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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various stability indexes (SI)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EP) for the lightning are analysed by using 5 upper air observatories (Osan, Gwangju,

Jeju, Pohang, and Baengnyeongdo) for the years 2002-2006 over South Korea. The analysed SI

and EP are the lifted index, K-index, Showalter stability index, total precipitable water, mixing

ratio, wind shear and temperature of lifting condensation level. The lightning data occurred on the

range of −2 hr~+1 hr and within 100 km based on the launch time of rawinsonde and observing

location are selected. In general, summer averaged temperature and mixing ratio of lower

troposphere for the lightning cases are higher about 1 K and 1~2 g kg-1 than no lightning cases,

respectively. The Box-Whisker plot shows that the range of various SI and EP values for lightning

and no lightning cases are well separated but overlapping of SI and EP values between lightning

and no lightning are not a little. The optimized threshold values for the detection of lightning ar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the highest Heidke skill socre (HSS), which is the most favorable

validation parameter for the rare event, such as lightning, by using the simulation of SI and EP

threshold values. Although the HSS is not high (0.15~0.30) and the number and values of selected

SI and EP are dependent on geographic location, the new threshold values can be used as a

supplementary tool for the detection or forecast of lightning ov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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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악기상의 발생빈도 및 강도

의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점점 증가되고 있

다. 기상청을 비롯한 기상학계에서는 이러한 집중호

우와 같은 악기상의 발생 메커니즘 이해 및 예측을

위하여 위성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한 특성분석, 슈퍼

컴을 이용한 고해상도 모델 개발, 자료동화 및 앙상

블 기법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태풍 등 악기상

의 발달기구에 대한 이해 및 예측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악기상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첨단의 예측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수치모

델의 경우 공간 해상도, 물리과정 및 자료동화기법 등

의 획기적인 발달로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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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수십 km 이하의 규모

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뇌우와 같은 악기상에 대한

예측 수준은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업에서의 초단기예보는 수치모델 뿐만 아니라 지

상관측, 고층기상관측, 기상위성 및 레이더 자료를 이

용한 기상현황분석에 근거하므로 수치모델의 개선연

구와 함께 다양한 관측 자료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고층기상관측에서 도출

되는 여러 가지 안정도 지수(stability indexes)와 대기

환경 변수(environmental parameters)는 뇌우와 같은 악

기상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하

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져 토

네이도, 거대폭풍, 강풍과 같은 거대세포 뇌우의 예측

에 적합하고 이들의 임계치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악

기상 발생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om et al.,

200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악기상 탐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악기상 지수 관련 연구와 현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악기상 지수들의 특성에 대해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악기상 발생시 예측 가이던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악

기상 탐지에 적합한 악기상 지수 개발 또는 기존의

주요 악기상 지수들에 대한 임계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정도 지수를 이용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변희룡과 조석준 (1981)은 우

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하계뇌우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후 고층기상관측 자료로부터 산출한 연직속도

를 이용하는 새로운 뇌우 예보법을 제시하였다. Her

et al. (1994)과 Kim and Lee (1994)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서 발생하는 기단성 뇌우의 종관 및 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뇌우의 유형에 대해 고

찰하였다. 즉, 대류권 하층에 수증기가 많고 바람의

연직시어가 약한 상태에서 대류권 중하층 (850~700

hPa)이 조건부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유형과 하층의

수증기량은 적으나 바람의 연직시어가 강한 상태에서

대류권 상층의 불안정이 강할 때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손태성 등 (2003)은 기단성 뇌우 발생시

SSI (Showalter stability index), KI (K index)와 같은

안정도 지수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SSI와 KI의 미

국 뇌우 예보 기준치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

함을 보였다. 또한 해안가보다는 내륙지역에서 불안

정도가 클 때 뇌우가 발생함을 보였다. 최근에 Kim

et al. (2006)은 우리나라에서 동계 전선성 뇌우는 하

계 뇌우와 발달기구가 다름을 보이고 겨울철 전선성

뇌우에 대한 예보 지침을 작성하였다. 

Hong (2004)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던 호우

사례에 대한 역학 및 열역학적 특성을 수치모델 모의

와 종관 배경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여름 대기구조가 미국과 달리 경압성이 강함

을 제시하였다. 김영철 등 (2000)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는 집중호우의 현업예보 과정에서 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BRN (Bulk Richardson

number), SRH (storm relative helicity)가 이용될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집중호우가 빈번한 7~8월만이라도 고층기상관

측 횟수를 6~8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토네이도와 같은 거대세포 뇌우로 인한 피해

가 많은 미국에서는 고층 관측자료, 재분석 자료, RUC

(Rapid Updated Cycle) 등으로부터 분석된 근접 고층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악기상 예측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Rasmussen and Blanchard

(1998)은 관측된 탐측 자료를 이용하여 바람시어나

CAPE을 조합하여 사용할 때 심각한 토네이도를 동반

한 거대세포와 일반적인 거대세포간의 우수한 분리수

준을 보였다. Craven and Brooks (2004)는 1997-1999

년의 00 UTC 탐측 자료를 이용하여 0-1 km 시어와

LCL (lifting condensation level)이 F2 이상의 심각한

토네이도를 예측하는데 우수한 지수임을 밝혔다. Davies

(2002)는 RUC으로 부터 도출된 연직분포 자료를 이

용하여 토네이도가 발생한 거대세포가 그렇지 않은

거대세포에 비해 LFC (level of free convection) 고도

가 약 700 m 정도 낮으며, 0~3 km 사이에 존재하는

CAPE도 60 J kg-1 정도 크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Groenemeijer and Delden (2007)은 네덜란드 지역에서

발생한 거대 폭풍 및 토네이도에 대하여 관측 자료와

모델자료로부터 근접 고층기상관측 분석을 하였고, LI

(lifted index), CAPE, 0-6 km 시어가 거대세포 뇌우

및 토네이도의 예측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청 신 낙뢰관측 시스템에서

관측된 낙뢰 자료와 우리나라 5개 고층 관측소 (오산,

광주, 포항, 제주, 백령도)에서 관측된 고층기상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낙뢰 발생시 안정도 지수 및 대기환경

변수들의 객관적인 특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의 단점 (특정 사례연구에 국한)을 극복하

기 위하여 최근 5년 (2002-2006)년의 하계 (6-9월)동

안에 발생한 낙뢰에 대해 근접 고층기상관측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남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계 낙뢰 발생시의 대기

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낙뢰자료는 기상청에서 2001

년 도입되어 운영 중인 신 낙뢰관측 시스템에서 관측

된 최근 5년 (2002-2006)의 낙뢰 데이터를 사용하였

으며(정은실 등, 2002) 탐측 자료는 미국 와이오밍 대

학교 대기과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 탐측 자료에서 분석되는 많은 안정도 지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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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경 변수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Table 1과

같으며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변수들과 (e.g., SSI,

KI, TPW (total precipitable water) 등) 미국 지역에서

토네이도 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APE, wind

shear)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탐측 자료로부터 분석된 최근 5년 (2002-2006)의 변

수들은 다음의 일련의 간단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

다. 이상 값 (abnormal value)을 제거하기 위하여 10

년간의 기후 값을 기준으로 작성된 평균으로부터 ±3s

범위 밖의 데이터와 전체 분포의 상위 1% (more than

99th percentile)와 하위 1% (less than 1th percentile)

의 값들은 제거하였다. 또한 강수 데이터는 기상청에

서 운영되는 60개 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관측 특성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동시

에 이용하는 분석에서는 시·공간적 대표성 일치화가

중요하다. 근접 고층기상관측의 시·공간적 기준의 엄

격함의 정도에 따라 낙뢰가 발생하는 대기 환경적 특

성을 나타내는 정도와 사례의 수가 반비례적으로 나타

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뢰가 발생한 경우

의 시·공간적 근접 고층기상관측 (proximity sounding)

을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레윈존

데의 실제적인 비양 및 관측시간을 고려하여 6시간

간격의 정시 (03, 09, 15, 21 KST)를 기준으로 −2 hr

~+1 hr 사이에 낙뢰가 발생하여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고층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100 km 이내에 낙뢰가 발

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낙뢰시의 근접 고층기상관측으

로 포함하였다 (Fig. 2). 이러한 근접 고층기상관측을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의 기준은 Table 2와 같다. 

낙뢰 발생시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근접 고층

기상관측에서 추출된 탐측 자료를 활용하여 낙뢰 발

생 유무에 따른 대기 열역학적·역학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상자 수염 그림 (Box and whisker plot)

을 사용하였으며, 안정도 지수 및 대기환경변수의 낙

뢰 예측성 분석 및 개선을 위하여 2진변수의 검증법

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낙뢰 발생시 종합적인

대기 안정도 지수 및 환경변수들의 특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남한 지역의 낙뢰 발생시 근접 고층기상관측에서

Fig. 1. Spatial location of the seven rawinsonde stations

currently operating in South Korea. Five upper observatori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Sokcho and Heuksando were

not used).

Fig. 2. Schematic diagram for proximity sounding criteria.

Table 1. List of parameters used in proximity sounding study.

No. Abbreviation Description Unit

1 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J kg-1

2 SSI Showalter stability index K

3 LI Lifted index K

4 KI K index .

5 LCLT Temp. of lifting condensation level °C

6 MLMR Mixed layer mixing ratio in the lowest 500 m (AGL) g kg-1

7 TPW Total precipitable water mm

8 0-1/0-6 km shear Wind shear given two layers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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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는 여러 가지 안정도 지수와 대기환경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낙뢰의 탐지수준을 검증해 보

았다. Table 3은 분석에 사용된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NO category는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양의 부

력 (CAPE)과 강수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기

준을 엄격하게 하였다. 반면, 낙뢰가 발생한 LGT 범

주는 낙뢰와 양의 부력이 있는 경우로 강수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 (Craven and Brooks,

2004; Groenemeijer and Delden, 2007; Rasmussen and

Blanchard, 1998)에서 분류 기준을 다양하게 한 것에

비해 낙뢰 발생 유무만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악기

상 (e.g., tornado, hail, strong wind) 발생이 빈번한 미

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악기상의

발생이 적고 낙뢰의 강도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객

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연구 결과

3.1.낙뢰 발생시의 특성

Fig. 3은 평균적으로 연 낙뢰의 81%가 발생하는 6~9

월 동안에 우리나라 5개 고층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낙뢰 유무에 따른 온도의 편차 (temperature anomaly)

를 고도와 일 규모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낙

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과 고도에 크게 관

계없이 0.2~0.5 K 정도의 음의 편이 (negative bias)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낙뢰가 발생한 경우의 연직분포

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는 대류권 하부 (800 hPa 이하)와 상부 (200~400 hPa)

에서 해양의 영향을 받는 포항, 제주, 백령도의 12

UTC를 제외하고 양의 편이 (positive bias)가 1 K 내

외로 크게 나타나고 대류권 중층 (500 hPa 부근)에서

는 약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광주에 비해 오산지역에 시간에 따라

양의 편차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00, 18 UTC에

06, 12 UTC보다 편차 폭이 더 컸다. 이는 대류권 온

도의 분포와 일 변동을 고려할 때, 새벽과 아침 시간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양의 편차가 큰 것으로 추측

된다. 광주 지역은 오산 지역에 비해 시간에 따른 온

도 변동폭이 작게 나타났으며, 해양의 영향을 받는 포

항, 제주, 백령도 지역은 내륙에 비해 12 UTC의 온

도 변동폭이 작고 대류권 중층에서는 음의 편차가 나

타났다.

Fig. 4는 5개 지점에서의 낙뢰 발생 유무에 따른 혼

합비의 편차 연직분포이다. 대류권 상층 (약 300 hPa

이상)에서는 수증기의 양의 적기 때문에 낙뢰 발생유

무에 관계없이 편차가 0에 수렴하게 나타난다. 온도

편차 연직분포와 마찬가지로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혼합비의 연직구조도 지역과 시간에 따라 차이

는 있으나 0.5 g kg-1 정도 음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낙뢰가 발생했을 때는 대류권 중층 (500 hPa) 이

하에서는 1~2 g kg-1의 양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지

역과 시간에 따라 증가폭은 차이가 있다. 

Figs. 3~4에서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온도와

혼합비가 전 고도에 걸쳐서 음의 편차가 공통적으로

Table 2. Criteria of proximity sounding used in previous studies.

No. Temporal Spatial Author

1 −45min ~ +60min 80 km Brooks et al., 1994; Darkow, 1969

2 −3hr ~ +6hr 400 km *Rasmussen and Blanchard, 1998

3 −4hr ~ +4hr 100 km **Groenemeijer and Delden, 2007

4 −2hr ~ +2hr 167 km Doswell and Evans, 2003

5 −3hr ~ +3hr 185 km Brooks et al., 2003; Craven and Brooks, 2004

* An additional requirement is that soundings should be located within a 150°-wide sector directed upstream of the event
using the boundary-layer mean wind.
** A sounding is considered when the event occurred within 100 km of a point advected with the 0-3 km density-weighted
mean wind.

Table 3. Definitions and number of proximity soundings for the two categories at five rawinsonde sites.

Criteria Number of observations at each station

CAT. CAPE Precipitation Lightning Osan Gwangju Pohang Jeju Baeng-nyeongdo

NO X X X 534 433 587 367 370

LGT O ∆ O 219 380 87 222 212

CAT.: Category, X: None, O: Mandatory, ∆: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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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반면, 낙뢰가 발생한 경우에 대류권

하층에서 1 K 정도의 양의 온도 편차와 1~2 g kg-1 정

도의 양의 혼합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

류권 하층 대기는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온난하고 습윤한 상태가 되어 상하층간의 불안정을

가속시켜 상승기류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온도 편

차 연직분포에서 대류권 상층 (200~400 hPa)에서도

1 K 내외의 양의 편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낙뢰 발생

시의 강한 대류활동에 의해 하층에서 열이 수송된 것

과 응결/승화에 의한 잠열 방출의 복합적인 결과로 추

정된다. 또한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동 폭이 다른 이

유는 온도와 혼합비의 일 변동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 동안에 하계 기간 중에 근접 고층기상관

측에서 나타나는 낙뢰 발생 유무에 따른 바람 연직분

포를 분석하였다 (Fig. 5). 전반적으로 하층에서는 남

풍~남서풍 성분이 2.5 m s-1 이하로 나타나고, 중층은

5 m s-1 내외의 서풍, 상층에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12.5~22.5 m s-1로 나타났다.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 (I) 서풍 계열의 바람이 약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반면, 낙뢰가 발생한 경우에는 (II) 하층에서

는 2.5 m s-1 내외의 남서풍이 증가하였고 대류권 중·

상층에서는 2.5 m s-1 내외의 남풍 성분이 강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gs. 3~4에서 낙뢰 발생시의

Fig. 3. Vertical temperature (K) anomaly profiles of no lightning cases (gray and black line) and lightning cases (color lines) at

five observation sites during JJAS for the years 20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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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권 하층에서 온도와 혼합비의 증가는 증가된 남

서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2. 대기환경 변수의 특성

Fig. 6은 Table 3을 기준으로 SSI (Showalter, 1947)

와 LI (Galway, 1956)의 NO와 LGT 범주에 따른 분

포를 상자 수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SSI와 LI는

하층을 대표하는 공기 덩이를 주변 공기와의 혼합없

이 500 hPa까지 단열적으로 상승시켰을 때 원래의

500 hPa의 주변 공기와의 온도 차이를 구한 것으로 이

때 상승시키는 공기를 SSI는 850 hPa 공기를 사용하

고 LI는 혼합층의 공기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LI

의 경우 상승시키는 공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

만 물리적으로 SSI와 거의 유사하다. 두 범주에 따른

분포에서 전반적으로 LI가 SSI에 비해 두 범주 사이

에 범위의 중복이 적고 분리 수준이 잘 나타났다. SSI

의 경우 NO 범주의 아래쪽 수염 (lower whisker, defined

as Q1-1.5IQR)이 LGT 범주의 범위와 상당한 중복을

보였다. 반면, 낙뢰가 발생한 경우에 LI는 SSI에 비해

데이터의 분포 범위가 좁고 수염의 중복 범위도 적게

나타났다. 

KI (George, 1960)는 하층 공기의 상·하층간의 기

온감률, 하층의 수증기량 및 하·중층의 포화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불안정한 상

Fig. 4. Same as in Fig. 3 except for vertical mixing ratio (g kg-1) anomal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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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낸다. Fig. 7에서 KI는 NO 범주에서 5~28

범위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분포한 가운데 (Box range)

안정한 상태의 작은 값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고 LGT 범주는 30.5~33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NO 범주의 위쪽 수염 (upper whisker, defined

as Q3 + 1.5IQR)이 LGT 범주의 분포 범위와 상당한

중복을 보였다. 상승응결 고도는 낮을수록 응결이 낮

은 고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 잠열을 방출시키고 상승

하는 공기가 부력을 더 얻을 수 있다. LCLT는 상승

응결고도의 온도이므로 큰 값을 가질수록 더 큰 불안

정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범주간의

LCLT 분포에서도 상당한 중복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KI나 LCLT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불안정해진

다는 것을 분포를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두 범주간

의 중복으로 인해서 특정한 값의 임계값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하층의 수증기량 (MLMR)과 전 대류권내

의 수증기량 (TPW)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하층의 혼합비의 경우 두 범주간의 중

앙값을 기준으로 50% 데이터가 분포하는 상자의 범

위 간에는 1.5~2.0 g kg-1 정도의 분리가 되었지만, 수

염 범위 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나타났다. TPW는 낙

뢰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강수량이 많지만 상자 간에

도 중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MLMR과 TPW 모두 약 75% 수준에서는 낙뢰유무의

분리가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바람시어(wind shear)는 토네이도(tornado)와 같은 강

폭풍우(severe storm)의 발생 및 유지에 있어서 상승

기류와 하강기류를 분리하여 폭풍(storm)을 지속시키

고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며 CAPE으로 나타나는 양

의 부력과의 관계에 의해 폭풍의 형태 및 발달이 결

Fig. 5. Vertical wind profiles at four rawinsonde sites. II is

the mean wind profile during JJAS for the years 2002-2006.

Wind vector differences are plotted as I (mean wind at no

lightning cases - total mean wind) and III (mean wind at

lightning cases - total mean wind).

Fig. 6. Box and whisker plots of (a) SSI and (b) LI for NO

category (white boxes) and LGT category (gray boxes) in

the vicinity of five regions. The mean and median values

for each box are plotted in the left and right of the box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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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것이 밝혀졌다 (Weisman and Klemp, 1982).

또한 Weisman and Klemp (1984, 1986)는 폭풍규모의

모델링을 통하여 최하층 4~6 km에서의 20 m s-1 정도

의 바람시어는 거대세포 폭풍(supercell storm)을 형성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였고, Craven and Brooks

(2004)는 F2 등급 이상의 파괴력 있는(significant) 토

네이도는 다른 토네이도에 비해 0~1 km에서 10 m s-1

이상의 바람시어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Fig. 9에서

0~1 km 바람시어와 0~6 km 바람시어의 두 범주간의

분포에서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Figs. 6~8) 거의 분

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값도 (중앙 값 기준) 범주

에 관계없이 0~1 km 바람시어와 0~6 km 바람시어가

각각 3.8~6.8 m s-1, 9.3~15.9 m s-1로 나타나, 미국 지역

의 파괴력 있는(significant) 토네이도의 경우 약 12 m s-1

과 25 m s-1 (Craven and Brooks, 2004)보다 상당히 작

게 나타났다. 

낙뢰의 발생 유무와 근접 고층기상관측으로부터 분

석되는 안정도지수 및 대기환경 변수를 통하여 낙뢰

발생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s. 6~9). 0~1 km

바람시어와 0~6 km 바람시어를 제외하고는 NO와 LGT

범주간의 분포 범위의 분리가 나타났으나, NO 범주

중 25% 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염의 범위 (length of

whisker)는 LGT 범주의 범위와의 중복을 보였다. 따

라서 낙뢰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특정 임계값을 결정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교적 두 범주간

의 분리 수준이 높은 LI, LCLT, MLMR의 경우 낙뢰

가 발생한 경우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낙

뢰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3. 객관적 낙뢰탐지 가능성 분석 및 최적 임계값

결정

낙뢰가 발생하는 특성을 상자 수염 그림으로 살펴

본 결과 두 범주 사이에 완벽한 분리는 일어나지 않

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임계값을 결정해야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낙뢰는 강수량이나 기온과 같은 연속

변수가 아니고 발생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이진 변수

(binary variable)이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분

할표 (Table 4)에 기초하여 낙뢰 탐지 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안정도 지수와 대기환경 변수의 낙뢰탐지 수

준 분석을 위해 사용된 척도와 정의는 Table 5와 같다. 

Fig. 10은 SSI의 임계값을 지역에 따라 −3(−2)부터

+9까지 0.5 간격으로 변화시켜 모의했을 때의 낙뢰 탐

Fig. 7. Same as in Fig. 6 except for (a) KI and (b) LCLT. Fig. 8. Same as in Fig. 6 except for (a) MLMR and (b) 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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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SSI는 값이 커질수록 안정

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계값이 커질수록 낙뢰

를 탐지하는 빈도가 실제 관측 빈도보다 많아져 Bias

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POD는 Hit (적중)를 FY (예

보한 경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False (오보)를 고

려하지 않는 특징으로 SSI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Hit

와 False는 증가하지만 Miss (예측 못함)의 경우는 감

소하기 때문에 POD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FAR

(Hit / FY)은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오보에 따른 False

가 증가하여 FAR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할 때 SSI의 임계값이 작을수록 Bias와 FAR 측면

에서는 유리하며, POD는 낙뢰와 같은 변수를 분석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SI와 HSS

는 이러한 POD와 FAR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분포는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Doswell 등 (1990)에 의하면, 낙뢰나 토

네이도와 같은 빈번하지 않은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CSI보다 HSS가 우월하기 때문에 HSS의 값이 최대로

나타나는 값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결정하면 지역에

따라 소폭의 차이는 있으나 HSS는 0.19~0.29, SSI의

임계값은 0.0~+0.5의 범위가 나타났다.

LI는 Fig. 6에서 SSI보다 낙뢰 유무에 따라 두 범주

의 중복범위가 적게 나타났지만, 2진 변수의 분석 결

과 전반적으로 SSI에 비해 HSS가 0.12~0.22로 낮게

나타났다 (Fig. 11). 최적의 임계값의 범위도 −3.0에서

+0.5까지 SSI에 비해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지역적으

로는 오산과 백령도 지역에서 HSS가 각각 0.22, 0.21

로 높게 나타났지만, 포항과 제주 지역은 HSS 각각

0.12와 0.14로 탐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ACC는 적

중 (Hit)과 부의 정확 (C, Correct negatives)의 합을 총

관측 (Total)로 나누기 때문에 낙뢰와 같은 경우 임계

값이 불안정한 쪽으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낙뢰 탐지 수준 분석에 있어서 POD와 함께 ACC

Table 4. Contingency table for the verification of lightning events.

Forecast

Yes No Subtotal

Obser-vation

Yes H  (Hit) M (Miss) OY (Observation yes)

No F (False alarm) C (Correct negative) ON (Observation no)

Sub-total FY (Forecast yes) FN (Forecast no) T (Total)

Table. 5. Definition and method for dichotomous detection verification.

No. Abbreviation Description Method

1 POD Probability on detection H / OY

2 FAR False alarm ratio F / FY

3 Bias Bias FY / OY

4 ACC Accuracy (H + C) / T

5 CSI Critical success index H / (H + M + F)

6 HSS Heidke skill score [2×(H×C - F×M)] / [(OY×FN) + (FY×ON)]

Fig. 9. Same as in Fig. 6 except for (a) 0~1 km shear and (b)

0~6 km 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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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적절하다. 

Fig. 12는 KI의 임계값을 28부터 38까지 0.5 간격

으로 모의했을 때의 낙뢰탐지 결과이다. 제주 지역에

서는 KI 값이 34.5일 때 0.21의 HSS로 낮게 나타났

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HSS가 0.24~0.30으로 SSI와

LI보다 높게 나타났다. HSS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

만, 선택된 임계값을 중심으로 HSS가 완만한 기울기

를 보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내륙성 특

성을 갖는 오산과 광주, 그리고 가장 최남단에 위치

한 제주 지역에서는 33~34.5의 임계값이 나타났으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31.0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Fig. 10. Forecast skill of SSI, represented by Bias, ACC, POD, CSI, HSS, and FAR, according to varying thresholds

at five regions during JJAS for the years 2002-2006. A vertical straight arrow indicates the optimal threshold based on

the largest 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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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R은 대기하층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혼합비

로 최하층 500 m에서 평균된 값이다. Fig. 13에서

MLMR의 최대 HSS 값은 0.11~0.17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고 HSS값으로 결정된 임계값은 15.5~17.5 sg kg-1

정도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층의 수증기량은

일반적으로 낙뢰 발생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MLMR만으로 낙뢰를 탐지 및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대기 전층의 가강수량인

TPW이며 MLMR에 비해 최대 HSS 값이 0.15~0.25의

분포를 보였다. 낙뢰 탐지를 위하여 선정된 임계값은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가 46.0 mm,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가 58.0 mm로 나타났으며, 내륙에 위치한 오산,

광주, 포항지역은 51~53 mm의 분포를 보였다. 

상자 수염 그림에서 분석된 두 범주간의 분포 특성

Fig. 11.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forecast skill of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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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뢰 유무에 따라 상당한 분리수준을 보였지만, 낙

뢰 예측을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관성의

개입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적의 임계값을 설

정하기 위하여 2진 변수의 분석 도구 중 HSS를 사용

하여 가장 높은 HSS를 보이는 경우 그 값을 그 변수

의 임계값으로 설정하였다. 가장 높은 HSS 값이 2번

이상 나타난 경우는 안정한 임계값을 최적의 임계치

로 설정하였다. Table 6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5개 지

역에서 선정된 변수와 이에 상응하는 HSS, CSI, 최적

의 임계값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많이 선택된 변수

는 SSI와 KI이며, 오산과 백령도에서는 HSS 0.15이

상의 변수가 5개가 선정된 반면, 제주에서는 3개만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낙뢰 탐지 및 예보시에

다른 변수 및 자료들과 종합적으로 사용되어 낙뢰 예

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Fig. 12.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forecast skill of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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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수치모델 및 자료동화 기법이 급격히 발달하고 여

러 가지 물리·역학적 과정이 개선되며, 이를 운영하

는 컴퓨팅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수치예보 기술 및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낙뢰와 같이 주로 중규모 시스

템에 동반되어 발생하거나, 수십 km 이내의 국지적인

악기상에 동반된 경우 아직까지는 수치모델의 예측성

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낙뢰 탐지

및 예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 및 고층, 원격 탐

사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낙뢰 탐지 및 예보

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의 대기상태가

점차 하층에서의 온난화와 습윤화로 인하여 불안정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낙뢰현상의

Fig. 13.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forecast skill of M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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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 신

낙뢰관측 시스템에서 관측된 낙뢰 자료와 우리나라 5

개 고층 관측소 (오산, 광주, 포항, 제주, 백령도)에서

관측된 고층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낙뢰 발생시 안

정도 지수와 환경변수의 객관적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안정도 지수 및 대기환

경변수는 CAPE, SSI, LI, KI, LCLT, MLMR, TPW

그리고 바람시어 등이다. 낙뢰와 고층기상관측 자료

사이의 대응(match-up) 자료 선정기준으로는 레윈존

데의 실제적인 비양 및 관측시간을 기준으로 −2hr~

+1 hr 사이 그리고 고층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100 km

이내에 낙뢰가 발생한 경우로 하였다.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낙뢰가

발생했을 때의 대류권 하층의 기온과 혼합비는 평시

에 비해 약 1 K, 1~2 g kg-1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안정도 지수와 환경변수를 낙뢰 발생시와 비발생

Fig. 14.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forecast skill of 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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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구분하여 지수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변수에

따라 분리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중

첩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안정도 지수만을 이용하여

낙뢰탐지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낙뢰 발생시와 비발생시에 값들의 분리가 상대적으

로 높은 지수들를 이용하여 낙뢰탐지에 최적인 임계

값을 산출하였다. 낙뢰와 같이 현상의 유무로 구분되

는 이진변수의 탐지수준 분석에는 주로 분할표가 이

용된다. 여기서 안정도 지수별 낙뢰탐지 최적의 임계

값은 분할표로부터 도출되는 POD, FAR, ACC, CSI,

HSS 등 다양한 평가측도 중에서 낙뢰와 같이 발생빈

도가 적은 현상의 분석에 적합한 HSS를 최대로 하는

값으로 도출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지역에서 HSS의 값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안

정도 지수 및 환경변수의 개수 및 임계값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현

업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낙뢰-고

층기상관측자료 대응(match-up) 자료 선정기준의 정

교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낙뢰, 집중호우와 같은 악

기상의 현황과 발달과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위성, 레이더 등 원격탐사자료와의 종합적인 활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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