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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지면피복의 변화는 도시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 열섬 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

시 대기가 주변 지역보다 건조해지는 도시 건조섬 효과를 유발한다.

도시 대기의 건조화 경향은 도시 내 에너지 분배와 물 순환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현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도시 내 온열 지수나 냉

방 효율 등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와도 연관되어 있

다. 그러므로 최근의 기후변화가 도시 대기에 끼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도시 대기와 지표면의 건조화 경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주변 지역인 수도

권의 대기 및 지표면 건조화 경향을 건조지수를 활용하여 정량적으

로 분석하고, 각 기상 변수들이 건조지수 변화에 끼치는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의 종관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종관기상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 및 지표의 건조화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인 건조지수

와 잠재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건조지수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

량의 상대적 비율이며, 잠재 증발산량은 FAO56 Penman-Monteith

방정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건조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건조지수는 증가

하다가 200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

는 습윤해지다가 건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지역에서의 건조지수 감소 추세가 주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근의 대기 건조화는 강수량 감소

및 잠재 증발산량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여도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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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도권 대기 건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강수량 감

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사량과 풍속, 기온,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건조지수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 및 지표면이 여러 가지 기

상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건조해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이와 같은 수도권의 대기 건조화는 지표면 물 순환 및 식생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도시 기후 특성의

변화는 향후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 건조화, 도시 건조섬, 건조지수, 잠재 증발산량

학 번 : 2019-26194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선행 연구 ································································· 4

2.1 잠재 증발산량 및 건조지수 산청 방법에 관한 연구 ···· 4

2.2 지역별 건조지수 변화에 관한 연구 ·································· 6

2.3 우리나라 도시 건조화 경향에 관한 연구 ························ 7

제 3 절 연구의 목적 ····························································· 9

제 2 장 자료 및 연구방법 ············································ 10

제 1 절 연구 범위 ···············································································  10

제 2 절 연구 자료 ···············································································  12

제 3 절 연구 방법 ···············································································  13

3.1 건조지수 및 잠재 증발산량 산출 ······································ 13

3.2 수도권의 건조지수와 추세 통계 및 공간분석 ················ 16

3.3 변화 지점 분석 ······································································ 16

3.4 건조지수의 장기 추세에 대한 각 기상 변수의 기여도

분석 ··························································································· 17

제 3 장 결과 ········································································· 19

제 1 절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경향 ·······································  19

제 2 절 수도권 지역의 계절별 건조화 경향 ·····················  31

제 3 절 건조지수 변화에 대한 기상 변수 경향의

공간분포 ··················································································  38

제 4 절 수도권 건조지수 추세에 대한 5가지 기상

변수의 기여도 분석 ······················································  43

제 5 절 서울과 추풍령의 건조화 경향 ··································  50



- iv -

제 4 장 토의 ········································································· 55

제 5 장 결론 ········································································· 59

참고문헌 ·········································································· 63

Abstract ········································································· 70



- v -

표 목 차

[표 1] 대상지의 종관기상관측소 위치정보 ··························· 11

[표 2] 종관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관측 항목 및 단위 ····· 12

[표 3] 1973-2020년과 2003-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 21

[표 4]1973-2002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 27

[표 5]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 28

[표 6]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평균 ·········································································· 29

[표 7] 2003-2020년 수도권의 기상 변수의 추세 ················· 40

[표 8] 2003-202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기여도 ················· 48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대상지의 종관기상관측소 공간분포 ······················· 11

[그림 2] 1973-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 20

[그림 3] 기간별 수도권의 건조지수 추세 ····························· 22

[그림 4] 197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공간 분포 ············································ 27

[그림 5]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평균 분포 ······················································ 28

[그림 6]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평균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공간 분포 ································································ 29

[그림 7] 봄철 기간별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 33

[그림 8] 여름철 기간별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 34

[그림 9] 가을철 기간별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 35

[그림 10] 겨울철 기간별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 36

[그림 11] 2003년 이후 수도권 지역 기상 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 분포(a. 대기온도, b. 일사량, c. 상대습도, d. 풍속) ·· 41

[그림 12] 1973-2020년과 2003-2020년 동안 수도권의 건조

지수 변화에 대한 강수량, 일사량, 바람, 기온, 상대습도의

상대적 기여도 ············································································ 47

[그림 13] 2003년-2020년 동안 수도권의 일사량과

일조시간 추세에 대한 공간분포 ···························· 48

[그림 14] 서울과 추풍령의 건조지수 추세 ··························· 52

[그림 15] 서울과 추풍령의 강수량 추세 ······························· 52

[그림 16] 서울과 추풍령의 잠재 증발산량 추세 ················· 53

[그림 17] 서울과 추풍령의 상대습도 추세 ··························· 53

[그림 18] 2003-2020년 수도권 평균 기온과 기상 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분포 (a. 평균기온, b.실제 수증기압, c.수증기



- vii -

압차) ······························································································· 57

[그림 19] 2003-2020년 수도권 기상 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 분포(a.일사량, b.일조시간 ) ············································ 57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총

인구에 대한 도시 인구의 비율로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시급 이상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불과하였으나(Choi et al., 2015),

도시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8%에 달한다.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 과밀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를 포괄한다. 도시화에 따른 토지 이용 및 지면 피복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반사도와 증발산량이 감소하여 도시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가 나타난다(Arnfield, 2003,

Zhang et al., 2014, Zhaoetal., 2014).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상승률은

100년간 약 2.3℃로 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빠르며,

도시화는 평균기온 상승률에 20-30% 가량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NIRR, 2009).

도시 열섬효과는 도시 대기가 주변 지역보다 건조해지는 도시 건조섬

효과(urban dry island)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Luo et al., 2019). 도시

건조섬 효과는 도시 열섬효과에 따라 데워진 도시 대기의

포화수증기압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져 도시 대기의 상대습도가 주변

지역보다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Hao et al., 2018). 도시 건조섬 효과는

도시 내 지표면 에너지 균형과 물 순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도시 대기 건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Wu et al., 2013). 그러므로 도시

건조섬 효과는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환경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 기후의 변화 중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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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대기의 건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Strezpek et al., 2010). 도시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해질

경우,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건조화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더해 도시 건조섬 효과로 인해 도시 지역의 건조화 경향이 주변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Hoekstra and Mekonnen et al., 2012,

Mo et al., 2013, Webber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건조화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도시 지역의 건조화 경향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iu et al., 2013; Some'e et al., 2013; Tabariand

Aghajanloo,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대기 습도 지표인

상대습도와 함께 대기의 기후적인 건조와 습윤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인 건조지수(aridity index)를 활용하여 도시 대기의 건조화 경향을

파악하였다(Unger et al., 1999).

도시의 건조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관측하기 쉬운 대기 습도

지표인 상대습도의 변화가 널리 분석되었다. 미국의 시카고(Ackerman,

1987), 영국의 런던(Lee, 1991), 중국의 베이징(Yang et al., 2017)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 건조섬 효과로 인해

대도시의 상대습도가 주변 지역보다 낮은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나타냈으며, 대도시는 주변 지역과 상대습도 차이가 크며, 대기 건조화

반응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건조지수는 기상 및 수문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수로서

강수량을 잠재 증발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UNESCO(1973)에서는 평균

연간 강수량을 평균 연간 잠재적 증발산량으로 나눠 대기의 건조와 습윤

상태를 나타내는 건조지수로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Khalili et

al.,(2011)에서 잠재 증발산량에 대한 강수량의 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발표하였다. 또한, 건조지수는 대기 공급량인 강수량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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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수요량인 잠재 증발산량을 모두 고려한 상대적인 비율로서, 여러

기후 인자의 영향을 통합하여 물 균형 접근법으로 건조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Huang et al., 2017). 건조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 및 이스라엘에서 강수량 감소와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지역의 건조지수가 주변 지역들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남을 밝혔다(Liu et al., 2013, Kafle et al., 2009). 이러한

건조화 경향은 포르투갈과 이란의 도시 및 주변부에서도

발견되었다(Zahra et al., 2017, Some’ e et al., 2013).

한국의 경우 도시 기후 특성에 관한 연구는 표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인 도시 열섬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대기 습도 및

건조지수를 활용하여 도시 대기 건조화를 측정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에 한국의 도시 건조화 관련하여 수행된 일부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대습도의 변화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시 대기 건조화의 원인은 도시 열섬 효과에 따른 온도 상승

효과 및 실제 수증기량 감소임이 밝혀졌다(Park et al.,. 201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대습도만 사용함으로써 도시 대기 건조화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과거 연구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효과가 도시 대기 건조화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의 기후변화가 도시

대기 건조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기 습윤 지수인 여러 가지 기상

변수를 종합하여 대기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건조지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도시 대기 건조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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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2.1 잠재 증발산량 및 건조지수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IPCC (2007)에서는 지구 온난화는 물 순환 과정의 중요한 기상

변수인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sakiris et al.,(2004)에서는 강수량을 활용하여 기후

건조지수를 결정하는 경우 기온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 잠재

증발산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UNEP (1992)에서는

Allen el al.,(1998)에 의해서 제안된 잠재 증발산량 산정식을

제안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는 Allen et al.,(1998)의 잠재 증발산량

방정식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Allen et al.,(1998)에서는 Penman-Monteith 방정식에 기반하여

제한적인 기상자료 조건으로 쉽게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FAO56 Penman-Monteith(FAO56-PM)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공식으로

일별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Sun et al., 2016). FAO56-PM 방정식은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의 표면의 반사율이 0.23, 표면저항이 70m/s, 높이가

0.12m인 잔디와 같은 기준작물을 설정하여 지표면을 모두 덮은 상태의

증발산량을 추정한다. 잠재 증발산량은 토양의 수분이 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상요소에 영향을 받은 추정된 값이다. 따라서 일별 단위의

잠재 증발산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태양 복사에너지양, 상대습도, 대기

온도, 습도와 풍속과 같은 기상자료가 필요하다.

Chiew et al., (1995), Cai et al., (2007)에서는 FAO56-PM 방정식을

활용하여 잠재증발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으며,

세계기상기구(WMO)에서도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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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56-PM 방정식을 추천하였다.

건조지수는 여러 가지 기상 변수를 근거하여 그 지역의 건조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지수이며(Rim et al., 2013), 수문학 및 수문 생태학적

변수에 대한 복합된 개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잠재 증발산량에

대한 강수량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UNEP (1997)에서는 건조지수 값을

기반으로 건조 지역을 구분하는데 초건조(AI<0.05), 건조(0.05<AI<0.2),

반건조(0.2<AI<0.5), 다소 습함(0.5 <AI)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건조지수는 대기 건조화에 따른 사막화 진단에 활용된다.

Feng and Fu, (2013)에서 건조지수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화를

추정하는데 건조지수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워지는 미래에는 잠재증발량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지역이 건조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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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별 건조지수 변화에 관한 연구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은 지역별 대기 건조지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Yunhe et al.. (2005)는 중국의 616개의 기상

관측소 기후 자료를 사용하여 과거 30년간(1971년~2000년) 연별

건조지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강수량은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잠재 증발산량은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건조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Liu et al., (2013)에서는 건조지수가 지역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에서는 1960년~2010년 동안 80개의

중국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기후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북서부에서의

건조지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서부지역의 기후 건조지수는

0.048/yr만큼 많이 증가하여 더 습해졌다는 것을 나타냈다. 건조지수

추세 분석에서 강수량, 증기압, 일사량, 풍속 그리고 기온 순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Park et al., (2017)에서는 1961년~2019년 기간 동안 189개의 중국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건조지수를 산출하였다.

1980년대 이전과 1980년대 이후 시기로 나눠 건조 경향에 대한 지배적인

기후 변수가 달라졌음을 보였다. 건조지수 변화에 대한 기상 변수인

강수량, 일사량, 풍속 그리고 온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정량화하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재증발산량의 증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강수량과

온난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습한 몬순 지역에서 상당한

건조현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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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도시 건조화 경향에 관한 연구

Um et al., (2004)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효과의 복합형 계산에

의한 평가법을 활용하였다. 1973년~200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화로 인한 상대습도의 변화를 온도영향과 수증기 영향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시의 상대습도의 감소를

도시화로 인한 도시 상승 효과와 지표면의 식생량의 변화가 감소함으로

인한 증기량 감소에 의한것으로 밝혔다.

Park et al.,(2007)에서는 대구의 도시 건조화 원인을 기온효과와

수증기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상청에서 관측한 대구와 추풍령의

지난 45년간(1961~2005)의 지상 기온, 상대습도 및 지상 기압자료를

활용하여 대구의 도시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구의

건조화 경향은 봄철에 가장 컸으며, 추풍령과 비교했을 때 도시인

대구보다 건조화 속도가 훨씬 작게 나타났다. 대구 건조화는 수증기량

감소와 기온 상승의 효과가 동시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밝혔다.

Park et al.,(2014)에서는 부산을 대상으로 지난 1961년-2013년 동안의

기온, 상대습도 및 기압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습도의 계절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산의 도시 건조화 진행현황과 변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봄철 때 부산의 건조 경향이 가장 컸고, 이어서

겨울철과 가을철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의 건조화 경향은

여름철에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기온 상승효과와 대기 중의

수증기량 감소가 동시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외보다 기후 건조지수를 활용하여 대기

건조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대기 습도 지표인 상대습도

지표로만 대기 건조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는 건조도 평가 및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건조지수를 활용하여 대기 및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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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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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인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종관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건조지수를 추정하고 각 지역의 대기 건조화 경향을 파악한 뒤, 서울과

수도권의 건조화 경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연 평균한 건조지수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48년간(1973~2020) 나타나는 건조화 경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건조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조지수와 관련된

다섯 가지 기상 변수(강수량, 기온, 상대습도, 일사량, 풍속 등)들이

건조지수 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 기후 특성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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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자료 및 방법

제 1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도시인 서울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공존하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지역은 동일한 기후대에 속하며, 비슷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의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장기적인 건조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각

지역의 기상 특성 대푯값인 종관기상자료가 있는 종관기상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여섯 지역이다.

연구 기간은 모든 관측소에서 연속적인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1973년

1월부터 2020년 12월의 48년이다. 그림 1은 수도권 지역

종관기상관측소의 위치와 지형을 보여준다. 종관기상관측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표 1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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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소 관측 시작 위도 경도 해발고도

서울 종로구 송월동 1907.10.01 37.57 126.9 85.67

인천 중구 전동 1904.08.21 37.47 126.624 68.99

수원 권사구 서둔동 1964.01.01 37.25 126.938 39.81

이천 부발읍 신하리 1972.01.11 37.26 127.484 80.09

표 1. 대상지의 종관기상관측소 위치정보

그림 1. 대상지의 종관기상관측소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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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자료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하는 종관기상관측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에서는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일사, 일조, 지면 상태 등을 시간별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6개 종관기상관측소의 과거 48년간(1973년

1월~ 2020년 12월)의 일 강수량과 일 평균 기온, 이슬점 온도,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기압을 기상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단위는

mm, °C, °C, m/s, %, hr, hPa 이다 (표 2).

위와 같은 기상자료들은 수도권의 건조화 현황을 분석하고자 연평균

잠재 증발산량 및 건조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관측항목 단위 관측항목 단위

평균기온 °C 총 일조시간 hr

이슬점 온도 °C 10m 평균 풍속 m/s

상대습도 % 기압 hPa

강수량 mm

표 2. 종관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 관측 항목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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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3.1 건조지수 및 잠재 증발산량 산출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대기 습도 지표인 상대습도와 함께 대기의

기후적인 건조와 습윤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인 건조지수(aridity

index)를 활용하여 도시 대기의 건조도 변화를 평가하였다(Kafle and

Bruins, 2009). 건조지수는 대기 공급량인 강수량과 대기 수분 수요량인

잠재 증발산량을 모두 고려한 상대적인 비율로서, 여러 기후 인자의

영향을 통합하여 물 균형 접근법으로 건조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Hu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종관기상관측소에서 입수한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건조지수를 식(1)에 따라 산출하였다. 건조지수는 추정된 값이

작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식(1)에서

강수량(precipiation, ,P)은 대기중의 수분 공급량이다. 잠재

증발산량(Potential evaportranspiration, PET)은 대기 중의 수분

수요량을 뜻하며, 일정 지역의 기후조건하에서 표준 잔디가 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상태에서 최대한 증발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건조지수  잠재증발산량 강수량  ······································································ (1)

건조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해야 한다.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8가지의 PET 산정 공식(Penman (1948),

Thornthwaite (1948), Hamon (1961), Jensen-Haise (1963), Modified

Penman (1963), Linacre (1977), Hargreaves (1985), FAO

Penman-Monteith (FAO PM)(1998))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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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FAO56

Penman-Monteith(FAO56-PM) 잠재 증발산량 산정식을 활용하였다.

FAO56-PM 방정식은 Penman-Monteith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표면 에너지 균형과 공기 동역학에 의한 증발산량 메커니즘을

결합하였으며, 일단위 이하의 잠재증발산량 산정시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Allen et al., 1998). 과거 많은 연구논문에서도

FAO56-PM 방정식의 우수성이 검증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세계관개배수위원회(ICID)에서 산정식 활용을 추천하였다. 추정된 잠재

증발산량 값은 정확성이나 일반성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기에 과거 많은

연구자가 잠재 증발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였다(Trajkovic, 2005, Ahani et al., 2013, Liu, 2018).

FAO56-PM 방정식에 따른 잠재 증발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증발산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상요소인 기온(air temperature)과

습도(humidity), 태양 복사에너지 또는 일조시간(sunshine duration),

풍속(wind speed) 등 기상자료가 필요하다. 잠재증발산량은 토양의

수분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의 성질 및 조건과는 무관하며,

오직 기상요소에서만 영향을 받게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식(2)을 통해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 ∆        ································· (2)

식(2)에서 PET는 잠재증발산량(mm/day)이고, Rn은 순 복사량(net

radiation, MJ/m2/day), G는 토양 열 유속 밀도(soil heat flux density,

MJ/m2/day), Tmean은 2 m 높이에서의 일평균기온(℃), u2는 2m

높이에서의 풍속(m/s), es—ea는 포화수증기압에서 실제수증기압(kPa)을

감한 포화 결손량, ∆은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kPa/℃), 그리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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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습계상수(psychrometric coefficient, kPa /℃)이다. 이 식에는 0.408의

상숫값이 에너지 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값은 에너지 단위인

MJ/m2/day를 mm/day로 바꾸기 위한 단위환산계수이다(Kim et al.,

2017). 식(2)을 통한 잠재 증발산량을 구하는 방식은 일조시간, 최고시간,

최/저기온, 상대습도 그리고 풍속을 활용하여 구하는 것이다. Rn, ∆,

es—ea은 종관기상관측소 기상자료로 구축하였다. G는 복사열에너지보다

매우작고, 지표가 식물로 피복되어 있을 때 더욱 작아지므로 일단위의

G는 무시된다. 은  (대기압) 식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2)로부터 연구 대상인 수도권 6개 지역에서의

일별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한 후 연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강수량과 비교하여 건조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연간

건조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심 및 주변

지역의 대기 및 지표면 건조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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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도권의 건조지수와 추세 통계 및 공간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 변수들과 잠재 증발산량, 건조지수의 시

간적 추세를 파악하려는 방법으로 Mann-Kendall test를 활용하였다

(Kendall et al., 1975, Mann et al., 1945). Mann-kendall test는 다른 통

계 방법보다 이상치에 대해 덜 민감한 비모수 방법이며, 기후 및 수문학

에서 기상자료의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Liu et al., 2011). 또한, Mann-Kendall test는 각 유의수준에 따른 통계

치를 제공하여 계산된 추세의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Mann-kendall test 방법을 적용하여 대상 관측지의 기

상 변수 및 잠재 증발산량과 건조지수의 장기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3.3 변화 지점 분석

모수적 방법은 관측 값이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에 따른다고 전제한

후 그 분포의 모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다. 하지만 기상관측 같은 자료

의 자료는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모수적 Petitt test(Pettitt, 1979) 및 standard normal homogeneity

test(Alexandersson, 1986)는 기후 및 수문 기상자료에서 급격한 변화 지

점을 감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Fan et al., 2016).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은 변환점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계열 평균의 변화 및

급격한 추세변화를 감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와 기상 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급격한 변화 지점을 식별하기 위해 위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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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조지수의 장기 추세에 대한 각 기상 변수의

기여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6개 연구 대상지에서 산출된 건조지수 장기 추세에

대한 기상 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식(3)을

이용하였으며, 시간에 대한 건조지수의 도함수를 기반으로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기여도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 (3)

식(3)에서
는 건조지수(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며,

오른쪽 항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 )의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잠재 증발산량(PET)의

시간적 변화는 잠재 증발산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4개 기상

변수(일사량, 풍속, 상대습도, 기온)들의 기여도를 다음 식 (4)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4)에서 
, 

,
,

는 일사량, 풍속,

상대습도, 기온과 관련하여 잠재 증발산량( )의 편미분 한 것이다.

       (4)

위 식(4)를 식(3)에 적용하여 식(5)와 같이 건조지수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5개 기상 변수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식(5)에서 오른쪽 항은

건조지수 변화에 대한 각 기상 변수의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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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평균값이다.

    
   

   
 ··················· (5)

이러한 방법은 잠재 증발산량 및 건조지수의 변화에 대한 기상

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산출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Roderick et

al., 2007, Yang and Yang, 2012, Liu et al., 2013, She et al., 2017).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건조지수의 시간적 변화에 미치는 다섯

가지 기상 변수들(강수량, 일사량, 상대습도, 풍속, 기온)의 상대적

기여도를 정량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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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 절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경향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경향을 보기 위해 수도권 6개의

종관기상관측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48년(1973년~2020년) 동안의

연도별 건조지수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림2는 수도권 6개 종관기상관측지점의(강화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연도별 건조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냈다. 연도별 건조지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건조지수의 장기적 변화 추세가 분석 기간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뚜렷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는 95% 신뢰수준(유의확률<0.05)에서 유의하지

않아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확한

건조화 추세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기간을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건조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의

건조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급격한 변화 지점을 식별하는 변화 지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연구 방법 3.3).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변화 지점은 1997/1998, 2000/2001, 2002/2003 이었지만,

신뢰수준 95%에서 가장 유의하며, 추세변화가 가장 큰 시점은

2002/2003년이다. 세 지점 모두 후기간부터 수도권의 건조화 감소 추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세 변화가 가장 크면서 가장 유의한

시점인 2002/200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기간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 기간(1973년~2002년)과

후 기간(2003년~2020년)으로 나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경향성을 전체기간을 나눠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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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73년~2020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은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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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표 3은 수도권 지역의 기간별 건조지수 추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파란 실선과 파란 점선은 각 지역의 전 기간(1973

년~2002년) 연도별 건조지수와 추세선이며, 빨간 실선과 빨간 점선은 각

지역의 후 기간(2003년~2020년) 연도별 건조지수와 추세선이다. 건조지

수의 추세선이 감소(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대기가 건조(습윤)해지

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림 3의 파란 실선인 전 기간의 건조지수 추세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습윤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서울지역(0.014/decades)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95%

신뢰수준(유의확률<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빨간 실선인 후 기간의

추세선 기울기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음의 값으로서 점진적으로

건조지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건조지수가 낮은 것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2003년 이후 수도권의 대기가 건조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

인천(–0.049/decades,–0.034/decades)이 95% 신뢰수준(유의확률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기간에 유의한 서울은 전/후

기간의 건조지수 추세가 뚜렷한 변동성을 보였다. 2003년 이전 서울의

건조지수 추세는 0.014/decades로서 서울의 대기가 습윤한 경향을

보였지만, 2003년 이후 서울의 건조지수 추세는 –0.049/decades로서

건조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건조지수 감소 경향이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표 3). 이를 통해 서울의 대기가 주변 지역보다

건조화 현상이 더 심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1973~2002 0.014p 0.009 0.004 0.01 0.012 0.004

2003~2020 -0.049p -0.034p -0.021 -0.031 -0.05 -0.026

p: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05).

표 3. 1973년-2002년과 2003년-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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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간별(전기간: 파란색, 후기간: 빨간색)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
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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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전역에서 습윤한 경향이 나타난 2003년 이전의

건조지수 경향과 건조화 경향이 나타난 2003년 이후의 건조지수 장기적

변화 경향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4(a)는 2003년 이전 서울과 수도권의 건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건조지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점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며, 파란색 갈수록 건조지수 증가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이는 그 지역의 대기 습윤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건조지수 증가 추세는 서울에서 가장 높으며,

양평, 이천, 인천, 수원, 강화도가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13, 0.011,

0.009, 0.009, 0.003, 0.003). 서울의 증가 추세는 신뢰수준

95%에서(유의확률<0.05) 유의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b)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에 영향을 준 기상 변수인

강수량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냈다. 각 지역의 점은 강수량 추세로,

파란색 갈수록 강수량 증가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강수량 추세는 서울,

인천, 수원, 양평, 이천, 강화도 순서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각각 0.03,

0.02, 0.019, 0.018, 0.012, 0.006). 서울과 인천의 증가 추세는 신뢰수준

95%에서(유의확률 <0.05) 유의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4(c)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에 영향을 준 기상 변수인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c)에서는 잠재

증발산량이 서울, 수원, 인천(각각 0.002, 0.008, 0.019)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외의 지역에서(강화도, 이천, 양평)는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각각 –0.005, -0.005, -0.007). 잠재 증발산량이 증가한 인천만이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였으며(유의확률 <0.05),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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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4의 공간분포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습윤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3년 이전 수도권 전 지역에서 건조지수가

증가한 경향은 건조지수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을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잠재 증발산량이 감소한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a)는 2003년 이후 서울과 주변 지역과의 건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건조지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점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며, 빨간색으로 갈수록 건조지수

감소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이는 그 지역의 대기 건조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건조지수 감소 추세는 서울에서 가장

높으며, 양평, 인천, 강화도, 이천, 수원이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5,

-0.05, -0.03, -0.03, -0.03, -0.02). 서울과 인천의 감소 추세는 신뢰수준

95%에서(유의확률<0.05) 유의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서울이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상당히 건조화 경향이 크며, 서울시의

대기가 점진적으로 건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도시 지역의(서울) 대기가 주변 지역의 대기보다 더 건조해질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b)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에 영향을 준 기상 변수인

강수량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냈다. 각 지역의 점은 강수량 추세로,

빨간색으로(파란색) 갈수록 강수량 감소(증가)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강수량 추세는 서울, 양평, 인천, 강화도, 수원, 이천 순서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각각 –0.11,-0.09.-0.07,-0.06,-0.05,-0.04). 서울과 양평의

감소 추세는 신뢰수준 90%에서(유의확률 <0.01) 유의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은 유의하지 않았다. 강수량 추세와 건조지수 추세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a)는 강수량 감소율이 높은 서울과 양평의

건조지수 감소 경향이 다소 큰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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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지수는 강수량을 입력자료로 산정했기 때문에, 건조지수와 강수량의

변동성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수량의 감소는 대기에

공급되는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c)는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에 영향을 준 기상 변수인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를 공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점은 잠재

증발산량 추세로, 빨간색으로(파란색) 갈수록 잠재 증발산량 증가(감소)

정도가 큰 것을 뜻한다. 잠재 증발산량은 흙이 덮인 표준 지표면

환경에서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잠재

증발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기 중의 수분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대기에 수분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c)에서는 잠재

증발산량이 수도권 전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 추세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0.03mm/decades), 이천, 인천, 양평, 수원, 강화도가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2, 0.02, 0.01, 0.01, 0.01mm/decades). 서울과 인천, 이천,

양평의 증가 추세는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였지만(유의확률 <0.05),

수원과 강화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6(a), 그림 6(b), 그림 6(c)와 표6은 건조화 경향이 나타난

시기인 2003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연간 평균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을 공간 분포와 표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6(a)에서는

건조지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그 지역의 대기 건조화 정도를

보여준다. 수도권 지역 중 인천의 건조지수 평균값이 가장 작으며, 서울,

강화도, 수원, 이천, 양평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는 잠재 인천의

평균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잠재 증발산량의

평균값이 높았기에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건조지수 평균값이 작은 서울의 경우는 강수량이 다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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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건조지수의 분모에 해당한 잠재

증발산량의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건조지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별 건조화 추세와 건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영향을 공간 분포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 이후 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건조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수도권의 기후가 건조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조지수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이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 증발산량이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은 모든 변수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건조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서울에서 나타난 건조지수의 장기적 감소 경향은 주로

강수량 감소 및 잠재 증발산량 증가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의 건조지수 감소 경향과 강수량 감소 경향, 잠재 증발산량 증가

경향은 주변 지역보다 더 심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기 및 지표 건조화 경향은 주변 지역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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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건조지수(/decade) 0.013p 0.009 0.003 0.009 0.011 0.003

강수량(mm/decade) 0.03 0.02 0.019 0.012 0.018 0.006

잠재 증발산량(mm/decade) 0.002 0.019 0.008 -0.005 -0.007 -0.005

p: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05). p2: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1).

표 4. 1973-2002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그림 4. 1973-2002년 수도권의 연간 (a) AI(건조지수), (b) PRE(강수량), (c) PET(잠재 증발산량)의 추세에 대
한 공간 분포. **는 유의확률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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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a) AI(건조지수), (b) PRE(강수량), (c) PET(잠재 증발산량)의 추세에 대한
공간 분포. **는 유의확률 <0.05, *는 유의확률 <0.1를 나타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건조지수(/decade) -0.05p -0.03p -0.02 -0.03 -0.05 -0.03

강수량(mm/decade) -0.11p2 -0.07 -0.05 -0.04 -0.09p2 -0.06

잠재 증발산량(mm/decade) 0.03p 0.02p 0.01 0.02p 0.01p 0.01

p: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05). p2: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1).

표 5.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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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건조지수(AI) 1.3 1.26 1.48 1.52 1.65 1.44

강수량(mm/) 3.81 3.33 3.67 3.59 3.91 3.43

잠재 증발산량(mm/day) 2.78 2.65 2.49 2.39 2.39 2.40

표 6.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의 평균.

그림 6. 2003-2020년 수도권의 연간 (a) AI(건조지수), (b) PRE(강수량), (c) PET(잠재 증발산량)의 평균에 대
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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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도권 지역의 계절별 건조화 경향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건조화 경향의 뚜렷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48년(1973년~2020년) 동안 건조지수의 계절별 변화 특성(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석하였으며, 제 1절과 같은 방법으로 2003년을

기준으로 전 기간(1973년~2002년)과 후 기간(2003년~2020년)으로 나눴다.

그림 7,8,9,10은 수도권 6개 종관기상관측지점의(강화도,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연도별 계절별 건조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 수도권의 봄철(4,5,6월) 건조지수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나타냈다. 후기간 봄철 건조경향이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감소추세(각각, -0.03/decades, -0.02/decades)는

신뢰수준 90%(유의확률 < 0.1)에서 유의하였지만,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0.02, -0.03, -0.03, -0.03/decades).

2003년 이후 봄의 건조지수가 감소한 것은 대기 수분 공급량인 강수량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여름철(6,7,8월) 건조지수의 경년변화를 그림 8에 나타냈다.

여름 수도권의 건조지수 경향은 2003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0.12/decades)이 가장 높으며, 인천, 이천,

양평, 수원, 강화도가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7, -0.07, -0.07, -0.06,

-0.05). 하지만 봄철 수도권의 건조지수 감소 추세는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확률 < 0.05) 유의하지 않으며, 서울과 인천의 감소 추세는

신뢰수준 90%(유의확률 < 0.1)에서 유의하였다.

가을철(9,10,11월) 수도권 건조지수의 장기변화는 그림 9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건조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양평의 감소추세(-0.04/decades)가 우세하였으며, 서울,

인천, 이천, 수원, 강화도가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3, -0.0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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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1). 신뢰수준 95%(유의확률 <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겨울철(12월, 익월 1월, 2월) 수도권의 건조지수변화에서는 감소

경향보다는 약간의 상승 경향이 우세하였다. 그림 10에서는 모든 지역

에서 건조지수의 증가 경향이 약간 나타났지만,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비와 같은 기상 변수가

강수량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조지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지역의 계절별 건조지수 추세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수도권의 대기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 건조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절별로는 계절 중에서 가장 건조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건조지수의 감소 경향이 가장 우세하였다. 여름철은 대기 수분

공급인 강수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건조지수 감소 추세가 우세한 것은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 건조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절별 수도권의 건조지수 추세는 95% 신뢰수준(유의확률 <

0.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건조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확한 건조화 추세 분석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계절별 건조화 경향

분석보다는 연도별 건조화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건조화 경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의

연도별 건조지수와 기상 변수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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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봄철 기간별(전기간: 파란색, 후기간: 빨간색)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지
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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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름철 기간별(전기간: 파란색, 후기간: 빨간색)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
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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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을철 기간별(전기간: 파란색, 후기간: 빨간색)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
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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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겨을철 기간별(전기간: 파란색, 후기간: 빨간색)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지
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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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건조지수 변화에 대한 기상 변수 경향의 공

간 분포

건조지수 변동에 대한 물리적 메커니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 분석뿐만 아니라 건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일사량, 상대습도, 풍속 등 기상 변수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일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

변동성을 파악하고, 각 지역 기상 변수들의 48년간의 추세를 공간적

분포로 나타내어 수도권의 대기 및 지표면 건조화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전역에서 건조화 경향이 나타난 2003년

이후의 건조지수 장기적 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변수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1은 2003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기온, 일사량, 상대습도, 풍속

추세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a에서 수도권 전 지역은 연간

기온 값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양평만이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였다(0.05°C/decades). 수도권 중에서 양평 기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화도, 수원, 서울, 이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4, 0.04, 0.03, 0.02, 0.02°C/decades). 이는 2003년 이후에 양평이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도시화 효과로 상당히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조지수의 감소 추세(그림 5a)가 서울 다음으로 큰

지역이 양평인 것을 보아 온도 상승이 대기 건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사량의 증감추세는 잠재 증발산량의 추세에 영향을 끼쳐

건조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분석이 필요하다. 일사량이 증가할

때 잠재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일사량 감소 시 잠재 증발산량이 동시에

감소하여 일사량과 잠재 증발산량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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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Young et al., 2019). 일사량은 양평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지만, 서울과 인천, 수원지역에서만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였다(유의확률 <0.05).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증가율이 가장

우세하였으며(0.07MJ/m2/decades), 수원, 이천, 강화도, 양평(각각 0.06,

0.02, 0.007, -0.01MJ/m2/decades)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1b). 본

연구에서는 일사량 증가와 건조지수 감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상대습도 추세는 인천과 수원, 강화도(0.06, 0.21,

0.02%/decades)에서 증가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나머지 지역인 서울, 양평, 이천(-0.26, -0.26, -0.44%/decades)에서는

상대습도의 감소 추세가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을 보였다(유의확률

<0.05). 이천의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11c). 유의한 서울, 양

평, 이천의 상대습도 추세와 건조지수 추세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a). 상대습도 감소는 잠재 증발산량을 증가시켜

건조지수를 감소를 초래한다(Liu et al., 2019). 이를 통해 상대습도 변화

가 건조지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함을 확인하였다(Huo et al., 2013).

풍속의 증가는 수분 증발의 증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Cong et al., 2009), 잠재 증발산량을 증가시키기에 건조지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Roderick etl al., 2007, Zhanget

al., 2007). 수도권 풍속의 추세는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양평의 풍속 증가 추세가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였다(그림 11d). 인천(0.031m-s/decades )에서 풍속의 증가 추세가

가장 컸으며, 양평, 이천, 수원, 강화도,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각각

0.019, 0.006, 0.002, 0.001 0.0002m-s/decades). 결과에서는 수도권

전역에서 풍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건조지수 감소와 뚜렷한

관계성이 보이지 않는다(그림 4a). 건조지수에 영향에 미치는 풍속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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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다(Martinez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지역별 건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일

사량, 상대습도, 풍속 등의 공간적인 추세를 파악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 변동성을 파악하여 수도권 대기 및 지표면 건조화 경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상 변수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기온(°C/decade) 0.03 0.02 0.04 0.03 0.05p 0.04

일사량(MJm-2/decade) 0.07p 0.07p 0.06p 0.02p2 -0.01 0.007

상대습도(%/decade) -0.26p 0.06 0.21 -0.44p -0.26p2 0.02

풍속(m s-1/decade) 0.0002 0.031p 0.002 0.006 0.019p 0.001

p: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확률 < 0.05). p2: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유의

확률 < 0.1).

표 7. 2003-2020년 수도권의 기상 변수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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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3-2020년 수도권 지역 기상 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
분포(a. 대기 온도, b. 일사량, c. 상대습도, d. 풍속), **는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함. *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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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도권 건조지수 추세에 대한 5가지 기상 변

수의 기여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 변수가 건조지수 변동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건조 변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상 변수의

상대적 기여는 분석 기간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건조화 변동 추세와 관련된 기후 메커니즘이 다르게 작동함을 나타낸다.

상대적 기여도 분석에서, 건조지수 추세에 대한 기상 변수의 음의

기여는 해당 변수의 변화로 인해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인 양의 기여는 해당 변수의 변화로 인한 건조지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건조지수 변화 추세와 각

기상 변수들의 추세를 통합하여, 어떤 기상 변수가 건조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12와 표 8은 전체

기간에서(1973년~2020년) 두 기간 동안 수도권 건조지수 변동에 대한

5가지 기상 변수(강수량, 일사량, 풍속, 기온, 상대습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건조화 추세가 가장 뚜렷한 곳인 서울에서(그림 12a) 건조지수

감소에 주된 기여를 한 기상 변수 추세는 감소한 강수량, 증가한 일사량,

감소한 상대습도로 판단된다. 18년동안(2003년~2020년) 각 기상 변수의

건조지수에 대한 기여도 값은 각각 –0.035, -0.015, -0.008이다. 풍속의

감소, 기온의 증가는 건조지수 감소 경향에 다소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각각 –0.00002,-0.002). 즉, 서울의 건조화 경향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의 감소 추세와 일사량의 증가 추세, 상대습도의

감소추세로 판단된다.

건조지수 추세가 서울 다음으로 큰 양평의 경우(그림 10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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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을 제외한 나머지 기상 변수들의 기여도 값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특히, 강수량의 감소 추세가 가장 우세하였으며(-0.036),

감소한 상대습도와 감소한 풍속, 증가한 온도가 그 뒤를 따랐다(각각

–0.008,–0.006, -0.005). 반면, 일사량 감소는 건조지수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0.002). 이는 다른 기상 변수들보다 기여도가 작아서 양의

영향이 상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양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지수가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음의 기여도 값인 다른

변수들(강수량, 상대습도, 풍속, 기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양평 대기 건조화 경향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의 감소 추세로 볼 수 있다.

양평 다음으로 건조지수 감소율이 높은 인천의 경우(그림 12b)는

상대습도 변수를 제외하고 다른 기상 변수들이 건조지수 감소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수량의 감소 추세는 –0.026으로서 건조지수

감소에 가장 우세한 영향을 주었다. 일사량의 증가와 풍속의 감소,

기온의 증가 추세는 다소 작은 영향을 미쳤다(각각 –0.006, -0.004,

-0.001). 증가한 상대습도의 양의 기여도 값(0.0004)은 다른 변수들의

음의 값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쇄되어 인천의 건조지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천에서(그림 12d)의 모든 기상 변수는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일사량 증가, 풍속 감소, 기온

증가는 각각 –0.016, -0.011, -0.006, -0.006, -0.003 값이다. 특히, 감소한

강수량과 상대습도의 기여도 값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감소한

강수량과 상대습도가 이천의 건조지수 감소에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수원(그림 12c)의 건조지수 감소에는 감소한 강수량, 일사량, 기온,

증가한 풍속이 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8년 동안(2003년~2020년)

건조지수에 대한 기상 변수들(강수량, 일사량, 기온, 풍속)의 기여도 값은

각각 –0.019, -0.009,-0.004, -0.001이다. 증가한 상대습도는 건조지수

감소에 양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0.0006), 강수량과 일사량,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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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의 음의 기여도 총합이 상대습도의 양의 기여도 총합보다 크기

때문에 건조지수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 대기

건조화 경향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의 감소추세로 볼 수 있다.

강화도(그림 12f) 건조화 경향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감소한

강수량이며, 다른 기상 변수들 보다 현저히 높다(-0.025). 증가한

일사량과 풍속, 기온은 강화도 건조지수에 미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각각 –0.002, -0.002, -0.004). 증가한 상대습도는 건조지수

감소에 양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0.0004), 그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강화도의 건조화 원인은 대기 중의 수분 공급량인

강수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도권 건조화 경향의 공간분포가 강수량

감소율에 따라 지역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수량의

감소추세가 큰 지역일수록 건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건조화 경향에 가장 크게 미치는 기상 변수는 강수량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도권 건조화 현상은 대기 중 수분 공급량인 강수량의

감소 효과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량 다음으로 건조화 경향에 많이 기여한 기상 변수는 일사량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사량은 직접 관측된

복사열인 태양 복사열값이 아니라 일조시간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13에서는 일조시간의 증가 추세와 일사량 증가

추세가 공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며, 일조시간과 일사량의 관계가

비례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일조시간 증가

추세로 인한 일사량 증가가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재

증발산량의 표면저항인 에너지항과 관련이 있는 일사량은 증가할수록

잠재 증발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조지수 감소를 야기한다. 서울과

인천, 수원의 일사량 기상 변수는 건조지수 감소에 강수량 다음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이는 일조시간의

증가로 인한 일사량 증가가 잠재 증발산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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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며, 건조지수 감소에 큰 기여를 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표 8에서는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기상 변수의

음의 기여도 총합이 건조지수 감소 변화 양상(표 5)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음의 기여도 총합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조지수 감소 변화율이 유의하면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서울이 주변 지역보다 대기 및 지표의 건조화 경향이

뚜렷하며 심화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각 지역 건조지수의 추세와 각 기상 변수의

추세를 통합하였으며, 정량적인 기여도 분석을 바탕으로 수도권 각 지역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도권 각 지역의 건조화 원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대기 건조화를 진단하였다.



- 47 -

그림 12. 1973년-2002년과 2003년-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건조지수 변화에 대한 강수량, 일사량, 바람, 기온,

상대습도의 상대적 기여도.(a.서울, b.인천, c.수원, d.이천, e.양평, f.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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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변수 서울 인천 수원 이천 양평 강화도

강수량 -0.035 -0.026 -0.019 -0.016 -0.036 -0.025

일사량 -0.015 -0.006 -0.009 -0.006 0.002 -0.002

풍속 -0.00002 -0.004 -0.001 -0.006 -0.006 -0.002

기온 -0.002 -0.001 -0.004 -0.003 -0.005 -0.004

상대습도 -0.008 0.0004 0.0006 -0.011 -0.008 0.0004

표 8. 2003-202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기여도

그림 13. 2003년-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일사량과 일조시간 추세에 대한 공간분포.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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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서울과 추풍령의 건조화 경향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서울의 대기가 주변 다른 지역보다 더

건조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도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서울과

같은 기후변화를 받지만 도시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역인

추풍령과 비교 분석하여 서울의 건조화 경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조지수(그림 14)는 두 지역에서 2003년 이후 모두 지속적인 건조화

추세를 보였지만, 추풍령(-0.02/18yr)이 서울(-0.05/18yr)보다 연평균

건조지수 감소가 훨씬 작았다. 또한, 서울만 건조화 추세가 신뢰수준

95%(유의확률 < 0.05)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대기 수분 공급량인

강수량과 대기 수분 수요량인 잠재 증발산량의 변화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건조지수의 장기적 변화경향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과 잠재

증발산량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그림 15, 16에 나타냈다. 그림

12에서는 서울의 강수량(-0.10/18yr) 감소 경향이 추풍령(-0.03/18yr)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지역 모두 신뢰수준 95%(유의확률 <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강수량 감소 추세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강수량의 감소 효과가 건조지수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수분 수요량인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 추세는 서울(0.03/18yr)과

추풍령(0.03/18yr) 모두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6).

특히,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잠재

증발산량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져 증가한다. 이를

통해 추풍령의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는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후 서울과 추풍령의 건조지수 감소는



- 51 -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7에서는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이 서울과 추풍령 모두

나타났지만, 서울만이 신뢰수준 95%에서 뚜렷한 추세를 보여줬다.

서울(-0.26/18yr)이 추풍령(-0.18/yr)보다 연평균 상대습도 감소가 훨씬

컸다. 이는 상대습도의 감소 경향은 건조지수, 강수량, 잠재 증발산량

이외 도시화에 의한 기온 상승 경향과 전지구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추풍령 모든 지역에서 건조지수의 감소 경향이

나타난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강수량과 감소와 잠재 증발산량의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건조지수 감소 경향과 강수량 감소

경향, 잠재 증발산량 증가 경향은 추풍령보다 더 심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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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울과 추풍령의 건조지수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
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그림 15. 서울과 추풍령의 강수량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세
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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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울과 추풍령의 잠재 증발산량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조지수
의 추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그림 17. 서울과 추풍령의 상대습도 추세. 실선은 건조지수, 점선은 건조지수의 추
세를 나타냄. y1과 y2는 선형회귀 식이며, p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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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도권 도심인 서울의 대기가 주변 다른

지역보다 더 건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이는 도시가 주변

보다 도시 건조섬 효과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대기가 건조한 경향이

지닌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Webber et al., 2016). 서울의

건조화 경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화한 요인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주변 수도권 지역보다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더 높은

온도를 특징으로 하는 도시 열섬 효과이다(그림 18a). 도심 지역의 더

따뜻한 지표면은 포화수증기압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더 강력한

잠재 증발산량을 유도한다. 도시 열섬 효과로 인한 포화 수증기압의

급격한 증가는 실제 증기압과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정의되는

수증기압 차를 증가시킨다(그림 18b와 18c). 또한, 도시화와 관련된

복합효과(알베도 변화, 식생 감소)로 인해 대도시인 서울지역의 도시

건조 효과가 더 악화 될수 있다(Yao et al., 2017). 기후 모델링 연구를

통해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요인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 감소율이 더 큰다는

것이다. 대기 중에 수분 공급량인 강수량은 서울이 주변 수도권

지역보다 많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서울의 건조지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강수량 감소는 대기 중 수분의 감소를

기인하였으며, 실제 수증기압이 감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8b). 서울의 대기 건조화 추세는 강수량 감소로 인한

실제 수증기량 감소 및 수증기 압차 증가와 관련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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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요인은 서울의 일사량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이다.

FAO56 Penman-Monteith 공식에 따르면, 잠재 증발산량의 에너지

공급과 관련이 있는 일사량은 증가할수록 에너지 공급이 증가하여 잠재

증발산량을 증가시킨다(Liu et al., 2013). 증가한 잠재 증발산량은

건조지수 감소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증가한 일사량은 서울의

대기가 건조화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9a는

일조시간 증가율이 일사량 증가율과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울의 일조시간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며 서울의 일사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대기 건조화는 도시 열섬으로 인한 대기 온도 증가와 강수량

감소, 일사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수도권 지역보다 건조화 경향이 큰 현상에 대해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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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2003-2020년 수도권 평균 기온과 기상 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분포(a. 평균기온, b.실제

수증기압, c. 수증기압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9. 2003-2020년 수도권 상변수의 추세에 대한 공간
분포(a.일사량, b.일조시간 ),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
함. *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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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종관기후관측소에서 관측한 기후자료(강수량,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를

활용하여 잠재 증발산량과 건조지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

및 지표면 건조화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건조화 경향에 영향을 주는

기상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정량화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경향 공간분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간 중

후기간(2003-2020년) 수도권 전역은 전기간에(1973-2002년) 비해 건조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후기간 서울 대기의 건조 지수 감소

경향성은 유의미하게 주변 지역보다 더 심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0.05/decades). 이는 서울의 강수량 감소 및 잠재 증발산량 증가

경향이 주변 지역보다 큰 것으로 기인하였다. 건조지수 경향을 통해

서울의 대기 및 지표 건조화 경향은 주변 지역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간 수도권 지역별 건조화 경향에 미치는 기상

변수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건조화 경향이 뚜렷한

서울에서 강수량 감소와 일사량 증가가 물 공급 감소와 대기 수분 수요

증가로 인해 건조 경향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각각 18년동안 –0.035,

-0.015). 양평에서의 건조화는 강수량의 감소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0.036). 인천에서는 강수량 감소와 일사량 증가로 인해 연간

건조지수 변화에 지배적인 감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각각

–0.026,-0.006). 이천의 건조화 경향은 강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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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상대적인 수증기량인 상대습도의 감소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각 –0.016, -0.011). 수원에서는 지배적인 강수량의 감소가

대기 수분 공급 감소로 인해 건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0.019). 건조화 경향이 작은 강화도는 주로 강수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0.025).

수도권 건조화 경향의 공간 분포가 강수량 감소율에 따라 지역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수량의 감소추세가 큰 지역일수록

건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건조화 경향에 가장 크게

미치는 기상 변수는 강수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건조화 원인으로는 주로 자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후변동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각 지역 건조화 원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대기 건조화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같은 기후대일지라도 건조화 경향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같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더라고, 본 연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건조화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나타냈다. 대도시 지역은 온난화로

인하여 도시 고온 현상뿐만 아니라 도시 건조화 현상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건조화는 도시내 지표면 에너지 불균형과 식생의

생산성이 낮아져 도시의 재기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건조화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건조화 경향 공간 분포는 수도권 내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의 기후 연구에 있어서, 상대습도의 경향만을 통해

도시 건조화를 판단했던 우리나라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반적인 국지

규모의 기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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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지수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건조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

이외에 기후 모델링 연구를 통해 기상 변수들의 상호 작용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조화 경향을

비교하고자, 다른 나라의 대도시의 건조화 경향 분석은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 기후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의의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기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함으로써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적응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 열섬을

넘어서 도시 건조섬 효과와 같은 도시 기후 특성에 대한 진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도시화에 의한 기상

변수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도시 개발과 정책에 중요한 과학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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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atmospheric

dryness over Seoul

Metropolitan area

Jeong Yeon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tmospheric and surface dryness

trends ov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the largest city,

and surrounding it in South Korea. The methodology adopted

uses the dryness and water deficiency index - the Aridity

Index (AI) – given at specific locations. It also quantifies the

relative contributions that various climatic drivers have on AI.

This study uses AI and PET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indexes to quantify atmospheric and surface dryness. It utilized

the highest available abundance of national meteor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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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data in several sta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Seoul, Incheon, Suwon, Icheon, Yangpyehong, Ganghwado)

to investigate the spatiotemporal changes in dryness and the

associated climate drivers in the period 1973–2020. The AI is

the ratio of precipitation over the PET and the PET was

calculated using the Penman-Monteith equa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climatic variables to the observed AI trends

were analyzed using the partial differentiation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ryness trends were

observ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late period

(2003-2020). More specifically, dryness was significantly

dominant in Seoul compared to the surrounding areas.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lower precipitations and higher PET

that was observed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decrease in precipitations has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dryness phenomenon during the period 2003-2020 and

that the influence of other climate change factors (precipitations,

net radiation, wind speed, relative humidity, and air

temperature) has been relative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t areas.

In short, this study show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everely vulnerable to global warming and especially to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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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d urban dryness and heat effect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se phenomena is also believed to affect the

water cycle in this area. This research on urban climate

dynamics is required for establishing more eco-friendly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keywords : Urban Dryness, Urban Dry Island(UDI), Aridity

Index(AI), potential evapotranspiration(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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