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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우와 토지이용 특성의 변화로 도시지역의 재해위험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재해예경보 시스템의 정도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지역의 기상관측망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 관내의 30개 AWS(자동기상관측망) 관측소를 대상으로 강우자료를 수집한 후, 월별 및 호우발생 특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혼합분포를 이용하여 강우를 모형화하였으며, 강우의 공간상관함수
를 유도하고, 대상 관측망의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강우관측망의 공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
지역 강우관측망의 적정 영향범위는 반경 7km 정도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지역 재해예경보 시스템의
정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관측망의 자료 품질 확보와 더불어 외곽 산악지역의 부족지역에 관측망 신설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공간상관함수, 혼합분포, 강우관측망
요약：

ABSTRACT∶Changes of rainfall pattern and land use have increased flood disaster risks in urban
areas. To improve the disaster warning system, this study evaluated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 in Seoul. A total of 30 hourly data sets from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stations
in Seou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month and by storm type like Jang-Ma, typhoon and
convective storms. A mixed bivariate distribution was applied for rainfall modeling and the spatial
correlation function was derived.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the effective distance of rain gauges
in Seoul should have approximately 7km radius in order to minimize the spatial effects of rainfall
dat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strategy of rain gauge network in Seoul needs the
new installation plan in low-density areas of observatory additional to the quality assurance of existing
gauges.
Key Words∶spatial correlation function, mixed distribution, rainfall gaug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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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도시유역에서 재해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침수 피해, 우면산 사면재해와 같은 크고 작은 산
지재해의 발생 등이 대표적 예이다. 사실 이와 같
은 재해의 발생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
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
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하천, 하수도, 사방댐등의구조적(structural)
대안과 풍수해보험, 재해예경보 시스템, 재해위험
지도 등의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안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천범람, 침수피해, 산지
재해 등을 적절히 예측하여 적시에 유효한 경보를
내리기 위한 재해예경보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초
점을 둔다.
재해와 관련된 각 기관 및 부처(기상청, 국토해
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안전행정
부 산하 각 지자체 및 부처 등)에서는 기상예보,
악기상의 감시, 재해예경보 시스템, 다목적댐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기상관측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이들 관측소에서 획득한 종관 관
측자료는 재해의 예경보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
용된다. 서울시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30개
소의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 서울시 기후대기과의 AWS 26개소, 서울
시 하천관리과의 47개소, 각 자치구청의 92개소,
SK텔레콤의 263개 기지국을 활용한 우량관측이
수행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각 기관에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측
자료의 특성(관측기기, 운영기간, 운영목적 등)이
상이하고, 이로 인해 자료의 품질이나 신뢰도 등

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상관측망 평가는 엔트로피이론,
공간상관 분석, 주성분 회귀분석 등을 이용할 수
있다(Caselton and Husain, 1980; Chapman, 1986;
Krstanovic and Singh, 1992; Yang and Burn,
1994; Al-Zahrani and Husain, 1998). 엔트로피 개
념을 이용하여 강우의 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여
강우관측망을 평가한 사례로는 Caselton and
Husain(1980), Chapman(1986), Krstanovic and
Singh(1992), Yang and Burn(1994), 유철상ㆍ정
광식(2002) 등이 있으며, 유철상 외(2003)는 강우
의 공간상관구조를 이용하여 남한강 유역의 강우
관측망을 평가하였다. 김재복 외(2007)는 소양강
댐 유역의 강우관측망을 대상으로 공간상관분석
과 엔트로피 방법을 적용하여 관측망 밀도 및 공
간분포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지호 외
(2013)는 엔트로피의 최대 정보전달량 및 강우관
측소의 공간분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유
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하여 임하댐 유역의 최적 강
우관측망을 선정하였으며, 황석환ㆍ함대헌(2013)
은 서울지역의 강우관측소 간격을 10km, 5km,
1km로 설정한 후 각각의 면적평균강우량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강우관측소별 해발고도를 고려하
여 강우관측망을 평가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지호ㆍ전환돈, 2014).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강우관측망의 공
간적 분포는 유역의 면적평균강우량 산정에서 매
우 중요한요소가 된다(Valdes et al., 1994; Yoo et
al., 1996; Arnaud et al, 2002; 황석환ㆍ함대헌,
2013). 이는 수문해석에서 입력자료의 품질과 유
출모의 결과의 불확실성을 결정짓는 주요 부분이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관할기관의 목적에 따
라 관측소 설치지침에서 설치 및 배치간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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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기상청(2007), 국토해양부(2009; 2011)
에 의하면, 도시유역의 경우 관측소 간격은 작게
는 2.5km에서 크게는 10～20km 간격으로 제한하
고 있다. 이러한 적용기준은 유역특성과 기후학적
특성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호우가 지역별로 상반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지역의 관측망 설치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측망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우관측망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내
의 강우관측소 현황을 조사하여 강우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이상치 검정을 통해 대상 관측소를 선
정한다. 수집된 강우자료를 모형화하여 강우의 공
간상관함수를 유도하고, 관측망의 영향범위를 산
정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강우관측소의 과밀 및
부족 지역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지역 강
우관측소의 적정 영향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연구방법

1. 강우자료의 구조
강우자료의 여러 가지 통계적인 특성은 무강우
자료, 즉 ‘0’ 값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우부
분만을 가지고 추정한 통계특성과 크게 다를 수
있다(Shimizu and Sagae, 1990; 문영수, 1990; 김
웅태 외, 2000; 유철상 외, 2006; 김경준과 유철상,
2007). 강우자료는 강우의 특성에 따라 두 강우관
측소에서 측정된 강우자료를   ,   ,
    , 그리고     로 무강우자료를 포함하여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자
료구조에 대해 두 강우관측소 자료사이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김경준ㆍ유철상,
2006).
CASE A :      and   
CASE B :      or Y  
CASE C :    ≧  and  ≧ 
여기서  와  는 두 강우관측소에서 발생한 강우
량, CASE A는 두 강우관측소에서 동시에 강우가
발생한 자료를 나타내고, CASE B는 두 관측소에
서 모두 무강우가 관측된 경우를 제외한 자료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CASE C는 모든 강우자료
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우자료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CASE A
는 두 관측소 간 자료가 모두 양으로 공간상관함
수가 ‘0’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CASE B는 강우의 간헐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마
찬가지로 ‘0’의 자료가 포함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관계수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CASE C는 전체자료를 사용한 사례로, CASE B
에서와 같은 문제는 없으나 무강우자료의 영향에
의하여 강우관측소 간 거리가 멀어져도 상관계수
가 ‘0’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울러
‘0’의 정도에 따라 공간상관구조가 크게 지배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상
을 감안한다면, 어떤 유역의 대표 상관거리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무강우의 영향을 제거한 CASE
A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유철상 외, 2006; 김경준ㆍ유철상, 2007).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상 관측망
이 매우 조밀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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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형태를 모두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
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품질이 확
보되지 못한다면, 무강우자료와 결측자료 간 불분
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약간 달
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
료를 모두 참값으로 간주하였으며, 결측자료는 강
우의 모형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특성치 추정에
서 제외하였다.

2. 강우자료를 이용한 공간상관함수
유도방안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강우의 구조는 두 강우
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를 모형화하는 데 혼합분
포가 사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에 Ha and

Yoo(2007)는 인접한 관측소의 강우를 모형화하기
위해 혼합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강우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자료의 값
을 무작위 벡터    라고 정의하면,    
의 확률분포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는 작으며,         은 1이고,  와  는
단변량의 양의 연속분포함수, 그리고  는 양의 2
변량 연속결합분포함수이다. 두 강우관측소 모두
또는 하나의 관측소에 대한 강우의 조건부 확률은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강우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자료
사이의 상호 종속성 또는 관련성은 식 (3)과 같이
관측소 간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정량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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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강우관측소 현황

다. 이때    ,    는 각각  ,  의 분
산이며     는  와  의 공분산이다.
강우자료의 세 가지 경우(CASE A, CASE B,
CASE C)에 대한 강우관측소 간의 상관계수들을
각각        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때
상관계수  와  는조건  와  에대한 조건부
(conditional) 상관계수가 되고,  는 전체자료를
사용하므로 비조건부(unconditional) 상관계수가
된다. Yoo and Ha(2007)에 따르면 각 경우의 상
관계수는 식 (4)와 (5)와 같이 유도된다.
식 (5)에서는 특히  →  일 때, 즉 두 관측소
에 동시에 무강우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  가 됨을 알 수 있다.














Ⅲ

. 결과 및 고찰

1. 서울지역의 강우관측소 및 대상자료
1) 관측소 현황

본 연구에서는 고밀화된 대도시지역인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기
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30개소, 서
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운영 중인 AWS 26개소, 서
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우량관측소 47개
소,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운영 중인 우량관측소
47개소, SK텔레콤에서 서울지역 263개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하여 기상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서울시 관내의 강우관측소 현황을 나타내

170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표 1> 대상 강우관측망 현황 (기상청) (2014년)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점
번호

108
110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3
424
425
509
510
889

지점명

서울
김포공항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서
양천
도봉
노원
동대문
중랑
동작
마포
서대문
광진
성북*
용산
은평
금천
한강
중구
북한산*
성동
구로
강북
남현*
관악
영등포
현충원*

주*) 분석에서 제외된 관측소

주소

종로구 송월동
강서구 공항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서초동
강동구 고덕동
송파구 잠실동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도봉구 방학동
노원구 공릉동
동대문구 전농동
중랑구 면목동
동작구 신대방동
마포구 망원동
서대문구 신촌동
광진구 화양동
성북구 정릉동
용산구 이촌동
은평구 불광1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구 회현동1가
종로구 구기동
성동구 성수동1가
구로구 궁동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남현동
관악구 신림동
영등포구 당산동
동작구 사당동

위도

N 37°34ʹ 17.00ʺ
N 37°33ʹ 24.02ʺ
N 37°30ʹ 33.01ʺ
N 37°28ʹ 48.00ʺ
N 37°33ʹ 06.01ʺ
N 37°30ʹ 29.53ʺ
N 37°32ʹ 60.00ʺ
N 37°31ʹ 26.39ʺ
N 37°39ʹ 47.88ʺ
N 37°37ʹ 09.84ʺ
N 37°34ʹ 37.93ʺ
N 37°35ʹ 00.60ʺ
N 37°29ʹ 36.60ʺ
N 37°32ʹ 35.15ʺ
N 37°34ʹ 03.36ʺ
N 37°32ʹ 16.44ʺ
N 37°36ʹ 37.80ʺ
N 37°31ʹ 00.48ʺ
N 37°36ʹ 27.97ʺ
N 37°27ʹ 27.00ʺ
N 37°31ʹ 16.68ʺ
N 37°33ʹ 12.60ʺ
N 37°36ʹ 55.81ʺ
N 37°32ʹ 41.99ʺ
N 37°28ʹ 59.88ʺ
N 37°37ʹ 59.88ʺ
N 37°27ʹ 46.80ʺ
N 37°27ʹ 00.36ʺ
N 37°31ʹ 34.32ʺ
N 37°30ʹ 01.44ʺ

경도

E 126°57ʹ 56.16ʺ
E 126°47ʹ 51.00ʺ
E 127°02ʹ 53.89ʺ
E 127°01ʹ 11.99ʺ
E 127°08ʹ 53.88ʺ
E 127°06ʹ 01.45ʺ
E 126°50ʹ 59.99ʺ
E 126°52ʹ 45.49ʺ
E 127°02ʹ 06.73ʺ
E 127°05ʹ 21.84ʺ
E 127°03ʹ 00.37ʺ
E 127°05ʹ 20.03ʺ
E 126°55ʹ 22.07ʺ
E 126°56ʹ 03.11ʺ
E 126°56ʹ 47.77ʺ
E 127°04ʹ 44.77ʺ
E 126°59ʹ 57.47ʺ
E 126°58ʹ 39.00ʺ
E 126°56ʹ 09.59ʺ
E 126°54ʹ 58.32ʺ
E 126°56ʹ 21.84ʺ
E 126°59ʹ 11.03ʺ
E 126°57ʹ 23.39ʺ
E 127°02ʹ 26.17ʺ
E 126°49ʹ 59.87ʺ
E 127°00ʹ 06.12ʺ
E 126°59ʹ 09.60ʺ
E 126°57ʹ 08.28ʺ
E 126°54ʹ 28.79ʺ
E 126°58ʹ 35.40ʺ

고도
(m)

86
10
59
0
55
53
79
11
56
53
35
40
34
24
101
52
127
29
67
43
11
267
455
25
62
56
87
144
2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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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호우발생 특성별 기간

구분
(년)

2009

장마 (중부)
시작일 종료일
(월/일) (월/일)

기간
(일)

06/28

07/21

2010

06/26

07/28

33

2011

06/22

07/17

26

2012
2013

06/29
06/17

24

07/17
08/04

명칭

발생일
(월/일)

MUIFA

07/28

08/09

KHANUN

07/16

07/19

DAMREY

07/28

08/03

TEMBIN

08/19

08/31

-

-

-

DIANMU
KOMPASU
MALOU
MEARI

19

태풍

49

08/08
08/29
09/03
06/22

소멸일
(월/일)

영향권

08/12
09/03
09/08
06/27

남부지방
전국
남부지방
남부와
중서부지방
남부와
중서부지방
(상륙)
제주도 및
남서해안
(상륙)
전국
(상륙)
제주도 및
동부지방
-

<표 3> 대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강우자료의 월별 통계특성 (무강우자료를 제외한 통계치)

구분
월
총강우량
(mm)
평균강우량
(mm/hr)
분산
(mm2)

1

46

2

144

3

188

4

408

5

407

6

7

8

9

717 2718 1372 860

10

209

11

211

12

80

0.83 1.83 1.27 1.69 1.94 3.29 4.84 4.17 4.41 2.26 1.42 1.07
0.34 9.31 0.91

4.2 17.36 18.82 58.47 42.41 70.74 6.01 1.53 0.84

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지역 내 강우관측소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살펴보
면, 시가지 유역에서는 매우 조밀한 특성을 보이
고, 산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측망 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대상 강우자료 선정

알려진 바와 같이 강우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시공간적 불확실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
서 강우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무엇보다 자료
의 일관성 및 신뢰도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충분
히 검증된 자료가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AWS 관측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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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 강우자료 전체에 대한 강우 공간상관함수 및 상관거리
(equation:     )

구분

a

자료 전체

-0.0249

CASE A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40.2

a

0.670 -0.0270

37.1

0.6

0.4

0.8

0.6

0.4

0.2
0

10

20

30

40

47.1

0.683

0.8

0.6

0.4
0

10

20

Distance (km)

(a) CASE A

CASE C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1

Correlation coefficient

0.8

a

0.692 -0.0212

1

Correlation coefficient

1

Correlation coefficient

CASE B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30

40

0

Distance (km)

(b) CASE B

10

20

30

40

Distance (km)

(c) CASE C

<그림 2> 대상 강우자료 전체에 대한 강우 공간상관함수 유도

1시간 단위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
였다. 서울시 관내의 기상청 관할의 AWS 관측소
는 <표 1>과 같다.
분석을 위한 대상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으
로 설정하였으며, 관측소별 강우자료를 대상으로
강수유무와 이상치 등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았
다. 먼저, 2010년 11월, 2012년 11월에 설치된 남현
과 현충원 지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산
지점은 대상기간 내 강우가 모두 ‘0’으로 나타났
고, 성북 지점은 시간당 1,000mm가 넘는 이상치
가 다수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30개 AWS 지점 중 26개
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료의 구분

강우자료의 특성은 호우의 발생시기 및 규모,
호우의 발생원인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 강우자료를 월별, 호우

의 발생특성별로 구분하여 강우관측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호우발생 특성은 장마, 태풍, 대
류성 강우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대상기간은
<표 2>와 같다. 장마와 태풍의 기간은 장마연보
(기상청, 2011b), 기상연보 (기상청, 2009; 2010;
2011a; 2012; 2013)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태
풍은 영향권을 고려하여 육지에서 먼 바다에 영향
을 준 경우를 제외하였고, 우리나라에 상륙하였거
나 내륙지역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을 선정하여 적
용하였다. 특히, 2011년 6월 22일～27일에는 태풍
과 장마기간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의 강우자료는 태풍과 장마 기간에 모두 이용
하였다. 아울러 대류성 강우는 장마와 태풍 기간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설정하였다(김경준
유철상, 2007; 유철상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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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역의 강우관측망 평가
1) 강우의 공간상관함수 변화

(1) 대상 강우자료 전체의 공간상관함수 변화
먼저, 대상 강우자료 전체에 대해 강우를 모형
화한 후, 각 관측소 간의 공간상관 특성을 살펴보
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우자료의 구조에
따른 공간상관함수의 변동 특성은 무강우자료의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무강
우자료의 영향은 강우의 특성을 모형화하는데 매
우 중요하므로, 무강우자료의 포함여부에 따라 강
우자료를 CASE A, CASE B, CASE C로 분류하
여 각 공간상관함수를 유도하여 비교하였다. <그
림 2>는 CASE A, CASE B, CASE C로 구분하여
유도된 공간상관함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대상 강우자료 전체에 대한 적용 결과, CASE
A, CASE B, CASE C 모든 경우에서 공간상관함
수는 대체로 지수함수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며, 정
량화한 지수형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도 약 0.7
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또한
상관계수의 크기는  >  >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강우자료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세분화된 강
우자료에의 적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월별 강우의 공간상관함수 변화
대상자료를 월별로 나누어 CASE A, B, C에 대
한 공간상관함수를 각각 유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와 같이 유도된 강우의 월별
공간상관함수는 지수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정량
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참고로 1월,
2월, 12월은 사용가능한 강우자료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적용결과에 추가하였다.

혼합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유도한 강우의 공간
상관도는 CASE A, B, C의 모든 경우에서 지수함
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공간
상관거리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며, CASE B가 가장 작은 상관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ASE B의 경
우 CASE A에 ( , 0), ( , 0)의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공간적인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CASE A보다 더욱 작은 상관거리를 나타내기 때
문이다. 또한 CASE C는 이와 반대로 (0, 0)인 자
료가 다수 추가되기 때문에 CASE B보다 높은 상
관특성을 보이게 되므로 상관계수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측소 간의 상관계수는  >
 >  가 되어 공간상관도의 회귀식 또한 이와
같은 순서로 유도된다. 건기에 비해 사용된 자료
의 수가 충분한 우기만을 보면, 상관계수는  >
 ≈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측망의 상관
거리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는 데 무강우자료의 영
향이 크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
로 비추어 볼 때, 두 관측소 간 자료가 모두 양인
경우로 공간상관함수를 유도하는 CASE A는 어
떤 관측소의 대표 상관거리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
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기(6～9월)와 건기(1～5월, 10～12월))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무강우자료가 많고 강
우량이 작은 건기기간의 관측소 간 상관거리는 우
기기간보다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결정계수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측
망평가 시 가용한 자료가 풍부한 우기기간에 대한
적용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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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강우의 공간상관함수 유도 (좌: Case A, 중: Case B, 우: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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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월별 강우의 공간상관함수 및 상관거리
(equation: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a

CASE A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0.0406 24.6
-0.0100 99.9
-0.0189 53.0
-0.0146 68.4
-0.0085 118.2
-0.0168 59.7
-0.0312 32.1
-0.0350 28.6
-0.0231 43.4
-0.0219 45.7
-0.0396 25.2
-0.0087 115.0

0.171
0.019
0.180
0.255
0.088
0.532
0.721
0.597
0.360
0.477
0.495
0.033

a

-0.1075
-0.0171
-0.0239
-0.0217
-0.0193
-0.0178
-0.0310
-0.0370
-0.0223
-0.0215
-0.0413
-0.0130

(3) 호우발생 특성에 따른 공간상관함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대상 강우자료를 강우 특성(장
마, 태풍, 대류성 강우)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공간상관함수를 유도하였다. 강우 특성별로 유도
된 공간상관함수를 무강우자료의 영향을 제외한
CASE A에 대해 나타내면 <그림 4>와 <표 6>과
같다.
호우발생 특성별로 강우자료를 정량화한 사례
는 유철상 외(2006; 2008)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
강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본 유철상 외(2006)에서
는 상관거리의 크기가 대류성 강우(30km)>장마
(29km)>태풍(25km) 순이고, 한반도 중부지역을
대상으로한 유철상 외(2008)에서는장마(33km)>
대류성 강우(27km)>태풍(22km) 순으로 나타났

CASE B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9.3
58.6
41.8
46.2
51.9
56.3
32.2
27.0
44.9
46.5
24.2
77.0

0.244
-0.002
0.030
0.126
0.003
0.543
0.703
0.669
0.392
0.519
0.489
-0.007

a

CASE C
상관거리 결정계수
(km) (R2)

-0.0346 28.9
-0.0116 86.0
-0.0104 96.2
-0.0139 72.1
-0.0145 69.0
-0.0122 81.9
-0.0237 42.1
-0.0275 36.3
-0.0172 58.2
-0.0124 80.4
-0.0198 50.5
-0.0077 129.3

0.076
-0.016
0.015
0.156
-0.001
0.547
0.686
0.654
0.368
0.528
0.466
0.000

<표 6> 호우발생 특성별 강우 공간상관함수 및 상관거리
(CASE A)
(equation:     )

구분

a

장마
-0.0243
태풍
-0.0379
대류성 강우 -0.0230

상관거리
(km)

41.1
26.4
43.5

결정계수
(R2)

0.702
0.769
0.488

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에서는 대류성 강우(44km)에서 가장 큰 영향범
위를보이고, 그다음이장마(41km)와태풍(26km)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대체
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거리의 크
기는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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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우발생 특성별 강우 공간상관함수 유도 (좌: 장마, 중: 태풍, 우: 대류성 강우)

이러한 이유는 대상 관측망의 간격과 대상지역의
공간범위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
의 관측망 간격은 주로 0～30km에 분포하고 있으
나, 기존 연구의 대상 관측망 간격은 대부분 20km
이상으로 더 넓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관
측망 간격 20km 이내의 경우 추정된 공간상관함
수의 내삽을 통해 상관거리와 영향범위를 결정하
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대규모 유역을 대상
으로 하여 유역 전역의 관측망 분포를 적절히 반
영하였지만, 고밀화된 도시유역의 조밀한 관측망
의 공간상관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호우의 발생특성을 파
악할 수 있는 강우장 규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규모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장(rainfall field)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
났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
울지역에 국한됨으로써 호우발생 특성을 단정적
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호
우 발생양상에 따른 공간상관 특성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강우장의 변동특
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조밀한 관측망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기상관측망의 영향범위

일반적으로 강우관측소의 영향범위는 원형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강우는 공간적으로 등방향성
(isotropic)이라는 가정을 포함한다. 각 강우계의
영향범위를 원형으로 하는 경우 그 반지름  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2)

여기서 는 관측소 간의 상관거리를 나타낸다. 따
라서   는 각 강우계를 격자형태로 위치시키
는 경우의 지배면적이 되고, 이 지배면적을 갖는
원의 반지름이  이 된다. 이때  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 값은   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된다.
위 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영향범위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대상자료에 대해
각각의 경우에 대한 관측망의 영향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역 강우관측망의 적정
영향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강우자료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CASE
A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관측망 밀도가 최소기준
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영향범
위보다 세분화된 강우자료에 대한 적용결과의 최
소값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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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울지역 강우관측소의 영향범위

구분

자료 전체
장마
호우발생
태풍
특성별
대류성 강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ASE A

11.3
11.6
7.4
12.3
6.9
28.2
14.9
19.3
33.4
16.8
9.0
8.1
12.2
12.9
7.1
32.4

상기간 강우자료를 이용한 결과, 가용한 자료가
풍부하였던 우기기간의 월별 적용결과에서 8월
8km, 호우발생 특성별 적용 결과에서 태풍의 경
우 7.4km가 서울지역 관측망의 적정 영향범위로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강우관측소 영향범위를
약 7km로 적용하여 지점별로 나타내면 <그림 5>
와 같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밀화된 대도시
유역에서 관측망 설치기준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WMO, 1994).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대
표 연구사례인 황석환․함대헌(2013)의 연구결과
를 참고하여 설치기준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이들
은 관측망 간격을 10km, 5km, 1km 간격으로 설
정한 후 강우의 공간특성 변화를 고찰하였고,
5km 간격의 관측망이 적절함을 밝힌 바 있다. 이
에 관측소의 영향범위를 5km로 적용한 경우에 대

강우관측망의 영향범위 (km)
CASE B

10.5
10.7
7.6
11.2
2.6
16.5
11.8
13.0
14.7
15.9
9.1
7.6
12.7
13.1
6.8
21.7

CASE C

13.3
14.1
10.1
13.7
8.2
24.3
27.1
20.3
19.5
23.1
11.9
10.2
16.4
22.7
14.3
36.5

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관측소의 영향범위를 7km로 설정할 경우
관측소가 부족한 지역은 주로 서울시 외곽 산지지
역에서 나타나며, 영향범위를 5km로 축소할 경우
성북구, 종로구 등의 도심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재해예경보 시스
템의 입력자료인 강우자료의 품질과 정도 높은 면
적평균강우의 추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산지지역
에 관측망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향범위
를 기준으로 관측소가 부족한 지역을 살펴보면,
영향범위를 5km로 할 경우 영향범위에 한 차례도
들어오지 않는 자치구는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이며, 한 차례 포함
되는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
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성
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이다. 주로 이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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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향범위 7km로 설정한 경우

(b) 영향범위 5km로 설정한 경우
<그림 5> 서울지역 강우관측망의 영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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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상류부가 해당한다. 영향범위를 7km로 할
경우, 영향범위에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는 자치
구는 서초구이며, 한 차례 포함되는 자치구는 서
초구,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
로구, 강동구, 도봉구 등이다. 전반적으로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지역의 관측망은 충분한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영향범위 기준으로 보면, 서울지역
강우관측망의 적정 영향범위는 반경 7km 정도이
고, 현재 서울 시가지 지역의 관측망은 대체로 적
절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급변하고 있
는 기후환경과 재해여건 속에서 재해예경보 시스
템의 정교한 운영을 위해서는 산지지역에 관측망
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강우자료의
시간해상도에 따라 관측소의 영향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철상 외, 2008). 일반적으
로 시간해상도가 축소될수록 그 영향범위도 감소
한다. 다시 말해, 재해예경보 시스템에 10분 단위
의 강우자료가 필요하다면, 관측망이 더욱 조밀하
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지
역에서 침수 및 토사재해 등이 불과 수십 분 또는
수분 내외에서 발생함을 고려하면, 관측망의 설치
기준은 본 연구결과인 7km보다 더욱 엄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분단위 또는 10분
단위 강우자료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
된다.
3) 국내외 관측소 설계기준을 통해 본 시사점

현재 관측망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여러 기관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상청(2007)의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지침 에는 재해 감시 목적으로 산지
에 강우관측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사면과 곡저에
배치하며, 2.5km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2009) 하천설계기준 에는 강우관측
소 설치 시 대상지역의 강수발생 상황이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1개
관측소를 배치하며, 이때 관측소의 평면배치와 표
고차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균일한 강수
발생 상황 구역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km2마다 1개 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가
중요한 도시하천 등에서는 50km2마다 2개 이상의
관측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2011) 댐설계기준 에는 유역면적 100km2 이상
의 댐유역은 30km2마다 1개 관측소 이상에서 강
수량 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계기상기구(WMO, 1994)는 도시지역의 경
우 10～20km2 면적당 1개소씩의 관측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관측소 간 평균거리로
환산해보면, 관측소 간 간격은 3～5k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기준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내 기준은 WMO 기준과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지역의
기상청 AWS 관측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시의 일부 외곽지역에서는 WMO의 관측망 기준
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
심지역에서는 해당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관측망의 자료 품질 확
보와 더불어 서울시 외곽의 산악 지역에는 관측망
의 신설이 적절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기상관측망 확충을 위해서는 더욱 현실
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측망 신규
설치 시에는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선정된 신규
설치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주변여
건(주변지형 및 환경, 접근성 등) 조사결과를 반
영해야 하고, 각 기관(기상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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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지
역을 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설 관측망
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강우자료의 품질
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Ⅳ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해환경
속에서 재해예경보 시스템의 정도 향상을 목적으
로 서울지역의 강우관측망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
해 서울시 관내의 강우관측소 현황을 조사하여 강
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상치 검정을 통해 대상
관측망을 설정하였다. 강우자료를 모형화한 후 강
우의 공간상관함수를 유도하고, 관측망의 영향범
위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강우관측망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측소의 과밀 및 부족
지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지역의 AWS 강우자료를 이용한 강우
의 공간상관구조는 무강우자료의 영향이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관측
소의 영향범위 결정 시에는 무강우자료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2) 호우발생 특성별로 관측소의영향범위를 살
펴보면, 대류성 강우, 장마, 태풍 순으로 크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성과와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영향범위의 상대적 크기는
다소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
구에서 반영할 수 없었던 조밀한 관측망 간격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서
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호우발생 특성의 차

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
히는 바이다.
(3) 강우자료를 우기와 호우발생 특성별로구분
하여 강우의 공간상관구조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
역 강우관측소 간의 공간상관거리는 26.4～
59.7km, 영향범위는 7.4～16.8km임을 확인하였다.
도시지역의 홍수도달시간 및 침수피해 발생특성,
강우자료의 공간적 영향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울지역 강우관측망의 적정 영향범
위는 반경 7km 정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4) 국내의 기상관측망 설계기준은 대체로 세
계기상기구(WMO)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서울지역의 AWS 관측망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에서는 해당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고 일
부 외곽지역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향후 기상관측망
운영 및 관리방향은 기존 관측망의 자료 품질 확
보방안와 더불어 외곽 산악지역에서의 관측망 신
설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
불필요한 지점을 최소화하여 기상관측망의 효율
화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출해석에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강우자료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유역에서 수문해석 결
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는 관측망의 적절한 배치와 설계를 통해 재해예경
보 시스템의 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재산
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정밀한 시간해상도 자료
에의 적용을 통해 도시유역 특성을 고려하고, 강
우 공간상관구조의 도시유형별 특성 등을 분석함
으로써 더욱 정교한 관측망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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