가 전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

월의 10mm 이상 시간강수일 변화를 분석한 결

면, 15~16시의 빈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목포의

과이다. Table 1의 시간대별 6~9월 강수량 변화

경우 전반기에는 09시에 시간강수량 10mm 이상

가 일부 관측지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달

빈도가 가장 높으며 01~10시에 다른 시간대에 비

리 10mm 이상 시간강수일은 대부분 지점에서 특

해 빈도가 높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06~07시에 시

정 시간대에 유의한 변화를 보인다. 서울과 인천

간강수량 10mm 이상 빈도가 높지만 전반기에 빈

의 경우 오후 시간대에 각각 0.8일/10년, 0.6일/10

도가 높았던 01~10시 중 많은 시간대에서 빈도가

년의 변화율로 분석기간 동안 다른 시간대에 비

감소하였다. 시간강수량 10mm 이상 강도의 증가

해 10mm 이상 강한 강수일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가 대체로 06~07시와 12~22시에 나타난다.

경향을 보였다. 이는 6~9월 오후 시간대의 유의

여수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시간강수량 10mm

한 강수량 증가와 일치한다. 울릉도의 경우 심야

이상 빈도 분포가 대체로 유사하지만, 전반기에

와 오전에 각각 0.4일/10년, 0.7일/10년의 유의한

비해 후반기에 22~24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

증가 경향을 보인다. 추풍령은 오전 시간대에 0.5

Table 2. The change rate of day over 10mm pre hour from June to September (1961~2014, day/decade).
Times

Mid night
(00~06h)

Morning
(06~12h)

Gangneung

0.1

Seoul

0.1

Stations

Afternoon
(12~18h)

Evening
(18~24h)

Total
(00~24h)

0.0

0.5

-0.1

0.4

0.0

0.8*

0.3

1.2

Incheon

0.0

0.1

0.6*

0.2

0.8

Ulleungdo

0.4*

0.7*

0.3

0.2

1.6*

Chupungyeong

0.2

0.5*

0.2

0.2

1.2*

Pohang

0.1

0.3

0.5*

-0.1

0.7

Daegu

0.1

0.3

0.6*

0.1

1.0
1.4*

Jeonju

0.1

0.4

0.5

0.4

Ulsan

-0.4

0.7*

0.0

9.7

0.1

Gwangju

0.3

0.5

0.5

0.5*

1.7*

Busan

0.4

0.7

-0.1

-0.2

0.8

Mokpo

0.1

0.3

0.6*

0.5*

1.4*

Yeosu

0.2

0.1

0.0

0.7*

1.0

Jeju

0.3

0.2

0.2

0.2*

0.9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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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0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수일 증가를 보이

였다. 추풍령과 전주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 모

며, 역시 6~9월 강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시간대

두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시간강수량 최대값이 나타

와 일치한다. 포항과 대구는 오후 시간대에 10mm

나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오전의 강수량 증가가

이상 시간강수일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고

뚜렷하였다. 강릉과 울릉도는 대체로 오전 시간대

각각 0.5일/10년, 0.6일/10년의 변화율로 강한 시

에서 강수량이 증가하였다.

간강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울산은 오전 시간대

호우에 해당하는 시간강수량 10mm 이상의 시

에 0.7일/10년의 변화율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광

간대별 빈도의 변화가 시간대별 강수량 변화에 크

주와 여수, 제주는 저녁 시간대의 10mm 이상 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름철 동안 시간강수량

간강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이며,

10mm 이상 빈도가 증가한 시간대와 강수량이 증

각각 0.5일/10년, 0.7일/10년, 0.2일/10년의 변화

가한 시간대가 대체로 일치하였다. 서울, 인천, 포

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포의 경우에는 오후와

항, 대구는 오후 시간대, 추풍령과 울산은 오전 시

저녁 시간대에 각각 0.6일/10년, 0.5일/10년의 변

간대, 광주, 여수, 제주는 저녁 시간대의 시간강수

화율로 10mm 이상 시간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량 10mm 이상 빈도가 유의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

보인다.

며, 울릉도는 심야와 오전, 목포는 오후와 저녁 시
간대에 유의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왜 각 지점별로 시간대별 강수량

5. 결론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향후 기온이나 바람 등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름철 시간대별 강수

시간대별 강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량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4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개 기상관측지점의 54년간(1961~2014년) 여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6~9월) 시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전반기
(1961~1987년)와 후반기(1988~2014년) 시간대별
강수량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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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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