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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OP (Korea Enhanced Observing Period)-2004 intensive summer observation was carried out from 20 June to 5 
July 2004 over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KEOP-2004 intensive observation 
data on the simulation of precipitation system are investigated using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and PSU/NCAR MM5. Three precipitation cases during the intensive observation are selected for detailed 
analysis. In addition to the control experiments using the traditional data for its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two sensi-
tivity experiments using KEOP data with and without Jindo radar are performed. Although it is hard to find a clear and 
consistent improvement in the verification score (threat score), it is found that the KEOP data play a role in improving 
the position and intensity of the simulated precipitation system. The experiments started at 00 and 12 UTC show more 
positive effect than those of 06 and 18 UTC. The effect of Jindo radar is dependent on the case.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heavy rain cases related to a mesoscale low over Changma front and the landing of a Typhoon. KEOP data 
produce more strong difference in the 06/18 UTC experiments than in 00/12 UTC, but give more positive effects in 00/12 
UTC experiments. One of the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is that : KEOP data could properly correct the atmosphere 
around them when there are certain amounts of data, while gives excessive effect to the atmospheric field when there 
are few data. CRA analysis supports this reasoning. According to the CRA (Contiguous Rain Area) analysis, KEOP data 
in 00/12 UTC experiments improve only the surrounding area, resulting in essentially same precipitation system so the 
effects remain only in each convective cell rather than the system itself. On the other hand, KEOP data modify the precip-
itation system itself in 06/18 UTC experiments. Therefore the effects become amplified with tim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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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악기상의 발

생 횟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있으며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 중에서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기상청, 2004b). 
현재 지역규모 수치 예보 모형을 이용한 2일 정도의 

기간에 대한 예보에서 온도와 기압, 바람장 등에 대한 

예측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Landis, 1994). 그러나 강수현상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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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EOP-2004 Observational Network.

성능 향상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재해를 유발

하는 호우의 경우에는 예보 성능이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Chien et al., 2002; Colle et al., 1999).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로 강

수에 관련된 물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로 수치 모형으로 모사하는 경우 강수 과정에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관측 자료의 부족으로 모형의 초기장에

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셋째로 수

치 모형에서 강수 과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과 불확실성 또한 강수관련 현상의 예보 성능 개선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악기상에 대한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수 관련 물리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 향상 및 수치

모형 속에서 이에 대한 모수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이와 함께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수치

모형을 이용한 호우 발생 예측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

간과 공간적으로 고분해능의 관측자료가 절실하게 필

요하다.
기상연구소 예보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기상연구소 

주요연구사업으로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5). 이 연구에서는 한반

도 남서 해안에 위치하는 해남에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

측센터를 두고 해남과 그 주변 지역에서 기존 관측 외

에 오토존데, 윈드프로파일러, 레이더 등의 첨단 장비 

들을 동원하여 여름철 장마 전후와 겨울철 폭설 등의 

악기상 발생 기간에 대한 집중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악기상 예측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관측 지점의 선택과 관련 첨단 관측 장비의 도입과 시

법 운영 경험 획득, 장비들의 효율성 확인 및 집중관측

자료들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 강수계에 대한 이해의 

향상 및 예측성의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EOP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악기상 집중관측이 

2004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

다. 관측지역은 한반도 남서지역으로 해남, 고흥, 남원, 
흑산도, 무안, 진도, 고산, 광주였다. Fig. 1은 2004년 

여름철 악기상 집중 관측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KEOP-2004 여름철 집중관측 기간

에 관측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집중관측 자료가 포함된 

분석장을 도출하고, 이 자료들을 활용한 수치예측 실

험들을 통하여 KEOP-2004 집중관측 자료가 이 기간

에 발생한 강수사례에 대한 강수예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KEOP-2004 강수 사례

Fig. 2는 KEOP-2004 여름 집중관측 기간에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서 관측한 남한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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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precipitation (mm/24 hours) during KEOP-2004.

시간 누적 강수 분포이다 (UTC 기준). 집중관측 기간

에는 크게 3 번의 강수 사례가 있었다. 첫 번째는 태풍 

디앤무가 일본을 관통해 가는 동안 전면에 형성된 수

렴대에 의해 한반도에서 강수가 발생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남해안에 장마가 상륙하면서 장마전선

에서 발생한 중규모 저기압이 남해안을 거쳐 발달해 

가면서 호우를 유발한 사례이다. 세 번째는 장마 전선

이 남하하는 시기에 한반도를 통과해 간 태풍 민들레

에 의한 강수 사례이다. 각 사례의 기상 상황에 대한 간

단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2004. 6. 19-20: 태풍 “디앤무”에 의해 형성된 수렴

대에 의한 강수

이 기간에 대한 지상일기도와 GOES 적외 강조 영

상, 레이더 영상을 6 시간 간격으로 Fig. 3a에 보였다. 
6월 20일 00 UTC에 장마전선은 중국 화남지방에 위

치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발달하던 저기압이 한반도

에 걸쳐있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북한 지방

을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남쪽에서 발달하

여 북상하고 있는 2004년 6호 태풍 디앤무 (DIANMU)

는 일본 규슈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후 디앤무는 

북북동진하여 일본 남부해안에 상륙한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북상에 의해 강원남부에서 호남

지방에 걸쳐서 수렴대가 형성되어 동해안과 남부지방

을 중심으로 강수가 발생하였다. 20일 00 UTC부터 24 
시간 동안에 제천시 덕산면에서는 270.0 mm의 강수

가 관측되었다 (Fig. 2).

2004. 6. 24: 장마전선에서 형성된 중규모 저기압의 

통과에 따른 강수

2004년 6월 24일 00 UTC 에 동고서저의 기압 배치 

하에서 고압대가 동쪽으로 수축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나라는 고기압 가장 자리에 들고 있다 (Fig. 3b). 화남

에서 동중국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마전선 대에서 

저기압이 활성화되며, 고압대를 따라 동진하여 12 
UTC 이후에는 제주도 부근해상으로 진출하였고 이 

영향으로 남부 해안지방에 동서로 걸쳐서 강수대가 발

달하였다. 24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 소흑산도에서는 

113.0 mm의 강수가 관측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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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weather charts (upper panels), GOES enhanced IR imageries (middle panels), and radar imageries (lower
panels) from (a) 12 UTC 20 June 2004, (b) 12 UTC 24 June 2004 and (c) 00 UTC 4 July 2004.

2004. 7. 3-4: 태풍 “민들레”가 약화되어 한반도를 

통과함에 따른 강수

장마 전선은 7월 2일 12 UTC 남부지방에서 소멸한 

상태이고, 대만을 지나 중국 남동부 해상을 지나는 

2004년 7호 태풍 민들레가 3일 새벽에 동쪽으로 전향 

한 후에 북동진을 시작하였다 (Fig. 3c). 우리나라는 태

풍의 전면에서 일시 형성되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태풍 전면 수렴역에 들면서 남부 지방을 시작

으로 전국적으로 강수가 시작되었다 (Fig. 2). 
4일 03 UTC 이후에는 중국 상해 동쪽 해상을 지나

면서 다소 빠르게 북동진한 민들레가 서귀포 서쪽 약 

100 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되어 

북동진을 하며 우리나라 남서해안으로 상륙한다. 저기

압이 느리게 남한을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과 함께 많은 강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 발생한 강수는 3일의 태풍 전면에서 발생

한 수렴역에 의한 강수와 4일의 태풍이 온대저압부로 

변질되어 한반도를 관통함에 따른 강수로 구분이 되

나, 이 연구에서는 6 km 모형 역역으로 적절하게 모사

가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3일 12 UTC 부터 24 시간 동

안을 수치적분 기간으로 선택하였다. 이 기간에 북제

주군에서는 379.00 mm의 강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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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and forecasting 
system with KLAPS and MM5.

(b)(a)

Fig. 5. Model grid configuration and topography for (a) domain 1 (dx=18 km) and (b) domain 2(dx=6 km). 

3. 분석 및 실험 설계

3.1 국지분석 시스템 (KLAPS)을 이용한 재분석장 
    생산

2004년 여름 장마기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서 해

안에서 이루어진 집중관측에서 생산된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여름 강수 기간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강수

계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KEOP 관측 자료에 대

한 강수예측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4는 전체 실험

의 흐름을 설명하는 모식도 이다.
이 연구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6 km

의 수평 격자 간격이다. 이를 위해 경계 조건을 제공하

는 18 km 영역을 포함하는 둥지격자로 된 모형영역을 

설정하였다 (Fig. 5). 18 km 영역의 배경장 생산과 6 
km 영역의 24 시간 수치예측을 위한 지역규모 예보 모

형으로는 미국 PSU/NCAR에서 개발한 MM5를 사용

하였다.
모형에서 예측한 배경장에 관측 자료를 섞어 분석장

을 만들고 수치실험에 필요한 초기장과 경계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기상연구소 예보연구실의 국지분석시스템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LAPS) 
(기상연구소, 2003)이 이용되었다. 다양한 관측기기로

부터 생산되는 종관 및 비종관 관측자료들을 읽어들여 

분석하고, 고분해능의 3차원 격자에서 기상장을 생산하

는 KLAPS에 대해서는 김용상 외 (2002), 기상연구소 

(2003), 기상청 (2004a)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

므로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와 분석장을 

산출하는 과정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8 km 분석장은 기상청의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인 

GDAPS 0.56o 해상도와 KLAPS-18 km 분석장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6 시간 사이클의 분석 체계에 의해 

생산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GDAPS 분석장 만을 

이용하여 MM5를 6 시간 동안 적분하여 예측한 자료를 

배경장으로 하고 여기에 관측자료를 섞어 KLAPS-18 
km 분석을 수행한다. 이후부터는 KLAPS-18 km 분석

장을 초기자료로 하고 GDAPS를 경계자료로 하여 다

시 6 시간 동안 MM5로 예측을 하고 이를 배경장으로 

하여 관측을 융합시켜 분석장을 얻는다.
6 km 모형의 초기자료와 경계자료로는 6 시간 간격

의 KLAPS-6 km 분석장이 이용된다. KLAPS-6 km 
분석장은 KLAPS-18 km 분석장을 배경장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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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specific humidity (color filled contour) and wind vector at 850 hPa in the KLAPS analysis
for 6-km domain from 00 UTC to 12 UTC 20 June 2004.

Fig. 7. Vertical distribution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color filled contour) and wind vector at 850-hPa in the KLAP
analysis for 6-km domain from 00 UTC to 12 UTC 20 June 2004. The location of the cross section is indicated in Fig. 6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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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ummary of numerical experimental design.

NoneNew Kain-Fritsch 
(Kain and Fritsch, 1993)Cu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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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ayer Soil ModelSoil Temperature

SchultzExplicit Moisture

LAPS-6km analysis 
(1-way interaction)

GDAPS, LAPS-18km 
analysisIC & BC

12 s45 sTime steps

24 hrs6 hrsForecast Time

6 km (205×175)18 km (148×148)Horizontal grid 
spacing

MRF Nonlocal vertical diffusion scheme (Hong and Pan, 
1996)PBL

RRTM (Mlawer et al., 1997) Radiation

35 sigma layers (top: 50 hPa)Vertical layers

Domain2Do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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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n and Fritsch, 1993)Cu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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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45 sTim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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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m (205×175)18 km (148×148)Horizontal grid 
spacing

MRF Nonlocal vertical diffusion scheme (Hong and Pan, 
1996)PBL

RRTM (Mlawer et al., 1997) Radiation

35 sigma layers (top: 50 hPa)Vertical layers

Domain2Domain1

KLAPS를 통해 각종 관측자료들을 섞어 넣어 만들어

진다.
Fig. 6과 7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된 KLAPS-6 

km 분석장의 예로 6월 20일 00 UTC 부터 12 UTC 까
지 6시간 간격으로 수증기장과 바람장의 수평과 연직 분

포를 보인 것이다. 그림 위에 표시된 원은 KEOP-2004 
관측 지점 주변을 의미한다. 연직 단면 그림에서 화살

표는 해남이 위치하는 지점을 의미하고, 연직 단면의 

위치는 Fig. 6에서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850-hPa 고도에서의 수평장을 보면 KEOP 관측 자

료가 추가로 고려되지 않은 분석장 (NOKEOP) 에서

는 해남 부근이 주변과 같은 정도의 습기를 가지는 반

면, KEOP 자료가 들어가면서 (KEOP) 이 지역에 주변

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고 있음이 

보인다. 연직단면에서 보면 해남 위의 925-750 hPa 사
이의 기층에서 덥고 습한 남서류의 유입이 KEOP 자
료에서 분석이 되는 반면 NOKEOP 자료에서는 이 지

역이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분석되고 있다. KEOP 자
료는 00/12 UTC 보다 06 UTC 에 더욱 두드러진 변화

를 만들고 있다.

3.2 실험 설계

집중관측 자료를 KLAPS를 통해 모형의 초기장에 

반영하여 강수예측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수평영역은 Fig. 5와 같고 연직으로는 35 개

의 시그마 층으로 구성되고 모형 상부 기압은 50 hPa 
이다. 모형의 하부 경계자료로 격자점 고도자료는 

USGS (U.S. Geological Survey)의 30 초 분해능 전구 

고도 자료를 각각 5 분과 2 분 분해능으로 재구성한 자

료를, 식생과 토지 이용자료는 24 개의 카테고리를 가

지는 USGS 자료로부터 내삽되었다. 해수면 온도는 

0.1° 간격의 GOES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형 내 물리과정에 대해서 복사는 RRTM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모수화 방법 (Mlawer et 
al., 1997)을, 경계층 물리과정은 MRF (Medium 
Range Forecast) 또는 Hong-Pan PBL (Planetary 
Boundary Layer) 방법 (Hong and Pan, 1996)을 이용

하였다. 지면온도는 5층 토양 모형 (Dudhia, 1996) 을 

이용하여 1, 2, 4, 8, 16 cm 깊이의 층과 그 아래 있는 

고정된 substrate에 대해 연직 확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온도를 예측한다. 격자 규모 구름물리 방법은 Schultz
을, 적운대류 모수화는 18 km 영역에서는 Kain and 
Fritsch (1993) 방법을 이용하고, 6 km 영역에서는 적

운모수화를 가동하지 않았다. 두 영역 모두 얕은대류

는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1은 이 연구에서 이용한 수

치실험에 대한 요약이다.
KLAPS 분석에 이용되는 관측 자료는 크게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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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Summary of numerical experiments and observation for eac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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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다. 첫 째는 기존의 KLAPS 분석에 이용되고 

있던 정규적으로 관측되는 종관과 비종관 자료들이고, 
두 번째는 기존 관측 자료들 외에 KEOP-2004 집중관측 

기간에 추가로 관측된 자료들이다. 기존 관측 자료들에

는 GTS 망을 통한 지상과 상층 관측, BUOY, 비행기 관

측 등과 위성, 윈드프로파일러 관측 자료 들이 포함된다. 
KEOP-2004 관측 자료에는 해남, 고흥 및 남원의 

존데관측과 흑산도와 고산 관측소에서 수행한 집중관

측 기간 동안의 06과 18 UTC에서의 추가 존데관측이 

포함된다. 그 외에 해남 윈드프로파일러와 진도레이더 

자료 등도 KEOP 자료에 속한다. AWS 와 AMEDAS 
등의 자동기상관측기에 의한 지상관측 자료는 18km 
분석에는 이용하지 않고 6 km 분석에만 이용하였다. 

KEOP-2004 관측 자료가 강수예측에 주는 민감도

를 알아보기 위해 KLAPS 분석에 KEOP 관측 자료를 

고려한 실험 (KEOP 실험)과, KEOP 관측자료 만을 고

려하지 않은 실험 (NOKEOP 실험)을 각각 수행하였

다.  또한 KEOP 관측 자료 중에서 진도 레이더는 그 

시간과 공간적인 고 분해능으로 인해 다른 집중관측 

자료에 비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KEOP 자
료 중에서 진도레이더 자료만을 제외한 실험 (NOJR 
실험)도 함께 이루어졌다. 각 실험에서 이용한 관측 자

료를 Table 2 에 요약하였다.
KEOP의 관측 위치는 한반도 남서 해안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측 자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와 기존 관측 자료가 적은 경우에 주는 영향이 다

를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해 기존 

관측 자료 밀도가 높은 00/12 UTC에 수치 적분을 시

작하는 실험 외에도 관측자료 밀도가 낮은 06/18 UTC
에 적분을 시작한 실험도 함께 수행하여 상대적인 효

과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4. 강수예측의 민감도

수치 예측 강수의 누적 분포 분석과 통계를 이용한 

강수 검증, CRA를 이용한 강수 예측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하여 KEOP 관측 자료가 수치모델을 이용한 강수 

예측에 주는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NOKEOP 실험과  비교했을 때 KEOP 자료의 전체

적인 영향과, KEOP 자료 중 특히  진도레이더 자료가 

주는 효과도 따로 살펴보았으며, 기존 관측망의 밀도

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KEOP 자료가 주는 영향

의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00 또는 12 UTC 
에 적분을 시작한 실험과, 06 또는 18 UTC에 적분을 

시작한 실험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4.1 누적 강수 분포

각 실험에서 모사한 24 시간 누적 강수의 분포를 

AWS 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Figs. 8-10은 각 사례에 

대해 관측과 예측된 24 시간 누적강수, 실험 간의 차

(KEOP-NOKEOP, KEOP-NOJR)을 보인 것이다. 윗
줄에 있는 그림은 00/12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

험들이고, 아래 줄에 있는 그림들은 06/18 UTC에 적

분을 시작한 실험들의 결과이다.
첫 번째 강수기간인 6월 20일의 경우 (Fig. 8) 남한 

위에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밴드형태의 강수

가 관측되었다 (Fig. 8에서 맨 왼쪽 그림들). 
6월 20일 00 UTC 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경우 (Fig. 8 

윗줄의 그림들), 기존 관측자료 만을 이용한 NOK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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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bserved (first panels) and simulated (second panels) 24-hours accumulated rainfall amount (mm/day), difference
of simulated 24-hours accumulated rainfall of experiment NOKEOP (third panels), and NOJR (fourth panels) from experi-
ment KEOP. The upper and lower panels denote experiments initiated at 00 UTC 20, and 18 UTC 19 June 2004, respectively.

실험에서도 전체적인 강수대의 분포를 어느 정도 모사

하고 있다. 그러나 강수대가 관측에 비해 남쪽으로 이

동되어 있으며, 남서쪽의 강수가 약하고 남해안쪽으로 

또 다른 가지를 뻗고 있어 전체적인 강수대가 남해안

쪽으로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 
KEOP 관측 자료에 의한 강수대 모사의 개선은 

KEOP 실험과 NOKEOP 실험에서 모사한 강수의 차

를 보인 그림 (Fig. 8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에서 뚜

렷하게 보인다. 그림은 KEOP 자료는 강수밴드의 남

쪽 부분의 강수를 줄여주고 북쪽의 강수를 증가시켜 

강수대를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NOKEOP 
실험에서 나타나는 남해안 지역으로의 잘못된 강수대

의 모사 경향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관측 자료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9일 18 UTC에 

시작한 실험의 경우 (Fig. 8 아랫줄 그림들), NOKEOP 
에서는 중심 강수대가 더 남동쪽으로 이동한 것 외에

도 제주에서 여수 부근으로 관측되지 않은 강한 강수

대를 모사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KEOP 자료는 효

과적으로 제주도 위를 지나는 강수대를 제거해주면서 

동시에 주 강수대도 어느 정도는 개선해 주고 있다. 그
러나 여전히 주 강수대가 남동쪽으로 이동되어 모사되

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전체적인 모사 성능과 KEOP
에 의한 모사 성능의 개선은 20일 00 UTC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KEOP 자료 중에서 진도레이더 자료가 차지하는 영

향은 다른 사례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일 00 
UTC 실험의 경우 북동쪽 강수대의 위치를 교정해 주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18 UTC 
실험에서 KEOP 자료가 제주도에서 여수 쪽으로의 잘

못된 강수대를 교정해 준 것은 진도레이더가 아닌 다

른 자료의 영향인 것으로 드러난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에 상륙하여 남해안 

지역에 동서로 평행하게 분포하는 강수가 발생한 두 

번째 사례에 대한 강수 예측 분석이 Fig. 9에 제시되어 

있다. NOKEOP 실험에서는 강수대가 동서로 나란하

게 남해안에 상륙하는 모습이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KEOP 자료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강수대가 남해

안에 상륙하면서 그 분포도 관측에 가까운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KEOP 관측 자료에 의한 강

수대 모사의 개선은 00 UTC 보다는 18 UTC 실험에

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 강수 차를 보면 KEOP 자료에 

의해서 남쪽의 강수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동서로 나

란하게 조직화 되는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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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me as Fig. 8 except for 00 UTC 24 (upper panels), and 18 UTC 23 (lower panels) June 2004.

KEOP 자료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 중에서 특히 진

도레이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의 사례에 비해 더 증

가하고 있다. 이 사례는 강수를 유발한 구름계가 한반

도 전체에 걸치는 경우가 아닌 남해안 위에만 좁게 걸

쳐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남서해안에 위치한 KEOP
의 관측망이 이 강수계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태풍이 약화되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어 한반도

를 통과한 7월 3-4일 사례의 관측에서는 한반도 전체

에 걸쳐 강수가 있었으며, 동해와 경기 서해안지역에 

강한 강수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Fig. 10). 
모든 실험들이 전국에 걸친 강수와 동해안에 걸친 

좁고 강한 강수대, 경기 서해안의 강한 강수대를 모사

하고 있다. 그러나 온대저압부가 북동진하며 한반도에 

상륙하는 경로인 서해에서의 강수대가 관측보다 더 내

륙 깊이 들어와 있다. 
KEOP 실험도 이런 경향을 보이나 서해 내륙으로 깊

이 들어와 있는 강수대를 보정해 주어 서해 쪽으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Fig. 10). KEOP의 영향은 12 
UTC 실험보다 06 UTC 실험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지

만, 12 UTC 실험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례는 주된 강수가 있는 서해 지역에 

대한 강수 관측 자료가 없고, 육지에서의 강수도 뚜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각 실

험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사례에서 진도레이더는 대부분의 강수가 발생하

는 서해상과 서해 내륙 지역에서 주로 영향을 주고 있

었으며 KEOP 자료 중에서 진도레이더 자료가 주는 

영향의 비중은 절반 정도로 판단된다.
KEOP 관측 자료는 수치실험 영역의 일부인 한반도 남

서 해안에 제한되어 있어 강수 모사에서 그 영향은 뚜렷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

하는 세 가지 강수 사례에서는 이 지역이 모두 흐름이 유

입되는 지역에 속해 수치 모사된 강수에 있어 예상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OP 자
료에 의한 강수 예측의 차이는 06/18 UTC 실험에서 더 컸

다. 그러나 그 영향이 긍정적인 정도는 6월 24일 사례를 

제외하고는 00/12 UTC 가 더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강수 검증

각 실험의 강수예측을 6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0.1, 5, 25, 50mm 의 4 단계의 임계값에 대해 TS 
(Threat Score)를 분석하였다. 각각 유 강수 여부, 약한 

강수, 중간강수, 호우 정도의 강수에 대해 KEOP 관측 

자료의 영향을 보기 위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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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Fig. 8 except for 12 UTC 3 (upper panels), and 06 UTC 3 (lower panels) July 2004.

사례와 예측 시각, 강수 임계값에 따라 TS 값의 변

화가 크고, KEOP 자료와 NOKEOP 자료의 차이도 달

라졌다. 대체로 강수 임계값이 커지면 TS 가 감소하고 

무강수로 인하여 0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

였다. Fig. 11 은 세 사례 중에서  TS가 가장 높았던 6
월 24일 강수 사례에 대한 예이다. 왼쪽은 KEOP 실험

과 NOKEOP 실험에 대한 TS를 보인 것이고, 오른쪽

은 KEOP과 NOJR 실험의 TS를 보인 것이다.
24일 00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의 경우는 

NOKEOP 실험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가운데 

KEOP 자료에 의한 뚜렷한 TS의 향상이 보인다. 그러

나 KEOP 실험과 NOJR 실험의 TS 차이가 적에 

KEOP 자료에 의한 뚜렷한 강수 예측의 향상은 다른 

KEOP 자료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6시간 전인 6월 23일 18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의 경우 예상대로 상층 존데 자료의 부족으로 전

체적인 예보 성능이 떨어지는 가운데 KEOP 실험과 

NOKEOP 실험 간의 우월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모든 사례에 대해 강수 유무의 예측(0.1 mm/6 

hours)에 대한 정확도의 평균을 Fig. 12에 보였다. 그
림에서는 기존 관측망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을 

보고자 00/12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과 06/18 
UTC에 적분을 시작한 실험들을 분리하여 보였다. 

왼쪽의 00/12 UTC를 초기시각으로 하는 실험들에서

는 F24를 빼고는 KEOP 자료에 의한 강수 예측 개선이 

뚜렷하다. 그러나 06/18 UTC를 초기 시각으로 하는 실

험들에서는 예측중반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시키나 초기

와 후반부에서는 KEOP에 의한 강수예측 개선을 말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상층과 지상의 관측 망이 어느 정

도 실제의 대기 상태를 모형의 초기장에 재현할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는 그 부분의 대

기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기존의 관측 자료 특히 상층에 대한 관측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들은 주변 

기상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4.3 CRA를 이용한 강수 예측 검증

TS는 모형의 강수 예측 성능을 객관적인 수로 나타

내므로 그 해석이 매우 간단하여 손쉽게 이용 될 수 있

는 방법이다. 반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분석 영역에서 강수 분석 기간 중에 강수가 있

고 없음을 맞추고 못 맞춘 격자의 수만 이용하기 때문

에 실제로 강수 분포와 강도에 있어서의 오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남한과 같이 실제 강수

는 한반도 주변의 바다와 북한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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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reat score for different thresholds of experiments KEOP, NOKEOP, and NOJR with different init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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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n threat score for 0.1mm/6hr thresholds of all the KEOP (blue bar), and NOKEOP (red bar) experiments. Left
and right panels denote experiments initiated at 00/12 UTC and 06/18 UTC, respectively.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검증에 이용되는 관측 자료는 남

한 밖에 없어 강수대가 남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

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객체지향 (Object-ori-

ented) 검증 방법의 하나인 CRA (Contiguous Rain 
Are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CRA 에서는 모

형 예측 강수와 관측 강수를 같은 격자점에서 준비 한 

후 임계값 이상을 가지는 강수 구역을 CRA로 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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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artitioning of mean square difference for different thresholds between  KEOP and NOKEOP (left panels), and
between KEOP and NOJR (right panels) with different initial times.

다. 다음으로 모형과 관측 CRA가 가장 잘 일치할 때까

지 모형 CRA를 이동한 후 (best fit) 모형의 강수 예측

에서의 오차를 위치, 볼륨, 패턴으로 나눈다. 여기서 위

치 오차는 이동 전과 이동 후의 CRA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관측된 강수계와 모형에서 예측된 강수계가 

분포하는 위치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두 강수계가 발달

하는 근본적인 종관 조건의 차이를 의미한다. 볼륨 오

차는 두 강수계의 평균 강도의 차이로, 강수계의 발달 

정도를 결정하는 하층 수렴의 양이나 불안정도 등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두 원인에 기인한 오차를 뺀 나

머지가 패턴오차로 각 강수계의 미세한 구조의 차이, 
즉 각 대류세포의 구조의 차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는 Ebert and McBride (2000) 방법을 호주 

기상청에서 적용한 것을 기상연구소 예보연구실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용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기상연구소 (2004)에서 찾을 수 있다.
관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남한에서 관측한 

AWS 강수 밖에 없어 적절한 CRA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어 CRA 분석은 KEOP 자료를 이용한 실험과 

NOKEOP 자료를 이용한 실험에서 모사한 강수를 서

로 비교하여 두 실험 간의 강수 예측의 차이가 어느 원

인에서 비롯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6시간 간격의 강수 예측에 대

해 0.1, 5, 25, 50 mm 의 4 단계의 임계값에 대해 CRA
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세 가지 다른 강수계에 대한 각 

실험들에 대한 분석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준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강도의 강수 임계값에 대한 분석도 특

별한 계통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13은 6월 24일 호우 사례에 대해 CRA 분석이다. 

왼쪽 그림들은 KEOP 실험과 NOKEOP 실험의 강수 예

측 차이에 대한 분석이고, 오른쪽 그림들은 KEOP 과 

NOJR 실험 간의 강수예측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각 예측 시각에 있는 4개의 막대기는 왼쪽부터 오른

쪽으로 각각 0.1, 5, 25, 50 mm 의 임계값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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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ean partitioning of mean square difference for 0.1mm/6hr thresholds between KEOP and NOKEOP. Left and
right panels are for experiments initiated at 00/12 UTC and 06/18 UTC, respectively.

을 의미한다. 각 막대기에서 맨 위부터 아래로 차례로 

각 색이 의미하는 것은 KEOP과 NOKEOP 실험의 강

수 예측의 차이 중에서 패턴, 볼륨, 위치의 차이에 기인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선 두 실험의 차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패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

로는 위치에 기인한 차이가 있고, 볼륨에 기인한 차이는 

매우 적은 편이다. 6월 24일 00 UTC에 시작한 실험의 

경우 KEOP과 NOKEOP 실험 간에 강수대의 위치 차이

에 기인한 오차가 적분 12시 까지는 50% 까지 증가하나 

그 뒤는 10% 정도로 까지 다시 감소한다. 반면 23일 18 
UTC에 적분을 시작한 실험에서는 초기 높던 위치에서

의 차이가 적분 12 시 까지 감소하다 다시 점점 증가하

여 적분 마지막 기간에는 40% 대로 올라간다. 
KEOP 실험과 NOJR 실험 간의 강수 예측의 차이는 

적분 18 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는 강수계의 전체 특성

의 차이보다는 개개 대류 세포의 세세한 특성에 기인

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마지막 6시간 동안

은 진도 레이더 자료가 강수대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

기 시작한다. 
Fig. 14는 각 사례에서 0.1 mm/6 hours 의 임계값을 

적용한 CRA 분석 결과의 평균이다. 마찬가지로 00/12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과 06/18 UTC에 적분

을 시작한 실험들을 분리하여 보였다. 
여러 사례에 대한 평균에서도 앞의 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특징이 보인다. 00/12 UTC 실험의 경

우 F12 에서는 위치에서의 차이가 40% 에 이르다가 

F24 까지 계속 감소한다. 반면 06/18 UTC 실험의 경

우는 F06 이후 F24 까지 위치에 기인한 두 실험 간의 

차이가 계속 증가해 간다.
기존의 관측 망이 실제 대기 상태를 재현할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는 대기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강수계의 

본질적인 특성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후반부로 가면 강

수계 전체 보다는 작은 개개의 대류세포에만 그 영향

이 남아있게 된다. 반면, 기존의 관측 자료 특히 상층에 

대한 관측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들은 강수계 자체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두 실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점점 증폭하게 된다.

5. 강수계 구조에 대한 영향

이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KEOP 자료가 강수예측

에 주는 민감도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의 하나로 KEOP 
자료가 수치모형에서 강수계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

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Fig. 15에서 위의 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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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GOES IR imageries (first lows), simulated cloud top temperature (2nd and 3rd lows), simulated sea level pressure
and 6-hour accumulated rainfall (mm/6hours) (4th and 5th lows), and AWS 6-hour accumulated rainfall (6th lows) from 
06 UTC 20 to 00 UTC 21 Ju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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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orizontal distributions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wind vector at 700-hPa in KEOP, NOKEOP, and
difference (KEOP-NOKEOP).

은 6월 20일 00 UTC 실험에 대해 KEOP과 NOKEOP 
실험에서 모사한 구름꼭대기 온도를 위성 적외강조영

상과 같이 보인 것이다. 아래 세 줄은 각 실험의 해면 

기압과 6시간 누적 강수를 AWS에서 관측한 6시간 누

적 강수와 같이 보인 것이다. 
두 실험 모두 강하게 발달하는 중요 구름대의 위치

와 시간 변화를 대체로 잘 모사하는 반면, 구름대의 남

서 하단에서의 하층운을 전혀 모사 못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적분 후반부로 가면서 예측된 구름대

의 남쪽이 빠르게 동진하여 관측에서는 구름이 여전히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분포하는 시각에 

이미 남북으로 똑바로 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구름

대의 빠른 동진 결과 강수대가 관측에 비해 남동쪽으

로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구름 예측에 있어 두 실험의 차이는 적분시작 6시간 

후에 NOKEOP 실험에서 제주도부터 남서해안에 걸

쳐 위성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잘못된 강수대를 발달시

키는 것과, 12 시간 후 구름대의 북서쪽에서의 발달 정

도의 차이다. 구름에서의 이런 차이로 강수예측에서 

KEOP 실험이 제주도 부근의 잘못된 강수와 강수대의 

남향 편차를 개선시켜 주고 있다.
수치 예측된 구름계의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 과정

을 살펴보기 위해 700-hPa 기압면에서 상당온위와 바

람을 비교해 보았다. Fig. 16에서 맨 위는 KEOP 실험, 
중간은 NOKEOP 실험의 결과이고 맨 아래 그림은 두 

실험의 상당온위 차이를 KEOP 실험의 바람과 같이 

보인 것이다.
20일 06 UTC 에 보면 남동쪽의 온난이류와 북서쪽

의 한랭이류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반도 위를 지나 남

서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두 실험 

간의 상당 온위 차이를 보면, 적분 시작 12 시간 이후 

KEOP 실험이 전선의 북서쪽에서 더 따뜻하고 남동쪽

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존재해 전체적으로 수렴대가 

NOKEOP에 비해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

이 KEOP 실험이 NOKEOP 실험보다 강수대가 북쪽

으로 분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은 KEOP 실험에서 예측된 강수대를 가로 

지르는 연직 단면에서의 상당온위와 바람 그리고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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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Vertical distributions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wind vector in KEOP, NOKEOP, and difference 
(KEOP-NOKEOP).

바람의 발산을 보인 것이다. 역시 맨 아래 그림은 연직 

단면에서 KEOP 실험과 NOKEOP 실험 간의 상당온

위 차다. KEOP의 연직 단면에서는 4 km 고도를 중심

으로 중층에는 북쪽으로부터의 한기 이류가, 하층에는 

남쪽으로부터의 난기이류가 존재한다. 이 두 공기가 

만나는 지역에서 수렴과 불안정이 유발되어 연직 상승 

운동이 발달한다. 20일 18 UTC 이후는 중층의 한랭공

기가 아래로 침강하면서 안정한 대기 성층 구조로 바

뀌고 있다. 
NOKEOP 실험에서는 중층의 한기이류가 발생하는 

기층이 NOKEOP에 비해 더 깊고 강하며, 20일 12 
UTC 이후부터 중층의 한기이류가 약해지고 하층으로

의 침강이 우세해지기 시작한다. 
두 실험 간의 상당온위 차이를 보면 초기는 KEOP

이 상층은 더 따뜻하고 하층은 더 차가우며, 12 UTC
는 KEOP에서 상승이 있는 곳의 북쪽이 더 따뜻해지

고, 18 UTC는 NOKEOP에서 한랭공기 침강의 강화로 

KEOP의 하층의 더 온난하고 상층은 더 한랭한 구조

를 보인다. 이 와 같은 차이가 KEOP에서 이 지역으로

의 강수대의 발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KEOP 자료는 초기 남서해안 부근 대

기의 열역학적 성질을 수정해 주어, 수렴대의 북서쪽

이 더 따뜻해지고, 남동쪽에 더 차가워지게 하여 전선 

북서쪽의 구름계가 NOKEOP에 비해 더 발달하여 강

수계가 북서쪽으로 좀 더 올라가게 하고 있다.

6. 요약 및 결론

2004년 장마 기간을 전후로 한반도 남서 해안에 위

치한 해남 악기상센터 주변에서 KEOP-2004 여름철 

집중관측이 실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기간에 관

측한 KEOP 자료가 강수계의 예측에 주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기상연구소 예보연구실 국지분석시스템 

(KLAPS)과 중규모 모형인 MM5로 구성된 관측 자료 

분석 및 중규모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형의 초기자료와 경계 자료의 생산에 기존의 정

규 관측 망을 통한 종관 및 비종관 관측 자료만을 이용

한 실험과, 그 외에 추가로 KEOP 관측 자료를 이용한 

실험, 그리고 KEOP 자료 중에서 진도레이더 만을 제

외한 실험이 강수 사례들에 대해 수행되었다.
수치 실험 결과는 기존관측 망 외에 추가된 KEOP 

자료가 강수 예측에 주는 민감도와, KEOP 자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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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중 진도레이더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기존 

관측 망의 밀도가 높은 경우 (00/12 UTC)와 낮은 경우 

(06/18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들로 분리되

어 각 경우에 KEOP 관측자료의 상대적인 영향 정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누적 강수의 분포에서 본다면 KEOP-2004 관측 자

료는 사례와 초기시각이 다른 대부분의 실험에서 강수 

모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KEOP 자료

는 기존의 자료만을 이용한 실험들에서 보이는 강수대

의 위치와 강도 등에서의 예측 오차를 많이 개선해 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TS에서는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개선이 보이지는 않는 편이나, 00/12 UTC 실험이 

06/18 UTC 실험에 비해 좀 더 일관성 있는 개선을 보

인다.
진도레이더는 사례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르다. 남

해안에 상륙하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에 의한 강수 사례의 경우와 태풍이 상륙하는 기간에 

대한 모사에서 진도레이더 자료는 KEOP 자료가 주는 

영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KEOP-2004 여름 집중관측 기간에 발생한 강수 사

례는 대부분이 한반도 남서 해안이 흐름이 유인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기존 관측 망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KEOP 관측 자료가 강

수 예측에 주는 민감도는 예상 외로 눈에 띄는 정도로 

드러났다. 
KEOP 관측 자료의 효과는 기존의 관측 자료가 많

은 00/12 UTC 보다 기존의 관측 자료가 적은 06/18 
UTC 실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었다. 예상대로 KEOP 자료에 의한 강수 예

측의 차이는 06/18 UTC 실험에서 더 컸다. 그러나 그 

영향이 긍정적인 정도는 6월 24일 사례를 제외하고는 

00/12 UTC 가 더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상층과 지상의 관측 망이 어느 정도 실

제의 대기 상태를 모형의 초기장에 재현할 능력이 되

는 상태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는 그 부분의 대

기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기존의 관측 자료 특히 상층에 대한 관측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들은 주

변 기상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CRA 방법을 이용한 강수 검증과 수치모사된 강수

계 발달과 구조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00/12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들에서 추가된 KEOP 관측 자

료는 그 부분의 대기장 만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

어, 수치모사되는 강수계의 본질적인 특성은 비슷하게 

유지되어 후반부로 가면 그 영향이 강수계 전체 보다

는 작은 개개의 대류세포에만 남아있게 된다.
반면, 06/18 UTC에 수치적분을 시작한 실험들에서

는 추가된 KEOP 관측 자료들이 강수계 자체의 특성

에도 영향을 미쳐 KEOP과 NOKEOP 실험 간의 근본

적인 차이가 수치 적분이 진행되면서 점점 증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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