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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강수패턴과 강수강도가 변화하고, 국지적 집중호우 빈발하여 기상재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Park et al., 2008), 30년 평년값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일부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였고 점차 
내륙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기상연구소, 2007).

본 연구는 경기도 강화지역의 매시간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시·공간적 강수특성과 일변화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강수변화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아열대화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고, 호우에 의한 기상재해 대비에
도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강화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관측된 1973년부터 2009년까지(37년간)의 시간 강수량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일 강수량이 아닌 시간당 강수량을 매시간별로 빈도와 강수강도 등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시간당 10 mm미만의 약한 비와 그 이상의 호우성 강수의 경우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강수강도의 
일변화에 있어서도 특정시간대에 집중하는 패턴의 분포와 연대별 변화에 집중하였다(Seong, 2012; Park et al., 2013, 
2014).

3. 결과 및 고찰
3.1. 시간당 강수강도의 변화경향
강수 시간 수를 기준으로 시간단위 강수강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수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 단위 강수강도의 변

화와는 그 강도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각각 분명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동일지역, 동일 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위시간당 강수강도의 변화경향은 상당한 정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연구기간동안 강화지역의 경우 연
평균 1170.6 mm의 강수량을 나타내었고, 0.1∼10 mm/h 미만의 강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 mm/h 이상의 강수일과 
강수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2. 강수량의 일변화 경향
최근 37년간의 시간당 강수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전 강수량이 비율이 56%, 오후 강수량 비율이 44%로 나타나 부산(오

전: 56%)이나 인천(57%)과 같이 오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0년 단위의 연대별로는 70년대 59%, 80
년대 56%, 90년대 57%, 그리고 2000년대 54%로 나타나 연대별로는 조금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의 다
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오전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수량의 오전쏠림 현상에 대
한 심화정도를 살펴보면 부산 등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의 경우 오전 강수량이 오후보다 많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오
전쏠림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강화지역은 오전 강수량 증감 추세의 기울기가 1.5보다 작게 나타나 인천과 같
이 오전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은 아니었다. 

3.3. 강수 패턴 분석 및 기후변화 영향 비교
시간 강수량의 일변화 패턴과 시간 경과에 따른 패턴의 변화경향을 그룹화하고 이를 지역별 위치에 따라 우리나라 지

도상에 표시하여, 시·공간적 강수 일변화 분포와 그 변화경향을 아열대화 경향의 지역분포와 비교하였다. 강화지역의 강수
패턴은 부산과는 차이는 있으나 인근의 인천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한반도 서해안의 북단까지 아열대의 조짐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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