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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stability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ummer of 2019, a quantitative threshold of atmospheric instability indices was derived for predicting rainfall

events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analysis, we used data from all of the 243 radiosonde intensive observations

recorded at the Boseong Standard Weather Observatory (BSWO) in the summer of 2019. To analyze the atmospheric

stability of rain events and mesoscale atmospheric phenomena,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 and storm

relative helicity (SRH)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In particular, SRH analysis was divided into four levels based on

the depth of the atmosphere (0-1, 0-3, 0-6, and 0-10 km). The rain ev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cases: that of no

rain, that of 12 h before the rain, and that of rain. The results showed that SRH was more suitable than CAPE for the

prediction of the rainfall events in Boseong during the summer of 2019, and that the rainfall events occurred when the 0-

6 km SRH was 150 m
2
 s

−2
 or more, which is the same standard as that for a possible weak tornado.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tmospheric stability analysis during the Changma, which is the rainy period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summer and typhoon seasons, showed that the 0-6 km SRH was larger than the mean value of the 0-10 km SRH,

whereas SRH generally increased as the depth of the atmosphere increas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0-6 km

SRH was more effective in determining the rainfall events caused by typhoons in Boseong in the summer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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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여름철 대기 안정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특성에 맞는 강수 예측을 위한 대기 안

정도 지수의 정량적인 임계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2019년도 여름철 라디오존데 집

중관측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총 관측자료는 243개 이다. 강수 유무 및 중규모 대기 현상에 대한 대기 안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류가용잠재에너지(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와 폭풍지수(Storm Relative

Helicity, SRH)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SRH 분석은 고도 별로 총 4개의 층으로(0-1, 0-3, 0-6, 0-10 km) 세분화하였다.

강수 유무에 따른 분석은 강수가 없는 경우, 강수발생 전 12시간, 강수 발생 시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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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보성에서 발생한 여름철 강수 예측에는 CAPE 보다 SRH가 더 적합하며 0-6 km SRH가 약한 토네이도가 발생

가능한 기준과 같은 150 m
2
 s

−2
 이상일 경우 강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장마와 태풍 기간의 대기 안정도

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SRH는 대기 깊이가 두꺼워 질수록 값이 커지는 데 반해서 0-10 km SRH 평균값

보다 0-6 km 의 SRH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도 보성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한 강수를 판별하는 데는

0-6 km 의 SRH 값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라디오존데 집중관측, 불안정 지수, 대류가용잠재에너지, 폭풍지수, 중규모 대기현상

서 론

급변하는 기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

상상태를 정확하게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상 관측은 크게 지상관측, 고층관측, 위성관측, 레

이더관측 및 해양관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라디오존데 센서를 이용한 고층관측은 대기의 연직

프로파일을 관측하는 유일한 직접관측 방법으로써,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료는 수치모델의 자료동화 효

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Lorenc et al., 1996; Kim

et al., 2010; Hwang and Hong, 2012). 이처럼 고층

기상관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기상요소의 연직 분포를 관측하기 위해서 6개 지점

(백령도, 강릉, 흑산도, 포항, 고산, 창원)에서 일 2회

또는 일 4회 고층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상

청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다양한 특별관측 프로그램

을 통해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료는 기본적으로 수치모델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성을 높이는데 활용

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상 예측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주로 장마나 태풍 등 중규모 대기 현상에 대한 분석

과 대기 안정도를 활용한 대기 현상 분석, 그리고 관

측자료 자체의 관측특성 분석 등이 수행되었다(Nam

et al., 2019; Jung et al., 2015; Kim et al., 2009a;

Kim et al., 2009b). 우리나라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대기 안정도 지수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류가용잠재에너지(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 폭풍지수(Storm Relative Helicity,

SRH), 그리고 벌크-리처드슨 수(Bulk-Richardson

number, BR)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를 예

측하는데 적합한 지수이며, CAPE 가 3000 J kg
−1

 이

상이어도 하층의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수 발생 확률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Lee and

Byun, 2011; Kim and Ham, 2009).

국외에서도 라디오존데 관측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offer et al., 2019; DeRubertis,

2006; Rasmussen and Blanchard, 1998). 이 중, 라디

오존데 연직 관측자료에서 산출 된 열역학적 대기

불안정 지수와 역학적 대기 불안정 지수를 활용하여

중규모 대류계를 분류하는 연구들은 위험기상 예측에

활용 가능하다. 기상 예보에서 중규모 대류계(Mesoscale

Convection Systems; MCSs)를 구별할 수 있는 인자

를 도출하기 위해 연직쉬어를 층별로(0-2, 0-4, 0-6,

0-10 km)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직쉬어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MCSs 구분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Rasmussen and Blanchard, 1998), 토네이도 구별을

위해서 저층 폭풍지수(0-1 km SRH)가 중요하다는 최

근 연구결과도 있다(Rodriguez and Bech, 2018). 그

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수행된 국외의 연구결과

를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

루어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에서 관

측한 2019년도 라디오존데 집중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한반도 강수 예측에 적합하다고 알려

진 CAPE와 SRH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SRH를 고도

별로 세분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특성에 맞는

강수 예측을 위한 정량적인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2

장에서는 관측자료 특징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

였고, 3장에서는 강수 및 중규모 대기현상에 따른 대

기 불안정 지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자료 및 연구방법

분석자료

보성 표준기상관측소 기반 여름철 라디오존데 집중

관측은 2019년 6월 18일 00 UTC부터 2019년 8월

17일 18 UTC까지 총 60일 동안 일 4회(00, 06, 12,

18 UTC) 수행하였다. 라디오존데 관측에는 핀란드

Vaisala사의 RS41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센서 비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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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은 일본 TOTEX사의 600g 제품을 사용하였다.

집중관측 기간 중, 6월 26일과 27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19일에서 20일과 8월 6일은 각각 제

5호 태풍 다나스와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

으로 3시간 간격(03, 09, 15, 21 UTC)의 추가 관측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67회 관측 중 라디오

존데 센서 신호미약 등의 이유로 관측자료 수집률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총 243개의 관측자료를 사용

하였다. 집중관측 기간 동안 보성 지점의 총 강수량

은 445.8 mm이며, 6월 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수가 발생하였고 7월 중순에는 제 5호 태풍 다나

스의 영향으로 이틀 동안 100 mm 이상의 강수가 발

생하였다(Fig.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 한 대기 안정도 지수는 대표적

인 열역학적 지수인 CAPE와 역학적 지수인 SRH이

다. CAPE는 자유대류고도에서 평형고도까지 포화단

열선과 환경온도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적분한 값으로,

부력에너지라고도 불리며 상승 운동의 가능성을 나타

내는 지수이다. SRH는 호도그래프에서 지상에서 특

정 고도까지 둘러쌓은 면적으로 연직쉬어와 풍향쉬어

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Fig. 2(a)는 보성 표준기상관측소 기반 여름철 라디

오존데 집중관측 기간 동안의 열역학적 및 역학적

대기 불안정 특성을 보여준다. 7월 말에서 8월까지

기온이 높은 기간 동안 열역학적 불안정이 지속적으

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열역학적 불안정 지수

(CAPE)의 경우 강수 발생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층 대기(<1 km)에서의 역학적 불안정 지수

(SRH)의 변화를 보면, 강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장마와 태풍 사례에 대한

SRH 변화를 자세히 보면(Fig. 2(b), 2(c)), 강수 발생

6시간 전에 SRH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여름철 강수 예측을 위해서는 역학적

불안정 지수의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 할 필요

가 있으므로, 역학적 불안정 지수인 SRH를 고도에

따라 총 4개(0-1, 0-3, 0-6, 0-10 km)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각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Hobbs

and Wallace, 1977; Markowski and Richardson,

2010), 지수 값에 따른 대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1)

여기서, EL은 평형고도, LFC는 자유대류고도,

는 기체상수, 은 공기덩이의 온도, 은

주변 대기의 온도, p는 대기 기압을 나타낸다.

(2)

CAPE Rd Tparcel Tenv–( )
LFC

EL

∫ d p( )ln–=

Rd Tparcel Tenv

SRH v c–( ) wh zd⋅
0

d

∫=

Fig. 1. Time series of 6-hours accumulated rainfall amount during the intensive observation period at BSWO during summer in

2019.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2019년도 여름철 대기 안정도 특성 분석 499

Fig. 2. (a) Time series of atmospheric instability during the intensive observation period at BSWO during summer in 2019.

Time series of SRH in Changma case (b) and Typhoon case (c). (Blue line: SRH (0-1 km, SRH was represented as ten times

original value.), Red line: CAPE, and Grey Bar: 6-hours accumulated rainfal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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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층의 깊이, 는 수평적 환경 바람 벡

터, c는 폭풍 이동 벡터, 는 수평 소용돌이 벡터

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기 안정도 지수를 사용하여 강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강수 발생 여부 구분을 위해서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자료(보성군, 지점번호 258)를

이용하였으며, 6시간 강수량이 0 mm 이상일 경우 강

수 발생으로 구분하였다. 토네이도성 폭풍의 경우,

폭풍이 발생하기 6-12시간 전의 바람과 열역학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Kerr and Darkow, 1996; Taylor and Darkow, 1982),

전체 분석 기간을 강수가 없는 경우, 강수 발생 12시

간 전과 강수가 있는 경우 총 세가지 종류로 구분하

여 대기 안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표적

인 여름철 대기 현상인 장마와 태풍 기간의 대기 안

정도 지수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강수에 따른 연직 대기 특성

강수에 따른 대기 안정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수가 없는 경우, 강수발생 전 12시간, 강수 발생

시로 구분하여 대기 안정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총

관측자료 중 강수가 없는 경우는 169회, 강수가 없지

만 강수가 발생하기 12시간 전은 29회, 강수가 발생

한 경우는 45회이다.

Fig. 3을 보면, 강수가 없는 경우에는 CAPE 값의

분포가 넓게 나타났고(표준편차 743.06 J kg
−1

) 강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좁게 나타났다(표준편차 271.16 J

kg
−1

). 강수가 없는 경우는 평균값이 460.32 J kg
−1

, 최

대값이 3,564.5 J kg
−1
로 세 가지 사례 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강수 발생 12시간 전에는 평균값이

397.6 J kg
−1

, 최대값이 3,564.5 J kg
−1
로 나타났다(Table

v

wh

Table 1. Atmospher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value of CAPE and SRH

CAPE (J kg
−1

) Atmospheric Condition SRH (m
2
 s

-2
) Atmospheric Condition

300-1000 weakly unstable Less than 150 Supercell storm possible

1000-2500 Moderately unstable 150-299 Weak tornadoes possible

2500-5300 Very unstable 300-449 Strong tornadoes possible

More than 450 Violent tornadoes possible

Fig. 3. Box and whiskers graph of CAPE and SRH (0-1, 0-3, 0-6, and 0-10 km) during summer in 2019. Boxes denote 25th to

75
th
 percentiles, with red bar at the median value. White box is for No-rain case, pink box is for 12-hour Before-rain case, and

green box is for ra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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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대기 상태가 약하거나 또는 중간 정도로 불

안정함을 나타낸다(Table 1). 반면에, 강수 발생 중에

는 평균값이 147.7 J kg
−1

 최대값이 909.53 J kg
−1
으로,

전반적으로 약하게 불안정한 대기 조건을 보였다. 결

과적으로, 2019년 여름철에는 열역학적 불안정이 높

은 기간이 많았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강수 발생 원

인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Fig. 3에서 대기 깊이 별 SRH를 살펴보면, 0-1 km

와 0-3 km SRH는 그 값이 작고(평균값 각각 42.99,

111.48 m
2
s
−2

), 0-10 km SRH는 분포 범위가 넓어서

(표준편차 305.65 m
2
s
−2

) 강수 예측에 활용도가 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SRH가 150 m
2
s
−2

 이상 일 경우

폭풍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Table

1), 0-6 km의 SRH 값이 2019년 여름철 보성 지점의

강수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기

간 동안 0-6 km SRH는 강수가 없는 경우 평균 1.38

m
2
s
−2

, 강수 발생 12시간 전에는 평균 40.63 m
2
s
−2

,

그리고 강수 발생 중에는 평균 157.97 m
2
s
−2
로 나타

났다. SRH는 그 깊이가 두꺼워 질수록 평균값이 증

가하고(강수 발생 시, 0-10 km SRH는 제외), 강수가

없는 경우보다 강수가 발생하기 전과 강수 발생 시

점에서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Mea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indices, by atmospheric conditions during summer in 2019

Cases (numbers) CAPE (J kg
−1

)
SRH (m

2
 s

-2
)

(0-1 km)

SRH (m
2
 s

-2
)

(0-3 km)

SRH (m
2
 s

-2
)

(0-6 km)

SRH (m
2
 s

-2
)

(0-10 km)

NoRain

(169)

Mean 460.32 7.38 11.15 1.38 -57.14

Maximum 3564.50 83.49 160.17 183.73 321.42

Minimum -372.88 -38.47 -85.90 -202.59 -958.25

Standard Deviation 743.06 19.23 36.78 66.86 202.98

Before Rain

(29)

Mean 397.60 11.60 23.21 40.63 55.89

Maximum 2685.61 97.31 252.71 330.41 495.21

Minimum -159.07 -31.19 -76.08 -125.85 -364.26

Standard Deviation 709.47 30.60 68.20 102.98 205.81

Rain

(45)

Mean 147.70 42.99 111.48 157.97 145.17

Maximum 909.53 233.81 783.07 897.48 1027.78

Minimum -153.22 -33.74 -65.07 -73.68 -453.20

Standard Deviation 271.16 56.53 155.75 235.54 305.65

Fig. 4. As in Fig. 3 except for that white box is for other rain case, pink box is for Changma case, and green box is for

typhoon case during summer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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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및 장마 기간 동안 연직 대기 특성

2019년 대표적인 여름철 대기 현상인 장마와 태풍

기간의 대기 안정도 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2019년도

한반도 남부지역의 장마기간은 33일로써 전년에 비해

19일 길었고 기간은 평년과 유사하나 6월 26일에 시

작하여 7월 28일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제5호 태풍

다나스(7월 19일, 7월 20일)와 제8호 태풍 프란치스

코(8월 6일)의 영향을 받았다. 총 강수 관측자료 45회

중 장마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26회,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9회, 그 외의 강수 사례는 10회이다.

Fig. 4를 보면, CAPE는 장마와 태풍 이외의 강수

사례에서 그 분포가 넓고(표준편차 305.65 J kg
−1

) 장

마와 태풍에 의해 강수가 발생한 경우는 좁았다(표준

편차 각각 260.23, 119.62 J kg
−1

). CAPE의 경우, 3.1.

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강수 시에는 값이 작게 나

타났기 때문에 강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고 분석 된다. 또한, 장마와 태풍 사례에서는 그 값

이 각각 평균 118.52, 28.57 J kg
−1
로 아주 작게 나타

나므로 장마와 태풍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지수라고 판단된다. 대기 깊이 별 SRH도 3.1에서 분

석한 결과와 같이 0-1 km와 0-3 km SRH는 그 값이

작고, 0-10 km SRH는 분포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Fig. 4). 따라서, 장마와 태풍에 의한 강수를 판별하

는 경우에도 0-6 km의 SRH 값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강수의 경우에는 평균 0-

6 km SRH가 230.19 m
2
s
−2

, 최대값이 897.48 m
2
s
−2
로

나타나므로 태풍에 의한 강수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Table 3).

결론 및 요약

2019년도에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라디

오존데 집중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남해안 지

역의 여름철 대기 안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한반도 강수 예측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대기

안정도 지수인 CAPE와 SRH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SRH를 고도 별로 0-1, 0-3, 0-6 km, 그리고 0-10 km

총 4개의 층으로 세분화하여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특성에 맞는 강수 예측을 위한 정량적인 임계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강수에 따른 대기 안정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수가 없는 경우, 강수발생 전 12시간, 강수 발생

시로 구분하여 대기 안정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2019년 여름철에는 열역학적 불안정이 높은 기간이

많았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강수 발생 원인은 아니라

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9년 여름철에는 CAPE 보

다 SRH가 강수 예측에 더 적합한 지수이며, 0-6 km

SRH가 약한 토네이도가 발생 가능한 기준과 같은

150 m
2
s
−2

 이상일 경우 강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된다. 대표적인 여름철 대기 현상인 장마와 태풍 기

간의 대기 안정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일반

적으로 SRH는 대기 깊이가 두꺼워 질수록 값이 커

지는 데 반해서 0-10 km SRH 평균값 보다 0-6 km

의 SRH 값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2019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태풍에 의한 강수를 판별하는 데는 0-6 km

의 SRH 값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2019년 보성 지점의 여름

Table 3. Mea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indices, by rain cases during summer in 2019

Cases (numbers) CAPE (J kg
−1

)
SRH (m

2
 s

-2
)

(0-1 km)

SRH (m
2
 s

-2
)

(0-3 km)

SRH (m
2
 s

-2
)

(0-6 km)

SRH (m
2
 s

-2
)

(0-10 km)

Changma

(26)

Mean 118.52 41.30 103.64 146.54 139.30

Maximum 909.53 209.56 489.13 846.87 1027.78

Minimum -153.22 -33.74 -60.64 -49.99 -453.20

Standard Deviation 260.23 54.69 130.75 230.90 337.34

Typhoon

(9)

Mean 28.57 57.50 195.69 230.19 244.91

Maximum 347.23 233.81 783.07 897.48 885.39

Minimum -112.04 -30.09 23.19 -3.53 -51.75

Standard Deviation 119.62 74.89 225.94 257.85 263.79

Others

(10)

Mean 330.76 34.35 56.07 122.67 70.65

Maximum 870.05 112.54 254.40 588.84 469.12

Minimum -16.86 -15.99 -65.07 -73.68 -184.89

Standard Deviation 305.65 35.83 95.71 211.93 217.50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2019년도 여름철 대기 안정도 특성 분석 503

철 관측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내용이므로 향후 다

양한 강수 발생 원인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모든 라디오존데 고층 관측지점에서 대기 안정

도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통계적인 신뢰도

를 높이고 지역에 맞는 임계값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기상청의 라디오존데 고층관측자

료를 활용한 대기 안정도 지수가 준 실시간으로 산

출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

름철 강수와 관련 된 위험 기상 예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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