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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름철의 집중호우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강

우라는 기상요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

으며, 특히 여름철 강우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생

활과 산업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여름 강우량은 

중요하다. 또한 남한에서의 겨울은 강우량이 적은 계

절이기 때문에 여름 동안 충분한 강우량이 관측되지 

못하면 그 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심한 가뭄을 겪

기도 한다. 따라서 남한 여름 강우량의 변동특성을 이

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Chung and Yoon (2000)과 Chung et al. (2004)은 

10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남한 강우량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남한 연 강우량은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네 

계절 중 여름 강우량의 증가추세가 가장 뚜렷함을 보

였다. Ko et al. (2005)은 장마 동안 (6월 하순-7월 하

순)의 강우량 특성에 대한 지역 구분을 통해 최근 강우

량이 과거와 비교하여 남한의 전 지역에서 크게 증가

하였음을 보였다. 그들은 장마가 끝난 후인 7월 하순부

터 8월 초순의 강우량 역시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남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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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time series of rainfall in summer (June, July and August)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recent 
28 years (1981~2008), rainfall is substantially increased in South Korea since 1996, while it is significantly decreased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decreasing tendency of rainfall in summer in North Korea is more definitely observed 
during the 2nd rainy season (late August - mid September) in intraseasonal variation. Such a feature is also confirmed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scillation patter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basis of 1996 which is obtained 
b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analysis using the summer rainfall observed in all weather observation st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decreasing tendency of rainfall in North Korea, it is found that northeasterlies from anticyclonic 
circulation centered on around Baikal Lake weaken convective activity during summer. On the contrary, the increasing 
tendency of rainfall in South Korea is related to the strengthened cyclonic circulat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China 
and accordingly, enhances southwesterl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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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뚜렷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장마 이후의 시

기에 남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증가된 강우량에 관하여 

Chang and Kwon (2007)은 남한에서 장마 동안의 강

우대가 1990년대 이후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임을 언

급하였다. 이 네 연구로부터 최근 남한에서의 강우량

의 특징은 여름에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며, 남한 북

서부 지역에서 증가 정도가 가장 뚜렷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남한 여름 강우

량의 추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최근의 여름 강

우량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여름 강우량의 변동은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우 강

도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추세를 조

사한 연구들도 있다. Choi and Moon (2000)은 최근 28년 

(1973-2000)동안 남한 60개 기상관측소에서의 강우 

강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 강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남한의 북서부지역과 남해

안 지역에서 그 증가 폭이 컸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Choi (2004)는 여름 일 강우 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

면, 무 강우 일수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였다. 

한편, 남한 여름 강우량의 추세 연구와 비교하여 변

화 시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그 

변화 시점은 크게 1980년대 전·후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변화 시점을 1980년대 이전으로 설명하는 연구들

로서, Ha et al. (2009)은 남한에서의 5개 기상관측소에

서 관측된 100년에 가까운 (1912-2006) 장기간의 강우

자료로부터 1960년대 이후 8월 강우량이 증가했음을 

보였다. Ho et al. (2003)은 동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하

층 고기압으로부터의 한랭 건조한 북동류와 남한 지역

으로 유입되는 온난 습윤한 남서류와의 수렴이 1970년

대 후반 이후 강화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Kim et al. 

(2006)은 남한에 상륙한 태풍에 의해 야기되는 집중호

우 역시 1970년대 후반 이후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증명

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의 변화 시점은 북서

태평양에서 관측되는 모든 기후변수 (예, 북태평양 진

동, 동아시아 여름 몬순 등)에 대한 변화시점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Niebauer, 1998; Stephens et al., 2001; 

Wu et al., 2005; Ye and Hsieh, 2006; Cheng et al., 2008).

1980년대 이후의 변화 시점과 연관되는 연구들로

서, Ha et al. (2005)은 장마와 2차 장마 사이 시기 (7월 

말부터 8월 중순)의 강우량의 감소시점을 1990년대 초

반으로 분석하였으며, Kim et al. (2002) 역시 이 시점

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였다. 비록 여름 강우량의 변

동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Kim and Suh (2008)는 남

한 연 강우량, 강우일수, 강우강도 모두 1990년대 중반

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한 여름 강우량

의 큰 변화 시점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추세의 증

가는 변화 시점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다. 하지만, 북한 여름 강우량의 경우, 수집할 수 있

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와 관련된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북한 여름 강우량의 시·

공간적 변동 특성을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자 료

2.1 강우량

이 연구는 1981-2008년 (28년) 동안 울릉도를 제외

한 남한 60개 기상관측소의 여름 (6, 7, 8월) 평균 강우

량,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북한 26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여름 평균 강우량을 사용하였다. 울릉도는 한

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이 지역의 독특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북한 기

상관측소의 수는 1981년 이전까지는 12개였으나, 1981년 

이후 26개로 증가하여 1981년을 분석의 기준으로 결

정하였다. 남한과 북한 기상관측소의 분포는 Fig. 1에 

Fig. 1. Weather observation stations over South Korea (60
stations) and North Korea (26 stations). Shaded area denotes
topograph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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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2.2 재분석

이 연구는 수평바람 (m s‐1), 비습 (g kg‐1) 및 연직 속

도 (hPa s‐1)의 변수를 포함하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Kalnay et al., 1996; Kistler 

et al., 2001)의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되었으며, 위·경도 2.5˚

×2.5˚ 및 연직 17 표준고도 (비습은 8 표준고도)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NCEP-NCAR 재분석 자료와 같은 수평공간해

상도를 가진 Climate Prediction Center (CPC) Merged 

  

Fig. 2. (a) Eigenvectors and (b) principal component (PC) time series of the leading EOF of summer (JJA) mean rainfall
o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b), bar graphs denote 5‐year running averaged PC timeseries. Dashed lines are trends.
Shaded area in (a) denotes topography (m) as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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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recipitation (이후, CMAP이라 함) (Xie 

and Arkin, 1997)의 월 평균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자

료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 이용 가능하다.

위의 두 자료와 같은 수평공간해상도를 가진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interpolated Outgoing Longwave Radiation (이후, OLR

이라 함)의 월 평균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는 1974

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용가능 하나, 1978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미싱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 경험적 직교함수 분석

Fig. 2는 남한과 북한 여름 평균 강우량을 이용하여 

경험적 직교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이

후, EOF라 함)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1모드와 제

2모드는 전체분산의 약 40%와 20%를 각각 설명한다. 

먼저 제1모드의 공간변동성에서는 남·북한 국경을 경

계로 남고․북저의 공간패턴이 형성되어있다. 시간변

동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성분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

타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가 이전보다 주성분 

값이 더 크다. 이는 주성분을 5년 이동평균 한 시계열

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1996년까지는 

음의 값이, 그 이후에는 양의 값이 뚜렷하다. 제1모드 

주성분 시계열에서의 이러한 특성을 공간변동성과 함

께 고려하면, 1990년대 중반 (1996년)까지는 북한에

서 여름 강우량이 많았던 반면, 그 이후에는 남한에서 

더 많았음을 나타낸다. 즉, 최근 28년간 남한과 북한 

사이의 여름 강우량의 변동에서 남·북 진동패턴이 존

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한에서 1996년 이후에 

나타나는 여름 강우량의 증가는 Kim et al. (2009)과 

Kim and Suh (2008)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제2모드

의 공간변동성에서는 남한의 남해안과 동해안에 음의 

값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의 값이 뚜렷하다. 시간

변동성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음의 값이 연속

된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남한의 남해안과 동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름 강우량이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이 논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3모드 (전체변동성의 약 10%를 설명함)의 공간변동

성은 제주도와 남해안은 양의 값, 그 이외의 남한 지역

은 음의 값, 북한은 다시 양의 값을 가지는 파동패턴을 

나타내었다. 시간변동성에서는 주성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후에는 남·북한 여름 강우량의 변동성에

서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제1모드에 초점을 두고 분

석한다. 앞서 1996년을 기준으로 남·북 진동패턴이 뚜

렷했으므로 1997-2008년 여름평균과 1981-1996년 여

름평균 사이의 차가 분석된다.

4. 1996년 이후와 이전 시기 사이의 차

4.1 강우량

Figure 3은 남·북한 각 관측소 마다 1997-2008년과 

1981-1996년 사이의 여름 평균 강우량의 차를 구한 것

이다. 이 공간분포는 Fig. 2a에서 제1모드의 공간변동

성과 거의 일치한다. Fig. 3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국경선을 경계로 남한은 양의 값이 

북한은 음의 값이 뚜렷하다. 남한의 경우 그 차는 남서

지역에서 더욱 크다. 이 지역은 Choi et al. (2009)이 

남한 봄 (3, 4, 5월) 강우량의 변동에서 최근에 가장 크

게 감소한 지역으로 분석된 곳이다. 즉, 남한 중 이 지

Fig. 3.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in summer 
(JJA) mean rainfall between 1997‐2008 and 1981‐1996. 
White small squares within the circle denote the weather 
observation stations greater than the 95 % confidence level.
Shaded area denotes topography (m) as in Fig. 1. Unit i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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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봄과 여름 사이의 강우량의 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감소의 크기에서 뚜렷한 지역적

인 특징을 찾기 힘들다.

한편 지난 28년 동안 남·북한의 각 지역에서 여름 

강우량이 실제로 1996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26개 기상관측소의 여름 

평균 강우량 (Fig. 4)과 남한 60개 기상관측소의 여름 

평균 강우량 (Fig. 5)의 시계열을 분석하였다. 먼저 북

한의 여름 강우량 변동에서 1995년까지는 증가추세를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Fig. 4a). 또한 1997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28년 여름 강우량 (약 170 

mm)보다 대체로 많고 이후에는 대체로 적다. 1981- 

1996년과 1997-2008년 여름 평균 강우량은 각각 약 

188 mm과 약 150 mm로서 약 40 mm의 차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5년 이동평균 된 강우량의 시계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 4b). 더불어 매년 여름 

동안 북한 26개의 기상관측소 중 9개 이상 (3분의 1 이

상)에서 일 강우량이 40 mm 이상을 기록한 강우일수

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8년 평균 일수 (2.7일)를 기준

으로 두 시기 사이에 큰 차를 보인다 (Fig. 4c).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일 강우량의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여기서 

40 mm의 일 강우량은 남한에서 호우주의보 기준 강우

량 (12시간 동안 80 mm이상)의 절반에 해당한다 (Hong, 

1999). 따라서 비교적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강우일수

에서도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여름 강우변동과 거의 

반대의 패턴을 나타낸다. 1997년 이전에는 28년 여름 

평균 강우량 (약 248 mm)보다 적고 이후에는 많다 

(Fig. 5a). 이러한 특징은 5년 이동평균 강우량의 시계

(a)

(b)

(c)

Fig. 4. (a) Summer mean rainfall, (b) 5‐year running aver-
aged summer (JJA) mean rainfall, and (c) day number with
rainfall greater than 40 mm day‐1 in weather observation sta-
tions more than 9 of 26 during summer in North Korea. In 
(c), solid line denotes a mean day number.

(a)

(b)

(c)

Fig. 5. Same as Fig. 4, but for South Korea. Day number is
day with rainfall greater than 70 mm day‐1 in weather ob-
servation stations more than 20 of 60 during summer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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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서 더욱 뚜렷하다 (Fig. 5b). 즉 1997년부터 28년 

여름평균 강우량을 초과하기 시작한다. 1997-2008년 

여름 평균 강우량 (약 271 mm)과 1981-1996년 여름 

평균 강우량 (약 231 mm) 사이에는 북한과 같이 약 40 

mm의 차를 나타낸다. 더불어 매년 여름 동안 남한 60

개 관측소 중 20개 이상 (3분의 1 이상)에서 일 강우량

이 70 mm 이상을 기록한 강우일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도 28년 평균 일수 (1.4일)를 기준으로 두 시기 사이에 

큰 차를 보인다 (Fig. 5c). 여기서 70 mm의 일 강우량

은 남한에서 호우경보 기준 강우량 (12시간 동안 150 

mm이상)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Hong, 1999). 북한과

는 반대로 비교적 많은 강우를 기록한 강우일수에서도 

남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Kim et al. (2002) 및 Ho et 

al. (2003)은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로 남한 여름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인바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남한 여름 강우량의 변

동성을 1980년대 이후로 분석할 경우 1990년대 중반

에 큰 변화가 한번 더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시기 사이에 여름 세 달 동안의 강우량 변

동을 비교하기 위해 남·북한 각각에서 두 시기에 대한 

강우량의 계절 변동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계절 변

동성은 7일 이동평균 된 강우량으로부터 분석되었다. 

Ha et al. (2009)은 7일 이동평균 된 강우량 자료를 이

용하여 남한 8월 강우량이 196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한바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 

일년 전체 중 대부분의 시기에서 최근 강우량이 더 적

은 경향을 나타낸다 (8월 초순 및 9월 중순 제외) (Fig. 

6a). 여름 세 달을 동안에는 8월 초순을 제외하고 최근 

강우량이 크게 적다. 특히 2차 우기 (8월 말 - 9월 중순) 

중 8월말에 나타나는 두 시기 사이의 차가 여름 세 달 

중 가장 크다 (embedded figure in Figure 6a). 즉, 북한

에서는 최근에 2차 우기가 약해졌거나 또는 9월 중순 

이후에 강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자세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 2차 우기는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건기전의 마지막 우기로서 이 

시기에 강우량이 부족하면 이 해의 건기뿐만 아니라 

다음해의 봄 우기 (4월 초 - 5월 중순) 전까지 가뭄이 

악화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일년 전체로 볼 때 강우

량이 두 시기 중 뚜렷하게 더 많은 계절은 보이지 않는

다 (Fig. 6b). 여름 세 달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최근 

강우량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embedded figure in 

Fig. 6b). 특히, 장마 (6월 말 - 7월 말) 전․후 동안에 

최근 강우량의 증가가 눈에 띈다. 여기서 8월 초에서 

중순 동안의 강우량 차가 6월 중순에서 하순 동안의 강

우량 차보다 더 크다. 이는 Ko et al. (2005)와 Chang 

and Kwon (2007)이 장마 동안의 강우량 보다 장마 이

후의 강우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그 원인으로서 그들은 장마 동안의 강우대

의 약화와 함께 장마 이후에 호우 사례의 급격한 증가

를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 보다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2

차 우기 동안 최근 강우량이 더 적음을 볼 수 있다.

4.2 종관 대기 환경

이 장에서는 남·북한에서 두 시기 사이에 여름 강우

량의 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종관 환경을 분석한

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최근 여름 강우량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MAP자료를 분석하였다 

(Fig. 7a). 140˚E의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

            (a) North Korea

(b) South Korea

Fig. 6. Temporal variability of the 7‐day running averaged
rainfall during 1981‐1996 (solid line) and 1997‐2008 
(dotted line) in (a) North Korea and (b) South Korea. 
Embedded time series denote differences in rainfall be-
tween 1997‐2008 and 198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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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20˚N 남쪽에는 음의 값, 20˚-35˚N에는 양의 값, 35˚

N 북쪽에는 다시 음의 값이 뚜렷하다. 따라서 북한은 

35˚N의 북쪽지역에서 나타나는 최근 여름 강우량 감

소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아시아 지역 중 최근 여름 강우량의 증가가 남한에서 

가장 뚜렷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CMAP

의 특징은 OLR에서도 나타난다 (Fig. 7b). 남한과 북

한의 국경선을 경계로 남한은 음의 값을, 북한은 양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의 값

의 중심은 중국의 북부지역 (40˚-55˚N)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최근 강우량의 부족으로 인해 사막화가 진

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Gong et al., 2004).

이러한 북한 여름 강우량의 최근 감소의 원인을 알

아보기 위해 두 시기 사이에 850-hPa 유선을 분석하였

다 (Fig. 7c). 동아시아 대륙에서는 바이칼 호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성 순환이 최근 강화되어 있다. 북한

은 이 고기압으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류의 영향하에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북부지역에서도 이 기류가 뚜렷하다. 이 기류는 중국 

내륙을 지나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쪽지역까지 남하하

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북풍류가 강화된 지역

을 따라 낮은 비습 값들이 위치해 있으며, 역시 남한과 

(a) CMAP (c) 850‐hPa streamline

(b) OLR (d) 850‐hPa specific humidity

Fig. 7. Composite differences of (a) CMAP, (b) OLR, (c) 850‐hPa streamline, and (d) specific humidity between 1997‐2008
and 1981‐1996 for summer (JJA). Shaded areas denote regions greater than 95% confidence level. Contour intervals are 
1 mm day‐1 in CMAP, 2 W m‐2 in OLR, and 0.2 g kg‐1 in specific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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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경계로 각각 음과 양의 비습 값

들이 분포되어 있다 (Fig. 7d). 그러나 남한은 중국 남

부지역에서 강화된 저기압성 순환으로부터 불어오는 

남서풍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남·북한이 위치해 있는 경도대 (125˚-130˚E)

를 따라 평균된 연직 속도 및 남북 연직순환에 대해 두 

시기 사이의 차가 분석되었다 (Fig. 8). Fig. 7a에서 분

석된 CMAP의 남북 분포와 유사하게, 0˚-60˚N 사이에

는 세 개의 남북 연직순환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다. 열

대 및 아열대 위도 (5˚-20˚N)에는 하강류, 중위도 (20˚

-40N˚)에는 상승류, 고위도 (40˚-60˚N)에는 다시 하강

류가 최근에 강화되어 있다. 즉, 남·북한의 국경선이 

위치한 약 40˚N 부근에서 상승류와 하강류의 경계가 

위치한다. 특히, 하강류가 나타나는 고위도 지역 중 북

한이 위치해 있는 40˚-45˚N의 위도대에서 하강류가 가

장 강하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28년 동안 남·북한 각각의 여름 강

우량의 변동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두 지역의 모든 관

측소의 여름 평균 강우량을 이용한 EOF 분석으로부터 

제1모드는 1990년대 중반 (1996년)을 중심으로 남·북

한의 국경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 진동패턴이 산출되

었다. 제2모드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남한의 남

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름 

강우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후 본 연구는 

전체 변동성의 약 40%를 설명하는 제1모드의 변동성

에 초점을 두고 1996년 이후 기간 (이후, post-1996라 

함)와 이전 기간 (이후, pre-1996라 함)의 차를 분석함

으로써 강우량 변동의 원인이 조사되었다.

남·북한 각 관측소 마다 분석된 두 시기 사이의 강우

량 차는 EOF 분석의 결과처럼 국경선을 경계로 post- 

1996에 북한에서는 여름 강우량의 감소추세를, 남한

에서는 증가추세 (제주도 제외)를 보였다. 특히, 남한

의 남서지역에서 증가추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름 강우량의 뚜렷한 증가추세의 원인에 대

해서는 더욱 세밀한 격자를 가진 자료 또는 모델을 이

용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최근 28

년 동안 남한 평균과 북한 평균 여름 강우량에 대한 각

각의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졌다. EOF 분석 결과에서

의 주성분 시계열과 같이, 1996년 이후로 북한은 감소

추세를, 남한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5

년 이동평균 된 여름 강우량과 매 여름마다 많은 강우

량을 기록한 강우일수의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각각의 두 시기에 대한 강우량의 계절

변동이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8월 초를 제외한 여름 

세 달 대부분에서 post-1996에 강우량이 더 적었으며, 

특히, 2차 우기가 최근 약화되고 있거나 지연되는 특징

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욱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는 

장마 동안보다 그 전·후의 시기에 post-1996동안의 강

우량이 더욱 많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름 강우

량 변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관 환경에 대한 두 

시기 사이의 차가 분석되었다. CMAP과 OLR 분석에

서는 post-1996동안 동아시아 영역 중 0˚-20˚N에서 대

류가 약화되었으며, 20˚-40˚N에서는 강화되었고, 40˚

-60˚N에서는 다시 약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특

징은 두 시기 사이에 남·북한이 위치하는 경도대인 

125˚-130˚E를 따라 평균된 남북 연직순환 차의 분석에

서도 나타났다. 결국, 북한은 최근 대류가 약화되고 있

는 동아시아 고위도 지역 중 남쪽 가장 자리에 위치하

며, 반대로 남한은 최근 대류가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

아 아열대 지역 중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post-1996에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강화

된 고기압성 순환으로부터 불어나온 북동풍류는 북한

Fig. 8. Composite differences of latitude‐pressure cross‐
section of (a) vertical velocity (contour) and meridional cir-
culation (vector) averaged along 125˚‐130˚E between 1997‐
2008 and 1981‐1996 for summer (JJA). The values of verti-
cal velocity are multiplied by ‐100. Shaded areas indicate
negative vertical velocity. Contour interval is 0.3 hPa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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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한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강화

된 저기압성 순환으로부터 불어나온 남서풍류에 영향

을 받았다.

여름 강우량의 변동에서 태풍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도 두 시기 사이에 태풍의 이동 빈

도 차를 일본 동경에 있는 지역특별 기상센터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s-Tokyo Typhoon 

Center)의 태풍자료를 이용하여 위·경도 5˚×5˚의 격자

공간 마다 조사하였다 (그림 생략). 하지만 남·북한 지

역에 대한 두 시기 사이에 태풍의 이동 빈도 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에 상륙 및 영향을 주는 태풍

의 빈도가 장마 이후 시기인 8, 9월 달에 집중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hoi and Kim, 2007). 또한 이 

연구는 남·북한의 여름 강우량과 ENSO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두 지역에 

대한 여름 강우량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

을 종관 환경에서 먼저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좁은 면적의 한반도에서 남·북한 여름 강우량 변동

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물리적 메커니즘을 

위·경도 2.5˚의 격자자료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따

라서 좀 더 세밀한 격자자료 또는 지역규모 모델을 이

용한 분석이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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