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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ttempt is made to analyse characteristic features of heavy rainfalls which occur at the metropolita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on- and off- Changma season. For this, two representative heavy rainfall episodes are selected; one is the 
on-Changma season wherein a torrential rain episode happened at Goyang city on 12 July 2006, and the other is the 
off-Changma season, a heavy rainfall event in Seoul on 21 September 2006. Both recorded considerable amounts of 
precipitation, over 250mm in a half-day, which greatly exceeded the amount expected by numerical prediction models at 
those times, and caused great damage to property and life in the affected area.

Similarit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both episodes were shown by; the location of upper-level jet streak and divergence 
fields of the upper wind over heavy rainfall areas, significantly high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s in the low atmospheric 
layer due to the entrainment of hot and humid air by the low-level jet, and the existence of very dry air and cold air pool in 
the middle layer of the atmosphere at the peak time of the rainfall events. Among them, differences in dynamic features of 
the low-level jet and the position of rainfall area along the low-level jet are remarkable.

Key words : Heavy rainfall, On- and off-Changma, Divergence, Upper and low-level jet, Dry and cold air pool

1. 서 론1)

집중호우란 급작스런 강수의 시작과 함께 상당량

의 강수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재해를 유발한다. 홍수, 하천범람, 
산사태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돌풍과 뇌우 등이 동반되어 그 재해의 정도를 더 하기

도 한다. 집중호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

철 장마기를 포함하여 6∼9월 사이에 대부분 나타난

다. Hong 등(2010)은 기압계 유형으로 크게 저기압 

통과, 정체(장마)전선 상에서의 파동발달, 태풍에 의

한 직․간접적 영향, 대기불안정에 의한 기단성 뇌우

형 등으로 분류했다. Lee와 Kim(2007)과 Lee 등

(2007)은 2000∼2006년 사이에 발생한 101회의 집중

호우에 대하여 한반도 호우시스템을 크게 고립된 뇌

우형, 대류밴드형, 스콜선, 구름무리형의 4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Lee(2009)는 그 중 집중호우 유발가능

성이 큰 대류밴드형에 대해 지형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Park(2002)은 집중호우의 특성을 기단성, 
산경사형, 스코올선, 전선성 집중호우 등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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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호우의 원인과 발생요인들을 분석한 바  있

다. 호우의 형성과 강화에 있어 지형효과는 큰 기여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ee 등(2007)은 한반도 집중호우 

개념모델 개발 및 현업화 연구에서 대류밴드형 호우

시스템의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호우시스템

의 개념을 제시하고, 호우세포 발달에 있어 지형의 영

향으로 밴드형 호우세포의 진행방향이 산맥의 진행방

향과 같을 경우 발달하며, 산맥에 가로질러 분지로 나

아갈 때 감소함을 보였다. Park 등(2003)은 산악 풍상

측에서 호우세포가 강화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함을 

보였고, Kim 등(2007)은 대류밴드형 호우시스템에 나

타난 지형효과 분석을 통해, 지형효과에 의한 호우 발생

구역을 지리산일대, 가야산 및 차량산맥, 영서지역, 북
한산일대의 4대구역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역의 풍상

측에서 많은 강수량을 확인한 바 있다. Kim과 Chun 
(2000)은 1998년 지리산 호우 시 지형효과를 분석함

에 있어 동진하는 대류운이 풍상측에서 정체 산악파

에 의해 상승한 기류와 합쳐졌을 때 최대 강수가 있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기상청 예보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측 및 분석시스템에서 생산,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된 호우 발달 및 유지, 강화 원인

과 메카니즘에 대해 장마기와 장마 후의 호우 사례를 

통해 조사 분석하고 이를 모식화하여 향후 호우의 진

단과 예측에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에 발생했

던 집중호우 중, 예측했던 강수량을 훨씬 넘는 기록적

인 호우로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장마기인 2006년 7
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집중호우와, 장마 후인 2010년 

9월 21일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를 택하여 여름철 수

도권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Chung, 2012).

2. 자료 및 분석

우리나라 장마기와 장마 후에 일어난 호우, 특히 우

리나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중 예측량

을 현저하게 초과한, 12시간 내에 300 mm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두 사례, 즉 장마

기인 2006년 7월 12일 고양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지

방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장마 후 2010년 9월 21일 서

울시에 내린 호우에 대해 종관적 및 중규모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NIMR(2006)에 의해 개발된 국지분

석시스템(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LAPS)은 수평격자 간격 5 km, 연직 35층
의 해상도를 갖는 MM5 모델 예측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사례에 따른 종관규

모 및 중규모 현상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관측 후 6분에서 10분 내에 위에 언급된 

모든 가용 관측자료를 전처리, 분석하여 매시간 분석

장을 제공하고, 1시간 마다 매 20분 이내에 예측장을 

제공하는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시스템이다. 특히 

구름의 3차원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가용 관

측자료로 부터 구름 분포를 분석하고 이와 역학적 균

형을 이루는 초기장을 생산하기 위해 일련의 주요 변

수들과 Shaw 등(2001)이 개발한 마이크로 물리 과정

의 초기화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분석은 KLAPS로 제공되는 동아시아 자료

를 중심으로 종관장 분석과, FAS (Forecaster's 
Analysis System) 자료를 사용하여 호우당시 연직구

조 분석을 시행하였다. 위성영상과 지상일기도로부터 

전반적인 기압계의 구조와 이동, 발달상태를 알아보

고, 850 hPa과 700 hPa의 분석을 통해 대기 하층에서

의 온난습윤공기의 이류, 상당온위의 분포 및 하층제

트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대기 중층의 500 hPa 분
석에서는 기압골의 유형과 이동상태, 잠재와도 등을 

분석하였고, 200 hPa의 대기 상층분석은 상층제트 및 

상층발산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다. 덧붙여 FAS 자료

를 이용한 연직단면도 분석을 통해 조사될 주요 중규

모 분석내용을 나타낸다. 특히 상당온위 연직구조 분

석을 통해 대류불안정도의 판별, 상대와도의 강도와 

위치 분석을 통해 대류운 발달여부, 대기 중층에의 한

기 유입여부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특히 호우역에 영향을 미

치는 상하층 바람장의 분석, 대류불안정 및 경압불안

정과 연계된 호우의 발달환경, 대기 및 수증기 수렴발

산 등 각종 호우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호우 요인과 현상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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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series of precipitation in Goyang on 12 July 2006.

Fig. 2. Satellite images(left) and surface weather chart(right) for the heavy rainfall event at Goyang city at 12UTC 11 July 2006. 

우리나라 장마기와 장마 후의 호우사례를 이용하여 

실제의 관측 및 분석 자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

나는지를 찾아보는 한편,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판별하여 이들의 향후 호우 진단 및 예측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3.1. 장마기 호우사례 분석

2006년 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지

역에는 북동진하는 강수대의 영향으로 300∼400 mm
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Fig. 1 참조). 22 UTC부

터 2차 강수가 시작되어 시간당 40 mm정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11일 23 UTC∼12일 01 UTC사이에는 

시간당 60∼70 mm가 넘는 강한 호우가 있었다. 특히 

12일 00 UTC를 전후로 해서는 시간당 80 mm에 가까

운 호우가 내렸다. 강수량 측면에서 실제 강수량은 기

상청 수치모델의 당일에 대한 강수량예보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상청 수치모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의 7월 11일 12 
UTC 및 12일 00 UTC 예측장은 실제 강수의 10∼
20%만을 예측하였고, 호우역도 다소 불일치한 것으

로 예보되었다.
Fig. 2(left)에서 보여주는 위성영상에 의하면 한반

도 중부지방과 그 이남지방은 100∼140˚E에 걸쳐 위

도 폭 10도 정도의 규모를 갖고 비교적 동서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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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section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color images and purple line), temperature(green 
line) and wind(vector arrow) over Goyang city at (left) 21 UTC 11 July, and (right) 00 UTC 12 July 
2006.

Fig. 3. 850 hPa geopotential height(solid line), temperature(dot line), wind (vector arrow) and mixing ratio 
fields(shaded area) at (left) 21 UTC 11 July, and (right) 00 UTC 12 July 2006.

늘어진 장마전선 상에 위치하고(Fig. 2 right 참조)   
서해상에 암역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파고

들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태풍 Bilis는 아직 20˚N 부근

의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아직 전향하기 전으로서, 우
리나라에 수증기 공급 등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있다. Fig. 3에서 바람은 북태평양 고압대의 연변에서 

11일 12 UTC보다 12일 00 UTC에 중부지방에서 남

서류가 40 kts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있다. 이는 북태

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강한 하층 습윤공기의 유

입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40 kts
의 남서풍은 당시 대기 전 층에 걸쳐 가장 강한 풍속이

다(500 hPa에서도 25∼35 kts 정도). 이처럼 강한 하

층제트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상

층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하나의 특징이

다.  중규모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호우 당시의 고양

시와 서울 지역의 연직단면도를 조사하였다. Fig. 4는 

고양시 상공의 상당온위와 온도 그리고 바람장의 연

직 동서단면도를 나타낸다. 연직단면은 37.6˚N, 125.8
˚E∼37.6˚N, 127.9˚E의 동서단면도로서, 단면도의 중

심부분이 고양시의 위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상당

온위의 연직분포는 중하부 대류권(400∼500 hPa 이
하)의 등상당온위면 조밀도(연직경도)가 대기 상부 성

층권(400 hPa 이상)의 연직경도 보다 상대적으로 조

밀하여 대기하층이 덜 안정된 구조를 보인다. 대기층

의 연직기온 분포와 관련하여, Lee 등(2010)은 중하층 

대류권에 한랭돔(dome), 450 hPa 이상의 상부 대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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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Fig. 4 but for omega fields(ascending air flow, color images), vertical circulation(purple line) 
and divergence (green line) at (left) 21 UTC 11 July, and (right) 00 UTC 12 July 2006.

Fig. 6. Same as Fig. 4. but for moisture flux divergence(color images and green line) and relative vorticity(purple 
line) at (left) 21 UTC 11 July, and (right) 00 UTC 12 July 2006.

에서 온난풀(pool)의 존재가 집중호우의 발생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Fig. 5에서는 고양시 상공의 상승류, 연직순환 및 

수렴발산장의 연직분포이다. 강수 시작 전부터 상승

류의 증가, 수렴역의 형성 및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강수시작 전부터의 상승류 증가는 앞에서 

기술한 상당온위의 불안정조건 보다 먼저 발생하여, 
호우예측에 있어 선행현상으로 보기에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left)에서는 지표부근에는 강한 수렴역(12 e⁻⁵

/s)이 있고, 대기 상부까지(∼500hPa까지) 오메가 상승

류 구역에 폭넓은 수렴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수렴

역이 700 hPa 이하에 나타나고 600 hPa 이상에서는 

발산역을 보인 Lee 등(2010)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에 있어 규모의 크기에 따른 차

이의 결과(본 사례의 연직단면 경우 수평 규모는 50 km 
정도)이다. Fig. 6은 고양시 상공의 수증기 속(moisture 
flux)와 연직구조이다.  Fig. 6에서 강수 시작 전인 11
일 15UTC에는 850∼700 hPa의 대기 하부에 수증기 

수렴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850∼500 hPa 대기층에

서 최대 5e⁻⁵/s 정도의 약한 저기압성 와도, 그 상부

(400 hPa)이상에는 최대 -8e⁻⁵/s의 고기압성 와도를 

보여 저기압 발달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

와도 분포에 있어 선행연구와 비슷한 연직 구조를 갖

는다. 이는 호우와 같은 강한 강수현상이 일어날 경우, 
상대와도의 연직 분포에 있어서 하층에서 수렴에 의

한 저기압성 와도는 강한 상승류와 함께 필수적인 요

소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호우의 종관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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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heavy rainfall event at Goyang city occurred on 12 July 2006.

경과 중규모적 연직구조 및 특징 등을 바탕으로 이를 

간략히 표현한 개념도를 Fig. 7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7에서 대기를 지상과, 대기 하층(850 hPa), 대

기 중층(500 hPa) 그리고 대기 상층(200 hPa)으로 분

류하고, 해당 등압면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나타내

었다. 고양시 호우의 경우, 지상기압계의 구조는 폐색

저기압의 온난역과 연계된 준정체전선 상의 북쪽구역

에 호우가 발생한 종관환경 가운데, 850 hPa에서 북태

평양 고기압 연변에서 340 K가 넘는 고온 습윤공기가 

40 kts에 달하는 서해상의 강한 남서류 하층제트에 공

기가 40 kts에 달하는 서해상의 강한 남서류 하층제트

에 의해 유입되고, 하부 대기는 높은 상당온위와 온위

경도에 의해 대류불안정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호
우역은 하층제트 전면 수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
기 중층에서는 -6℃ 이상의 한기가 남하하여 온난이

류와 충돌하여 불안정을 가속화하며, 한반도는 서해

상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전면에 위치한 가운

데, 40도 이상 순전하는 상하층간 바람시어에 의해 불

안정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 상층에는 상층발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발산장은 중국 북부지방을 지나고 

있는 상층제트의 축과는 700 km이상 먼 거리에 떨어

져 있으나 하층제트로 유입되는 공기를 대기 상부로 

올려 보내는 2차 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3.2. 장마 후 호우 사례분석

Fig. 8에서 2010년 9월 21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최고 300 mm에 가까운 집중

호우가 내렸다. 9월 강수로는 예전에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순식간에 물

바다로 변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당시 서울 강서

구 288 mm, 마포구 275 mm, 인천 공촌동 260 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 졌다. 수치모델에 근거를 둔 

당시 예보는 10 mm정도의 보통 가을철 강수량을 예

측하였으나 실제는 30배에 달하는 예기치 못한 강수

가 있었다. Fig. 8은 당시 서울 송월동관측소의 시계열 

강수량으로, 21일 04 UTC부터 급격히 강화되어 21일 

04∼09UTC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 70 mm가 넘

는 기록적인 호우를 포함하여 강한 강수현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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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series of precipitation in Seoul on 21 September 2010.

Fig. 9. Satellite image and surface weather chart for the heavy rainfall event in Seoul at 06 UTC 21 September 2010.

다. 특히 21일 05∼08 UTC의 3시간 사이에는 시간당 

60∼70 mm이 넘는 폭우가 기록되었다.
  21일 06 UTC의 위성사진(Fig. 9 left)에는 대류운

이 수도권지역 상공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보인다. 결
국 강한 강수는 당근(carrot)형 구름의 시작 지점부근

과, 확산부근에서 강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1
일 06 UTC를 중심으로 중국남동내륙에 상륙한 태풍

의 북동 영역으로 부터 수증기의 유입에 의한 일련의 

대류운 발생과 연결되어,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형성

된 대류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모

델 예측장은 이러한 대류운의 발달을 예측치 못하고 

층운에 의한 강수량만을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강수량

에 있어서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9(right)
는 지상일기도에서 한반도는 최대 강수를 보인 21일 

06 UTC의 종관 지상기압분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부까지 진출하여 세력을 끼치는 가운데, 몽
골 북서쪽 중심 고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남동쪽으로 

장출하면서 한반도북부지방에는 등온선과 등압선의 

교차가 심한 경압불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Fig. 10
에서 서해안과 내륙지방에는 서북서∼서∼서남서 30
∼35 kts에 달하는 서풍계열의 강한 바람이 증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바람은 고양시 호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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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850 hPa geopotential height(solid line), temperature(dot line), wind(vector arrow) and mixing ratio 
fields(shaded area) at (a) 03 UTC, and (b) 06 UTC 21 September 2010.

Fig. 11. Cross-section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color images and purple line), temperature 
(green line) and wind(vector arrow) over Seoul at (left) 03UTC, and (right) 06UTC 21 September 
2010.

의 40∼45 kts 만큼 강하지 않다. 전반적인 강한 바람

은 저기압성 순환을 중심으로 발해만 부근과 한반도 

중부지방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장마후의 서울시 

호우 사례는 장마전의 고양시 사례에서 보여준 하층

제트의 패턴과는 다른 하층 흐름을 보여준다.
중규모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지역 상공의 

동서 연직단면(37.6˚N, 125.9˚E ∼37.6˚N, 128.1˚E)을 

조사하였다. Fig. 11에서는 강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1일 00 UTC에서 강수 최대 시각인 21일 06 UTC까

지 3시간 간격의 상당온위, 온도 및 바람장의 연직단

면도이다. 단면도의 중심부분이 서울시 상공을 뜻한

다. 강수시작 직전인 03 UTC(Fig. 11 left)에는 하층대

기가 점차 더워져 지상에도 344 K의 공기로 덮혀있다. 
하층의 바람도 다소 강해졌으며 남서류는 500 hPa를 

넘는 층까지 두꺼워졌다. 이러한 대기 구조는 강수 최

성기(9월 21일 05∼07 UTC)중 가장 최대값을 보인 

21일 06 UTC(Fig. 11 right)에는 대기 하층이 불안정

한 상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4 K의 습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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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ame as Fig. 11. but for omega fields(ascending air flow, color images), vertical circulation(purple 
line) and divergence (green line) at (a) 03 UTC, and (b) 06 UTC 21 September 2010.

Fig. 13. Same as Fig. 11. but for moisture flux divergence (color images and purple line) and relative vorticity 
(green line) at (a) 03UTC, and (b) 06UTC 21 September 2010.

기가 750 hPa까지 상공에까지 두껍게 덮고 있어 기층

이 상당히 고온 습윤한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하

층의 900∼850 hPa사이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불안정한 하층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서울시 상공 600 hPa부근에 344 K의 다소 차가운 공

기의 pool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2는 9월 21일 00∼06UTC 서울시 상공의 연

직상승류 및 수렴발산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강수 시

작 전(Fig. 12 left 참조) 지표부근에 하강기류가 다소 

존재하나 울시 상공의 대기 전체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류(붉은 색 계열 구역)가 지배한다. 강수시작 전부

터의 상승류 증가경향과 형태는 호우예측의 선행현상

으로 보기에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수 최

성기인 06UTC (Fig. 12 right)에는 대기 상부 (250 
hPa)까지 상승류가 형성되어 있고, 강한 수렴역(-8 e⁻⁵
/s)이 600 hPa의 대기 중충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인다. 
강수가 시작되기 직전인 03UTC(Fig. 12 left)에는 그 

상승류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강수 최성기인 06UTC 
(Fig. 12 right)에는 대기 상부 (250 hPa)까지 상승류

가 형성되어 있고, 강한 수렴역(-8 e⁻⁵/s)이 600 hP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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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racteristics features of the heavy rainfall event in Seoul occurred on 21 September 2010.

대기 중충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 Fig. 13 
(right)에서 최대 강수 기록 시 06UTC에 서울 상공의 

서쪽과 동쪽에 각각 폭넓은 하강기류가 존재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지표부근에는 발산역이, 그 이상의 

700 hPa부근에서는 수렴역이 지배하는 가운데, 650
∼400h Pa의 대기 중층에서는 수렴과 발산이 함께 존

재하는 중규모적 환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강화

되어 최대 강수시각인 21일 06UTC(Fig. 13 left)에는 

700 hPa 부근에 비교적 강한 수렴역(100 g/kg/12 hr 
이상)이 형성되어 있고 500~400 hPa의 대기 중에서

는 강한 수렴과 발산장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000∼700 hPa의 대기 하부에서는 강수 최대시간 

대에 전반적으로 저기압성 와도를 보인다. 그 상부 즉, 
700∼500 hPa사이에 강한 고기압성 와도가 존재하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03UTC(Fig. 13 left)에 서쪽으

로부터 그 층에 강한 고기압성 와도(42 e⁻⁵/s)가 들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에서 서울시에 내린 호우에 대해 살펴보면, 

지상의 종관적 환경 속에서 850 hPa의 하부 대기층에

서는 9월 하순 초에 속하는 계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333 K가 넘는 높은 상당온위의 고온습윤공기와 그 강

한 경도구역이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북부지방에 형성

되어 있다. 이러한 고온습윤공기는 원산만 부근에 중

심을 둔 저기압성 회전에 의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고양시 사례와는 다른 패턴의 하층 강한바람이 서해

상에서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강하게 중부내륙으

로 유입되고 있다. 대기 중층의 500 hPa에서는 경압불

안정에 의한 구름역과 북서풍에 의한 한기가 남하하

는 가운데, 서해상의 약한 골의 전면에서 한반도 중북

부지방 상공에는 상하층간의 바람시어에 의해 불안정

이 뚜렷하다. 200 hPa의 대기 상층에서는 상층제트의 

축이 호우역과는 약 1000 km이상 북쪽으로 떨어진 가

운데, 호우역 상공에서는 상층 수평발산장이 형성되

어 있다. 중규모적으로 살펴본 대기의 연직구조는, 고
양시 사례와 유사하게 대기 중층까지 상당온위가 감

소하는 대류불안정 환경과, 상승․하강류가 혼재하는 

역학적 구조, 그리고 대기 하층의 강한 저기압성 와도

에 의한 수렴과 강수 후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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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의 고기압성 와도 등이 특징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두 사례는 장마기와 장마 후라는 계절적인 차이에

도 불구하고, 종관기압계는 정체전선 또는 준정체전

선에 기반을 둔 강한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임을 보였다. 발달한 저기압 또는 기압골에 의한 시스

템적 강수라기보다는 대류불안정 등 불안정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호우였다. 북쪽 고기압의 장출에 의한  한

기남하와 고온습윤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불안정 증폭

과 상층발산, 연직시어, 강한 상승류 등의 복합적 작용

에 의한 불안정 가속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

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장마기와 장마 후의 집중호

우 요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사

례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 호우지역인 한반도 중북부지방의 상공에는 상

층발산장이 뚜렷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

층발산장이 하층제트에 의해 유입된 공기의 상승을 

유발하여 2차 순환을 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

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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