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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반도의 6월 강우는 장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

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가뭄 경향은 더욱 심화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몬순의 변

화 원인을 규명하고자 ERA-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및 북서 태평양 지역의 종관장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표 부근의 열

적 변화로 유도된 동아시아 대기 순환장의 변화가 한반도 강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 기간(1979-2017)에 대해 경험적 

직교함수 분석(EOF)과 특이값 분해(SVD)를 수행한 결과, 두 주요 모드에

서 몽골 및 바이칼 호 동부 지역,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당한 온도 

상승이 나타났고, 해당 지역의 지표 온도 변화와 대류권 전반에 걸친 지

위 고도의 상승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화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수송되고, 수증기 수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한반도 6월 가뭄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한반도의 강우 변화는 두 주요 모드에 나타난 두 

지역의 고기압 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증기 공급의 감소

가 온난형 강우의 약화를 초래한 반면, 오히려 한반도 상층에 이류된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상승 운동을 동반하는 한랭형 

강우의 비중은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요어 : 동아시아 몬순, 한반도, 6월, 강우, 가뭄, 기후

학  번 : 2017-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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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에서 하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장마 현상은 동아시아 몬순 

현상으로 중국에서는 메이유, 일본에서는 바이우라고 부른다. 장마는 한

반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몬순 활동으로 6월 중순경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함과 더불어 시작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으로 세력을 확

장하게 될 때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우리나라 주변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장마

는 일반적으로 7월 말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한반도 총 

연 강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Wang and Linho, 2002; 장마백서, 2011). 

  장마기의 강우가 한반도 수자원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장마 현상을 규

명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 및 강도와

의 관련 연구는 물론, 상층 제트, ENSO, 티베트 고원의 가열, 여름철 서

태평양의 해수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장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Ha et al., 2003; Yu et al., 2004; Yim et al., 2014; Lee et al., 2017). 

Yim et al. (2010)은 봄철 유라시아 지역의 적설량을 동아시아 여름 강우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했고, Kim et al. (2008)은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동아시아 여름 몬순과 갖는 상관성에 관해 기술하여 한반

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몬순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복잡한 메

커니즘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마이크로파 위성 강우 관측자료를 활용한 최근 연구는 한반도의 

강우 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Sohn et al. (2013)에 따르

면 일반적으로 강한 비는 상층까지 높게 발달한 키가 큰 대류운에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습윤한 동아시아 몬순 지역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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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의 이동과 수렴에 따라 키가 낮은 대류운에서도 매우 강한 비가 내

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의 결과를 확장한 Song and Sohn (2015)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계 강우 형태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빙정을 포함한 높은 구름에서 내리

는 비를 한랭형 강우(Fig. 1(a)), 구름 내 얼음 입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낮은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온난형 강우(Fig. 1(b))로 특징지었다. 북태평

양 고기압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Fig. 1(c)는 키가 매우 낮은 제3의 유형

으로 보이나 호우 면적이 좁아 그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

랭형 강우는 대류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한편, 

온난형은 습윤 단열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수증기가 연속적으로 공급

되는 환경에서 형성되고, 강우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누적 강우량이 

커서 호우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동아시아에 상당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Ho et al., 2011). 이에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기후 형태나 몬순에 영향을 주는 기작 

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동아시아에선 1990

년대를 기점으로 지역별 강우 양극화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에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낮아진 상층 대류권 온도, 서태평양 수온 

상승과 관련된 태풍 활동 등을 제시했다(Yu et al., 2004; Kwon et al., 

2007). 또한, 강우를 비롯하여 식생의 분포, 황사 발생 빈도 등도 1990년

대 중반을 기점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Park and Sohn (2010)에 따르

면 바이칼 호 및 몽골 동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지역적으로 나타난 강

우의 감소가 해당 지역의 식생을 감소시켰고(Fig. 2), Zhu et al. (2008)은 

이 주변의 온도 상승이 중국 북부 지방의 황사 발생 빈도를 낮췄다고 보

고했다. 즉, 많은 연구자에 의해 최근 동아시아의 강우, 대기 순환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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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상 요소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중 일부는 열적 요

인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이 제안되었다. 

  한반도 하계 강우 역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

난다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몬순에 속하는 한

반도 내 지역 규모의 몬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Song and Sohn, 

2019). 7, 8월과 달리 6월은 약 40여 년에 걸쳐 강우량 감소 추세가 꾸준

히 이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한반도의 6

월 강우 감소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와 더불어 집중 호우의 증가와 같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강우 형

태에 대해 변동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장기간(1979-2017) 나타난 한반도 6월 강우량 감소 및 강우 유

형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고 이가 연유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우해와 과우해의 종관적 특성을 살펴본 뒤, 과우를 유

발한 분석장의 특징 변수를 경험적 직교 함수(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특이값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Lepage test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지난 39년간에 있었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해당 변수와 강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강우 감소 양상 및 변화 원인을 제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

시아 몬순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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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FADs of PR (Precipitation Radar) reflectivity and occurrence 
frequency distribution of each type of heavy rainfall measured by 
TRMM satellite. The types are classified by K-means clustering 
analysis: (a) cold type, (b) warm type, (c) the other type. Figures 
shown in the diagram indicate the percent occurrence for each type 
and the averaged rain area of a 5°×5° grid box. Mean composite 
distribution of the 850 hPa geopotential height (gpm, contour) and 
water vapor flux (m s-1, arrows) for 10 years summer (2002-2011) are 
shown in the right figures. (Adapted from Song and Soh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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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near trends of NDVI anomalies during growing season (April to 
October) for the period of (a) 1982-1996 and (b) 1997-2006. (Adapted 
from Park and Soh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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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분석 방법

2.1. ASOS 지상관측 자료

  한반도 강우량의 정량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종관 지상관측소 장비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의 월평균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79년부터 2017년까

지 39년으로, 섬(제주도, 울릉도)을 제외한 56개의 관측소 관측자료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Fig. 3에 관측소 위치를 파란색 점으로 표시하였다. 지

역별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자 지점별로 강우 트렌드를 계산하였으며, t-

검정을 수행하여 추세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한편, 전국 평균 6월 

강우량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가 많이 오는 다우해(> 1)와 적게 

내리는 과우해(< -1)를 정의하였다. 

2.2. GPCP 강우량 자료

  지상에서 직접 관측한 강우계 자료는 측정값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해상에서의 관측 한계 등으로 공간 관측이 육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Qin et al., 2014). 따라서 보다 넓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강우

량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자 위성 기반의 강우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

였다.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는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의 GEWEX (Global Energy and Wate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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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사업 중 하나로, 최적화된 전 지구 강우 자료 산출을 목적으

로 만들어졌다(Adler et al., 2003). GPCP 강우 자료(버전 2.3)는 1979년부

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간의 강우 변동성을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자료는 위, 경도 2.5°간격의 수평 해

상도를 가지고, 저궤도 위성 마이크로파 센서, 정지궤도 위성 적외 센서, 

지상에서 직접 관측한 강우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융합하여 만들어졌

다(Adler et al., 2003). 그러나 마이크로파 저궤도 위성 SSM/I 관측 이전

(1979-1987) 기간에 대해선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강우량을 산출하였다. 위성 적외센서로 관측한 OLR (Outgoing 

Long-wave Radiation)과 강우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OPI (OLR Precipitation Index) 기술이 이 기간 동안 다중 위성의 강

우 추정치를 대체하는데 사용되었다(Xie and Arkin, 1998). 강우량 산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OPI로 간접 

산출한 강우량과 마이크로파 위성 데이터 및 강우계로 얻은 두 값을 비

교하여 보정하였고, 그 결과 GPCP 강우 자료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

성 있는 장기간의 강우량 자료로 구축되었다(Adler et al., 2003). GPCP 

버전 2.3 자료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Adler et al. (2018)에서 제공된

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일 강우율 데이터를 월평균 강우량으로 환산해 

사용하였으며, 장기간 변동성 분석 및 특정 변수와의 회귀 분석 수행에

서 종속 변수로 활용되었다. 분석 영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

아 지역으로 경도 100°-150°E, 위도 20°-60°N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급격

한 하계 강우 변화 시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GPCP 강우 

자료를 Lepage test 분석에 이용하였다. Lepage test는 비모수 통계적 기법

으로 자료의 분포와 무관한 두 샘플 사이의 성질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8

사용된다(Yonetani, 1992; Woo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총 39년

(1979-2017)의 강우량 샘플에서 임의의 한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9년

과 이후 9년 사이의 변화를 탐지하되, 기준을 점차 1년씩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이동창 기법을 적용하여, 전 기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았다. 두 선택 집단 사이에서 얻어진 HK 통계치를 이용하여 몬순 변동

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준점을 선정하였다. 계산 방법은 Yonetani 

(1992)의 부록을 참고하였다. 

   





 

       (1)

        
  

  

          (2)

 


         (3)

       


         (4)

  
  



  
    

  

           (5)

 


         (6)

          

     
         (7)

Eq.(1)의 HK 통곗값은 표준화된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과 앤서리-브래들리 검정(Ansari-Bradley test)의 제곱합으로 구성된다. 

두 집단       
 와       

의 표본 개수가 각

각  ,  일 때, 결합된 집단 내의 표본을 크기 순서로 정렬한 뒤 관측

값의 순위를 척도로 하여 Eq.(2)의 순위합검정통계량(W)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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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콕슨 순위합검정은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검정법으로, 혼합 집단에서 i 번째로 작은 표본이 집단 에 속하면   = 

1, 반대의 경우   = 0으로 두어 식에 적용하였다(송문섭 외, 2015). 

Eq.(3)과 Eq.(4)는 각각 W 통계량의 평균과 분산이며, 이를 이용해 표준

화된 W의 제곱값은 Eq.(1)의 좌변에 해당한다. Eq.(5)는 앤서리-브래들리 

통계량으로 두 집단 사이의 퍼짐(분산)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통계검

정법이다. 혼합 집단을 역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크기순으로 나열한 

뒤, 이때의 순위를 로 두고 계산하였다. 집단 내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은 1점을 부여하고, 두 번째로 크고 작은 값에 2점, 중앙값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앤서리-브래들리 통계량(A)을 계산하

였다(김성호, 2014). A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Eq.(6), Eq.(7)을 이용하여 

얻었고, 해당 값은 Eq.(1)의 우변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HK 통곗

값은 4.21 (5.99, 9.21) 이상일 경우 90% (95, 99%)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2.3. ERA-interim 재분석 자료

  한반도 강우량 관측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해 분류한 다우해, 과우해에 

해당하는 종관 특성분석 및 6월 강우량 감소의 종관규모 원인을 조사하

기 위해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에

서 제공하는 ERA-interim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ERA-interim은 과거 

위성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ERA-40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자료 동

화 문제를 개선한 차세대 전 지구 재분석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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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격의 1°×1° 수평 공간 해상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강우와 관계된 

종관규모의 역학적, 열역학적 변수인 (1) 850, 500, 300 hPa 지위 고도 

(2) 연직 적분 수분 속 수렴 (3) 표면 온도 (4) 37개 기압면 고도의 온도, 

비습, 수평 바람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000 hPa 부터 1 hPa 까지의 

37개 층 연직 자료는 Eq.(8)의 총 수증기 플럭스 (    ) 계산에 이

용되었고, 이 식에서    는 중력가속도,    가 수평 바람, 

    는 비습, 와 는 각각 상, 하층의 압력을 의미한다. 

    






               (8)

  ERA-interim의 일부 변수는 경험적 직교 함수(EOF), 특이값 분해(SVD), 

Lepage test, 단순 선형 회귀 등 통계적 분석 방법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

었다. 여기서 경험적 직교 함수 분석(EOF)이란 자유도를 최소화하고, 여

러 변량을 주성분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뜻한다. 

원시 자료가 포함하는 시공간적 변동성 중 주요한 부분을 함유한 주성분

(PC; Principal Components)을 추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분석 방법

은 원시 자료가 포함하는 변화의 많은 부분을 처음 몇 개의 주성분이 보

유하도록 하여 차원을 단순화하는데 사용된다(류상범과 박정수, 2012). 

이와 유사한 특이값 분해(SVD) 분석은 두 변수에 대해 결합된 변화 모

드를 추출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EOF 분석이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만 적용 가능하다면, SVD 분석은 직사각행렬에도 적용이 가능한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물리적 변수의 시, 공간적 상호 연계

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의 사이에 선형 관계

가 있다고 가정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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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기 위해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통계 

방법이며 Eq.(9)에서 기울기(회귀 계수 )는 아래와 같은 Eq.(10)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회귀 계수란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반응 변수

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값이다.   

     





  



  



  



   
        (10)

  위와 같이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ERA-interim 종관규모의 

변수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6월 강우 패턴의 변화가 어떠한 

종관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 추정하였다.

2.4. 라디오존데 관측자료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존데 기구로 관측한 연직 방향의 기상자료를 대

기 불안정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라디오존데는 일정 간격으로 관측한 기

압, 기온, 상대 습도 등의 고층 대기 정보를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용하

여 지상으로 송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군 기상대(오산, 광주) 2개소

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6개의 관측 관서가 있으며, 오산과 광주 기상대

가 각각 1955년과 1957년부터, 포항은 1967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장기

간의 고층 대기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층기상관측 지침, 2018). 이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자료가 존재하는 라디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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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3개소(오산, 포항, 광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기 불안정도를 분석

하였다. 관측 지점은 Fig. 3의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였으며, 이 자료는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사이트에서 확보하

였다. 전체 분석 기간에 대해 연직 방향의 기온 자료는 모두 존재하나, 

대기 불안정 지수 분석에 사용되는 이슬점 온도 자료는 1984년부터 제공

되고 있고,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조밀한 간격의 노점 온도 자

료는 1985년부터 이용 가능하였다. 따라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

년의 00, 12 UTC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기 불안정도를 계산하였다. 관측 

업무 규정에 따르면 위험 기상 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정기관

측 시간인 00, 12 UTC 외에도 추가적인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

기 불안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오후 시간대의 관측자료가 산발적으로 포

함될 경우 특별관측 횟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00, 1

2 UTC 정기관측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기 불안정 상태는 여러 지수 중 CAPE와 TT,  KI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불안정도에 대한 설명은 기상청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 제 9호 

단열선도 사용설명서-1, 2011>을 참고하였다. 대류 가용 잠재 에너지

(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는 자유대류고도(LFC; Level 

of Free Convection)부터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져서 부력을 잃기 시

작하는 평형고도(EL; Equilibrium Level)까지 포화단열선과 환경온도곡선

이 이루는 면적으로, 공기 덩이가 갖는 부력 에너지를 뜻한다. CAPE는 

호우나 돌풍의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Eq.(11)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는 기체상수, 와 
′ 는 각각 주변 공기와 부력에 

의해 상승하는 공기 덩이의 가온도를 뜻한다.

    CAPE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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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ndex는 중, 하층 대기 불안정 요소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며 Eq.(12)

와 같이 500, 700, 850 hPa 고도의 온도()와 700, 850 hPa의 이슬점 온

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KI =               (12)

  TT- index (Total-Totals index)는 Eq.(13)과 같이 연직 totals ( )

와 교차 totals ( )의 합으로 계산된다. 교차 totals는 뇌우 강도

를 예측하기 적합하지만, 하층 온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연직 Totals 를 추가한 지수이다.

   TT =                      (13)

분석에 사용된 샘플 개수는 CAPE의 경우 전반기 13년(1985-1997) 2,279

개, 후반기 20년(1998-2017) 3,292개로 총 5,571개가 사용되었고, KI는 전

반기 2,174개와 후반부 3,565개로 총 5,739개, TT는 각각 2,185개, 3,573개

로 전체 5,758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불안정도 값이 나타내는 의미

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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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ASOS stations (blue) and radiosonde 
stations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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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ability index (Adapted from 
http://www.kma.go.kr/down/e-learning/hands/hands_03.pdf)

http://www.kma.go.kr/down/e-learning/hands/hands_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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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강우 변화 경향

3.1.1. ASOS 자료 분석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관측한 ASOS 56개소의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강우량의 연 변동 추이를 확인하였다. Fig. 4는 여름철 

전체 기간(June-July-August)에 대해 총 강우량의 월별 시계열을 표출한 

것이며, 분석 기간을 전체 39년(하늘색 선)과 최근 20년(빨간색 선)으로 

나누어 각각 선형 회귀 분석과 t-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6월 분석 결과

를 보면, 지난 39년간 우리나라 6월 총 강우량은 90.20% 신뢰 수준(자유

도= 37, t 임계값= -1.6975)에서 -18.20 mm decade-1 의 감소율을 보였다

(Fig. 4(a)). 최근 20년 기간(1998-2017)의 변화 경향은 Song and Sohn 

(20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급격한 변화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56개소

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99.49% 유의 수준(자유도= 18, 

t 임계값= -3.1868)에서 -74.59 mm decade-1 로 최근 가뭄 경향이 더욱 심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나타난 동아시아 몬순의 급격한 변화

가 한반도 지역 규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4(b)는 동일한 방법으로 7월을 분석한 결과이다. 총 39년 분석 기

간 동안 나타난 총 강우량 변화 양상은 12.98 mm decade-1 (t 임계값= 

0.8437, 59.57%)로 작지만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t-검정 수

행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긴 어려웠다. 최근 20년에 대한 선형 

변동성 조사 결과, -12.35 mm decade-1로 비가 줄어드는 경향(t 임계값= 

-0.2572, 20.01%)이 나타났지만, 경년 변동성이 매우 커, 역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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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8월 강우의 변동 경향은 최근 20년 동안 -106.26 mm decade-1 (t 임계

값= -2.1447, 95.41%)로 뚜렷한 가뭄 경향이 나타났다(Fig. 4(c)). 그러나 

전 분석 기간인 39년에 대해서는 -5.11 mm decade-1 (t 임계값= -0.2994, 

23.37%)로 명확한 경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전체 분석 기간인 39년의 한반도 하계 강우 변화 양상을 살

펴보았을 때, 유일하게 6월 강우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7월은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8월은 최근 20년 동안 가뭄 경

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현저하게 나타나는 

6월 강우 감소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5는 두 기간(1979-2017; 1998-2017) 동안 한반도 관측지점에서 나

타난 6월의 평균 강우량과 변화 경향을 나타낸다. 강우량 변화가 ASOS 

관측 지점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역적인 편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했다. Fig. 5(a)는 관측소 별 39년 평균 총 강

우량의 분포이다. 전국 평균 6월 총 강우량은 155.73 mm였다. 분석 대상 

관측소 가운데 우리나라 6월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해였으며 평균 

242.20 mm를 기록했다. 전체 지점 중에서 평균 총 강우량이 200 mm 이

상인 곳은 완도와 장흥, 고흥, 거제, 남해 관측소이고, 이는 장마가 6월 

중순경부터 우리나라로 북상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강우가 남

해안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20 mm 보다 적은 강우량

을 보인 곳은 속초, 강릉, 인천, 울진, 영덕으로 전반적으로 태백산맥 동

쪽 지역에 위치했다. 39년 평균 최저 강우량이 나타난 곳은 울진이며 

107.07 mm를 기록했다. Fig. 5(b)는 39년간의 총 강우량 변화 추세를 선

형 회귀 분석 방법과 t-검정 기법을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전체 56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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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소 중 14개 지점에서 90% 신뢰도의 유의성 검증을 통과하였으며, 그 

위치가 대부분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90% 신뢰 수준의 유의한 관

측소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곳은 거제도이고 -39.87 mm decade-1

만큼 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강우량 감소폭이 크게 변화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지역별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56개의 관측

소 중 중부 일부 관측소를 제외한 44개 지점에서 유의성 검증을 통과하

였다(Fig. 5(c)). 이 중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39년 추세와 동

일하게 거제도로 -145.54 mm decade-1 였다. 거제도의 과우 경향도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역별로 나눠 강우량 

추세를 확인했을 때에도 가뭄 추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 20년 동안의 강우 감소 변화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우리나라 총 강우량의 감소 경향과 관련하여 강우 강도에선 어

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Song and Sohn (2019)의 분석 방법

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Fig. 6(a)는 강우 강도 별 평균 발생 빈도 분포

를 확률밀도함수(PD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로 나타낸 그림이

다. 6월 평균 한반도에서는 2 mm h-1 이하의 비가 76.33% 내렸으며, 39

년 평균 분포도 Song and Sohn (20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우 강도가 

커질수록 발생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10 mm h-1 이상의 집중 

호우는 3.11%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강우 형태의 변동성을 살

펴보기 위해 ASOS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 강도 별 발생 빈도 변화

를 전반기 19년(1979-1997)과 후반기 20년(1998-2017)의 차이로 확인하였

다(Fig. 6(b)). 그 결과, 과거 19년 대비 후반기 20년 동안 2 mm h-1 미만

의 약한 강도의 비는 1.36% 가량 증가했고, 중간 강도(2-20 mm h-1)의 비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강우 강도의 비가 감소한 것은 6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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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강우량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 mm h-1 

이상의 강한 비는 발생 빈도 자체가 낮아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경향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1.2. GPCP 강우량 자료 분석

  지상에서 직접 관측하는 강우계(gauge) 자료는 관측 정확도가 높지만 

해양과 같은 지역에서 관측이 부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간적 

대표성이 부족한 강우계 자료를 보완하고자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GPCP 강우 자료를 이용하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강우량

의 39년 장기 추세를 분석하였다. 선형 회귀 분석 및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을 수행하여 90% 신뢰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화 경향을 보이는 지역

을 살펴보았다(Fig. 7). 그 결과, 지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와 일치하게 우

리나라는 강우량 감소 구역에 위치한 반면 중국 남부에서 동중국해로 뻗

어있는 영역에서는 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

리나라 6월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가뭄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타 지

역에서의 (이 경우 중국 남부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대상의 지역) 강

우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동아시아 

몬순과 관련된 장마전선대의 북상이 늦어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위

의 두 기간으로 나눈 지상관측 자료 분석에서 강우량, 강우 강도 등의 

조직적인 변화 경향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몬순 현

상이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에 두 기간으로 분류한 종관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몬순의 변화가 큰 기준 시점을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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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선정하고자 GPCP 자료를 이용하여 Lepage test를 수행하였다. 

경도 110°-140°E 사이의 GPCP 월평균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 20°부

터 50°N까지의 두 선택 집단(임의의 한 해를 기준으로 이전 9년과 이후 

9년)에서 얻은 통곗값 HK의 분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이 위치한 32°-35°N 위도대 주변은 1996, 1997 (1998, 1999)년에 90%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북한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2003 (2004, 2005)년 기간에 90% (95%) 유의 수준에서 하계 강우에 큰 

변동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7, 8, 10

년을 기간으로 분석했을 때도 1998년은 신뢰구간 90% 이상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와 ASOS 지상관측 자료의 경

향 분석을 종합하여 1998년을 동아시아 몬순의 변화 시점으로 보아, 전

반기 19년(1979-1997), 후반기 20년(1998-2017)의 대기 순환 구조를 비교

하여 분석하였다. 이후의 기술에서는 이 두 기간을 각각 전반기, 후반기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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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mean rainfall measured by ASOS 56 stations in (a) 
June, (b) July, and (c) August from 1979 to 2017. Linear tendency 
during all period (sky blue) and recent 20-year (red). Dashed line in 
Fig. 4(a) gives the 1.0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d total 
precipitation. Red circles indicate the weak (1982, 1992, 1995, 2002, 
2010, 2012, 2016, 2017) and strong (1979, 1990, 1996, 1998, 2001, 
2004, 2011) rai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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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Climatological mean of total precipitation amount in June 
(1979-2017) measured by ASOS 56 stations in Korea. Linear trends of 
total precipitation amount in June for the period of (b) 1979-2017 and 
(c) 1998-2017. In (b) and (c), Asterisk means that the trend is 
significant at 90%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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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The PDF distribution of rain rate on ASOS 56 stations for 
39-year (1979-2017). (b) Difference of PDF distribution; The second 
half (1998-2017) minus the first half (197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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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linear trends of GPCP precipitation in June (1979-2017). 
X denotes a significance level of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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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 of Lepage test: Time-latitude distributions of calculated 
HK values of June mean rainfall of GPCP longitudinally averaged 
between 110°E and 1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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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기 순환 구조 및 온도 변화 경향

3.2.1. 전반기와 후반기

  동북아시아의 하층 기압장 및 수증기 플럭스, 연직 적분 수분 속 수렴

의 두 기간 평균 분포 및 그 차이를 Fig. 9에 제시하였다. 여름철 우리나

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

증기가 유입되는 환경이 형성되는데, 전반기(1979-1997), 후반기

(1998-2017)의 평균장(Figs. 9(a), (b))은 이러한 특징이 잘 보인다. 두 기간

의 차이(후반기 - 전반기)는 과거에 비해 최근 몽골과 바이칼 호 동부를 

중심으로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9(c)).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은 봄과 여름철에 본래 저기압이 자주 발생

하는 구역이었으나(Wang et al., 2009; Zhang et al., 2018), 1990년대 초반

을 기점으로 이곳의 여름철 해면 기압이 상승하면서 저기압의 발생 빈도

와 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Zhang et al., 2018). 본 연구에

서는 6월 한 달의 평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증기장 변화에서 최근 한반도 남쪽 동중국해역으로 수송되던 온

난 습윤한 남서류가 한반도-일본 북쪽 일대에서는 감소하고, 중국 남부

로부터 일본 남쪽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수증기 수송

이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 몬순 지역에서 수증기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몽골 북동부 지역에 중심을 두고 발달한 고

기압성 흐름이 수증기 밴드 북상을 저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500 hPa p-속도에 대해 두 기간을 비교한 결과, 동중국해상에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Fig. 10). 해당 지역은 수증

기의 수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량의 수증기 수렴 및 상승 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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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강우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한반도 

부근의 동일 위도대에서 하강 기류가 강화되었고, 850 hPa 지위 고도의 

상승이 두드러지던 몽골과 바이칼 호 동부 지역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도 하강 기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다우해와 과우해

  ASOS 6월 총 강우량의 1 표준편차() 값을 이용해 다우해, 과우해를 

정의하였다. 기준에 따라 다우해(> 1)는 1979, 1990, 1996, 1998, 2001, 

2004, 2011년, 과우해(< -1)는 1982, 1992, 1995, 2002, 2010, 2012, 2016, 

2017년이 선정되었다(Fig. 4(a) 참고). 이들 해에 나타나는 강우의 공간 

분포 및 종관규모의 대기 순환장 특징은 합성도로 제시하였다. 해당 분

석을 통해 다우, 과우해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과우

를 유발한 특징 변수와 강우의 변화 양상 및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Figs. 11(a), (b)은 110°-140°E 경도대에서 다우해, 과우해에 대한 평균 

연직 적분 수분 속 수렴을 각 일별(6월 1일 – 30일)로 평균하여 나타낸 

위도별 시계열이다. 검은색 실선은 한반도의 위치(34°-38°N)를 나타낸다. 

다우해에는 6월 10일 이후 주 수분속 수렴대가 점차 북상하여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분속은 6월 중순 이후 4-5일 간격의 주

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며, 시간에 따라 북쪽으로 움직이는 북상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과우해에는 강한 수증기 수렴대가 6월 중순 이후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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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였다. 다우해와 과우해의 차이(과우해 – 다

우해)를 보여주는 Fig. 11(c)에서 이러한 경향은 확연하게 나타난다. 앞서 

보았던 전반기(1979-1997)와 후반기(1998-2017)의 차이와 유사하게 강한 

수렴대가 한반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장마 전

선의 북상이 저지될 때 과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s. 12(a), (b), (c)는 GPCP 강우 자료의 다우해, 과우해 합성도 및 차

이(과우해 – 다우해) 그림이다. 과우해에는 Fig. 11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

이 한반도 남쪽 해상에 걸쳐 강한 수렴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우 구역

도 상대적으로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3은 다우해, 과우해에 합성으로 나타나는 850 hPa 지위 고도, 연

직 적분 수분 속 수렴, 총 수증기 플럭스와 그 차이를 나타낸다. 과우해

에는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약한 반면 극동 러시아 부근

을 중심으로 하는 지위 고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강한 고기압성 아노

말리로 인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쪽에서 한반도로 다량 수

송되던 수증기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다우해와 과우해

에 나타나는 수증기 수렴대의 분포 차이가 Fig. 9의 후반기와 전반기의 

차이에 보이는 강한 수증기 밴드 분포와 유사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850 hPa 지위 고도 분포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몽골 동부에 

중심을 두고 발달했던 고기압의 분포는 Fig. 13에서 극동 러시아에 나타

나는 고기압 분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강우가 두 곳에

서의 고기압 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Fig. 14에 다우해와 과우해에 나타난 6월 평균 표면 온도와 5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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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고도를 함께 나타냈다. 흥미 있는 사실은 후반기와 전반기 차이에

서 나타난 몽골 지역에서의 고기압 발달과는 달리 오히려 극동 러시아 

부근의 온도 상승이 크게 나타날 때 과우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이 평균장의 변화(후반기 – 전반기)에서 몽골 동부 지역에 고기압

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한반도에서의 6월 장마의 경년변화는 

극동 러시아지역에서 나타나는 고기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더욱이 극동 러시아 고기압 지역 역시 지표 온도 상승과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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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imatology mean of the 850 hPa geopotential height (gpm, 
contour), moisture flux convergence (10-3 g m-2 s-1, color) and total 
water vapor flux (kg m-1 s-1, arrows) for the period of (a) 1979-1997 
and (b) 1998-2017. (c) Difference; the second half (1998-2017) minus 
the first half (1979-1997). Solid and dotted lines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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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Fig. 9 except for 500 hPa p-velocity (hPa h-1, color).



32

Fig. 11. Composite distributions of zonally averaged daily mean moisture 
flux convergence (10-3 g m-2 s-1, color) over 110°E-140°E for (a) 
strong rainy years and (b) weak rainy years. The black line indicates 
the location of Korean peninsula. (c) Difference between weak and 
strong rainy years. Definition of weak and strong rainy years are based 
on Fig.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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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b) Composite mean and (c) difference of GPCP precipitation 
(mm,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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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ame as Fig. 12 except for 850 hPa geopotential height (gpm, 
contour), moisture flux convergence (10-3 g m-2 s-1, color) and total 
water vapor flux (kg m-1 s-1, arrows). In Fig. 13(c), solid and dotted 
lines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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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ame as Fig. 12 except for the 500 hPa geopotential height (gpm, 
contour), skin temperature (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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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 기간의 온도 및 대기 순환 패턴 통계적 분석

3.3.1. SVD 분석

  

  합성도 분석에서 과우해에 나타난 특징으로 몽골과 극동 러시아의 온

도 상승을 들 수 있다. 지면 온도 상승과 더불어 지위 고도 역시 상승하

여 이들 지역에서의 지표 열적 변화가 대기 순환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순환 패턴의 변화가 한반도의 과우 경

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분석 기간(1979-2017) 동안 나타난 온도와 결합된 기압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SVD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결합 변동 모드를 추

출하였다. Fig. 15는 850 hPa 지위 고도와 표면 온도 사이의 SVD 수행 

결과이다. 두 개의 주요 모드는 전체 변동의 76.2%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모드는 전체 변동성의 61.1%를 설명하며, 두 변수 사이의 시

공간 변화는 상관계수가 0.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변수 간의 

시공간 일치성이 높은 신호를 뽑아내어 분석했을 때 두 변수 모두 몽골 

및 바이칼 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났다. 특

히 확장 계수의 변화 양상을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양의 편차를 갖는 

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20년 중 해당 지

역을 중심으로 하층의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강화되는 해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반기, 후반기 대기 순환장 비교 시 이 지역에서 

지위 고도 상승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Fig. 9(c) 참

고). 두 번째 모드는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표면 온도와 하층 지위 고

도에서 강한 동일 위상 패턴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모드의 시계열 간 

상관계수는 0.72로 두 변수가 비교적 강하게 연동되어 변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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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모드의 경우 절대값이 큰 양의 편차를 갖는 해가 

2000년대 중반부터 보다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SVD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과우해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몽골 북동부로부터 극동 러

시아로 걸친 지역의 온도 상승이 SVD 분석 기간 동안 큰 변동성을 가지

는 부분이라는 점이며, 이는 최근 동아시아의 변화 경향이 과우해에 나

타나는 온도 패턴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모

드에서 확장 계수는 일반적으로 과우해에 양의 편차가 다우해에 음의 편

차 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하층 기압계 패턴이 수증기 수송과 밀접한 연

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첫 

번째 모드가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강우량 감소와 같이 나타나는 동북

아시아의 평균장과의 변화와, 두 번째 모드는 한반도에서의 과우해에 보

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년 변동성과의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6은 500 hPa 지위 고도와 표면 온도 사이의 결합 변동 모드이다. 

두 모드로 전체 변동의 85.3%를 설명할 수 있다. 시계열 간의 상관 계수

도 두 개의 모드에서 모두 0.92 이상으로 높았다. Fig. 17은 300 hPa 지

위 고도와 표면 온도 사이의 SVD 분석 결과이며 두 개의 모드로 전체 

변동성의 86.3%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층과 상층에서 고기압의 발

달이 지표 온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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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OF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한반도에서의 6월 강우 변화가 적어도 몽골과 

극동 러시아의 고기압의 이상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들 지역

에서의 고기압은 또한 지표 온도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지표 온도 변화의 시공간 변화 분석은 흥미 있는 일이

다. 여기에서는 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경험적 직교 함수(EOF) 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18에 제시하였다. 두 개의 모드는 전체 변동량

의 42.12%를 설명하고 있다. EOF 분석 결과는 SVD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공간 분포와 시간 변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는 SVD 분석으로 

분리된 결합 모드가 표면 온도 자체의 주요 변동성도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EOF 첫 번째 모드는 바이칼 호 및 몽골 북동부 지역을 중

심으로 표면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최근 양의 편차를 갖는 해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후반부 기간에 큰 온도 값을 갖는 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온도 변화가 큰 시기를 확인하고자 45°N-55°N의 평균 표

면 온도 값을 경도 별로 나눠 Lepage test를 추가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몽골 지역의 경우 1999년을 기점으로 표면 온도 변화가 급격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9(a)). 이곳의 온도 상승 경향은 Park and Sohn 

(2010)에서도 언급됐던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50°N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식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Fig. 2 참고). 이 주변에서의 지표의 상태변화와 지표 온도 변화가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 기간에 대해 첫 번째 모드의 PC 시계열(Fig. 18(c)) 선형 트렌드를 

구해본 결과 99.74% 신뢰 수준에서 온도의 상승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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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t 임계값= 3.229), Fig. 18(d)의 EOF 두 번째 모드도 SVD 결과와 마찬

가지로 강한 경년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나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

로 증가 트렌드를 보였다(t 임계값= 1.995, 94.66%). 러시아 극동 지역이 

위치한 경도 135°E 주변의 온도 변화는 Lepage 분석으로 95% 신뢰 수준

에서 2004년을 기점으로 가장 큰 변화 경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Fig. 

19(a)). Fig. 19(b)는 중층 고도인 500 hPa의 지위 고도를 Lepage test 한 

결과이며, 표면 온도와 지위 고도 사이의 결합 변동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위 고도 변화도 비슷한 위치에서 유사한 시기 또는 약간의 시

차를 두고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9(b)). 

3.3.3.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여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열적인 변화와 동아시아 몬순의 변화가 연

관이 있음을 가정하였고, 표면 온도와 다른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

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면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변

수가 함께 변화한다면 큰 공분산 값을 가지므로 회귀 계수 절대값도 커

지는 관계를 갖는다. 실험에서 독립 변수 x는 EOF 분석으로 얻은 표면 

온도의 주성분 시계열이고, 종속 변수 y로 850, 500, 300 hPa의 지위 고

도, 총 수증기 플럭스 및 연직 적분 수분속 수렴, GPCP 강우 자료를 사

용하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t-검정을 수행하여 95% 신뢰

구간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 곳은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해주었다. 

Fig. 20은 첫 번째 모드의 주성분 시계열(Fig. 18(c))로 회귀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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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OF 분석 첫 번째 모드에서 몽골과 바이칼 호 동부 지역을 중심

으로 표면 온도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위 고도 역시 이 주

변을 중심으로 양의 값을 보였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Figs. 20(a), (b), (c)). 이는 SVD 분석에서 두 변수가 상

당 부분 결합하여 변동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회귀 분석된 총 

수증기 플럭스 결과에선, 강화된 고기압성 아노말리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차고 건조한 수증기가 대륙풍을 타고 유입되는 패턴이 나타난

다. 본래 6월 중순경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며, 고

기압의 연변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주성분 시계열을 이용해 회귀 분석한 결과, 온난 습

윤한 수증기의 수송이 감소하여 한반도를 비롯하여 대륙풍이 강화되는 

지점에서는 수증기 수렴과 강우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Figs. 

20(d), (e), (f)).

  Fig. 21은 표면 온도의 두 번째 모드 주성분 시계열(Fig. 18(d))로 회귀

된 분포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고기압성 아노말리 

경향과 한반도에 동풍이 이류하는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첫 번째 모드 

회귀 분석 결과 및 전반기, 후반기 대기 순환 구조 분석 시 나타났던 수

증기장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일본 북쪽 일대에서는 수증기 수

렴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어지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상대적

으로 강한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최근 나타난 과우해의 특

징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Fig. 13(c) 참고).

  이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동아시아 여름 몬

순의 변화는 수증기장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에 하층 수분속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으로 대기 순환장의 변화를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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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는 몽골 주변의 표면 온도 상승 뿐만 아니라 6월 과우해에 

확연히 나타나는 극동 러시아의 온도 변화와 관련된 이상 고기압의 발달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국 남부 지역부터 동중국해상으로 

연결되는 일대에서 강한 수증기 수렴대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는 상대적

으로 수증기의 공급이 저지되었고, 이러한 변화 경향이 온난형 강우의 

약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유형의 강우는 강우 지속 

시간이 길고, 누적 강우량이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나타난 

6월 가뭄 심화 현상이 온난형 강우 유형의 감소와 관계있을 것으로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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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irst two leading SVD modes between the (a)(b) skin temperature 
and (c)(d) 850 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y fields. (e)(f) The 
graphs show the time series of expansion coefficient of skin 
temperature (blue) and 850 hPa geopotential height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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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ame as Fig. 15 but for the first two leading SVD modes between 
the (a)(b) skin temperature and (c)(d) 500 hPa geopotential height. 
(e)(f) The graphs show the time series of expansion coefficient of skin 
temperature (blue) and 500 hPa geopotential height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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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ame as Fig. 15 but for the first two leading SVD modes between 
the (a)(d) skin temperature and (b)(e) 300 hPa geopotential height. 
(e)(f) The graphs show the time series of expansion coefficient of skin 
temperature (blue) and 300 hPa geopotential height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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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irst two leading EOF mode of skin temperature in East Asia. 
(a)(b) Eigenvector and (c)(d) their corresponding princip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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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result of Lepage test (HK) of (a) skin temperature and (b) 
500 hPa geopotential height meridionally averaged between 45°N and 
5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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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gression maps of (a) 850 hPa, (b) 500 hPa, (c) 300 hPa 
geopotential height, (d) total water vapor flux, (e) moisture flux 
convergence and (f) GPCP precipitation during 39-year (1979-2017) 
with respect to the PC time series of 1st mode of skin temperature. 
Dotted lines indicat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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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ame as Fig. 20 except for the PC time series of 2nd mode of ski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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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기 불안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몽골 동부 지역 및 극동 러시아의 지표 온도 변화, 대

류권 전반에 나타난 고기압의 이상 발달과 한반도 강우 변화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집중 호우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우 강도 

별 발생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강한 강도의 비는 사례가 적은 이유

로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6(b)). 그러나 회귀 분석을 통

해 몽골-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하층부터 상층까지 강하게 발달한 고기

압성 아노말리로 인해 한반도 상층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의 상층 이류

는 한반도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를 형성하여 강한 상승 운동을 동반하

는 한랭형 강우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

서 대기 불안정도 분석을 통해 한랭형 강우 유형의 변화 경향을 간접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라디오존

데 고층기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불안정도를 계산하였다. Fig. 22

는 대류 불안정도의 정도에 따른 발생 빈도를 확률밀도함수(PDF)로 나타

낸 것이다. 세 지수 모두 그 값이 클수록 불안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에 따른 대기 불안정도의 평균 발생 빈도와 

두 기간(1985-1997; 19998-2017)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전반기 13년과 후

반기 20년 모두 CAPE는 평균적으로 큰 값을 가질수록 발생 빈도가 급

격히 낮아졌고, 최근 20년의 경향을 살펴보면 불안정 지수가 큰 쪽의 비

중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 값은 전반

적으로 25 부근에서 최대 빈도가 나타났으며, 최근 경향은 KI 값이 20 

이상으로 큰 사례가 늘어나 집중 호우가 증가 양상으로 바뀐 것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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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TT 지수도 40 이상 값의 빈도가 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안

정 지수가 큰 쪽의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반도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사례

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집중 호우와 같

은 강한 대류 활동에 의한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으로 점

차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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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c)(d) The PDF distributions of instability index (CAPE, KI, TT) 
for 1985-1997 (blue) and 1998-2017 (red). (b)(d)(f) Difference: the 
post-period minus pre-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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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한반도의 지상관측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지난 39년 동안의 한

반도 6월 강우량은 감소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최근 20년 동안 그 추

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양을 포함한 광역의 인공위성 관

측 강우량 자료에서도 역시 한반도에서 강우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남부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영역에서는 한반도의 경우와

는 반대로 강우량이 증가 경향을 보여, 6월 강우 변화가 한반도에서 나

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몬순 변화 현상의 일부로 해석

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강우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동아시아 몬순 영역

의 대기 순환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39년의 분석 기간을 전후의 두 기

간(1979-1997; 1998-2017)으로 나누어 대기 순환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최근 20년 동안 몽골 지역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

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남부 및 일본 남쪽 지역으로는 남서

기류가 발달하여 온난 습윤한 수증기 수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6월 동

아시아 몬순 지역은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수증기장의 변화가 대조적

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00 hPa의 p-속도 분석을 통

해 다량의 수증기 수렴이 있던 동중국해상에서 상승 기류도 강화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지역의 강우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반도 부근의 동일 위도상 지역과 몽골 및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강화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심화된 한반도의 과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 연구 기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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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6월 강우를 다우해와 과우해로 분류한 후, 이들을 대표하는 종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과우해에는 몽골과 바이칼 호 동부 지역 및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표면 온도가 상승함을 보였으며, 특히 과우해에 몽골 지

역보다는 오히려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위 고도 상승이 크게 나타나

고,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는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최근 한반도의 6월 과우와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평균장의 변화에

서 나타났던 몽골 지역의 고기압 이상 발달 뿐만 아니라 극동 러시아 지

역에서의 표면 온도 상승 및 고기압 발달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들 지역의 지표면 온도와 지위 고도가 대류권 전반에 걸쳐 강하

게 연동되어 변화하는 것은 SVD 분석으로 확인되어, 고기압 발달과 지

표 온도의 변화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표면 온도의 시공간 변화 분석을 위해 수행한 경험적 직교 함수(EOF) 

분석으로 두 개 모드의 주성분 시계열을 얻었고, 이를 열적 변화와 다른 

대기 변수와의 상관성 및 순환 패턴 변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대기 변수장의 회귀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몽

골 지역의 지표 온도 상승과 연관된 고기압의 발달이 최근 한반도에서의 

강우 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되며, 특히 극동 러시아로 고기압 

발달이 확장, 강화될 때 한반도에서 과우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한반도에서 최근 20년간 대기 불안정

도가 증가하는 라디오존데 관측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반도 상층에 

북동풍의 발달로 찬 공기가 이류되고 대기 불안정이 증가하여, 6월 누적 

강우량은 감소하나, 한랭형 강우 유형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해

하였다.



54

참고 문헌

기상청, 2011: 장마백서, 기상청. Retrieved from http://www.climate.go.kr/ho

me/cc_data/rainy_season_white_paper_highresolution_110622.pdf

_______, 2011: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 제 9호 단열선도 사용설명서 –1, 

기상청. Retrieved from http://www.kma.go.kr/down/e-learning/hands/hands

_09.pdf

_______, 2014: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 통합본, 기상청. Retrieved from htt

p://www.kma.go.kr/down/e-learning/hands/hands_37.pdf

_______, 2018: 고층기상관측지침, 기상청. 

김성호, 2014: SAS를 활용한 비모수통계학, 서울: 자유아카데미. 

류상범, 박정수, 2012: 기상 통계론,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송문섭, 박창순, 김홍기, 2015: 비모수통계학- R과 함께, 파주: 자유아카

데미.

Adler, R. F., and Coauthors, 2003: The version 2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 monthly precipitation analysis (1979–
present), J. Hydrometeor., 4, 1147–1167. 

_________, and Coauthors, 2018: The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 monthly analysis (new version 2.3) and a review of 

2017 global precipitation, Atmosphere, 9(4), 138. 

Ha, K. J., S. K. Park, and K. Y. Kim, 2003: Interannual variability in 

summer precipit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ssociated 

East Asian summer circulation, J. Korean Meteor. Soc., 39(5), 575-586. 



55

Ho, C. H., M. H. Lee, T. W. Park, and S. M. Lee, 2011: A review of 

observed climate change in Korean peninsula, J. Clim. Change Res., 

2(4), 221-235.

Kim, W. M., J. G. Jhun, and B. K. Moon, 2008: The interdecadal vari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Indian Ocea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East 

Asian Summer Monsoon, J. Korean Earth Sci. Soc., 29(1), 45−59.

Kwon, M. H., J. G. Jhun, and K. J. Ha, 2007: Decadal change in east 

Asian summer monsoon circulation in the mid-1990s, Geophys. Res. 

Lett., 34, L21706. 

Lee, J. Y. and Coauthors, 2017: The long-term variability of Changma in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System: A review and revisit, Asia 

Pac J. Atmos. Sci., 53(2), 257–272. 

Park, H. S., and B. J. Sohn, 2010: Recent trends in changes of vegetation 

over East Asia coupled with temperature and rainfall variations, J. 

Geophys. Res., 115, D14101.

Qin, Y., Z. Chen, Y. Shen, S. Zhang, and R. Shi, 2014: Evaluation of 

satellite rainfall estimates over the Chinese mainland, Remote Sens., 6, 

11649-11672. 

Sohn, B. J., G. H. Ryu, H. J. Song, and M. L. Oh, 2013: Characteristic 

features of warm-type rain producing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inferred from TRMM measurements, Mon. Wea. Rev., 141, 

3873–3888.

Song, H. J., and B. J. Sohn, 2015: Two heavy rainfall types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humid East Asian summer environment: A 



56

satellite observation study, Mon. Wea. Rev., 143, 363–382. 

Song, H. J., and B. J. Sohn, 2019: Polarizing rain types linked to June 

drought in the Korean peninsula over last 20 years, Int. J. Climatol., 

(Submitted)

Wang, B. and LinHo, 2002: Rainy season of the Asian-Pacific summer 

monsoon, J. Climate., 15, 386–398. 

Wang, X. M., P. M. Zhai and C. C. Wang, 2009: Variations in extratropical 

cyclone activity in Northern East Asia, Adv. Atmos. Sci., 26(3), 471–
479. 

Woo, S. H., S. Y. Yim, M. H. Kwon, and D. J. Kim, 2017: Decadal 

change in rainfall during the Changma period in early-2000s, J. Korean 

Meteor. Soc., 27(3), 345-358. 

Xie, P., and P. A. Arkin, 1998: Global monthly precipitation estimates from 

satellite-observed outgoing longwave radiation, J. Climate. 11, 137-164.

Yim, S. Y., J. G. Jhun, R. Lu, and B. Wang, 2010: Two distinct patterns 

of spring Eurasian snow cover anomaly and their impacts on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J. Geophys. Res., 115, D22113. 

________, B. Wang, and M. H. Kwon, 2014: Interdecadal change of the 

controlling mechanisms for East Asian early summer rainfall variation 

around the mid-1990s, Clim. Dyn., 42, 1325-1333. 

Yonetani, T., 1992: Discontinuous changes of precipitation in Japan after 

1900 detected by the Lepage test, J. Meteor. Soc. Japan, 70(1), 95–104. 

Yu, R. C., B. Wang, and T. J. Zhou, 2004: Tropospheric cooling and 

summer monsoon weakening trend over East Asia, Geophys. Res. Lett., 



57

31, L22212.

Zhang, H., Z. Wen, R. Wu, X. Li, and R. Chen, 2018: An inter-decadal 

increase in summer sea level pressure over the Mongolian region around 

the early 1990s, Clim. Dyn., doi:10.1007/s00382-018-4228-x

Zhu, C., B. Wang, and W. Qian, 2008: Why do dust storms decrease in 

northern China concurrently with the recent global warming?, Geophys. 

Res. Lett., 35, L18702. 



58

Abstract

Possible causes of long-term trend of 
June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Hyeran Lee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known that the long term trend of June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articular after 

mid-1990s. He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change,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synoptic fields over the northeast Asia 

and northwestern Pacific area by using ERA-interim reanalysis data. 

Furthermore, we were interested in examining how thermal changes near the 

surface may bring in atmospheric circulation changes over East Asia and 

thus affect rainfall changes over the Korean peninsula. 

  From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and SVD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 analysis of synoptic fields, it is noted that leading two EOF 

modes of the skin temperature indicate significant increase over the 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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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Mongolia, Lake Baikal and the far East region of Russia during 39 

years of the analysis period (1979-2017). It is further shown that 

geopotential heights throughout the troposphere are in tandem with skin 

temperature change, suggesting that skin temperature increase results in 

development of high pressure system. Then, cold and dry air is transported 

to the Korean peninsula area, along the periphery of the high pressure 

system, causing continuous drought over the Korean peninsula during June 

possibly caused by lesser moisture flux convergence there. Supporting such 

notion, probably due to the cold advection in the upper layer, long-term 

atmospheric instability shows that the atmosphere over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getting destabilized, causing the sporadic cold type rainfall.

keywords : East Asian Summer Monsoon, Korean peninsula, June, rainfall,

          drought,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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