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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에서 기상인자와 증발산량의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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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 지역은 초지 및 산림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인구의 밀집도가 높고
수문기후학적 특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임창수, 2008). 초지 및 산림의 도시화에 따른 수문기후학적 변동분석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증발산량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안도시 지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이용도와 기상인자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토지이용 현황은 불투수 지역(72%)이 대부분이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이용도 변화
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기온과 강수량, 풍속 자료는 자동기상관측소(AWS, Automated Weather Station)
에서, 이슬점온도와 기압, 일조시간 자료는 종관기상관측소(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에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증발산량 산정은 수계와 불투수, 산림, 초원 지역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수계 지역에서는 Priestley
and Taylor(1972)의 산출식을 통해 증발산량을 산정하였고, 불투수 지역(도로, 건물)의 증발산량은 Zhang et
al.(2001)의 방법을 통해 산정하였고, 산림 지역의 증발산량은 Monteith(1965)의 Penman-Monteith 산출식을 통해 산
정하였고, 초원 지역의 증발산량은 Allen et al.(1998)의 FAO P-M 산출식을 통해 산정하였다. 수영구 지역의 전체
증발산량은 4개 토지이용 비율과 4개 지역에서 산정된 증발산량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인자를 이용하여 산정한 증발산량과 강수량의 일별 변동을 분석한 결과, 증발산량과 강수량은 1월부터 7월
까지는 증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감소하였으며 증발산량은 강수량의 약 13.3% 정도로 산정되었다. 증발산량과
기상인자 간의 상관분석 결과 이슬점온도의 상관계수 0.63으로 가장 높았고, 강수량, 기압, 순복사, 기온 순으로 높
았다.
증발산량에 대한 상관계수가 0.5 이상인 기상인자(이슬점온도와 기온, 순복사, 기압)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슬점온도에 따른 증발산량 회귀함수는 강우 시에는     , 무강우 시에는    × 로 추
정되었으며, 결정계수는 0.48과 0.96 이었다. 기온에 따른 증발산량 회귀함수는 강우 시에는      , 무강
우 시에는    × 로 추정되었으며, 결정계수는 0.39와 0.89 이었다. 순복사에 따른 증발산량 회귀함수는
강우 시에는      , 무강우 시에는     로 추정되었으며, 결정계수는 0.34와 0.89 이었다.
기압에 따른 증발산량 회귀함수는 강우 발생 시에는      , 무강우 시에는    × × 
로 추정되었으며, 결정계수는 0.25와 0.45 이었다. 기상 인자와 증발산량의 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강우 시보다 무
강우 시에 높았으며, 이는 무강우 시에 기상 인자(이슬점온도와 기온, 순복사, 기압)에 의한 증발산량 변동을 정량적
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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