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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ote sensing techniques using satellites or the scanning weather radars depend mostly on the presence of clouds 
or precipitation, and leave the extensive regions of clear air unobserved. But wind profilers provide the most direct measure-
ments of mesoscale vertical air motion in the troposphere, even in the context of heavy precipitation. In this paper, the 
precipitation events during the Changma period was classified into 4 precipitation types - stratiform, mixed strati-
form/convective, deep convective, and shallow convective. The parameters for the classification of analysis are the vertical 
structure of reflectivity, Doppler velocity, and spectral width measured with the wind profiler at Haenam for a three-year 
period (2003-2005). In addition, the synoptic fields and total amount of precipit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Global 
Final Analyses (FNL) data and the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 data. During the Changma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the stratiform type was dominant under the moist-neutral atmosphere in 2003, whereas the deep 
convective type was under the moist unstable condition in 2004. The stratiform type was no less popular than the deep 
convective type among four seasons because the moist neutral layer was formed by the convergence between the upper-lev-
el jet and the low-level jet, and by the moisture transport along the western rim of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anti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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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6월 중․하순

에서 7월까지 여름철 몬순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기후

를 보이며 많은 양의 강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를 우

리나라의 경우 흔히 장마 (Changma)라고 한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중국 서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일

본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강한 상당온위의 경도와 

강한 연직 바람 시어 (shear)를 보이는 장마 전선이 형

성되어 연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강수를 내

리게 된다 (Ninomiya, 2000).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성 기상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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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더구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과 화 및 재산의 가격 상승으로 재해성 기

상현상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성 기

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마 

전선 상의 중규모 시스템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원격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과학자

들이 도플러 레이더와 같은 원격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중규모시스템 (mesoscale convective system; MCS)
의 특성 및 연직 구조를 연구해왔다 (Atlas et al., 
1973; Houze, 1977; Zipser and LeMone, 1980; 
Houze and Betts, 1981; Szoke et al., 1986; Houze, 
1989; Mapes and Houze, 1992, 1993; Uyeda et al., 
2001; Adachi et al., 2004). 특히, 강수 유형의 분류는 

중규모 시스템과 대규모 배경장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객관적인 연구방법 중 하

나이다. Chen et al. (2003)은 레이더 반사도 자료로부

터 bright band fraction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일본의 

여름철 장마 기간동안의 강수 유형을 분류하였고, 
Biggersgaff and Listemaa (2000)도 레이더 반사도를 

이용하여 대류형과 층운형을 분류하기위한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다. White et al. (2002)은 대류형과 층운

형의 가장 큰 차이점인 밝은 띠 (bright-band)의 고도

를 도플러 레이더의 스펙트럼 모멘트를 이용하여 찾아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최근 들어 도플러 레이더의 일종인 윈드프로파일러

(wind profiler)가 중규모 대류 시스템의 연직 운동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직 방향의 

시․공간 해상도가 크다는 이점 때문에 강수 유형의 

분류나 중규모 대류 시스템의 연직구조 분석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류시스템 내의 연직 바람 성

분을 관측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몇몇의 연구에

서는 (Gage et al., 1994, 1995; Reddy et al., 2002; 
Atlas and Williams, 2003; Ecklund et al., 1995) 대류

운 강수의 연직구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Reddy et 
al. (2003)은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유형의 분포 빈도를 통한 장마 전선의 특징을 파

악하고 CBL (Convective Boundary Layer)의 고도와 

풍속의 변화도 분석하였다. 
Williams et al. (1995)은 윈드프로파일러 관측을 통

해 4개 범주의 강수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대류

형과 층운형은 Leary and Houze (1979)가 제시한 MCS

의 개념 모델에서 대류 시스템을 대류형 (convective)
과 층운형 (stratiform)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강수유형

에서도 각각 대류형과 층운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대류

형의 경우는 강한 상승 속도가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

이며 층운형의 경우에는 얼음이 녹는 층과 함께 밝은 

띠(bright band)가 존재한다. 또 다른 유형은 혼합형

(mixed convective/stratiform)으로 녹는 층이 존재하

면서도 그 위로 대류 운동도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는 

Mapes and Houze (1993)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대류 

복합체 (convective complex)의 발달 과정에서 대류형 

구조에서 층형 구조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연직 구조와 유

사하다. 마지막으로 얕은 대류형 (shallow convective)
은 깊은 대류형과 같이 녹는 층이 존재하지 않고 강수 

구름이 녹는 고도이하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결빙한 

강수입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2003년-2005년)의 우리

나라 여름철 장마 시 강수유형의 분류와 이에 따른 종

관 기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집

중관측망의 중심인 해남에서 관측된 윈드프로파일러

의 자료를 이용하여 Williams et al. (1995)가 제시한 4
개의 범주의 강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종관분석을 

통해 이러한 강수 유형이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2. 자료와 방법 

 강수 유형 분류를 위해 최근 3년 (2003년-2005년) 
동안 해남(위도 34.55°N, 경도 126.57°E, 해발고도 

14.0 m)에서 관측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하였

다. 1.290 GHz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가능한 연직 범

위는 100∼9000 m이며 연직 해상도는 100 m이다. 윈
드프로파일러에서 관측된 도플러 스펙트럼은 산란에 

의한 시선속도(radial velocity)의 강도-가중된(power- 
weighted) 분포이다. 도플러 스펙트럼의 모양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이하 SNR), 도플러 

속도(doppler velocity), 그리고 스펙트럴 폭(spectral 
width),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기상연구소, 
2005). 또한, 이 세 가지 요소는 강수계의 연직 구조와 

이에 따른 물리 과정의 특징을 반영한다. 따라서 

Williams et al.(1995)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강수 

유형을 분류하였다. 
1) 녹는 고도의 존재 유무

2) 녹는 고도 이상에서의 강한 난류의 존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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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gical flow diagram of rain classification algorithm (from Williams et al., 1995).

Table 1.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recipitating clouds using doppler spectral moments from the wind profiler at 
Haenam.
                              Parameter
Classification DVG MSW Vd

Stratiform DVG > 2.0 ms-1k-1 MSW < 1.5 ms-1 -
Mixed
Stratiform/Convective DVG > 2.0 ms-1k-1 MSW ≥  1.5 ms-1 -

Deep Convective DVG ≤  2.0 ms-1k-1 - Vd ≤  -0.5 ms-1
Shallow Convective DVG ≤  2.0 ms-1k-1 -
DVG : Doppler velocity gradient between 3.5 km and 5.0 km
MSW : Maximum spectral width at 7.0 km < height 
Vd : Doppler velocity at 5.0 km < height 

3) 녹는 고도 이상에서의 강수 입자의 존재 유무

이들 조건에 따라서 강수계를 얕은 대류형, 층운형, 
혼합형 (층운형과 대류형의 혼합)과 깊은 대류형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흐름도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과 

분류가 가능하도록 매개변수 (DVG, MSW, Vd)의 각

각의 기준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매개변수의 경

계값과 결정 고도는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

므로 값에 따른 민감도를 통해 적절한 값을 찾을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3년간의 강수 유형의 분류를 

통해 적절한 경계값과 고도값을 결정하였다. 
여름철 강수 유형의 분류와 연관한 종관분석을 위

해 NCEP의 1° x 1° 전지구 분석 자료 (Global Final 
Analyses)를 이용하였다. 동북아시아의 강수분포는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를 통해 

생산되는 1° x 1° 전 지구 일강수량을 기반으로 하였다. 

지상강수 유무와 강수시간 및 사례를 찾기 위해 윈

드프로파일러와 함께 자동무인관측시스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이용하였다. 윈드프로파일

러는 녹는점 고도 이하에서의 강수입자는 일정 속도 

이상의 낙하속도를 가지며, 또한 일정 크기 이상의 반

사도를 나타내므로 이로부터 지상에서의 강수 유무를 

탐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Murata et al., 2002), 해남

에 설치된 AWS는 1시간 강수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3. 강수 유형 분류의 결과 

3.1 강수 유형별 관측자료의 연직 구조 분석 : 
    2005년 여름철 강수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의 연직 프로파일에 대한 

빈도분포를 통해 강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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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doppler spectral moments for precipitating clouds classified as the stratiform type
during the summertime(June-August) in (a) signal-to-noise ratio, (b) doppler velocity, and (c) spectral width.

다. 이것은 강수 유형에 따라 보여지는 결과이므로 

2005년 여름철 강수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윈드프로파

일러에서 관측된 자료의 연직 프로파일에 대한 빈도분

포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신호대 잡음비, 도플러 

속도, 스펙트럴 폭의 1차원 히스토그램을 각 고도에 계

산하여 2차원으로 나타낸 것으로 각 등치선의 색깔은 

그 고도에서 이들 변수의 발생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층운형 강수의 경우, 약 4.5 km 고도에서 밝은 띠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밝은 띠 이하의 고도에서는 약 10 
∼40 dB 범위 내에 에코 파워가 분포되어 있고, 38 dB 
부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Fig. 2a). 도플러 

속도 (Fig. 2b)를 살펴보면, 녹는 고도 이상에서는 속

도의 빈도분포 폭이 1.0 ms-1 정도로 좁게 나타나면서 

약 -1.0 ms-1 집중되어있는 데 반해, 약 4.5 km (녹는 

고도) 이하에서는 속도의 폭이 4.0 ms-1 정도로 넓으며 

또한 -6 ms-1 부근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녹는 고도 상하에서 도플러 속도의 차가 크게 나

타나는 것이 층운형 강수유형의 특징이다. 층운형 강

수에 대한 스펙트럴 폭의 빈도분포를 Fig. 2c에 나타내

었다. 녹는 층 이상에서는 다소 좁았던 스펙트럴 폭이 

녹는 층 이하에서는 넓어진다. 이는 녹는 층 이상에서

는 난류가 약하며 녹는 층을 통과하면서 얼음 입자가 

녹으면서 비로 변하고 이때 각기 다른 크기의 수적의 

분포와 낙하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혼합형 강수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 도플러 연직 속

도, 그리고 스펙트럴 폭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혼합형 

강수는 층운형과 마찬가지로 밝은 띠가 잘 나타나고 

있다 (Fig. 3a). 한편 층운형과 비교하여, 혼합형의 가

장 큰 차이점은 녹는 고도 이상에서 스펙트럴 폭의 분

포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Fig. 3c). 즉, 7.0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스펙트럭 폭의 분포가 1.5 ms-1 이
상이다. 

깊은 대류의 강수 유형에 대한 윈드프로파일러 자

료의 연직 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깊은 대류와 얕

은 대류 강수 유형은 녹는 고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

서 DVG도 2.0 이하로 나타난다. 에코파워의 경우 밝

은 띠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대류권하부에서는 10
에서 40 dB 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상부에서도 0에서 

30 dB 정도로 폭넓은 변화를 보였다 (Fig. 4a). 도플러 

속도의 경우 (Fig. 4b)에는 그 변화폭이 0에서 8 ms-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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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me as Fig. 2 except for precipitating clouds classified as the deep convective type.

Fig. 3. Same as Fig. 2 except for precipitating clouds classified as the mixed stratiform/convect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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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Fig. 2 except for precipitating clouds classified as the shallow convective type.

크게 나타났으며, 녹는 고도 이하에서 강수입자의 낙

하속도는 4 ms-1에서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 또한, 도
플러 연직 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전 고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는 깊은 대류 안에서 강수입자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스펙트럴 폭 분포 그림 (Fig. 4c)에
서 4∼6 km 고도에서 그 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

직 운동과 난류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깊은 대류 강

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얕은 대류의 강수 유형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 도플

러 연직 속도, 그리고 스펙트럴 폭의 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에코 파워의 경우 대류권 하부에서는 10
에서 40dB 영역에 분포하며, 상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5a). 도플러 속도는 하강 속도가 약 -6 
ms-1로 나타나나 5 km 이상에서는 거의 0에 가깝다

(Fig. 5b). 이 유형은 얼음 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이른

바 따뜻한 비 (warm rain) 과정과 유사하다. 

3.2 장마기간의 강수 유형의 특징 : 2003년 - 
    2005년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2003- 

2005년 장마기간 강수계를 분류하였고 3년 동안의 강

수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장마기간 강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른 계절과 비교하여 여

름철 강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3년 동안 계절별

로 강수유형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겨울철 강수유형 분류는 그 해 1, 2월과 그 전년 

12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윈드프로파

일러가 2003년 1월 하순경부터 해남 관측소에서 정상

적인 상시관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Fig. 6a에서 2003
년의 겨울에 대한 막대그래프는 제시하지 않았다. 분
류 기준이 되는 매개변수(DVD, MSW, Vd)들의 경계

값은 동일하나 결정고도는 녹는 고도의 차이로 계절마

다 다른 값을 적용하였다. Fig. 6을 보면 매년 차이는 

조금 있으나 여름에 층운형 강수 유형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2003년 여름

철의 경우 절반 이상이 층운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대부분의 강수현상이 주로 깊은 

대류운동에 의해 발생되리라 추측에 반하는 결과이다. 
Fig. 7에는 2003-2005년 장마기간 동안 얕은 대류

형, 층운형, 혼합형과 깊은 대류형에 대한 빈도를 나타

내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각각의 장마기간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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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ccurrence frequency of rain type in precipitating 
cloud system observed during four seasons in (a) 2003, (b)
2004, and (c) 2005 at Haenam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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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centage of precipitation categories during the Changma
period(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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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6/23 - 7/25 (33일)이고, 2004년은 6/24 - 
7/17 (24일), 그리고 2005년은 6/26 - 7/18 (23일)이다. 
Fig. 7을 보면 장마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강수계의 유

형이 깊은 대류형 못지않게 층운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03년 장마철의 경우에

는 층운형이 깊은 대류형 강수보다 우월하였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의 장마철 강수계는 대류형 못지않게 층

운형도 지배적 강수 유형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60.0% 이상이 층운형 강수이지만, 
2004년의 경우에는 층운형이 30.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깊은 대류형에서는 그 반대로  2004년은 깊은 

대류형 강수가 증가하여 60.0%에 달하고 있으나 2003
년의 경우에는 3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얕은 대류에서도 2004년의 뚜렷하게 큰 값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에는 층운형은 2003년보다 적고 

2004년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깊은 대류의 경

우에는 2004년보다는 적고 2003년보다는 높은 비율

을 차지하여 오히려 혼합형에서 그 값이 크다. 즉, 장마

기간 동안에 2003년은 층운형, 2004년은 깊은 대류형

이 지배적이며 2005년에는 2003년과 2004년의 중간

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면서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많

이 발생했다.  
Fig. 8 에는 강수 시 강수 유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해남에서 관측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0.5 
mm 이상인 사례를 이용하여 강수 유형의 사례별 시계

열을 나타내었다. 막대그래프에서 각 색은 강수 유형

을 의미하며, 각 막대위에 표시된 수는 해당 강수사례

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빗금 친 막대그래프는 

그 해의 장마기간에 속한 강수사례를 표시한 것이다. 
  2003년 6-8월에는 (Fig. 8a) 15회의 강수사례가 있

었고 그 중에서 2일 이상 계속해서 강수가 있었던 경우

가 전체 80.0%(12회)로 나타났고, 1일강수로 끝난 경

우는 3회로 극히 적다. 특히, 장마기간 동안에는 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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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ccurrence frequency of each rain type in precipitating cloud system observed during summer season in (a) 2003,
(b) 2004, and (c) 2005 at Haenam site. The precipitation events with shaded vertical bars are included in the Changma period.
The number above each vertical bar means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each precipita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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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orizontal distribution of total amount precipitation 
(mm) during the Changma period in (a) 2003  (b) 2004, and 
(c) 2005 using GPCP 1° x 1° daily data. The bold lines(A-A',
B-B', and C-C') indicate position of vertical cross sections in 
Fig. 10 with passing maximum value over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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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강수의 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7월 하순경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깊은 대류형 강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였다. 2004년에는 (Fig. 8b) 11회 강수사

례가 있었고, 그 중에서 2일 이상 계속해서 강수가 있

었던 경우가 전체 55.5% (6회)로 나타났고 1일에 끝난 

강수는 45.0%로 5회로 2003년에 비해 1일강수가 증

가하였다. 장마기간 뿐 아니라 여름 전 기간에 대해서

도 깊은 대류형 강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05년에

는 (Fig. 8c) 16회 강수사례가 있었고 그 중 2일 이상 

계속해서 강수가 있었던 경우와 1일에 강수가 끝난 경

우가 각각 62.5% 와 37.5%로 나타났다. 지속성의 경

우는 2003년보다는 적으나 2004년보다는 많은 분포

이고, 단속성의 경우에는 2004년보다는 적으나 2003
년에 비해 많은 분포로써 2003년과 2004년의 중간적

인 성격을 많이 띤다. 또한, 뚜렷하게 지배적인 강수 유

형도 없이 깊은 대류형과 층운형 강수가 번갈아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4. 장마기간 강수 유형 분류 결과와 종관장과의 
    관계 분석

최근 3년의 (2003년-2005년) 장마기간에 대해 분류

한 강수 유형과 연관하여 종관분석을 하였다. 장마기

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총강수량을 Fig. 9에 나타내었

다. 2003년의 경우, 중국내륙,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따라 강수대가 걸쳐있고 한반도 남서지역에서 최대 누

적강수량이 550 mm 이상을 보였다. 2004년의 경우에

는 2003년 보다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역시 한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350 mm이상을 기록하

고 있다. 2005년에서도 우리나라 부근에서 최대 300 
mm의 강수가 발생하였다. 3년간의 강수 분포를 통해 

다소 강수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장마기간에 우

리나라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가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장마기간 동안의 종관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850 hPa의 와도장과 수분속 그리고 이와 함께 상층 제

트 (200 hPa-회색)와 하층 제트(850 hPa-검은색)를 굵

은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이 때, 상층 제트는 30 ms-1 
이상 그리고 하층 제트는 9 ms-1 이상이며, 수분속의 

기준크기는 그림의 하단에 나타내었다. 실선의 등치선

은 양의 와도값을 나타낸다. 3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유

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매년 차이도 함께 나타났다. 상
층 제트는 위도 40°N을 따라 중국대륙의 북쪽에서 한

반도를 지나 동해를 통과하며, 하층 제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다. 그리고 한

반도 부근에서 두 제트가 수렴되어 한반도 서해 혹은 

남서지역 하층에서의 강한 와도가 나타난다. 850hPa
의 수분속을 살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

자리를 따라 남풍과 남서풍에 의해 많은 수분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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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orizontal distribution of 850 hPa vorticity and mois-
ture flux averaged during the Changma period in (a) 2003, (b)
2004, and (c) 2005. The contour, vector, and bold arrows repre-
sents 850 hPa vorticity, 850 hPa moisture flux, and jet stream
respectively. The solid line contours mean the positive value.
Black and gray arrows indicate the low-level jet and the up-
per-level jet, respectively.

Fig. 11. Vertical cross section of averaged equivalent po-
tential temperature and streamline during the Changma pe-
riod along 127°E in (a) 2003, 128°E in (b) 2004, and 128°E 
in (c) 2005 between 20°N and 55°N. The solid-dash line 
boxes are over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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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서 2005년 3년에 걸쳐 장마기간의 종관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는 

해마다 다른 특징적인 구조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2003년에는 상․하층 제트가 중국 내륙으로부터 구조

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의 하층와도가 

강하였다. 반면, 2004년에는 중국 내륙에 상․하층 제

트가 발생되지 않아 우리나라 부근의 하층 와도와 수

분 수렴이 약하였다. 2005년에는 중국 내륙으로부터 

상․하층 제트가 발생되었으나, 2003년에 비해 구조

적이지 못해 수분 수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층와도

가 약하여 2003년과 2004년 장마전선의 중간적 특징

을 보였다.    
Fig. 11에는 Fig. 9에서 최대 강수량을 보인 지점

(A-A', B-B', C-C')의 연직 단면을 상당온위와 유선으

로 나타내었다. 굵은 점선 상자로 표시한 부분은 한반

도 남부 지역을 (33°N-35°N) 표시한 것이다. 3년에 걸

쳐 전체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중립 혹은 약한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층운형 강수가 

60.0% 이상이었던 2003년의 경우 강수대가 위치한 

33°N-35°N 위에서 중립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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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년 중 깊은 대류형 강수가 가장 강했던 2004년은 

고도에 따라 상당온위가 감소하는 약한 불안정 층이 

나타났다. 2005년의 강수 유형은 2003년과 2004년의 

중간적 특성을 보이는데, 상당온위의 연직단면에서도 

2004년 보다는 약한 불안정한 층이 나타났다. 즉, 매년 

층운형 강수의 유형이 여름철에 두드러지나 열역학적 

조건에 따라서 강수 유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한반도의 여름철 강수계를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

료인 신호 대 잡음비, 도플러 속도와 스펙트럴 폭을 이

용하여 얕은 대류형, 깊은 대류형, 층운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한 강수 유형의 특징 분석과 

함께 종관분석을 수행하여 강수계와 종관장 사이의 상

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장마기간에 한반도 부근에서 상층제트와 하층제트

의 수렴이 있어 하층의 와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북태

평양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

기가 유입되고 있다. 이 때 한반도 부근에서는 열역학

적으로 습윤 중립층이 발달되어 다른 계절에 비해 층

운형 강수가 대류형 강수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특

징을 보인다. 하지만 장마기간 동안 강수유형을 분석

해 보면 매년 열역학적 조건과 역학적 수렴의 차이에 

따라 강수유형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3년에는 중국 내륙으로부터 상․하층 제트가 

구조적으로 잘 발달되었고 하층에서 양의 와도가 강하

고 역학적 수렴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열역학적으로는 

습윤하고 중립상태의 연직구조가 잘 발달되어 층운형 

강수의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강수량도 다른 해에 비

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2004년의 경우, 중국 동안

에서 한반도 동해상으로 지나는 하층 제트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상층 제트가 발달하였고 하층와도와 수

증기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열역학적으로는 

습윤 불안정인 상태로 이 해에 발생한 강수는 깊은 대류

형이 지배적이었다. 2005년은 상․하층 제트가 2003년

과 유사한 구조로 발달하여 수증기의 수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층와도가 2003년만큼 크지 않았고 열역학

적으로 상당온위의 연직 변화가 2003년의 중립상태와 

2004년의 불안정의 중간 정도이다. 또한 강수유형을 

분류했을 때 층운형 강수가 2003년보다는 적고 2004
년 보다는 많은 강수 형태이며 반대로 대류형 강수는 

2003년 보다는 많지만 2004년 보다는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2005년은 강수유형과 종관분석에서 2003년

과 2004년의 중간적 특성을 보였다. 
강수사례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3년은 지속성 강

수가 80.0%였으며 이 때 층운형 강수가 많았지만, 2004
년에는 지속성과 단속성 강수가 각각 55.0%, 45.0%이

며 깊은 대류형 강수가 지배적이었다. 2005년의 경우 지

속성 강수는 62.5%이며 단속성은 37.5%이며 강수 유형

에서도 층운형과 깊은 대류형이 비슷한 분포하였다. 
이 연구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강수 유형을 분류하였고 분류된 유형이 종관장의 

구조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관성

을 통해 장마기간의 강수계를 이해하는 데 윈드프로파

일러 자료의 이용이 객관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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