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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radiosonde observation on the special observation

program (ProbeX-2009) is perform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using Auto Weather

System (AWS) and radiosonde data in 2009 at the Ulleungdo are investigated. The launching

time, observation time, and maximum altitude of radiosonde are satisfied with the regulation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but the duration of observational time of radiosonde is much shorter than that of the

ProbeX-2007 because the altitude of launching site is higher than others in 2007. From the

analysis of trajectories of radiosonde, most radiosondes at the Ulleungdo tend to move into the

east because the westerly prevail at the middle latitude. However, when the Okhotsk high is

expand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westerly winds strengthen over the East Sea as

the subtropical high is retreated, radiosonde tends to move into the south-west and south-east,

respectively. Maximum distance appears at the end of observation level before May but the level

of maximum distance is changed into 100 hPa after June because the prevailing wind direction

is reversed from westerly to easterly at the stratosphere during summer time. The condition of

precipitation was more correlated with the dynamic instability except Changma season.

Precipitation in 2009 at the Ulleungdo occurred under the marine climate so that total

precipitation amounts and precipitation intensity were increased and intensified during

nighttime. The local environment favorable for the precipitation during nighttime was while the

wind speed at the surface and the inflow from the shoreline were strengthened. Precipitation

events also affected by synoptic condition but the localized effect induced by topography was

more strengthened at the northern part of Ulle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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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동해상에서의 기상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울릉도에 대한 기상학적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울릉

도는 한반도에서 동쪽 약 120 km 떨어진 동해상

(37o30´N, 130o52´E)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약 72.40 km2

이다. 울릉도 기상 관측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심에 해발 987 m의 성인봉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현상이 동서남북으로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

난다. 따라서 지형성 강수의 물리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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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점이다. 둘째,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에 대륙의 영향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해상의 기상/기후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셋째, 동해상에서 발달하여 영

동지역으로 이동하는 재해성 기상현상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 넷째, 동해상에서 발달하는 장마 전선의 구

조를 관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울릉도 기상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연구되어져 왔다. 이승호와 최병철(2001)은 울릉도 적설

량과 적설일수의 변화경향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울릉

도의 강설 현상의 변화는 국지적 영향보다 전구 규모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울릉도의 기상 관측 자료가 기후 변화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제시하였다. 안중배 등(2002)은 안개

예측모형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1999년 울릉도

에서 관측된 안개 중 증기 해무, 이류 해무, 전선 해무

사례를 선정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고, 안개의 미세물

리과정이 안개 모수화의 정확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

을 밝혔다. 김희종 등(2004)은 2002년 3월 28~29일의

울릉도에서의 열수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위해 일 4회

라디오존데, Auto Weather System(AWS) 자료, Buoy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 유입 시 울릉도의 혼합층 특성은

야간까지 지속되고 소멸되지 않는데 이는 일몰 후 구

름의 복사냉각 억제와 온난이류의 유입 때문임을 밝혔

다. Ha et al.(2010)은 2009년 울릉도 특별관측 기간 동안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3개 지점으로부터 계

산된 연직 수증기 프로파일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라디

오존데와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와 비교분석한 결

과 정성적으로는 일치하나 정량적으로는 오차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 기상/기후는 강설, 안개, 혼합층 특

성, 수증기 연직 프로파일 등과 같이 극히 일부분만이

연구되었다. 울릉도 기상/기후 현상이 관심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측 자료의 부족이다. 울릉

도에서의 관측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김희종 등(2004)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기상연구소는 다음의

4가지 목적으로 2009년 울릉도 기상 특별 관측을 수

행하였다. 첫째, 울릉도 라디오존데 상시 관측망 구축을

위해 관측 환경 및 효율을 사전 조사한다. 둘째, 동해상

에서 발달하는 장마전선 구조를 분석한다. 셋째, 지형성

강수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강수 미세물리구조를 규

명한다. 넷째, 동해 관측 공백지역에서의 관측 자료가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조사한다. 관측기기로는 라디오존데, 마이크로 강우레

이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 연직지향레이더, 광

학우적측정기, GPS, 우량계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기

기들과 관측 기간에 대한 설명은 2장에 자세히 다루

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존데 상시 관측망 구축을

위한 사전 관측과 동해상 장마전선의 구조 파악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추가적으로 울릉도 강수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울릉도 특별 관측 소개

고층 관측의 사전 조사와 장마기간의 대기 연직 구조

분석을 위해서 라디오존데 관측이 실시되었고, 지형성

강수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강수 미세물리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기기가 활용되었다(Fig. 1). 지

역별로 살펴보면, 울릉도 나리분지의 경우 라디오존데

관측기기(RAOB; Radiosonde Observation), 지상기상

측정기(WXT-510), 연직지향도플러레이더(VertiX)와 우

량계(Rain gauge)가 설치되었다. 울릉지점은 마이크로

웨이브 라디오미터(Microwave Radiometer; MWR), 마

이크로 강우레이더(Micro Rain Radar; MRR), GPS 수

신기(GPS-PWV), 산 정상에는 마이크로 강우레이더,

광학우적측정기(Disdrometer), GPS 수신기와 우량계가

설치되었다. 사용된 관측기기들의 간략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Table 1).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는 총

22채널로 구성된 듀얼밴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사용하여 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량을 측정하고 이를 통

해 지상으로부터 10 km까지의 기온, 상대습도, 구름물량

및 수증기량을 계산한다. 마이크로 강우레이더는 24.1 GHz

의 변조된 주파수를 연직으로 발사하여 입자들에 의해

반사되는 신호를 이용해 반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강우율 및 강우입자 크기 분포를 산출한다. GPS 수신

기는 위성으로부터 지상으로 도달하는 신호가 대류권 내

수증기로 인해 굴절되어 지연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대기 중 가강수량을 산출한다. WXT-510은 AWS와 같이

지상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며,

광학우적측정기는 지상에 낙하하는 강수입자에 대한

크기와 낙하속도를 측정한다. 연직지향도플러레이더는

대기의 연직구조를 측정하는 X-band 레이더로서 대기

중 강수입자에 대한 반사도, 연직시선속도, 파워스펙

트럼을 제공한다.

라디오존데 관측은 2009년 4월 1일 0000 UTC 부터

9월 30일 1200 UTC까지(Intensive observation period-

1; IOP-1) 12 시간 간격으로 수행되었으며, 8월 23일 0000

UTC부터 9월 10일 1200 UTC 까지는(IOP-2) 6시간 간격

으로 수행되었다(Fig. 1).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

마이크로 강우레이더, GPS, 우량계, 광학우적측정기는

각각 관측기간이 상이하며, 모든 관측기기들이 동시에

운영된 기간은 IOP-2 동안이다. 나리분지에서의 관측

기기 설치 및 운영은 공군 제73기상전대의 협조를 받

았으며, 그 밖에 여러 기관들에서 관측기기를 제공받

았다(Table 1).

라디오존데 관측은 레이더 장비 및 지상에서 고정 관

측하는 장비와 달리 공중으로 비양하면서 측정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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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지리적 영향이 크고, 라디오존데를 비양함에 있어

숙련도가 관측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서 관측을 수행 할 때 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

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관측 자료 분석뿐만 아

니라, 울릉도에서의 라디오존데 장비 설치, 비양, 관측에

큰 비중을 두어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모든

자료는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에서 관리하고 있

으며, 연구 목적으로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2.1. 라디오존데,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 마이

크로 강우레이더의 관측 결과 비교

관측 기간 동안 운영된 장비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울릉지점에 설치된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 마이

크로 강우레이더와 나리분지에 설치된 라디오존데 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라디오존데와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로부터 산출된 가강수량을 비교한 결과(Fig.

2(a)), 관측지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R2 값이 0.93으로

Fig. 1. The distribution and observation periods of equipments during IOP-1 and IOP-2. GPS-PWV indicates precipitable water

vapor estimated from GPS.

Table 1. The type and product organization of equipments.

No Equipment Model (manufacture) Qty Product Organization

1 Radiosonde RS92-SGPW (Vaisala) 1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 Microwave Radiometer TP/WVP-3000A (Radiometrics) 1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3 Micro Rain Radar MRR-2 (Metek) 2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4 Rain Gauge Standard type Onset type 2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5 Vertical Radar VertiX 1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 Disdrometer Parsivel (OTT) 1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7 GPS-PWV NetR5, 33429.00+GP (Trimble) 2 Inha National University

8 AWS WXT-510 (Vaisala) 1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9 AWS - 3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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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났으며, 양적으로도 매우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측기기인 라디오존데가 원격장비의 정확도 비교 시

기준으로 활용됨을 감안하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미터의 가강수량 자료의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와 마이크로 강우

레이더에서 산출된 연직 적분 구름물량을 Fig. 2(b)에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산점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두 관측기기의 관측 값 차이가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의 구름 물량 값은 약

0 gm−2 에서 8 gm−2까지 분포하는 데 비해, 마이크로 강

우레이더의 구름 물량 값은 단지 약 0 gm−2 에서 2 gm−2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다. 즉,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미터가 마이크로 강우레이더 보다 구름 물량을 더 민

감하게 측정함을 알 수 있다. 고도별 구름물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4000 m 이하의 고도에서는 마이크로 강우

레이더, 5000 m와 6000 m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

오미터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생략).

이러한 차이는 관측의 오류라기보다는 두 기기의 관측

방법과 주된 관측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마이크로 강우레이더는 ka-band를 사

용하며, mm 단위의 강수 입자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이

다. 지표에서 대기 상층으로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반사

되는 신호를 감지하므로 대기 중상층보다는 하층의 수

증기가 잘 포착된다. 반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미터는

µm 단위의 수증기 입자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대기

중 수증기에서 방출되는 복사량을 측정하는 passive 방

식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까지의 구름물량을 측

정할 수 있다. 결국 관측대상에 따라 장비의 선정이 매

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 강우레이더, 마이크

로웨이브 라디오미터 등의 원격장비에 대한 더 자세한

평가 및 분석은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존데 관측과 그 자료에서 나타나는

울릉도 강수 발생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3. 라디오존데 관측 및 수행 평가

3.1. 관측환경조사 및 장비설치

IOP-1 이전, 라디오존데 비양지점인 나리분지와 기

상청 상시고층관측이 실시될 울릉지점에서 2009년 3월

4일과 5일 각각 3회와 2회 예비 고층관측을 수행하였

고, 라디오존데 수신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간섭

및 지형 차폐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울릉도의

경우 지형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나리분지 지형의 경우

800 m 이상의 높은 산악지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울릉지점의 최대관측고도가 28.0 km으로 나타났다. 반

면 나리분지에서는 최대관측고도가 8.2 km 밖에 되지

않아 라디오존데 비양 시 신호 차폐가 크게 나타났다.

울릉지점은 예비관측기간 동안 나리분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신호의 간섭이 강하였지만 관측에 있어 큰 문

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리분지에서의 신호 차폐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부에 해당하는 안테나(UHF, GPS)와 신호 처리부를

산 정상에 설치하고,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나리분지까

지 연결하여 분지 내에서 관측시스템을 운영하고 라디

오존데를 비양하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단 이 경우 시

스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수신부와 비양지

점의 수평 이격거리가 1 km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벗어

날 경우 라디오존데 초기 인식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인

Fig. 2. Scatter plots of (a) precipitable water vapor observed by radiosonde and microwave radiometer (MWR) and (b) liquid

water path observed by MWR and microwave rain radar (MRR) during IOP-2 (23 April ~1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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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라디오존데 고층관

측지점 중 지형적 차폐가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단, 이 경우 GPS 수신부가 비양지점

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설정 시 위치오차를

가감(offset)하여야 바람계산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3.2. 재비양 기준

라디오존데 관측에 있어 재비양 기준은 필수 도달

고도가 100 hPa 보다 낮은 500 hPa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기상청 기준을 준용하였다. 이는 첫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신부와 비양지점이 1 km를 벗어나

라디오존데를 초기에 인식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

이고, 둘째로 비양 지점에서의 군 시설 특성 상 재비양

시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관측소와 달리

라디오존데를 비양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시설이 취약

하기 때문에 비양자의 안전을 위해 지상 순간 풍속이

40 knot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측을 실시하지 않았다.

3.3. 관측 및 결측 횟수

라디오존데 고층 관측은 IOP-1 동안 12시간 간격으

로(0, 12 UTC), IOP-2 동안 6시간 간격으로(0, 6, 12,

18 UTC) 총 387회 실시되었다. 관측 실패 횟수는 총

16회이며(Table 2), 그 원인은 해상 날씨 악화로 인한

장비운송 차질(4월 1일~2일), 네트워크 구성 변경에 따

른 장비 재설치(4월 24일~27일), 강풍으로 인한 비양

실패(5월 23일, 9월 29일), Vaisala GPS 알고리즘 장애

(6월 21일~23일)등 이다. 이 중 GPS 알고리즘 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문제로서 23일 이후 수정 프로

그램이 배포되면서 다시 정상화되었다.

3.4. 비양시각

기상청 고층기상관측지침에 의하면 고층관측은 정규

관측시각을 기준으로 20~40분 정도 일찍 비양하나 45분

보다 일찍 비양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 2003). 이는 100 hPa 이하의 전문이 보고되는 시

각이 정규관측시간 후 75분 이내에 전송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울릉도 관측 역시 주변 관측 자료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지침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정규관측시각 대비 비양시각 차이를 월별로 Fig. 3에

제시하였다. 라디오존데는 평균 정규관측시각 대비 30분

이상 일찍 비양되었고, 고층기상관측지점에서 규정하는

45분 보다 일찍 관측되는 횟수는 25%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4월

에는 60분 보다 일찍 비양된 사례가 많았는데, 관측 초

반 숙련도 미숙으로 인해 비양 준비시각이 빨랐기 때

문이다. 또한 비양이 늦게 시작된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는 비양 실패 및 센서 불량에 따른 재비양을 실시

하였기 때문이다. 비양시각의 변동은 관측이 진행될

수록 점차 안정화되었고 마지막 월인 9월에는 숙련도의

향상으로 인해 모든 관측이 정규관측시각 이전에 수

행되었으며 비양시각의 변동편차 또한 낮게 나타났다.

특히 45분 이전에 관측된 횟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3.5. 관측고도 및 관측시간

라디오존데는 관측 방식이 기구에 매달아 비양하면서

연직 대기정보를 측정하므로, 라디오존데 신호수신, 기

상상황 및 기구의 상태에 따라 최대관측고도 및 관측

Table 2. The periods and reasons on the failure of radiosonde observation.

No Start date (UTC) End date (UTC) Count Reason

1 04.01. 00:00 04.02. 00:00 3 Delay of radiosonde system’s delivery from inland

2 04.24. 12:00 04.27. 00:00 6 Re-installation of radiosonde system 

3 05.23. 12:00 05.23. 12:00 1 Strong wind speed exceed by 40 knots

4 06.21. 12:00 06.23. 12:00 5 GPS code error from Vaisala

5 09.29. 00:00 09.29. 00:00 1 Strong wind speed exceed by 40 knots

Fig. 3. The tailored box plot of difference between standard

observation time and real launched time of radiosonde on

each month. The end of low and upper line indicate minimum

and maximum value and upper, middle, and low bound are

the 75
th
 percentile, median value and the 25

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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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달라진다. 특히 라디오존데에 부착된 센서의

측정환경은 적정비양속도(5~8 ms−1)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기구 내 헬륨가스가 적절하게 주입되는 것도 관측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Fig. 4는

월별 최대관측시간과 최대관측고도이다. 라디오존데의

최대관측시간 및 최대관측고도는 평균적으로는 78분간

28,000 gpm로 나타났고, 최대로는 129분간 35,000 gpm

까지 관측하였다. 월별로는 전체의 75% 이상은 85분,

30,500 gpm 이상인 반면, 25% 이하에서는 70분, 26,000 gpm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상 여부를 확

인하고자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륙 고

층관측 5지점(포항, 흑산도, 백령도, 속초, 고산) 및 특

별관측 3지점(이어도, 해남, 문산)에서 수행된 고층관측

결과(김기훈 등, 2009)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평

균관측고도는 2007년의 정상범위를 보이는 반면, 평

균관측시간은 2007년에 비해 관측이 일찍 종료되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비양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 판단

되며 그 원인은 해발 410 m에 위치하여 높고 헬륨가스

주입량도 전에 비해 다소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월 이후에는 관측시간 및 관측고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6월까지 사용된 기구가 800 g인 반면 이

후부터 크기가 작은 600 g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기구 크기의 변경에 따라 최대관측고도가 감소하였지만

WMO(2006)에서 제시한 600 g 기구의 최대관측고도

가 31 km 임을 감안하면 75% 이상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

라디오존데 관측고도와 관측시간, 관측고도와 기압

간의 관계를 Fig. 5에 제시하였다. 고도와 시간과의 관계

Fig. 4. The tailored box plot of duration and maximum height of radiosonde observation on each month. The end of low and upper

line indicate minimum and maximum value and upper, middle, and low bound are the 75th percentile, median value and the 25th percentile.

Fig. 5. Scatter plots of duration versus geopotential height (left) and geopotential height versus pressure (right) observed by

radiosonde during IOP-1 (1 April~3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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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측시간이 지날수록 관측 고도의 변동 폭이 커짐

이 나타난다. 이는 상층으로 갈수록 주변 기상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의 안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00 hPa(약 16,000 gpm)에 도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은 약 2600초(43분)가 소요되었다. 지위고도와

기압과의 관계는 로그함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대류권 상층인 100~300 hPa 층에서는 다른

기압층에 비해 변동이 다소 증가하였다.

3.6. 관측경로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관측 장비와 달리 라디오존

데는 이동하면서 관측하므로 이동 경로의 특성을 조

사하는 것은 대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측 자료의 영역

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라디오존데의 바람

관측이 GPS로 변환되면서 기존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비양지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호 차폐가 없고 배터리가 유

지될 경우 낙하지점의 위치 또한 추적할 수 있다.

Fig. 6에 시간에 따른 수평이동거리의 연직분포를

제시하였다. 상층으로 갈수록 풍속의 증가로 인해 수평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수평

이동거리가 30 km에 도달하는 고도는 약 400 hPa 부근이

Fig. 6.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horizontal distance of radiosonde from the lunching site on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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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절적으로 봄철에는 수평이동거리의 변화가 심하고

여름철에 비해 최대 수평이동거리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봄철 상층 기압구조가 여름철에 비해 많이 변화하

면서 풍속의 강도변화가 크기 때문이며, 성층권에서의

바람이 대류권과 다른 방향으로 불기 때문이다. 월별

수평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Fig. 7), 전반적으로 편서

풍의 영향으로 동쪽 또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5월에는 이동경로의 변화가 크고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8월과 9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5월에는 오호

츠크해 고기압의 발달로 인해 북동풍의 유입이 라디

오존데의 남서쪽 이동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8~9월에는

계절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함에 따라 북서쪽

에서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하면서 유입

되는 북서풍이 라디오존데의 남동쪽 이동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4. 특별 관측 기간(4월-10월)의 강수 특성

4.1. 대기 연직 구조의 계절적 변화

IOP-1동안 시간에 따른 대기 연직 구조의 변화를 상당

온위, 동서 바람, 남북 바람을 이용하여 Fig. 8에 제시하

였다. 상당온위의 경우 4월과 5월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400 hPa 이하에서 310 K 미만의 낮은 값이 분

Fig. 7. The trajectories of radiosonde on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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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나,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상층에서부터 상당온위가

증가하면서 6월 중순부터 모든 고도에서 320 K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2009년 울릉도의 장마시작일이

6월 28일로서 장마시작과 함께 아열대 고기압의 북상

으로 모든 고도에서 상당온위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8월 중순부터 장마 이전보다는 약하지만 500 hPa 미만의

고도에서 310 K 이하의 상당온위가 분포하는데, 이는 아

열대 고기압이 후퇴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동서바람의

경우에는 하층에서는 약한 동풍이 나타나는 반면 상층

에서는 편서풍이 우세하였다. 남북바람은 동서바람에

비해 변동이 크고 전반적으로 장마시기 전에는 오호츠

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풍이 우세하나 장마기간에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풍이 우세하다. 아열대

고기압이 후퇴한 이후에는 다시 북풍이 우세하였다.

4.1.1. 불안정도의 변화

열역학적 불안정도를 나타내는 Convectively Available

Potential Energy(CAPE), Convective Inhibition(CIN)과 동

역학적 불안정도를 표현하는 Storm Relative Environmental

Helicity(SREH)를 계산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CAPE

는 공기괴가 임의의 고도에서 중립 상태가 되는 고도

까지 상승할 때 얻을 수 있는 양의 총 부력에너지로

서 습윤 대기의 불안정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반대로 CIN은 대류를 억제하는 음의 총 부력에

너지이다. SREH는 대류 셀 내 상승기류의 일부로 통

합될 수 있는 유입 층 내의 streamwise 와도이다. 즉,

저기압성 상승 회전류의 잠재력을 측정한다. 전반적

으로 장마 기간을 제외하고는 CAPE의 증가가 뚜렷하

지 않았고 오히려 장마 시작 전과 장마 종료 이후에는

SREH의 증가가 우세하였다. 하지만 2009년 장마기간 동

안에는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으로 열적 불안정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열적 불안정은 장마

초반인 6월 하순에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간헐적

으로 증가가 나타났지만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4.2. 강수 시 대기 연직 구조의 특징

울릉도 3 지점(울릉, 천부, 태하)에서 관측된 강수량을

합산하여 강수 시와 비 강수 시의 연직구조의 평균 분

포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Fig. 10). 강수과 무강수 사례

의 상당온위 차이는 250 hPa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주로 하층에서 중하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수사례에 상당온위가 중하층에서 더 증가하여 비 강

수일 보다 열적으로 더 안정된 대기 상태를 보였다. 비

강수 사례에는 최하층 상당온위의 급격한 증가와 이후

고도 상승에 따른 점진적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관

측지점이 분지지형으로 주변과 차폐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바람의 경우에는 강수가 발생하였을 때 850 hPa

이하에 고도에서 동서 바람이 매우 약하며 비강수 사례

보다 남풍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비 강수 사례에는

850 hPa 이상의 고도에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북

풍이 우세하였다. 즉, 울릉도에서 강수는 열적으로 중립

적인 대기 연직 구조에서 하층에서 남풍의 유입으로

인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Fig. 8. The time-vertical structure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horizontal and meridional wind during IOP-1 (1

April~30 October). Left axis indicates pressure level and right

axis is geopotential height. The time series of mean daily

precipitation of 3 stations (Chunbu, Taeha, Ulleung) is

represented in bottom panel.

Fig. 9. The time series of CAPE (black), CIN (red), and

SREH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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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수의 지역적(울릉, 천부, 태하) 차이

울릉, 천부, 태하에서의 AWS 자료를 이용한 IOP-1

동안 누적강수량은 울릉이 893 mm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천부 785 mm, 태하 672 mm 순이다. 즉,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최대 221 mm 강수량 차이가 발생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에 울릉, 천부, 태하 AWS

지점의 기온, 바람, 강수량의 IOP-1 기간 평균 일내변동

을 제시하였다.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시기는 지역별로

Fig. 10. Averaged vertical profile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e), horizontal wind (U-wind) and meridional wind (V-

wind) during rainfall events (solid line) and non-rainfall events (dotted line) during IOP-1 (1 April~30 October).

Fig. 11. The diuranl variation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orizontal and meridional wind which are averaged during IOP-1 (1

April~30 October). Each line indicate the value at the site of Ulleung (red-solid), Chunbu (dashed-blue), and Taeha (dotted-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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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기는

울릉지점이 가장 빠르고 천부지점이 가장 느려 지역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천부와 태하지점이 울릉

지점과 달리 산악의 북쪽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울릉

지점보다 태양광이 도달하는 시점이 느리기 때문이다.

평균 기온 역시 울릉에서 가장 낮고 천부에서 가장 높

다. 이는 관측지점의 해발고도가 울릉에서 가장 높고,

천부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강수량은 낮 시간보다

야간에 많았다. 최대 강수량을 보이는 시간은 울릉이 가

장 빨랐고 이후 태하, 천부 순으로 나타났다. 동서바람

의 경우 태하를 제외하고는 울릉과 천부에서 낮과 밤 동

안 풍향이 역전됨이 보인다. 울릉의 경우 밤 시간에는

서풍, 낮 시간에는 동풍이 나타나는 반면 천부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남북바람의 경우, 태하에서는 하루

내내 남풍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울릉과 천부에서도

남풍이 우세하지만, 울릉은 2시에서 11시까지, 천부는

11시에서 16시까지 북풍으로 전향됨이 나타난다. 이러한

바람의 변동 특성을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와 비교해

보면, 육지에서의 기온이 상승하는 시점과 해상에 비해

기온이 낮아지는 시점이 풍계가 변화하는 시점과 일

치한다. 또한 성인봉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점에서는

남동풍, 남쪽에 위치한 지점에서는 서풍계열이 나타날

때 야간에 강수가 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Wu et al.

(2008, 2009)은 섬 지역에서 야간 강수가 많은 원인은

산악지형 및 야간 복사냉각에 의해 유도된 해륙풍 순

환이 해안에서 수렴 역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성인봉을 경계로 야간 냉각에 의해 산 정상

에서 냉각된 공기가 해안으로 침강하고 해상으로 유입

됨에 따라 해상에서의 수증기가 응결되고 상승하면서

수렴 역을 형성하여 강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바람의 경우 강수량의 변화와 뚜렷한

일치성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울릉은 전반적으로 남

풍이 우세하나 북풍에서도 많은 강수를 보였다.

시간당 5 mm 이상의 강수가 발생한 경우 풍향과 풍속

의 분포를 살펴보았다(Fig. 12). 울릉에서 강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서 또는 북동풍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천

부와 태하에서는 각각 남풍 및 남동풍이 우세하였다.

울릉에서는 종관 규모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남서쪽

Fig. 12. The wind rose chart at (a) Ulleung, (b) Chunbu, and (c) Taeha when rainfall are exceeded more than 5 mm hr
-1

 during

IOP-1 (1 April~30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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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온난이류의 유입이 우세하게 나타남이 밝혀

진 바 있다(김희종 등, 2004). 본 연구에서도 남서풍

이 우세할 때 울릉 지역에 강수가 발생함이 보이며, 추

가적으로 북동풍일 경우에도 강수가 발생함이 나타난

다. 즉, 울릉 지역의 강수 현상은 지역적 지형 효과보다

종관 규모 기상환경에 의해 유입되는 남서풍과 북동풍

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천부와 태하에서는

강수 시 풍향의 분포가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강수 형성에 지역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토의

국립기상연구소는 다양한 관측 장비를 활용하여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울릉도 기상 특별 관측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특별 관측을 소개하

였으며, 특히 라디오존데 관측을 자세히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마기간의 대기구조

특징과 울릉도 지역적 강수 발생 특징을 분석하였다.

라디오존데를 이용한 고층관측은 총 387회 실시되

었고, 그 중 비양 실패는 16회로 나타났다. 비양실패의

주요 원인은 지리적 제한 및 Vaisala 라디오존데에서

나타난 GPS 알고리즘 장애이다. 라디오존데의 관측

시작 시각은 평균적으로 30분으로 나타나 기상청 기준

인 20~40분에 만족하였다. 관측시간은 비양장소가 나

리분지(해발 410 m)이기 때문에 2007년 특별 관측 보다

더 짧았다. GPS 라디오존데를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분

석한 결과 여름보다 봄에 수평적으로 더 멀리 이동하

였다. 이는 봄철 기압계의 변동이 크고 여름철에는 성

층권 풍계가 동풍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라디오존데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 특별관측 기간의

울릉도 대기 연직구조 특징을 분석하였다. 장마 기간 동

안에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당온위가 장마

전보다 상층부터 상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울

릉도 강수일 동안에는 열역학적 불안정 보다는 역학적

불안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상에 설치된 AW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릉도에서는 강수의 지역적 편차

가 크고 일내변동이 뚜렷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특히

야간에 많은 강수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야간 강수현

상은 산악지형 및 야간 복사냉각에 의해 유도된 해륙풍

순환이 해안에서 수렴 역을 발생되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성인봉 남쪽에 위치한 울릉은 종관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남서 및 북동기류의 유입 시 주로 강수가

유발되는 반면 북쪽에 위치한 태하 및 천부의 경우에는

종관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함께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분석 만으로 그 지역의 강수 발생

및 발달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IOP-2 동안 추가로 설치된 원격장비에서 관측된 자료와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KLAPS)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강수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울릉도와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의 장기간 동안 수행된 고층관측 자료는 해

양성 기후변화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이므로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늘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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