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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uses the GOES IR brightness temperature to examin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cloud 
activity over the region 25˚N-45˚N, 105˚E-135˚E and analyzes the coherence of eastern Asian summer season rainfall 
in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WRF) model. Time-longitude diagram of the time period from June to July 2005 shows 
a signal of eastward propagation in the WRF model and convective index derived from GOES IR data. The rain streaks 
in time-latitude diagram reveal coherence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Diurnal and synoptic scales are evident in the 
power spectrum of the time series of convective index and WRF rainfall. The diurnal cycle of early morning rainfall 
in the WRF model agrees with GOES IR data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afternoon convection observed by satellite 
observation in China is not consistent with the WRF rainfall which is represented at the dawn. Although there are errors 
in strength and timing of convection, the model predicts a coherent tendency of rainfall occurrence during summ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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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에서 여름철은 장마 기간을 포함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경년 변화가 심하여 예측성이 낮다고 알

려져 있다 (정지훈과 허창회, 2001). 또한 전 세계적으

로도 여름철 강수 예측 기술은 낮은 수준임이 Olson et 
al. (1995), Fritsch et al. (1998)로부터 연구로 알려졌

다. 여름철 강수는 종관 규모의 강제력이 크지 않고, 태
양 복사에 의한 일별 지표 가열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강수 현상은 본질적으로 불규칙적이고 혼돈

스럽게 보인다. 
Carbone et al. (2002)은 북미 륙에서 관측된 레이

더 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강수계는 일관된 유형과 

10-25 ms-1의 속도로 동진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였다. 
Wang et al. (2004, 2005)은 1998-2001년 5월-8월 동
안 관측된 GMS 정지 기상위성의 1시간 간격 적외 채

널 밝기온도를 20˚N-40˚N, 95˚E-145˚E 영역에서 분

석하였다. 이로부터 동아시아의 류시스템은 북미지

역 현상과 유사하게 10-25 ms-1의 속도로 동진하며, 동
서 방향 크기 규모는 최  3000 km, 지속 시간은 45시

간으로 나타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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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균 등 (2006)은 GOES-9 자료를 이용하여 2004
년 여름철 장마 기간 (6월 16일–7월 15일)에 하여 

위의 연구 방법을 따라 여름철 류계의 변동성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름띠가 서쪽에서 발생하여 

동진하는 유형을 보였으며, 이들의 평균 이동 속도는 

약 14 ms-1로 여름철 종관 규모의 저기압 시스템보다 

빨랐다. 평균 지속 시간은 약 12시간, 동서 방향의 크

기는 약 750 km로 선행 연구 (Carbone et al, 2002; 
Wang et al., 2004)와 일치하였다. 

한편, 수치 모의된 강수량과 관측된 강수량이 시·공
간적으로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동조성

(coherence)은 모형에 의한 강수 예측 성능을 평가하

는 지표가 된다. Davis et al. (2003)은 북미 륙에서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Skamarock 
et al., 2005)와 Eta 모형 (Black, 1994)의 여름철 강수 

예측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류 형성 시간의 

오차가 강수 의 전파 속도의 오차와 결합하여 일 시

간과 지형 강제에 하여 예측 강수의 위상 오차를 유

발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관측된 GOES-9 위성 적외 채

널 자료로부터 산출된 류 지수와 WRF 모형을 이용하

여 모의 예측된 강수량의 주기성, 진행 방향의 동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수량의 동조성 분석은 정성적이지

만 수치 모의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적

절한 모델 모수화 선정 방안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류 시스템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고 강수의 예측에 기여 

가능하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실험 설

계를 설명하였다. 위성 자료와 수치 모의 분석 결과를 3
절에서 제시하였으며, 4절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2. 자료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강수의 동조성은 적외 위성 

자료로부터 산출된 류 지수와 중규모 모형에서 예보

된 강수량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 기간은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 으로써 국립기상연구소 “한반도 악

기상 집중관측사업 (KEOP)”의 여름철 집중 관측 기간

이다 (기상연구소, 2005). KEOP은 재해성 기상현상의 

메커니즘 규명을 목적으로 여름철에는 장마 기간 동안 

한반도 남서해안에서 고분해능 집중 관측을 수행한다. 
2005년도 KEOP 집중 관측은 6월 18일 18 UTC부터 7
월 17일 23 UTC까지 실시되었으며 관측 지역은 해남, 
광주, 흑산도, 고산 그리고 남해이다. 본 연구에서 수치 

모의는 특별 관측된 고층 기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2.1 위성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 자료는 정지 기상위성 

GOES-9으로부터 산출된 류 지수이다. 류지수는 

위성의 적외 채널 (IR1)과 수증기 채널 (IR3)의 차이로 

정의된다 (백선균 등, 2006). 류 작용에 의한 상승 운

동은 수증기를 상층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류운에

서는 운정과 수증기의 고도가 비슷하게 되고 적외 채

널과 수증기 채널의 밝기 온도도 비슷하여 류지수가 

작다. 그러나 권운에서는 구름 입자는 하강하는데 반

하여 수증기는 상층에 머물게 되어 적외 채널의 온도

는 높게, 수증기 채널의 온도는 낮게 나타나 류 지수

는 더 커진다. 이와 같이 적외 채널과 수증기 채널의 차

를 이용하여 깊은 류운을 판별할 수 있으며 (Mosher, 
2001) 류 지수가 작을수록 깊은 류운을 지시한다. 
백선균 등 (2006)에서 류 지수와 강수량의 상관성을 

한반도 남서해안 11개 관측 지점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체로 변화 분포가 잘 일치함을 보여 류 지수는 

류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된 자료의 기간은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12

일까지 이고, 공간적으로 위도 25˚N-45˚N, 경도 105˚E 
-135˚E 이다 (Fig. 1). 위성 자료의 시간 간격은 1시간, 
수평 해상도는 약 5 km x 5 km 이다.

2.2 수치실험

본 연구에서는 WRF 모형 (WRF 2.0.3.1, Skamarock 
et al., 2005)으로부터 예보된 1시간 누적 강수량을 

GOES-9 적외 위성자료부터 산출된 류 지수와 비교

하였다. WRF 모형의 초기 6 시간은 GDAPS (Global 
Data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분석 자료를 이

용하여 적분하고 이 예측값을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김용상 등, 2002)에 

입력하여 분석장 생산에 요구되는 배경장을 제공하였

다. KLAPS 분석장을 초기 자료, GDAPS 분석 자료를 

경계 자료로 24시간 동안 WRF 모델로부터 예측을 하

며, 6시간 예측장은 다음 6시간 후의 초기장으로 매일 

00, 06, 12, 18 UTC 동안 4번 제공되어 모델이 수행하

게 된다. Fig. 2에서 모델 수행 방법을 도식화하였다.
KLAPS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관측 자료는 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들어오



변재영․원혜영․조천호․최영진  117

 

Fig. 1. Domain for satellite observation used in this study and the WRF model. Model terrain height is shaded every 50 m.

Fig. 2. Schematic diagram of WRF/KLAPS 6-hr assimilation cycle.

는 지상과 상층 관측, BUOY, 비행기 관측(ACARS, 
METAR)과 위성(GOES, QSCAT) 관측 자료이다. 여
기에 KEOP 집중 관측을 통해 추가 관측된 고층 관측 

자료도 실험에 이용되었다. 실험 상 영역은 동북아

시아 지역으로 27 km 격자 간격의 146 (동서) × 106 
(남북) 이고, 연직으로 35개의 층으로 구성되고 모형의 

상부 기압은 50 hPa이다 (Fig. 1).
경계층 물리과정 모수화는 YSU 방법 (Hong and 

Pan, 1996)을 이용하였다. 지면온도와 수분 모수화는 

모형을 통해 10, 30, 60, 100 cm의 4개의 층에 하여 

예측하는 Loah LSM 방법 (Chen and Dudhia, 2001)
이며, 아격자 규모 미세 물리 모수화 방법은 WSM6 
(WRF Single-Moment-6-Class-Microphysics scheme) 
방법 (Hong and Lim, 2006), 적운 류 모수화는 New 
Kain-Fritsch (Kain, 2004) 방법을 이용하였다. 복사는 

RRTM 모수화 방법 (Mlawer et al., 1997)을 이용하였

다 (Table 1). 수치 모의는 2005년 6월 24일 00 UTC로

부터 7월 12일 00 UTC 까지 19일간 이루어졌다.

3. 분석결과

3.1 Hovmöller 다이어그램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은 Hovmöller 다이어

그램 분석이다. 이 방법은 보통 기후학에서 동조되는 

신호를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Carbone et al. (2002), 
Wang et al. (2004, 2005)는 Hovmöller 다이어그램 분

석으로부터 강수 시스템의 동조성, 수명, 동서 방향 거

리, 그리고 이동 방향의 동서 성분을 정량화하였다.
GOES 위성 자료로부터 산출된 류 지수와 WRF 모

형에서 모의된 1시간 누적 강수량을 위도 25˚N-45˚N 
사이에서 평균한 시간-경도 다이어그램을 Fig. 3에 제



118 WRF 모델에서 모의된 2005년 장마 기간 강수의 동조성 연구

                                 (a)            (b)

  

Fig. 3. (a) Hovmöller (longitude-time : time in UTC) diagram of convective index which is defined as a difference of water
vapor channel (IR3) brightness temperature and infrared channel (IR1) for the period of 25 June and 12 July 2005. Data
are averaged inside from 25˚N to 45˚N. (b) Hovmöller diagram of rainfall (mm h-1) from WRF model for the period of
25 June and 12 July 2005. Daily rainfall is composed with 6 hour forecast of 7-12-hour forecast and it is averaged inside 
from 25˚N to 45˚N.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WRF model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Horizontal/veritical grid spacing 146(nx) × 106(ny) × 35(nz)
27 km (top : 50 hPa)

Forecast time 24 hours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LAPS-27km analysis, GDAPS
Microphysics WSM 6-class graupel scheme
Cumulus parameterization New Kain-Fritsch scheme
PBL YSU scheme
Soil Noah LSM (4 layers) scheme
Radiation RRTM scheme

시하였다. 분석된 기간은 2005년 6월 25일 00 UTC부

터 7월 12일 18 UTC 이다. Fig. 3(a)에 표시된 류 지

수는 구름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진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이는 북미 륙에 한 Carbone et al. (2002)의 

연구와 비슷한 형태이다. Fig. 3(a)에서 한반도 근처

(125˚E-132˚E)의 류계는 6월 25일에서 27일, 7월 1일
에서 3일, 8일에서 12일까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WRF 모델은 하루에 4회, 24시간 예보를 하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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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Latitude-time plots (time in UTC) of convective index for the periods of 25 June-12 July 2005. Data are averaged
inside from 105˚E to 135˚E. (b) Same as (a), but for WRF rainfall (mm h-1) forecast. Daily rainfall is composed with 7-12-hour
forecasts and it is averaged inside from 105˚E to 135˚N.

예보로부터 6시간 간격의 자료로써 일 자료를 구성하

였다. 초기 6시간 예보는 구름띠의 진행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 모델 초기 6시간 동안 스

핀업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생각된다 (제시하지 

않음). 7시간 이후 예보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거

의 나타나지 않으며, 7시-12시 WRF 모형의 강수량을 

이용한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간에 한 시간-
경도를 Fig. 3 (b)에서 제시하였다. Fig. 3(b)에 표시된 

주요 강수띠의 분포는 Fig. 3(a)의 위성 분석 결과와 일

치함을 보이나 6월 26일 114˚E 근처의 강한 류계는 

모델에서는 모의하지 못하였다. 위성에서 산출된 류 

지수의 시간-경도 형태와 비교했을 때 7시-12시 예보

와 13시-18시까지의 예보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였

다. 그러나 13-18시와 19-24시 예보 강수량은 위성 자

료보다 강수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

다 (제시하지 않음). 그러므로 이후 본 연구에서 수치 

모의된 강수량은 7시-12시 예보 자료를 분석한다. 
Fig. 4(a)는 위성 산출된 류 지수를 경도 105˚E- 

135˚E에 해 평균한 시간-위도 다이어그램을 제시하

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장마 전선의 진동에 따라 남북

으로 진동하고 있음을 보인다. 류계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으로 분포하였으

며,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32˚N -36˚N 에 분포한 

구름 는 7월 5일은 남하하였으며 7월 7일 강화된 후 

북상함을 보인다.  
Fig. 4(b)는 모의된 강수량을 경도 105˚E-135˚E에 

해 평균한 시간-위도 분포로써 6월 25일부터 29일까

지 34˚N 이상의 위도에 분포한 구름 를 모의하지 못

하였으며,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32˚N -36˚N에 

위치한 강수 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남하한다. 이러

한 이동 형태는 위성 산출된 강우 강도와 비슷한 형태

를 보였다. 류 지수에서 존재한 7월 2일 34˚N 근처

의 강한 류계는 수치 모의에서 약한 강수계로 모의

하였으며 류계는 수치 모의와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을 보였다 (Fig. 4(b)). 

3.2 주기성 분석

위성의 류 지수와 모의된 강수량의 시간-경도 분포

에서 구름계가 동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동진

하는 구름계의 시간적 규모는 주기성 분석으로부터 조

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 영역에서 위성 산출된 

류 지수를 경도 5도 간격으로 평균하여 분광 분석을 실

시하여 Fig. 5에 제시하였다. 분석 영역은 (a) 티벳 고원 

동쪽, (b) 중국 중부, (c) 중국 동부, (d) 서해, (e) 한반도, 
(f) 동해와 일본의 6개 지역이다. 분석 영역에서 뚜렷한 

주기성은 1일과 3~6,7일 주기의 성분이 부분의 지역

에서 존재한다. 티벳 고원의 동쪽에서는 1일 주기와 6일 

성분이, 중국 중부에서는 1일, 2.5일, 중국 동부에서는 1
일, 3일, 서해는 1일, 3일, 6일, 한반도 지역과 동해는 1
일, 2일, 6일 주기가 나타난다. 분석 영역의 분광 분석은 

구름계의 일 변동성을 지시하며 3~6일의 주기는 종관 

시스템이 구름계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수치 모의된 강수량으로부터 분석된 분광 분석 결

과를 Fig. 6에 제시하였다. 모의된 강수량은 중국 (경
도 105˚E-120˚E)은 1일, 2~3일, 9일 주기 성분이 강

하게 나타나며 서해 지역은 1일 주기 성분은 약화 되었

으며 2~3일, 9일 주기를 나타낸다. 한반도(Fig. 6(e))와 

동해 지역(Fig. 6(f))에서는 1일과 2~3일 주기의 성분

만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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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wer spectra of the convective index averaged over 5 longitudinal bands at (a) 105˚E-110˚E, (b) 110˚E-115˚E, (c)
115˚E-120˚E, (d) 120˚E-125˚E, (e) 125˚E-130˚E, (f) 130˚E-135˚E for 25 June-12 July 2005. Dotted curves indicate the spectra
of the corresponding red noise functions.

수치 모의된 강수량의 분광 분석은 위성의 류 지

수 분광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 내륙에서 존재한 1
일과 3일 주기 성분, 한반도 1일 주기가 잘 일치함을 

보여 육지 지역 강수 예측에 비교적 정확함을 나타냈

다. 육지의 일 주기는 해양상에 존재한 일 변동성보다 

잘 모의하였는데 육지에서 발생하는 류의 메커니즘

으로 제안되는 지면 복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

치 모델에서는 복사에 의한 류를 잘 모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의 관측 자료 공백도 해양의 예측성이 

육지에서보다 감소하게 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3.3 일 변동성 분석

분광 분석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뚜렷한 성분의 하

나는 일 변동성이다. 부분의 영역에서 류계의 일 

변화가 존재하였다. 일 변화의 최  시각 변화는 WRF 
모형에서 예보된 강수량의 검증에 활용 가능하다. 따
라서 위성의 류 지수와 수치 모의된 강수량의 시간과 

경도, 시간과 위도에 따른 일 변동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시간-경도에 따른 일 변화를 Fig. 7에 제시하였다. 
류 지수의 일 변화는 105˚E-108˚E에서 오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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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e as Fig. 5., but for WRF rainfall forecasts. 

새벽까지 류가 최 임을 지시한다. 중국 중, 동부 

(112˚E-120˚E)의 류는 오후 시간에 최 임을 볼 수 

있으며 한반도(125˚E-132˚E)에서는 새벽과 이른 오

전 시간에 최 가 나타남을 보인다. 수치 모의된 강수

량은 105˚E-108˚E 에서는 오후에 최 를 보이며 중

국 중, 동부 (112˚E-120˚E)지역에서 강수량의 최 는 

새벽에 발생하여 위성 자료와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

였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의 새벽 강수량은 체로 위

성 자료와 일치하였다. 
Fig. 8은 시간-위도에 따른 강수량의 일 변화이다. 

Fig. 8(a) 위성의 류 지수 분포로부터 구름 가 위도 

30˚N-36˚N에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류계의 최

 활동은 위도 30˚N-32˚N에서는 오후 시간과 이른 

오전에 최 이며 4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

후와 저녁 시간에 일 변화의 최 를 보였다. 수치 모의

된 강수량의 분포(Fig. 8(b))에서도 강수 의 위치는 

28˚N-36˚N으로써 위성 산출된 류 지수 분포와 유

사함을 보였다. 40˚N 이상의 고위도에서 나타나는 강

수 의 위치도 잘 모의를 하였으나 시간적 차이는 존

재하였다. 30˚N 근처의 최  강수가 야간-새벽에 모의

되었으며 오후에 존재하였던 43˚N 근처의 구름 도 

수치 모의에서는 새벽 시간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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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a) Time-longitude convective index diagram for 25 June-12 July 2005. Data are averaged meridionally between 
25˚N and 45˚N. The diurnal cycle is repeated. (b) Same as (a), except for simulated rainfall (mm h-1) from WRF forecast.

          (a)                          (b)

Fig. 8. (a) Time-latitude convective index diagram for 25 June-12 July 2005. Data are averaged zonally between 105˚E and
135˚E. The diurnal cycle is repeated. (b) Same as (a), except for rainfall (mm h-1) from WRF forecast. 

4. 결론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측된 GOES 
위성 자료와 동일 기간 WRF 모델로부터 모의된 강수

량을 이용하여 장마 기간 류계의 특성과 강수의 예

측성을 조사하였다. 위성 자료로부터 분석된 동아시아 

류계는 장마 기간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동진하였으며 남북으로 진동함을 보였다. 
WRF 모델을 이용한 수치 모의는 일 4회 수행하였

으며 초기 6시간 예보까지 스핀업 문제가 존재하였다. 
수치 모의된 강수의 주요 구름띠는 위성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강한 류계의 모의에서 정량적인 오차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도-시간의 분포에서

도 강수 의 시간적 오차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오차

는 모의된 류계의 이동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모델 

물리 과정들의 민감도 실험으로부터 최적의 물리 방안 

선택이 필요하다. 
구름계의 시간적 규모를 분광 분석으로부터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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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분의 지역에서 일 변동성과 종관 시스템에 의

한 주기성을 나타냈다. 수치 모의된 강수량의 분광 분석

에서도 일 주기와 종관 규모의 주기를 보이나 서해 지역

에서는 일 주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지역보다 

중국 내륙에서 좀 더 장주기의 류계가 모의되었다. 
분광 분석에서 뚜렷한 특성을 나타낸 일 주기 성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간-경도의 일 변화 분포는 중국 

내륙에서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 류의 최 가 존재하

였으며 한반도 지역에서는 이른 오전에 최 가 나타남

을 보였다. 수치 모의된 강수량에서 한반도 근처의 새벽 

강수량은 관측과 일치함을 보였으나 중국 내륙의 오후 

시간 발생한 류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위성 산출된 류 지수와 수치 모의 결과

의 비교 분석은 동아시아 지역 강수 시스템의 예측 가

능성과 적운 모수화와 구름 물리 과정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 Hovmöller 다이어그램은 류계 분포와 이동 

등의 정성적인 변동 특성은 제시하였지만 정량적인 변

동은 알 수 없으므로 류계 규모, 시간 변화의 정량화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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