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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ctive systems propagate eastward with a persistent pattern in the longitude-time space. The characteristic structure 
and fluctuation of convective system is helpful in determining its predictability. In this study, convective index (CI) was 
defined as a difference between GOES-9 window and water vapor channel brightness temperatures following Mosher 
(2001). Then the temporal-spatial scales and vari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mmer convective systems in the East Asia 
were analyzed.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moving speed of the convective system is about 14 m/s which is much faster 
than the low pressure system in the summer. Their average duration is about 12 hours and the average length of the cloud 
streak is about 750km.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sistent with results from other studies. Although the convective systems 
are forced by the synoptic system and are mostly developed in the eastern edge of the Tibetan Plateau, they have a persistent 
pattern, i.e., appearance of the maximum intensity of convective systems, as they approach the Korean Peninsula. The con-
sistency of the convective systems, i.e., the eastward propagation, suggests that there exists an intrinsic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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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름철 강수예측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

은 수준이다 (Olson et al., 1995; Fritsch et al. 1998).  
겨울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름의 강수에 기여하는 종

관 규모의 강제력은 그리 크지 않고, 일별 가열이 비교

적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강수 현상은 본질적으로 불

규칙적이고 혼돈스럽게 보인다. Carbone et al.(2002)
은 레이더 자료 (Next-Generation Weather Radar 
Weather; NEXRAD)를 이용하여, 북미대륙의 여름에 

발생하는 강수 “에피소드” (레이더 강수량의 시간-경
도 그림에서 나타나는 집중호우 무리들로 정의됨)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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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image channels of GOES-9.

                   Satellite
Channel

GOES-9
wavelength (㎛) Resolution (km)

1 (Visible) 0.55 - 0.75 1
2 (Near Infrared) 3.80 - 4.00 4
3 (Water Vapor) 6.50 - 7.00 8
4 (Infrared 1) 10.2 - 11.2 4
5 (Infrered 2) 11.5 - 12.5 4

이 일관된 패턴과 동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

였다. 이들 에피소드는 때때로 스콜라인이나 중규모 

대류 시스템 (mesoscale convective systems: MCSs)
과 같은 조직화된 대류현상에 상응하며, 일별 혹은 반

일 주기의 강제력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에피소드 분석에서 밝혀진 가장 흥미로

운 특징은 바로 이들 현상이 장시간 (최대 60시간 정

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에피소드 현상은 

개개의 대류 시스템의 지속시간보다 매우 긴 지속성을 

가지며, 이는 본질적으로 중규모 대류 현상으로 인한 

강수가 예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Carbone et al. (2002)은, 여름의 강수의 전파와 

재생산의 메커니즘이 이해되어 예측모델에서 적절하

게 표현이 된다면 좀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 Wang et al. (2004)은 Carbone et al. (2002)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름의 

강수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정지기상위성인 GMS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로부터 관측되

는 1시간 간격의 적외 채널 (IR1, 파장대 10.5∼11.5㎛, 
수평해상도 약 5 km) 밝기온도를 20°∼40°N, 95°∼
145°E 영역에서 1998∼2001년 5월∼8월 동안 분석

하여, 동아시아의 구름/강수 에피소드에 관한 기후학

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동아

시아의 대류 시스템은 북미대륙의 현상과 유사하며, 
일관된 패턴과 동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에

피소드의 동진 속도는 약 10∼25 m/s 로 여름의 종관 

규모 파동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서

방향의 크기 규모는 최대 3000 km, 지속성은 최대 45
시간으로 나타나, 개개의 대류 시스템 보다 시공간적

으로 큰 규모를 가지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예측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대륙의 결

과와는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5월∼6월에 가장 큰 

동진특성을 보였고, 한여름에는 동진현상이 거의 일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지기상위성인 GOES-9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9)
에서 준 30분 간격으로 관측된 적외/수증기 채널의 밝

기 온도를 이용하여 대류 지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한

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2004년 여름철 (6월 16
일∼7월 15일)에 발생한 대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장마기간에 발생하는 

강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로부터 예측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성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정지기상위성인 GOES-9
에서 준 30분 간격으로 관측된 적외/수증기 채널의 밝

기온도이다. GOES-9은 GMS-5의 수명종료와 이의 후

속 위성인 MTSAT-1(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1)의 발사실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성관측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1995년에 발사되었다가 1998년 7월에 GOES-10으로 

임무가 대치되면서 2002월 12월까지 서경 105°에서 

대기모드로 있었다. 그 이후 약 5개월 동안 이동하여, 
2003년 4월 25일 현재 위치인 동경 155도에 도착한 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GOES-9의 영상

자료인 가시, 근적외 및 수증기채널 각 1개와 적외채널 

2개로 모두 5개 채널의 관측자료를 수신하고 있다. 각 

채널의 파장과 해상도를 Table 1에 그리고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적외영상자료의 한 예를 Fig. 1에 나타내

었다.
GOES-9은 위성관측 스케줄에 따라 영상자료를 생

산하고 있으며, 하루 총 44회의 관측을 실시한다. 결과

적으로 GOES-9 위성은 준 30분 간격으로 자료를 제

공하기 때문에 매시 관측을 수행한 GMS-5 위성에 비

해 시간해상도가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GOES-9 동
아시아 영역 (Fig. 1)에 대하여 1024×1024 픽셀의 영

상자료를 생산하며 이의 수평해상도는 약 5 km×5 km 
이다. 이와 같이 GOES-9 위성은 시공간적으로 고분해

능의 영상자료를 생산하며, 따라서 중규모 대류 시스

템 (MCSs)과 같은 중규모 현상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위성자료는 해상에서

도 동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충분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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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xample of IR image from GOES-9 over the East
Asia area.

Fig. 2. Domain for Hovmöller diagram analysis using 
GOES-9 brightness temperature data. Targeting area (latitude
30∼40°N, longitude 103∼106°) is marked with solid box.

MCSs의 발생, 발달, 이동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레이더 반사도 자료와 비교하여, 위성의 적

외 채널의 밝기온도는 강수량이나 강수율과 낮은 상관

성을 보인다. 또한 적외 채널의 밝기온도로 분석되는 

운정 온도가 낮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깊은 대류현

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적외 채널의 밝

기온도는, 강수량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식별하고 강수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Griffith et al., 1978; 
Ninomiya, 1989; Arkin and Xie, 1994). 이들 방법은 

적외 채널의 밝기 온도가 어떤 임계 값 보다 작을 경우

를 깊은 대류에 의한 구름으로 판별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왔다. 그러나 권운과 같은 상층운이 있을 경우에

도 IR 밝기온도는 임계 값 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내므

로, 이 방법만으로 깊은 대류 구름을 판별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Rozumalski, 2000). 한편, Tag et 
al. (2000)는 IR 밝기온도의 임계 값과 영상의 표면, 그
리고 여러 채널에서의 분광 반응 등을 이용하여 구름

을 분류하는 기법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시 채널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야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근에 Mosher (2001)는 정지기상위성의 적외 채

널 (IR1, 11 ㎛)과 수증기 채널 (WV, 6.7 ㎛)에서 관측

된 밝기온도의 차를 이용하여 깊은 대류운을 판별하는 

방법을 보였다. 그 방법에 의하면, 두 채널의 밝기 온도

의 차가 작을수록 깊은 대류운을 나타낸다. 대류 작용

에 의한 상승 운동은 구름 입자와 함께 수증기를 상층

으로 이동시키는데, 따라서 구름꼭대기와 수증기는 비

슷한 고도에 존재하게 되고 이 둘의 밝기온도는 비슷

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권운의 경우, 구름 입자는 그 

무게로 인하여 떨어지는 반면, 수증기는 그 고도에 머

물게 된다. 따라서 IR1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WV의 온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이 둘

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지기상위성인 GOES-9의 적외 채

널 (IR1)과 수증기 채널 (WV)의 차이 (IR1-WV)를 대

류 지수 (convective index, 이하 CI)로 정의하고 이로부

터 대류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기

간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장마기간인 2004년 6월 16일부

터 7월 15일까지이고, 공간적으로는 위도 30∼40°N, 경
도 103.6°E∼136.4°E 이다 (Fig. 2). 사용된 위성자료의 

시간간격은 준 30분, 수평 해상도는 약 5 km×5 km이다.

3. 분석 및 결과

가. 대류지수와 강수량의 비교

정지기상위성 GOES-9의 밝기온도로부터 산출된 

대류지수 (CI=IR1-WV, 이하 CI)와 강수량 사이의 상

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서

지역의 11개 지상관측지점에서 관측된 총누적강수량

과 CI의 시계열을 비교하였다 (Fig. 3). 지상관측지점

은 흑산도, 목포, 진도, 해남, 완도, 장흥, 여수, 고흥, 제
주, 서귀포, 성산포로, 이들 관측지점에서 각각 관측된 

시간당 강수량의 합을 총누적강수량으로 하였다. 이와 

비교를 위한 CI 값은 위도 33-35°N, 경도 125-127°E 
영역에 대하여 평균하였다. 위성의 밝기온도는 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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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vective index (CI=IR1-WV) derived from GOES-9 brightness temperatures(upper panel). The CI val-
ues are averaged for the Southwest of Korea (latitude 33∼35°N, longitude 125∼127°E) using different cutoff values.
The total amount of precipitation rate (mm/h) at 11 sites located in the Southwest of Korea(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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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지역에서는 배경온도가 관측되므로, 공간에 대하

여 산술평균을 취할 경우 CI의 값이 높아지고 따라서 

대류운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분석이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CI를 공간적으로 평균할 경우, 특
정한 절단값(cutoff value)를 정하여 그 이상의 CI값은 

그 절단값으로 대치 한 후에 평균을 취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절단값은 1, 5, 7, 10으

로 구분하여 CI의 평균값을 구하였고, 그 결과를 지상

의 강수량과 비교하였다. CI의 변화 폭은 절단값의 크

기에 비례하여 달라지고 있으나 변화의 패턴은 모든 

값에서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의 강수량과 

비교하여보면, 대체로 변화분포가 잘 일치되고 있으

나, 몇몇 사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17일 강수사례는 CI의 최소점이 나타난 

시기와 시차를 보이며, 6월 21일의 경우 지상에서는 

강수가 관측되었으나 CI 분포에서는 뚜렷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6월 29일에는 CI 분포에서 시

그널이 나타났으나, 지상에서는 강수가 관측 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위성의 밝기온도를 이용한 CI와 강수량

의 정량적 비교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으나, 정성적

으로는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I의 분석을 통하여 강수현상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는 대류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강수현

상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나. Hovmöller 다이어그램 분석

동아시아 영역에서 발생, 발달, 이동하는 대류 시스

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자료로부터 산

출된 CI를 이용하여 경도-시간의 Hovmöller 다이어그

램을 구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분석 영역은 Fig. 2에 나

타난 바와 같고, 30∼40°N의 위도대를 평균하였으며, 
공간평균시 절단값은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 2에
서 보인 영역은 동아시아 여름몬순시기에 장마전선이 

포함되는 영역으로 장마전선을 따라 발생,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MCS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4는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

까지의 Hovmöller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

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구름띠 (cloud streak)로 표현

되는 대류 시스템들이 경도-시간 평면상에서 왼쪽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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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vmöller (longitude-time; time in UTC) diagram of convective index (CI=IR1-WV) derived from GOES-9 bright-
ness temperatures for the period of 16 June∼17 July 2004.  The CI values are averaged for the latitude band of 30∼40°N
with the cutoff value=10. Circles indicate the examples of cloud streaks which are caused by different synoptic conditions.

에서 오른쪽 하부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나타난다는 점

이다. 이는 대류시스템들이 일관되게 동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구름띠의 기울기 (경도증분/시간증분)
로부터 대류시스템의 동진속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는 티벳 고원의 

풍하측인 경도 105°E 부근에서 대류시스템이 일주기

를 가지고 발생하며 동진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동아

시아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일주기를 가진 대류시스템

의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 (예: Ninomiya and 
Shibagaki, 2003; Wang et al., 2004)과 일치된 결과이

며, Carbone et al. (2002)는 북미대륙의 록키 산맥 풍

하측에서 일일주기의 대류시스템이 발생하여 동진함

을 보인바 있다. 내륙에서 발생한 대류시스템은 여러 

위상속도를 가지고 동진하는데, 사례별로 각각 다른 

위상속도와 시공간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6월 

23∼24일의 사례 (Fig. 5b)는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강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장마

전선은 정체하여 남북이동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

나 장마전선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중규모 

요란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 (약 100 km/h)로 이동하였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7월 10∼11일의 사례 (Fig. 5d)
는 중국에서 발달한 종관규모 저기압이 서해를 통과하

여 우리나라에 진입하면서 강수를 유발한 것으로, 이
동속도는 비교적 작게 (약 50 km/h) 나타났다. 

또한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대류시스템의 

발달과 이동에 관한 특징도 잘 나타난다. 6월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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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a) (b)

(d)(c)

Fig. 5. Surface weather charts for different synoptic conditions. (a) Typhoon "DIANMU", (b) Changma front, (c) Typhoon
“MINDULLE”, and (d) Low pressure system.

일 사례 (Fig. 5a)는 제 6호 태풍 “디앤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태풍 전면의 수렴대가 한반도를 지나는 중

규모 저기압과 만나면서 강한 강수를 유발한 사례이

다. 7월 3∼4일 사례 (Fig. 5c)는 제 7 호 태풍 “민들

레”가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한반도를 관통

하여 강수를 유발한 사례이다.
이렇듯, 장마기간 동안의 대류시스템은 서쪽에서 

발달하여 동진함에 따라 강수현상을 유발하고, 장마전

선이나, 태풍, 저기압 등 다양한 강수현상의 발생원인

에 따라서 그 시공간 규모와 위상속도는 차이를 보이

고 있다. Hovmöller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대류시스템이 우리나라 부근인 동경 120-130°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003년 여름철의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바 있다 (기상연구소, 2003). 이상에서 보는바

와 같이, 중국내륙에서 발생한 대류시스템은 종관기상

학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위상속도를 가지고 동진하여 

우리나라부근에서 최대로 발달하고 따라서 강수를 유

발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대류시스템의 발달과 발

생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포괄하는 일관된 패턴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기성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류시스템의 시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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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ur different domains for the power spectrum analy-
sis using GOES-9 brightness temperature data.

Power Spectrum of Cloud Streak (IR1-WV) 16 June-15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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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power spectrum analysis using convective index (CI=IR1-WV) derived from GOES-9 brightness temper-
ature for the period of 16 June∼15 July 2004. The CI values are averaged for different four areas (same latitude band of 
30∼40°N, longitude interval of 5° from 115 to 135°E) with the cutoff value=10.

분포와 위상속도 등의 특성은 종관규모 조건이나, 지
역적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ig. 6

과 같이 경도간격을 5°로 하여 4개의 영역구간으로 구

분하고, 각 구간에 대하여 CI 값을 공간평균을 한 후 

멱분광분석 (power spectrum analysis)을 수행하였다. 
Fig.3.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따라 공간평균시 절단

값은 10으로 하였으며, 분석영역은 중국내륙 (115∼
120°E), 서해 (120∼125°E), 한반도 (125∼130°E), 
동해 및 일본 (130∼135°E) 지역이다. 

Fig. 7에 주기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국내륙

(115∼120°E)의 경우, 일일주기와 약 5일 정도의 주기

가 가장 뚜렷이 나타났으며, 서해 (120∼125°E) 지역

은 1일보다 조금 긴 주기와 5일주기 외에, 2.5일 주기

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125∼130°E)에서는 

일일주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6일, 2.5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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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atter plot of span vs duration of all identified cloud
streaks using convective index for 16 June∼15 July 2004. 
Solid line indicates the average phase speed of 13.9 m/s. 
Dashed lines indicate the phase speed of 30 m/s and 7 m/s 
which correspond the upper and lower boundary of speed.

Cloud Streak (IR1-WV:cutoff=10.0) 16 June-15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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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5일 등의 주기가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강도도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해 및 일본 (130∼135°E) 지
역에서는 다른 주기가 모두 사라진 반면 약 5일의 주기

만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류시스템의 주기성은 각 지

역에서 어떠한 규모의 현상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Fig. 7에 보이는 일일주기는 대류시스

템의 일변화를 의미하며, 5∼6일의 주기는 종관규모

의 현상이 대류시스템과 이에 따른 강수현상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대륙에서는 주로 일변화

와 종관변화가 대류시스템을 발생, 발달시키는 주 원

인이며, 이 시스템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좀더 다

양한 원인에 의해서 증폭되며, 마침내 한반도 부근에

서 최대로 발달하여 강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시간주기를 

갖는 시스템들이 존재하며, 이 경도범위를 지나서는 

복잡한 주기성은 다 사라져버린다. 이와 같이 오직 한

반도영역에서만 다양한 주기를 가지는 시스템들이 공

존하며, 이로 인해 대류시스템이 활동이 증폭하는 현

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결과이다. 심도 

깊은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

앞 절의 Hovmöller 다이어그램 분석에서 나타난 동

진하는 대류시스템의 시공간분포의 특성을 알기 위하

여 Fig. 8에 구름띠 (cloud streak)의 시간과 공간 규모

에 대한 산포도 (scatter plot)를 분석하였다. 구름띠의 

시간과 공간 규모는 경도-시간 Hovmöller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시간축 (Y축)과 경도축 (X축)에 각각 투영된 

크기로부터 추출되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2004년 6
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위도 30∼40°N, 경도 

103.6°E∼136.4°E 범위에 존재하는 구름띠의 평균 지

속시간은 11.7 시간, 평균 동서방향 길이는 747 km로 나

타났으며, 평균 위상속도는 50 km/h  (13.9 m/s)로 나타

났다. 여름철 중위도 저기압의 평균 이동속도는 약 30 
km/h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경우 약 40∼50 km/h 인 

점을 고려하면 (김광식, 1992), 이 결과에서 나타난 구

름띠의 이동속도는 종관규모 저기압시스템보다 빠른 

것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 (Carbone et al., 2002; 
Wang et al., 2004)과도 잘 일치한다. 시공간규모에 있

어서도, 종관규모 저기압의 규모 (1000 km, 24시간) 
보다 작은 규모 (meso-α)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

의 대류시스템과 이로 인한 강수 현상의 시공간적 분

포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토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류 시스템들이 일정

의 위상속도 (10∼25 m/s)를 가지고 동진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Carbone et al. (200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즉, 자유대기나 행성 경계층에서의 파동 메커니

즘이 이러한 대류시스템의 동진 현상에 기여하고, 이
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강수 시스템 자체가 중규모 

대류 시스템의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메커니

즘의 가능한 역할을 논의하였는데, 찬공기풀 역학(cold 
pool dynamics) (예: Rotunno et al., 1988; Carbone et 
al., 1990: Crook et al., 1990), 경계층에서의 중력파

(예: Crook, 1988; Raymond and Rotunno 1989; Koch 
et al., 1991; Moncrieff and Liu, 1999)와 중규모 대류

계에 의한 중력파의 증폭 (예: Moncrieff and Miller 
1976; Tripoli and Cotton, 1989; Koch and O'Handley, 
1997), 그리고 중규모 대류 와동(mesoscale convective 
vortices; MCVs; 예: Bartels and Maddox, 1991; 
Weiman, 1993; Trier et al., 2000; Davis et al., 2002)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MCCs (meso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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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ctive complexes; 예: Miller and Fritsch, 1991; 
Laing and Fritsch, 1997), 스콜라인 (Wang et al., 
1990; Teng et al., 2000), 그리고 MCSs (Ninomiya et 
al., 1981; Chen et al., 2003)와 같은 강수시스템의 동

진현상과 이들 메커니즘의 관련성은 많이 인식되어 있

다. 북미대륙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여름철의 경우에

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 등 대규모 몬순 순환

이 존재하며, 태풍과 같은 열대 시스템, 그리고 중위도 

저기압과 같은 종관규모 강제력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MCS 등 대류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앞에서 보인바와 

같이 (2004년 6월 23∼24일 사례; Fig. 5b), 장마전선

은 MCS 등 조직화된 대류계가 원활히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며, 장마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발달하

기도 한다 (Nimoniya, 2000).
이 연구에서 분석된 동아시아 대류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통계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단시간 동안의 정

량적 강수예측 (QPF; 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
casts)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해

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위성의 밝기온도

와 강수량과의 정량적 관계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부터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

선의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대기 

혹은 종관기상조건에서 MCS들이 잘 발달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또한 어떤 조건에서 발달이 억제되는가 하

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여름철 강수예측 능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서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대류시스

템의 예측성은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지기상위성인 GOES-9의 적외 및 수증기 채널의 

밝기온도로부터 산출된 대류지수(CI=IR1-WV)는 

동아시아 여름철의 대류시스템(혹은 강수 시스템)
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2) 경도-시간 (Hovmöller 다이어그램) 공간상에서, 구
름띠(cloud streak)는 서쪽 대류에서 발생하여 동진

하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 이동 

속도는 약 14 m/s로 여름철 종관규모의 저기압 시

스템보다 매우 빠르며, 평균 지속 시간은 약 12시

간, 동서방향 크기는 약 750 km로, 개개 대류 시스

템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연

구들(Carbone et al., 2002; Wang et a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관 강제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상조건하에서도 대류시스템의 일관

된 패턴이 존재한다. 
3) 북미대륙과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종관규

모 파동, 대규모 몬순순환, 태풍, 저기압, 장마전선 

등과 같은 다양한 규모의 현상들이 대류시스템의 

발생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4) 대류현상은 티벳 고원의 동쪽 경계 내륙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일일주기를 가지고 발생한다. 이
러한 대류시스템은 동진하면서 발달하는데, 한반도 

부근에서 가장 크게 발달하며, 또한 가장 복잡한 주

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 영역에서 다양한 시

스템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5)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대류시스템의 장시

간 지속성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예측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한 통계학적인 분석

과 그 방법은 QPF를 위한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GOES-9 정지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대류 

시스템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장마 전선 또는 강수 현상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성자료들도 경년 변화를 보이

기 때문에, 향후 2003년 같은 여름 기간의 GOES-9 분석 

결과를 보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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