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理學論農 第10號， 1983年 12月 , pp. 269 ,....,281. 

初夏의 멀廳파 降水量의 經年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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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우러 나라는 年降水量의 면으로 불 빼는 氣候

的으로 海潤地域야 속하여 水分收支에 있어서 

공，부분의 地域에 水分剩餘를 나타낸다 D 그러나 

降水量의 季節的안 配分은 夏季 집중형A로 餘

他 季節에는 收分不足이 잘 나타난다. 특히 담 

然季節의 硬春에서 初夏에 걸치는 5月은 降水量

이 적은 乾季로서 해에 짜라서는 異常的안 루觀 

로 水分의 過不足을 나타내 어 農作物播種에 큰 

피해를 업는 경우가 종종있다. 짜라서 年候(year

climate)2)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나라의 氣

候， 특히 初夏의 氣候가 해에 짜라서는 乾爆氣

候에 풋지않는 水分 過不足현상을 나타내어 平

年氣候와는 천혀 다른 氣候를 이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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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

(2) 面積降水量파 500mb 高度와의 相關
(3) 氣溫파 500mb 高度와의 相關

4. 初夏의 降水量의 經年變動

(1) 降水量의 經年變動

(2) 降水量 變動의 週期分析

(3) 降水量의 經年變動파 帶狀指數

5. 結 論

한 지점의 水分收支는 주로 降水量과 윷훤융홍量 

에 의해 결정되므로 Kδppne 은 平均fi펼인 氣候

의 측면에서 乾操限界를 1年 중 多雨地方에서는 

r= (t+7) , 夏季多雨안 地方에서는 r=2(t+ 14) , 

쫓季多雨인 地方에서는 r=2t 로서 정하였다(단， 

r=年平均降水量(cm) ， t=年平均氣溫(OC). 이 와 같은 

한 地點의 乾操限界의 決定 方法이 타당한 것￡로 

받아드려 진다면 위의 公式에서 年zp:均 降水量

파 年平均氣溫 대신에 일정기간의 降水量과 氣

溫뻔블 代用하여도 무방할 것A로 생각된다. 

本昭究에서는 年候의 측면에서 이러한 乾操限

界의 決定方法을 천제로하여 初夏에 異常的안 

早觀이 나타났던 해의 收分收支블 검 토하여 그 

러한 해의 氣候要素의 分布特性， 氣壓配置의 出

現特性 및 500mb 等壓面의 大氣個環特뾰을 살 

펴보고 다음오로 長年間의 面積降水量의 經年變

** 本맑究는 1982年度 韓國科學財團맑究費 지원A로 수행펀 「水資源總量算定을 위한 水文氣象學的짧究」 결파의 
일부블 加筆， 補完한 것이다. 科學財團諸位에게 성심한 感謝블 드리며， 電算處理와 製圖 둥올 도와준 서울 
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助敎 朴炳翊君파 社會科學 大學院의 宋鎬烈君에 게 謝意를 표한다. 

1) 金遭玉， 1966, 韓國의 乾鴻度， 짧花女大韓國文化맑究院論覆， 8. pp.107-123. 
2) 河材武， 1980, 氣候變動@實態， 古今書院，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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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1 早麗時 各地짧別 水分收支(5月)

1 958 1 962 196 7 878 

;;놨 캉(m수m량rl 건 한 조 계 I ~ ι1 ..2 캉(m수m량) | l 한 건 조 껴ì 1 이 1l1..2 캉(m수m량) l | 한 건 조 져~I ‘ 1l1..2 캉〈m4g명} ! i 얘 g} a ;@ | | ‘ “ 12 

강 걱 ~ 10.6 54.2 

서 울 23. 50.5! " 12.5 51. 7 

인 천 13.9 48. 7 " 7.1 48.7 
추 풍 령 28.2 50.3 " 13. 7 53.0 

포 향 29.9 51. 2 " 30.9 54.0 

대 T 15.0 52.5 " 22.E 54.8 

천 주 35.8 50.8 " 15.6 52.7 

울 산 20.7 51. 0 " 41. 9 52.3 

팡 주 41. 2 51. 7 " 14.5 52.3 

.lf- 산 48.4 51. 5 " 45.2 53.2 

~ 포 51. 1 51. 2 " 21. 9 51. 7 

여 수 55.2 51. 5 습윤 62.2 53.2 

꺼1 주 56.0 49.8 " 44.5 50.7 

서 귀 포 - " 153.2 51. 2 

울 릉 도 43.2 48.9 건조 24.5 51. 0 
5 

動파 그의 週期分析， 面積降水量과 500mb 面의 

帶狀指數의 經年變動과의 판계 둥을 檢討分析하 

였다. 

2. 룰觀年의 水分收支와 윷톨候흉흉素의 
分布

(1) 年候로 본 뽑빼年의 水分收支
序論에서 언급한 Köppen 의 乾操限界判定方

法을 이용하여 初夏의 早鍵이 섬했던 1958, 19 

62, 1967, 1978年의 水分收支블 냐타낸 것 이 표 1 

이다. 여기에서 乾浪의 判定은우리 나라가 夏季

多雨地域에 속하므로 r=2(t+ 14) /12(r : 5월 강수 

량， (cm)t: 5월 펑균기온)를 적용하였다. 

표에서 얄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地點의 

降水量이 乾操限界順에 미 달하여 물收支에 있 어 

서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즉， 年候의 측면에서 불 해 上記 4個年의 初

夏의 氣候는 “乾操氣候”에 상당하는 것 A로 생 각 

할 수 있 다. 이 는 薰짧散 Climatonomy3)에 의 

한 薰發散量파 비교할 때도 4個年이 모두 한 두 

건조 32.6 55.7 37.0 

" 59.6 55.9 ζ닙흔; τ 。r 25.4 54.21 " 

" 50.3 52.2 건조 13.1 50.81 " 

" 12.3 55.5 " 14.8 53.81 If 

11 35.8 54.2 " 1.1.1 53.71 '1' 

" 33.9 56.7 " 14.6 56.2 ". 

11 30.4 56.2 " 5.9 55.0 ". 

" 50.3 53.5 " 9.6 53.7 fI 

" 23.7 55.8 " 4.4 55.0 ". 

" 58.0 54.0 춤윤 13.9 53.8 " 
" 22.7 53.5 건조 5.9 54.0 " 
승윤 45.8 54.3 " 10.5 54.3 " 
건조 33.6 52.7 " 13.3 53.0 " 
습윤 52.9 54.3 " 15.8 54.8 " 
" 95.E 35.7 '"다L T 。I? 20.6 SO.3 " 
지점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乾操한 것으로 나타 

냐는 점과 일치한마. 특히 1978年은 全地點야 

乾操限界雨量의 1/3에도 뭇마치는 적은 降雨훌훌 

을 나타내었다. 

(2) 黨候훌素의 分布特性

上記 1958, 62, 67年의 氣候要素의 分布特性

을 알아보기 위하여 薰發量， 日照時數， 氣溫降

水量의 平年差를 구하여 나타낸 것 이 그림 l이 

다. 氣溫은 3個年야 모두 平年氣溫보다 높았으 

며 특히 1967年은 全國의 대부분 지역이 20 C 이 

상이냐 높은 기온을 나타냈마. 氣溫偏差의 地域

的인 分布패턴이 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해에 짜른 結觀狀態의 差異 혜문으로 생각되 

며 이 에 판한 앞으로의 굉주究가 필요하다. 降水

量은 3個年이 모두 平年降水量 보다 척 어 地點

에 딱라서는 - 90rv -100mm 의 偏差가 나타났 

다. 降水量도 해에 따른 偏差分布의 差異가 큰 

것은 氣溫의 경우와 같을 뿐만 아니라 地域的인 

差異가 보다복깎한패턴을나타내고 있다. 이는 

降水量이 氣溫에 비 하여 局地{生이 큰 氣候휠素 

이기 해문이다. 

3) 閔康德， 1974, “韓國의 薰發散 Climatonomy, ’ 韓國氣龜學會誌， 10卷 l號，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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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기후요소의 평년차(1958， 1962. 1967) 
(a) 증발량(mm) (b) 일조시수(시 간 (c) 기옴eC) (d) 강수량(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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薰發;量고t EI 照時數의 경우는 국지척으로는 특 

히 濟싸!島， 醫l愛島에서는 平年f直보다 減少펀 값 

을 나타내고 있기는하나전반적으로는平年보다 

增大된 값을 보이 고 었 다. 특히 1958年의 경 우 

南海뿜과 濟州島에서 薰發量이 100'" 180mm 나 

많았으며 地域的언 差異도 크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早觀年의 氣候喪

素의 값은 降水量은 平年보다 적고 氣溫은 높으 

며 薰發量파 日照時數은 平年값보다 큰 分布를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收分收支에 있어서 “乾操”

한 氣候狀態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았다. 

(3) 氣壓配置의 出現特 i生

어느 地域의 降水뀔:이나 氣溫 둥 氣候要素의 

出現은 結觀場의 氣壓配置.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살이다. 특히 非正常

性의 天候의 出現은 그러한 天候블 초래하는 非

正常的안 氣壓配置의 出現 때문이 다. 

짜라서， 여기서는 初夏의 早觀時 出現하는 氣

壓配置의 特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地上 日 氣圖의 

氣壓配置를 類型을- 分類하여 그의 頻度블 조사 

하였다. 氣뿔配置類型은 移動性高氣륨천， 氣룹짚갑， 

低氣壓， 前線， 기 타 등으로 分類하였 다. <표 2> 
해에 짜라 기간이 다른 것은 5월 1일부터 시작 

하여 全國的인 降水가 있었던 날까지로 하였기 

혜문이다. 즉 1965년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G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다운 비가 없었다. 표에 

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루盤후에는 移動性高氣

壓의 出現이 매우 높다. 

표 2 훔離時의 氣壓配置型(%)

ι 도 I이고기 동압 성형 I기저기 압압 교황il전 선 형 I 기 타 

(5/뽑31) I 51. 6 I 35.5 I 9. 7 I 3. 1 

(5點 571 |357i l8l55 

5짧24) I π9 I 16.4 I 7.3 I 5.5 

1968 
(5/1-6/28) 0 1. 7 

1978 
80.6 I 6.5 I (5/1-5/31) 6.5 

3. 훔趣웰의 大氣領環特性

천철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초여릎 早觀빠의 

地上氣壓配置는 주로 移動性高氣壓型의 出現이 

매부분을 점하고 있다. 특히 韓半島블 중심으로 

高壓帶가 東西로 停‘帶할 배 장가 간의 펄觀이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帶狀高氣壓의 長期停i帶

는 偏西風帶어l 속해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高氣壓을 동쪽으로 밀어내는 大氣備環이 이루어 

지지 않는 배로서 이는 上層偏西風의 大氣個環

파 밀캡한 판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펀다. 따타 

서 本章에서는 早盤時의 上層大氣個環의 特性-뜯 

알아보71 위하여 판J流園의 중간부에 해당하는 

500mb 等壓面高度의 偏‘差， 氣候몇素와 500mb 

高度와의 相關 및 帶狀指數의 經年變化 등을 調

호해 보았다. 500mb 等壓面高度는 北半球經繹

度 10。 格子點 193個地點의 1946"'1975年의 半

句別資料륜 이용하였다. 

(1) 小雨年과 多雨年으./ 500mb 흙度偏差 

小雨年과 多雨年의 500mb 高度場사이 에 어 r대 

한 備環의 差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5月 降

水量이 현저하게 적였던 해와 만태로 많았던 해 

를 수개년 선정하여 그 해들의 合成高度偏差들 

을 구해 보았다. 合成高度偏差는 1946"'1975년 

平均{直와 合成된 해의 平均高度와의 경등룹 算出

한 것 이 다. 小雨年은 1955, 19?)8, 1962, 1967, 

1968로 5개 년의 北半球의 각 格子點의 2fî均高

度블 쿠하여 1946"'1975년 平均高度와의 偏差블 

쿠하였다. 그림 2가 그것이다. 그림섹서 불 수 

았는 것과 같이 合成高度偏差의 分布는 이란 高

原A로부터 터뱃산지를 거쳐 韓半島， 日本꽉붉 

를지나北太平洋에 이르는광대한地域이 -샌m 

의 帶狀의 陰偏差域을 이루고 그 북쪽에 는 西南

아시아로부터 시베리아블 거쳐 오호츠크海에 이 

르기까지 20 ，"，.J40m 의 陽偏差域이 역시 帶狀分

布를 하고 있다. 이것은 즉 小雨年의 500mb 高

度場의 特性은 北랩t 40도 이남에서는 500mb 의 

等壓面高度가 平均댈보다 낮아지고 반대료; 北繹

400 "'70。의 地域에서는 높아지고 있음을 얄 수 

있 다. 한펀， 極地方￡로부터 北西유렵 에 이 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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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DRY YEARS 

.:z.럼 2. Composite height anomaly of dry years (I 955~ 58, 62, 67, 68) 

뺑域은 매우 큰 값의 陰偏差域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것은 수개년의 合成高度에 대한 것이 

‘었으므로 降水가 현저하게 적였던 단 일년의 高

度偏差의 分布는 어떠한 패턴을 이루고 있을까 

블 알아 보기 위해 이 상의 5個年 중 득허 降水

차 적 었 던 1968년의 5， 6월 (5월 l알 --6월 28쉴 )의 
500mb 의 LP.均좁 l몇{扁差圖블 그려 보았다(그림 3) 

그림에서 北繹 40。이남은 陰偏差域， 이북은 陽

넓差域의 帶狀分布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림 2의 

5써 년 合成偏差圖와 거 의 유사하다. 특히 주목 
되는 것은 오호츠크海에 高度 60m 이상의 높은 

陽偏差域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小雨

年에 는 오호츠크海부근의 500mb 高度가 平年보 

다 현저하게 높아치는 갓A로 오호츠크海高氣 

壓의 彈化블 推測할 수 있다. 

이 상파 같이 初夏의 小雨年의 500mb 高度場

의 특성은 韓半島룹 중심으로 한 帶狀의 陽偏蓋

域 형성과 오호츠크海高氣壓의 彈化임을 알수있 

으며 , 따라서 천장에 서 小雨年의 地上의 移動

性합氣塵의 多出짧은 500mb 高度場의 高度1[:

와 밀접한 판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여기서 밝혀진小雨年의 韓半島에 정책하 

는 移動性 高氣壓의 發源은 주로 아시 아 大摩괴

오호츠크海의 두곳염이 地上日氣圖에서 확안야 

되는데 이들의 經觀氣候的 特性에 대해서는 앞 

으로 보마 쿠체적인 몫f~가 필요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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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 Hèight anomaly of dry year(1968) 

그림 4는 多雨年인 1963年， 1974年 2개 년 5月

의 500mb 高度合成偏‘差圖이 다. 천체 척 안 分布

패번은 小雨年과는 반-대로 小雨年에 陰偏差域01

었던 韓半島를 중심A로 한 東部아시아는 陽偏

差域오로， 陽偏差域율 이루었던 오호츠크海와 

시베리아地域은 陰偏差域~i같 反轉되고 있다. 

이는 多雨年에는 오효츠크海와 시베리아地域의 

500mb 高度가 낮아지고 地上에서는 移動性高氣

壓의 出現頻度가 적어짐을 示浚하는 것이다. 그 

밖에 西半球의 高度偏差場의 품포패턴도 小雨年

과 正反對블 이루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2) 面홈降水활과 500mb 홉度와의 相빼 

천절에 서 小雨年과 多雨年의 500mb 等壓面왜 

領環패먼이 相異한 사실이 확안 되었는데 실제 

로 早觀의 지표가 되는 降水量과 大氣領環과의 

相關은 어떠한가블 알아보기 위하여 5月의 南韓

의 面積降水量4)과 北半球의 500mb 의 i합度場과 

의 同時相關을 캠 토해 보았다. 윷폰 降水量을 

결정하는 因子는 매우 다양하여 對流圍의 중간 

부에 해당하는 500mb 의 備環과의 직접척인 관 

련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半球的 스케일의 大

氣大備環이 南韓이 라는 小地域의 降水의 多흉와 

4) 李炳홈， 洪性吉， 198?， .. 面積降水量算定을 위한 많存降水量資料의 檢討， ’ 韓國氣象學會誌， 18卷 2號， pp.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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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posite height anomaly of wet years(l963, 64) 

핵느 정도의 相關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 

는 것은 나름대로의 意味를 가진다고 생각된 

1다. 

그림 5는 1946"-'1975년의 南韓의 zp:均面積降

水量파 北半球 500mb 等壓面高度와의 同時相關

을 나타낸 것 이 다. 그 결과 面積降水量파 500mb 

等壓面高度의 陽相關域이 터 뱃 高原으로부터 韓

半島， 日本列島블 거 쳐 北太平洋까지 帶狀으로 

分布하고， 그 陽相關域의 바로 북쪽에는 시베리 

아로부터 호오츠크海에 이 르는 地域에 역 시 帶

狀의 陰相關域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이칼湖 

부근은 -0.5의 높은 陰의 相關域。l 나타나고 

었는데 이곳은 大陸高氣壓의 作用中心으로 大氣

大~휩環의 測面에 서 우러 나라의 初夏의 I짧水量과 

높은 相關이 있는 것이 아난가 생각된다. 이로 

써， 우러나라의 5月 降水量은 北繹 200 "-'400 , 

東원 700 "-'140。 범위의 500mb 高度와는 陽의 

相關， 北繹 400 "-'600 , 東經 500 "-'130。 법 위 의 

500mb 高度와는 陰의 相關을 냐타냄 을 알 수 

있다. 相關度의 절대치는 後述하는 氣溫의 그것 

보다 작은 값을 냐타내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같 

이 降水量이 氣溫에 닙1 해 500mb 高度場과의 판 

계가 적기 해문안 것으로 해석된다. 

(3) 氣溫과 500mb 高度와의 相關

5月 의 氣溫과 500mb 高度場과의 相關關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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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 Simultaneous correlation fields of the area precipitation 
and 500mb height(1946--1975) 

알아보기 위해 1946"'1975年의 서울의 氣溫파 

北半球의 500mb 等壓面高度와의 同時相關圖블 
쿠한 것이 그림 6이다. 일반적으로 氣溫은 降水

量에 비해 相關f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地上氣溫을 지배하는 要因으로 500mb 의 層淳

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마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럼에 나타난 바와 같이 陽相關域이 시베리 

아 中部로부터 滿洲블 거쳐 캄차카半島의 南海

험까지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陰의 偏差

域운 北繹 30。 이 남의 北西太平洋地域을 차지하 

여 降水量의 그것과는 반대의 分布패턴을 냐타 

내고 있다. 즉， 우러나라의 5月 地上氣溫은 北

韓 400 "'600 , 東經 900 "'150。 범위의 500mb 等

壓面의 層淳와는 매우 높은 陽의 相關을 가지 

고 있으며 低繹度의 500mb 等壓面 層훔와는 陰

의 相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우리냐 

라의 5月의 地上氣溫이 높을 해는 시베리아大陸 

이 나 오호츠크海의 500mb 等壓面의 高度가 높 
아지고 氣溫이 낮을때는아들地域의 500mb 層
훔가 앓아지는 것이다. 이에 만하켜 北西太平洋

氣團의 層I享는 만대 의 현상이 나타냐고 있 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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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imultaneous correlation fields of the monthly temperature 
and 500mb heÎght(I946--1975) 

4. 初훌의 降水量의 經年蠻動

5月은 自然季節5)로 볼 때 曉春에서 初夏에 걸 

치는 時期로 降水量도 척으며 해에 따른 變動도 
큰 펀이다. 짜라서 본장에서는 5月 降水量의 經

年變動의 特色을 살피고 降水量의 週期分析과， 

帶狀指數의 經年變動을 검 토하였 다. 

(1) 降水量의 經年蠻動

그립 7은 1910年부터 1978年까지 의 南韓의 全

觀測地點의 資料릎 이 용하여 구한 5月 의 面積降

水量6)의 經年變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認定되는 바와 같이 5月 降水量의 經變動은 매 

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첨선은 5年

移動 zp.均植이다. 降水量이 현저하게 많았던 것 

은 1974年의 200. 3mm, 1963年의 194.9mm, 19 
38年의 186.5mm 등이고 降水量이 현저하게 척 
었 던 것 은 1978年의 14.4mm, 1962年의 32.4mm 
1928年의 35.7mm 로 多雨年파 小雨年의 降水量

5) 李炳I홈， 1979, ‘우리 냐라의 自然、季節에 관한 핍究. ’ 地理學， 20號， pp.1-1l. 
6) 李炳圖 • 洪性吉， 1982, 前揚書에 서 발휘I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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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7. Interannu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in May dotted line: 5 year moving average ‘ 

差는 매우 커서 그比는 5"'14대 1이나 된다. 또 

한， 5年移動平均f直의 經年變動을 보면 原資料의 

그것 보다는 平慣한 變動을 보이 냐 크고 작은 

週期와 振福의 f1uctuation 이 현저하게 나타냐 

고 있다. 짜라서， 살제로 나타나는 降水量의 經

年變動은 크고 작은 週期의 波動들의 合成오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하냐의 특색은 

降水量의 長期變動이 上昇 또는 下降의 碩向을 

나타내 지 않고 平均順블 중심으로 上 • 下振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에 이용된 68年의 降

水量資料 만으로는 降水量의 變勳이 上昇이 냐 

下降의 1煩向 (trend)보다는 振勳(fluctuation)의 變

化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펀다. 

(2) 降水활 變動으| 週期分析

전절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5月의 面積降水量

의 經年變動이 trend 보다는 fluctuation 을 하 

고 있￡며， 그 fluctuation은 크고 작은 週期와 

振福의 波動들의 合成으로 이루어져 았다. 짜라 
서 본절에서는 降水量變動의 週期릎 알아보기 

위해 power spectrum 에 의한 週期分析을 하였 

다. 

‘ 10 

-,--- T------ 끼---， 
o 5 10 15 20 25 3 0' 

(~) (CYCLE) 
L. 63YEARS 

ig쉰 - 띤헬 
그렴 8. Power spectrum of area precipitatior.. 

in ~ay(1916~1978) 
dotted line: smoothed spectrum 

(a) _: raw material 
(b) : 5 year weighted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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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9. Trends of zonal index and area precipitation(may) 

그렴 8은 5月 의 南韓의 面積짧水量의 spec

irum 을 나타낸 것 이 다. (a)는 原資料를 이 용하 

여 쿠한 것이고 (b)는 原資料를 加重 5移動平均

한 것 이 다. 그림 에 서 Y 輔은 power spectrum 

.density 로 

Yl=찮(a"cos펄한 +ß"sin쩔갚) 

외 調和波(harmonic wave)의 a", ß" 係數를 담 
乘和하여 쿠하였 다.X 輔은 harmonic wave 의 

frequency (cyc1e/length)로 cyc1e 의 頻度블 냐 

타낸다. 點線은 移動平均한 ZP:r骨曲線이 다. 

그림에서 얄 수 있듯이 原資料의 面積降水量

의 power spectrum 은 크게 두드러 진 density 

블 나타내지 않고 대체로 density 102 植를 중삼 

으로 oscil1a턴on 을 하고 있닥. 즉 原資料에 의 

헌~ power spectrum 週期는 크게 두드러 진 값을 

나타내지 않아 降水量의 變動이 수많은 週期의 

波動이 合成되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數年 이내의 짧은 週期는 noise 로 

생 각할 수 있으묘로 有效한 週期로 받아 들알 

수 있 는 power spectrum 週期는 cycle 5의 12.6 

年， cycle 9의 5.9年 cycle 2의 31. 5年이 다. 여 

기서 週期가 소수점으로 나온것은 全統計期間야 

63年의 奇數이 기 해 문이 다. 짜라서 power spe

ctrum 分析에 의한 5月의 面積降水量의 현저한 

週期는 13年， 6年， 31年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週期分析에 있어서 雜多한 몇因에 

의해 냐타냐는 noise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原

資料블 平慣化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神

山7)의 加重平均法A로 原資料를 5年移動平均하 

여 power spectrum 을 구한 것 이 〈그림 8-b) 이 

다. 이 에 의 하면 sepectrum 曲線이 (a)의 것 보 

다 현저하게 ZP:價化되었고 특히 짧은 週期의 

density 는 그 總對植가 현저히 감소된 값을 나 

타내고 있다. 降水量의 현저한 週期는 frequency 

5의 11. 8年， 9의 6.6年， 3의 19.7年이 다. 여 기 

서 (a)와 (b)의 差異는 長週期에서는 큰 差異블 

보였으나 나머지 週期에서는 거의 差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5月의 南韓의 面

積降水量의 power spectrum 週期는 12年과 6年

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7) 神山甚， 1968，“曲線平價法κ"'? I，.、τm考察 빠究時報， 120卷， pp.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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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降水量의 經年蠻動과 帶狀指활 

三章에 서 초여 름 500mb 의 等壓面領環의 特

性을 等壓面高度偏활의 分布에 의 해 살펴 본 결 

과 多雨年과 小雨年 사이에 정반대의 현상이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절에서는 초여름의 降

水量과 高層 東西流사이에는 어떠-란 판련이 있 

는가블 알아 보기 위해 500mb 等壓面의 帶狀指

數(zonal index)를 쿠하여 그의 經年變動파 面積

降水量의 經年變動을 대 Bl 시커 보았다(그렴 9). 

帶狀指數는 北繹 400 "-'60。간의의 東經 800
,,-, 

1200 , 1000 "-'160 0 , 1300 "-'1700의 3 section 에 있 

어서 帶狀風(東西流)의 세기블 쿠하였다. 算出方

法은 韓度 400와 60。간 高度差를 가지고 地衝風‘

을 算出하는 方法오로 구하였다. 그립 에 나타낸 

것은 3 section 의 각각의 帶狀風速의 平均f直에 

대 한 偏差이 다. 3 section 의 平均風速은 차례 로 

11. 2mjsec(800 "-'1200 E) , 9.8mjsec (EIOOO"-'16 

OOE) , 9. 4m/sec (I 300 '''-'170 0 E)으로 800
,,-, 1200 E 의 

값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큰 差異가 없다. 

그럼 에 서 點線은 5月 의 南韓의 面積降水量오 

로 역시 平均降水量 97.4mm 에 대한 偏差로 나 

타냈다. 그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東西流

는 3 section 이 모두 거의 차이가 없는 經年

變動을 하고 있￡며 面積降水量파 帶狀指數의 

經年變動도 거 의 類似한 變動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즉， 降水量이 많은 해에는 帶狀指數의 값 

이 커지고 降水量이 적은 해에는 帶狀指數의 값 

도 작아지고 았다. 예를들어 降水量이 가장 많 

았던 1잉63年의 帶狀指數의 값도 最大블 나타내 

고 降水量이 현저히 작았던 1955년의 帶狀指數

의 값은 큰 陰의 偏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5月의 面積降水量이 많은 해에는 500 

mb 等壓面의 東西流가 강해지고 降水量이 적은 

해에는 東西流가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事實은 전장의 500mb 高度偏差의 分布特性

에서 밝혀진 바와도 일치하고 있다. 

5. 結 論

우러나라는 年平均降水量으로 불 혜는 펄潤氣 

候에 속하나 降水量의 季節的안 偏差가 심하며 

특히 5月에서 창마치 사이의 初夏에는 降水量變

動이 심하여 早l없이 종종 말생한다. 따라서 

年候(year c1imate)의 측면에서 본 初-夏의 氣候는 

K젠ppen 의 乾;操限쩍블 기준으로 할 떼 乾;操氣候

의 水分不足이 나타나는 혜가 많다. 水分不足이 

니-타냐는 早鍵年의 地上氣壓配置는 移動性高氣

壓의 出現頻度가 현저히 증가하며 500mb 等壓

面의 Y몹環特性은 시 베 리 아 內陸파 오호츠크海 

부근의 等壓面高度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 

설은 氣候짧素와 500mb 等壓面高度와의 相關에 

있 어 서 認、定되 어 早趣年에 는 펴上氣溫이 平年보 

다 높아지고 이와 아울러 500mb 等壓面의 層}享

도 시베리아 內陸과 오호츠크海 부근에서 높아 

지고 있다. 1짧水量과 500mb 의 高度와의 相關에 

있어서는 氣溫의 그것과는 反對의 分布패턴을 

나타내어 운곰뽑的으로 小雨年=高溫=시베리아， 

오호츠크海의 500mb 等盧面高度의 上昇=東西

流의 弱化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로 推定해 불 해 早觀年의 地上의 移動f生

高氣壓의 形成이 나 그의 停帶는 」二層大氣個環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5月의 降水量의 經年變動은 매우 삼’ 

하여 1916"-'1978年 사이 에 最多ffi年파 最小雨年

의 面積降水量 比는최대 14 : 1이나 되고 있으며 

經年變動의 特性은 上昇이나 下降의 順向 (trend)

보다는 振動(fluctuation)을 하며 그 週期와 振福

은매우 多樣하다. 

5月 의 南韓의 面積降水量의 週期는 power 

spectrum 分析의 結果， 12年週期와 6年 週期가 

우세하고 長週期에서는 原資料의 경우는 31年週

期， 5年加重移勳 平均資料의 경 우는 20年週期가 

우세 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5月 I잖水量파 500mb 帶狀流의 經

年變動의 推移를 조사해 본 결파 降水量의 經~

變動파 帶}~指數의 經年變動이 거 의 zp:行的안 

變웰推移룹 하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즉 5月 降

水꿇이 많은 해 에 는 500mb 等壓面의 東西流가 

강해지고 적은 해에는 약해지고 있다. 끝오로 

루鍵의 짝究에 있석서는 앞오로 對流圖下部 700 

mb, 850mb 의 大氣v휩環의 結觀的 解析， 튜츠觀出 

現의 地域的 特性에 관한 昭究와 餘他‘季節의 早

觀의 問題에 대한 본격적안 맑究가 펄요함을 부 

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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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ghts and Pïecipitation Variation in Early Summer 
in Korea 

Summary; 

Korean Peninsula which belongs to the 

East Asian monsoon climatic region has a 

plenty of ra'nfall comparatively. However, 
the interannual variation and seasonal fluc

tuation of the precipitation is extremely 

irregular. Especially, in early summer the 

severe droughts appear by the year. So the 

agricultural cultivation recieves the large 

damage by the case. 

In this paper, the year c1imatological and 

synop'~ical analyses for the droughts and the 

precipitation variation were carrled out. 

The height anomaly pettern of 500mb sur

face in dry year is shown reversely to that 

of wet year. In dry early summer, the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269~281. 

Byong-sul Lee* 

strong positive height anomaly appears 

zonally from Tibet Plateau to Ohotzk Sea. 

and the negative height anomally is zonally 

appeared in the lower latitude. And the‘ 

simultaneous correlation between the 500mb 

surface height and the climatic elements , 

has also the reverse pattern in dry and wet 

year. 

According to the resul ts of power spec

trum analysis from 1916 to 1978 have the' 

peak density at 12 and 6 years period. 

Finally, the areal precipitation in May 

has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inter

annual trend of zonal index of 500mb surface 

from 1945 to 197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í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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