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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중규모 대류계 사례 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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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esoscale Convective Systems(MCSs) event impacts

on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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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Rainfall event accompanying with Mesoscale Convective Systems(MCSs) inducing

flash flooding and Kimpo and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closing over Seoul metropolitan

area was investigated this study. This heavy rainfall event was occurred through the

synoptic scale boundary of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Typhoon and also can predicted

by proper analysis of various forecasting parameters such as abundant moisture, instabilities,

and synoptic/mesoscale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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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을 운항하기 때문

에 거의 모든 기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국 연방항공국(FAA) 항공 안전 정보 

분석 및 공유(ASIAS) 보고서[1]에 따르면,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8,657건의 항공기 사고

들 중에서 약 20.1%인 1,740건의 사고가 기상 요

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에서 2003년까지 기상 관련 항공기 사고의 비율

이 21.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상에 의한 항

공기 사고는 항공기상 정보의 전파 체계 개선,

레이더 등 관측 장비의 확충 등으로 조금씩 감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항공기상 

요소 점유율이 단일 요소로서 20%를 여전히 넘

고 있다는 것은 항공 안전과 기상 요소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항공기상청의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와 기

상 관련 연구에 의하면[2], 2006년 6월 9일 아시

아나 항공 여객기가 대류성 구름 속에서 우박에 

충돌하여 기체 전방의 레이돔이 이탈하고 조종실 

유리창이 깨진 채 착륙한 사고, 2007년 8월 8일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여객기가 낙뢰를 맞은 사

고, 2007년 9월 1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낙뢰로 

프로펠러가 손상되는 사고 등 다양한 기상 관련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들은 바람, 시정, 실

링, 높은 밀도고도, 난류, 착빙, 강수, 상승/하강

기류, 뇌우, 바람시어, 열적 상승, 고온, 낙뢰 등

으로 거의 모든 항공기상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

한 활주로 폐쇄로 항공기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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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도 한다. 김영철[3]은 폭설로 인한 활주로 

폐쇄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위험기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류성 스

톰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여름철 기간 동안 한반

도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들 중에서 거의 모든  

항공기상 장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중규모대류계(MCSs; Mesoscale Convective

Systems)[4]이다. 중규모대류계란  어느 한 방향

으로 100km 이상의 수평적 규모를 가지는 구름

계로 뇌우와 지속적인 강수를 포함하고 있는 강

한 대류현상으로 정의된다. 중규모대류계는 중규

모 수직 순환을 통해서 깊고 습윤한 대류활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생애를 유지

하게 되고 뇌우, 집중호우, 돌풍, 저-시정 및 저-

실링과 같은 항공기상 장애요소들을 일정한 지역

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결국은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거나 낙뢰, 착빙 등으로 인해 항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기상 현상들을 야기하는 중규모대류계는 그 

공간 규모가 수십km~수백km에 불과하고 시간 

규모도 6시간에서 1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종관규모 자료를 활용한 항공기상 예보를 

통해서 정확한 발생 시간과 위치를 규명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규모대

류계와 관련된 집중호우와 뇌우를 보다 정확하게 

예보하기 위해서는 중규모대류계와 관련된 종관

규모에서 중규모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

생한 대류성 스톰들이 중규모대류계로 발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예보칙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규모대류계에 동반된 집중호우와 뇌우 사례

들은 뚜렷한 경압불안정, 열적 불안정과 같은 강

한 종관규모 강제력을 동반하는 중위도 저기압 

혹은 장마전선의 직접적인 한반도 영향, 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압부의 한반도 직·간접 영향, 장

마 종료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

생하는 열적 불안정 혹은 대류 잠재 불안정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여름철 중규모

대류계에 의한 집중호우와 뇌우 사례들 중에서 

한랭 건조한 대륙성 기단과 온난 습윤한 북태평

양 기단 사이의 대류 잠재 불안정 사례(I)와 북태

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열적 불안정에 

의한 사례(II) 분석과 정확한 예보를 위한 매개변

수 분석을 통해 항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예보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단경계에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 개관

2.1 강수량 분포와 중규모대류계 발달

특성

2010년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21일 서울·경

기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광화문 일대가 잠기

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중심가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김포공항

과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집중호우와 뇌우경

보로 인해서 오전 11시 경부터 오후 17시 경까지  

제한을 받았다. 이날 서울에 내린 259.5mm의 비

는 서울의 9월 평균 강수량인 170mm의 1.5배에 

이르는 정도로서, 9월 하순 일 강수량으로는 

1907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

으로 기록되었다(Fig. 1).

Fig. 1 Radar Image at 1300(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1hour Rainfall at Seoul.

이번 호우는 대부분의 강수가 오후시간에만

(12~18시) 집중되어 강수강도가 매우 강해 도심

의 돌발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소방방재청에 보고된 피해는 사망 2명, 재산피해

59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서울 관측소에선 21일 259.5mm를 기록하여 관측 

이래 9월 일 최다 강수량 2위 기록을 경신하였으

며, 영월(153.0mm)은 관측 이래 9월 일최다 강수

량 1위 기록을 경신하였다. 경기도 이천은 1시간

최다 강수량 98.0mm를 기록하여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서울의 경우 도심과 공항의 

경우 배수로를 설계할 때에 일반적으로 하수처리

능력은 시간당 75mm 정도로 결정하게 되는데,

단시간에 하수배수관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

가 내릴 때 발생하는 도심 홍수의 특징을 잘 보

여준 사례로서 단시간 집중호우의 사전 예측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Fig. 2는 중규모대류계가 발생하여 유지되는 

동안의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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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월 21일 06시경 레이더 영상에서 경기만 부

근에 독립적인 뇌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

다. 이 독립적인 뇌우들은 08시에 접어들면서 점

차 병합되기 시작하여 수 십 km2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중규모대류계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위성 

영상에서도 중규모대류계 A에 의해서 발달된 모

루구름들이 점차 관측되기 시작한다. 중규모대류

계 A는 3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면서 발달하여 

그 규모가 100km2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레이더 

에코가 영역형에서 점차 선형으로 발달하기 시작

한다. 그리고 11시부터는  중규모대류계 A의 서

쪽 서해상에서 새로운 중규모대류계 B가 발생하

여 빠르게 동진한다. 이 중규모대류계 A와 B는 

12시 이후 병합되어 서해상에서 한반도 중부지방

을 가로질러 동해까지 좁은 지역에 동서로 누운

Fig. 2 Radar Image at 1300(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1hour Rainfall at

Seoul.

선형 중규모대류계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14시를 

넘어서면서 중규모대류계 A와 B는 서로 병합되

어 하나의 중규모대류계로 발달하고, 15시 이후

에는 바로 그 후방에 새로운 중규모대류계 C가 

발생하여 기존 중규모대류계 지역으로 유입되고 

19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와 

뇌우를 생성하고 있다. 동일한 지역에서 선행하

는 중규모대류계의 풍상측(upstream)지역에서 새

로운 중규모대류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100km 이상의 지속적인 선형구름 밴드를 형성함

으로서 동일한 지역에 집중호우와 뇌우를 연속적

으로 야기하는 현상을 후방-형성 중규모대류계

(Back-building MCSs)[5]라고 부르는데, 위성영상

의 형태를 볼 때 이번 집중호우와 뇌우 사례가 

전형적인 후방-형성 중규모대류계에 의한 것이라

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레이더 영상은 중규

모대류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학적 특성들

을[6] 잘 보여준다. 06시 레이더 영상에서  단일 

영역형-세포(areal cell) 형태로 발달한 중규모대

류계는 09시에 전형적인 보우-에코(bow-echo)를 

보유한 중규모대류계로 발달하였고, 12시를 넘어

서면서 강풍과 집중호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유

리한 형태인, 파형선형에코(LEWP;

Line-Echo-Wave-Pattern)으로 발달한다. 뚜렷한 

선형에코 즉 스콜선(Squall-line)을 가지는 다중세

포 선형(Multi-Cell Line) 중규모대류계는 종관규

모 강제력뿐만 아니라 대류계 내부의 역학적인 

수직 운동과 에너지 교환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

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으로 발달하는 특

성을 갖는다.

2.2 수도권 집중호우와 경계의 역할

집중호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깊은 대류활동을 동

반하는 중규모대류계를 동반하고 있어야하는데,

중규모대류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조

건은 풍부한 수증기, 불안정한 환경, 그리고 상승

운동이다. 강수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증기의 응결작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수증기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때,

불안정한 환경과 대기의 상승운동을 유도하는 것

은 종관규모에서 중규모 그리고 스톰 규모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지는 경계(Boundary)들[7]이다.

경계는 물리적인 성질을 달리하는 주변과 뚜렷하

게 구분되는 특정한 영역을 의미하며 집중호우나 

대설을 야기하는 중규모대류계나 저기압계의 발

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3은 전선,

일반적으로 종관 규모에서 스톰 규모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선, 다양한 지형, 돌풍전선 그

리고 중규모 고기압(Mesohigh)과 중규모 저기압

(Mesolow)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보관

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계는 분석 일기도에서 쉽

게 볼 수 있는 두 개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기단

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한랭전선과 온난 전선일 

것이다. 종관 규모 전선은 중규모대류계의 발생

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대규모 강제력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

보관들이 기상예보 단계에서 기상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분석해 내야 하

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규모대류계를 

구성하는 뇌우가 발달하여 강수와 함께 강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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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boundaries on various

horizontal scale.

Fig. 4 Summer season 10 year averaged

Geopotential height at 500hPa (a),

Geopotential height at 850hPa, Frequency of

precipitation(c), and Daily precipitation (d)

강기류가 형성되면 이 하강기류는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돌풍전선을 형성

하여 새로운 스톰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중요

한 방아쇠 작용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강한 강수

현상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하강기류를 유도

하여 그 지역에서 국지적인 스톰 규모의  중규모

고기압(meso-high)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상대적

인 중규모저기압(meso-low)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규모 고저기압은 스톰 주변에서 2차 순

환을 형성하여 스톰의 생명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종관규모 운동과 상호 작용하여 종관규모 기압계

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명시적인 경

계들 이외에도 육지와 해양 차이, 평지와 산악지

역, 강수 지역과 비강수 지역, 구름이 덮인 지역

과 일사 지역 등과 같은 요소들도 중규모 기압계

의 발달에 중요한 경계로 작용한다. 특히 집중호

우와 대설 사례와 같이 종관규모 강제력과  메조 

베타 혹은 메조 감마 규모의 중규모 역학이 결합

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종관규모(전선/기압골),

중규모(강수-비강수, 구름경계, 육지-물 분포), 스

톰규모(돌풍전선, 중규모 고저기압 등) 경계를 명

확하게 구분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기도나 지역규모 수치모델 

자료만으로는 중규모 혹은 스톰규모 경계 분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종관규모에서 뚜렷한 강제력

이 무엇인지 조사한 이후에는 국지분석, 위성 및 

레이더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계의 위

치와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중규모대류계의 발생

과 발달 그리고 이동 및 전파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집중호우 사례

들에서 종관규모 전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dry slot에 의한 상승 운

동과 태풍이었다.

Fig. 4는 10년 평균 북반구 아열대 고기압의 

분포와 강수빈도 및 일 강수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8]. 북태평양고기압(A/A*)은 여름철에 거의 

반영구적인 형태로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

며, 5880gpm으로 대표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그 연변에서 강한 강수가 발

생하는데 그 강수는 대부분 북태평양 고기압 중

심의 하강기류를 보상하기 위한 상승운동과 북태

평양 고기압 연변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대류잠재

불안정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Fig.4 (c)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강수

빈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

어들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사이에

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4 (d)의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 강한 강수 강도

가 나타나는데 특히 일본 남해에서 한반도에 이

르는 지역에서 일강수량의 강도가 강수 빈도의 

증가에 비해서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름철 한반도에서의 집중호우의 

중요한 기작으로 작동하는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에서의 상승운동과 조건부 불안정에 의한 중

규모대류계였던 것임을 통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2010년 9월 21일 00UTC 위성영상

에 500hPa 5880gpm 선을 합성한 것이다.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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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tellite image and Geopotential

Height at 500hPa on 00UTC 21 Sep. 2010

인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으로는 강한 하강

기류와 함께 구름이 없는 지역이 나타나고 북태

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북쪽의 Dry Slow(암역)

의 사이에서 집중호우와 직접 관련된 강한 중규

모대류계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이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

도 집중호우 발생이 중요한 경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경계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

리 북쪽에 위치한 Dry Slot의 유입이다. Dry

Slot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하강기류로 Dry Slot

의 침입과 함께 발생하는 강한 하강운동이 북태

평양 고기압 주변의 상승운동과 조건부 잠재불안

정을 더욱 강화시켜 특정한 방아쇠 작용에 의해

서 발생한 중규모대류계가 급격하게 발달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

실은 태풍의 역할이다.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에

서는 중국에 상륙한 태풍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

하면서 강한 수증기와 열을 한반도 남쪽으로 공

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집중호우 사례(Part II)

에서는 전날 서해상을 통과하여 한만 국경 부근

에서 열대성 저압부로 약화된 태풍에 의해서 한

반도 주변에 많은 수증기와 열이 공급되고 있다

는 점이다. 태풍은 적도지방에서 발원해서 북상

하기 때문에 적도의 열과 수증기를 그대로 중위

도 지역까지 수송함과 동시에 중위도 지역에 형

성되어 있던 기압배치를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된 기압배치를 깨뜨림과 동시에 주변과 확실

하게 구분되는 수증기와 열의 경계를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차가운 대륙 고기압과의 사

이에 수증기와 온도 경도를 강화시켜 전선 발생

과 조건부 대류뷸안정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

자리와 태풍이라는 중요한 종관규모 및 중규모 

경계를 적절하게 탐지하고 이동 경향을 추적한다

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강도를 예

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수치예보 일기도를 활용한

집중호우 사례 매개변수 분석

3.1 집중호우를 유도하는 매개 변수들

수도권 집중호우 특징은 집중호우를 야기한 중

규모대류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류성 스톰의 규모

가 Meso-β와 Meso-γ 규모이고 그 생애가 10시

간 이내로 24시간 혹은 12시간 전에 중규모대류

계의 발생 시기와 위치 그리고 그 강도를 정확하

게 예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가깝고 수치예보 모델에서 적절히 모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보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중규모대

류계의 3가지 패턴 하계 전선(장마) 및 경압불안

정에 동반된 중규모대류계, 하계 태풍 동반 중규

모대류계, 장마 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불안정에 의한 중규모대류계의 패턴과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고, 연속적인 추적과 지속적인 감시

를 통해 종관규모 환경과 중규모 환경 변화에 실

시간 대응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종관규모 환경과 중규

모대류계 내부의 역학에 대한 지식 함양은 집중

호우 예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

호우분석과 예보를 위해서는 사전 시그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정확한 시그널을 잡아내기 위

해서는 집중호우를 야기한 기존 사례들에 대한 

통계학적 기후학적 패턴들에 대한 이해, 언제, 어

디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판

단력, 집중호우 발생 지역, 규모, 강도와 관련된 

물리과정과 종관규모-중규모-스톰규모 상호작용 

이해, 예보에 활용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의 장

단점 이해, 중규모대류계 발생 전/중 집중호우 

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한 종관-중규모-스톰규모 

분석 기술 그리고 정해진 지역에서의 강수량 결

정을 위한 중규모대류계 운동 및 전파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보자의 집중호우 예측 

능력은 정확한 패턴 인식에서 시작되며,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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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50hPa Moisture Flux and

Convergence(left) at 850hPa Temperature

and 700hPa P-velocity(right)

규모분석, 그리고 사례의 자기화를 통해 집중호

우를 야기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패턴인식과 규모분석은 

집중호우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

차이다. 먼저 큰 그림 차원에서 종관규모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관측 및 모델 자료를 

통해 기압골, 상층제트, 하층제트 등과 같은 종관

규모 강제력과 불안정도, 수증기 공급과 상승운

동, 대기 상하층 온도 및 수증기 분포 등과 같은 

중규모-스톰규모 대류활동의 상관관계 분석이 중

요하다[9]. 좀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인 

중규모 분석 과정에서는 국지일기도, 단열선도,

중규모 수치모델 자료, 위성/레이더 자료를 통해

서 중규모대류계 발달 가능성과 집중호우로의 발

전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

히 하층 경계, 상하층 전선들 간의 상호작용, 유

입/유출기류 흐름, 수증기와 불안정도의 시간변

화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대류활

동이 발생한 이후에는 위성/레이더 자료를 활용

하여 중규모대류계의 수평 및 연직 구조변화, 돌

풍전선과 경계발달에 의한 새로운 스톰 발생, 스

톰 병합과 스톰 이동 및 전파 경향 등에 대한 상

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집중호우 예보에 있

어서 예보관은 단계별 규모분석을 통해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을 탐지하고 실시간 예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의 강수량 결정요소

[10]는 상대습도, 가강수량, 하층 습수 등 가용한 

수증기량, 수증기의 연직분포, 하층제트와 상층 

기압골에 의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대기 하층과 중층의 수증기 수송 정도, CAPE,

LI, KI 등과 같은 불안정도, 중규모대류계 시스템

의 무게중심, 충돌-병합 강수과정, Back-Building

과정 등 강수 강도(효율)와 국지적인 집중 정도 

분석, 시스템 전체의 이동 속도와 후방전파 벡터

의 지속 여부를 포함하는 중규모대류계의 이동과 

전파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집중호우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강한 중규모대류계가 발생해서 큰 

강수 효율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

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먼저 풍부한 수증기의 공급이 중요한데 풍부

한 수증기의 공급을 위해서는 (1) 850hPa 고도에

서의 높은 Moisture Flux, (2) 지상에서 500hPa

까지의 높은 상대습도, (3) 40mm 이상의 가강수

량, (4) 장시간 동일 지역으로 수증기 공급 지속

의 조건이 필요하다. 중규모대류계의 발달과 지

속을 위해서는 강한 대기 불안정이 필요한데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불안정도 지수가 대류가용잠재

에너지(CAPE)이다. 한반도 집중호우에 있어서 

CAPE는 중위도 전선이나 태풍 등의 매우 강한 

종관 규모 강제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

하는 장마 종료 후에서 8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1,500J/kg을 넘고 강한 경우에는 4,000J/kg

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집중호우 사례의 

경우에는 CAPE의 값이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

지 못했는데 이는 집중호우를 유도한 중규모대류

계가 강한 열적 불안정이 아닌 종관규모 환경에 

의한 조건부 대류불안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CAPE의 값이 낮은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것이 LI와 KI 인데, (1) 하층 제트를 동반한 가운

데 LI가 음의 값을 보이거나, (2) KI 값이 30을 

넘는 경우 수증기가 풍부하면 충분히 강하게 연

직 운동을 유도할 수 있다.

3.2 기단경계에서 발생한 수도권 호우

의 매개변수 분석

RDAPS 모델 예측장을 이용한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은 24시간, 12시간 전

에 모의한 자료들을 통해서 사전 예측을 위한 시

그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적절하게 모의된 

매개변수들을 찾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에 모의된 

2010년 9월 21일 분석장을 통해서 매개변수를 분

석하도록 하겠다. Fig. 6은 850hPa 습윤 속과 수

렴 그리고 850hPa 온도와 700hPa 연직 속도를 

보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층 수증기의 공급이 중요한

데 850hPa 습윤 속을 보면 태풍의 상륙으로 상

대적으로 습윤한 중국 남부로부터 남서기류를 타

고 수증기들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만 부

근으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한만 국경 부근에 습윤 속이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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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50hPa 등온선은 양자

강 부근에 온난 핵을 두고 남서기류를 따라 남서

기류가 형성되어 온난 이류와 함께 수증기가 한

반도 중부지방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0hPa에서의 강한 연직 운동이 경기만 

부근에서 발생하여 강한 대류활동이 발생과 유지

에 도움을 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풍부한 

수증기가 온난 이류를 통해서 집중되는 구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7 Precipitable Water on MSLP at

00UTC 21st Sep 2010

Fig. 7은 지표면에서 대기 상단까지의 총 가강수

량의 수평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단열선도 분석

에서 지상에서 700hPa 고도까지의 평균 상대습

도가 90% 이상이고, 500hPa 까지 평균 상대습도

가 70% 이상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50mm 이상

의 높은 가강수량을 가진 공기가 한반도 상에 위

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강수량이 발생할 수 있

었음을 의미한다. 관측 값 기준으로 40mm가 집

중호우를 야기할 수 있는 가강수량의 기준이라고 

보았을 때 모델 예측에서 50mm는 매우 높은 값

으로 하층의 수증기 공급과 온난 이류가 지속되

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Fig. 8은 RDAPS에서 모의된 불안정도 지수 LI

와 KI의 수평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LI가 3 이

하인 구역이 한반도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LI가 0

보다 작은 구역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강한 남서기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불안정한 공기가 한반도 중부지방으

로 유입되어 대기가 불안정 구역에 놓일 가능

Fig. 8 Instability Indices of LI(left) and

KI(right)

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열선도 관측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강한 대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KI 값이 최대 35를 보이고 있음으로 

미루어 한반도 중부지방에 지속적으로 강한 대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층제트는 집중호우 발생에 필수적인 요소인 풍

부한 수증기, 불안정도, 상승운동에 모두 관여하

는 중규모대류계의 발달과 유지과정에서 절대적

인 영향력을 가지는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850hPa 유선함수(Fig. 9)에서 고기압성 회전의 중

심이 일본 남서쪽에 위치하고 한반도는 고기압 

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Stream Line and Isotachs > 25kts at

850hPa(left), 1000-700Thickness and EPT at

850hPa(right)

그리고 풍속 25kts(12.5m/s) 이상의 하층제트가 

경기만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집중호우를 동반

한 중규모대류계가 발생하는데 유리한 지역이 

850hPa 하층제트이 축이나 출구 지역이라는 점

과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대륙의 상대적으로 

한랭건조한 공기와 구별되는 330K 이상의 온난 

습윤한 공기가 좁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

을 중심으로 종관규모 조건부 대류잠재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00hPa 층후선도를 

보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해만 부근에는 좁은 

층후지역 즉 기온의 변화가 큰 지역이 위치하고 

한반도 부근에서 일본까지는 층후의 간격이 급격

하게 넓혀진다. 이러한 층후의 분류(Defluen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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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eight, Temperature and Winds at

850hPa (left), and Height, Temperature, and

EPT at 700hPa(right)

Fig. 11 Stream Line and Isotachs > 25kts

at 500hPa(left), and Divergence and Isotachs

> 50kts at 200hPa (right)

한반도 중부지방에서의 전선 발생에 도움을 주고 

좁고 강한 중규모대류계의 지속적인 발달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대기하층의 매개변수들 중에서 수증기의 수송벡

터의 형태와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Fig. 10은 대

기하층의 온난 이류 구역과 강도, 그리고 이류된 

온난공기가 얼마나 불안정한 대기 중층 구역인 

등온위면 상승구역으로 유입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 925hPa의 온난이류 구역이 한

반도 남서쪽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

는 반면 북한 북부와 동해 쪽에 중심을 둔 한랭 

축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류는 700hPa

고도의 상당온위 경도가 큰 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당온위의 남북 경도가 크다는 의미는 서

해상에서 한반도 내륙까지는 강제 단열상승 구역

이, 한반도 동북부 지역은 강제 단열하강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기 하층에서 유입되는 온난한 남서기류가 상대

적으로 한랭한 공기를 타고 강제 상승하여 조건

부 대기불안정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강한 중규

모대류계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

공한다.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함유한 

수송 벡터의 중심이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중규모대류

계는 후방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톰들이 발생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Fig. 11은 중규모대류계의 발달에 적합한 대기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500hPa 유선함수와 

200hPa 제트기류 및 발산 구역을 분석한 것이다.

중규모대류계의 발달과 유지를 예측하기 위한 대

기 중층 및 상층 매개변수는 500hPa에 약한 상

층 기압골을 동반하면서 그 전면에서 남서에서 

서풍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200hpa 혹은 

300hPa 고도 제트기류의 출구에 놓이면서, 놓이

면서 동시에 상층 발산 구역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0hPa에서 약한 기압골

이 몽고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전면에서 유선

함수를 따라 남서풍에서 서풍 계열의 기류가 지

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대기 중층에서의 지속적

인 남서에서 서풍기류의 유입은 대기 중층에서의 

양의 와도 영역을 강화시키게 된다. 200hPa 고도

의 제트기류 중심축이 북위 45°N에 위치하고 한

반도 주변에서는 동서 성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한반도 상공에 약하지만 발산 구역이 발견

되고 있다. 대기 중층과 상층의 기류와 발산역의 

위치와 대기 하층의 저기압 발생구역, 온난 이류 

및 강제 상승구역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

에서 중규모대류계가 발생하면 그 내부의 대류성 

스톰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류권계면까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세력이 유지되고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야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예

측할 수 있다.

4. 결 론

집중호우를 유도하는 중규모대류계가 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기의 하층변수들을 정

리하면, (1) 하층제트의 축이나 출구에 집중호우 

구역이 위치하여야 하고, (2) 상당온위의 값이 높

고 수평경도가 큰 상당온위가 좁은 지역으로 유

입되며, (3) 수증기 수송 벡터의 풍하측과 수증기 

수렴 구역에 집중호우 지역이 일치하여야 하고,

(4) 강한 온난 이류와 등온위 상승 구역이 존재

해야 한다. 대기 중층 변수들로는 (1) 500hPa 고

도에서는 약한 상층 기압골을 동반하고 기압능을 

따라 중층에 남서에서 서풍 기류가 형성될 필요

가 있으며, (2) 상층 제트 기류의 입구와 출구 혹

은 최대 상층 발산 구역이나 그 남쪽에 집중호우 

구역이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중호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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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매개변수들의 시간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예보관들의 예보 능력

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보관들이 예보를 

결정할 때는 수치예보 모델에서 제공되는 누적 

강수량과 강수 구역 유입시간만을 토대로 강수량

과 강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예보하는데 이는 

돌발적인 집중호우와 같은 특이한 기상현상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예보

관들은 수치예보 모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예측 

자료들을 토대로 적절하게 집중호우와 관련된 매

개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예보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종관규모 강제

력을 일반 일기도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24

시간 혹은 12시간 전에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치예보 분석 자료와 위성, 레이더 자료

에서 실제로 강한 중규모대류계가 발생하기 시작

한 시점인 9월 21일 11시에 발표된 기상청 예보

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

을 예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태풍의 

발달과 함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발

달하여 한반도 부근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시베

리아 고기압이 충분히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중규모대류계가 발달할 충분한 종관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발생하는 

저기압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다는 통계

적이고 주관적인 예보칙을 통해 강수량 예보를 

한 것과 중규모대류계의 발달, 이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초단기 예보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공기 운항

에 있어서 중규모 대류성 스톰들에 의해서 심각

한 장애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

문에 적절한 예측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항공기상 

예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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