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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spatial characteristics of cloud using satellite image in the extreme
heavy snowfall of the Yeongdong region. 3 extreme heavy snowfall events in the Yeongdong region
during the recent 12 years (2001 ~ 2012) are selected for which the fresh snow cover exceed 50 ㎝/day.
Spatial characteristics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Tmin, cloud size, center of cloud-cell) of cloud
are analyzed by tracking main cloud-cell related with these events. These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with radar precipit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cloud and
precipita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selected extreme heavy snowfall events are associated
with the isolated, well-developed, and small-scale convective cloud which is developing over the
Yeongdong region or moving from over East Korea Bay to the Yeongdong region. During the period of
main precipitation, cloud-cell Tmin is low (-40 ~ -50℃) and cloud area is small (17,000 ~ 40,000 km2).
Precipitation area (≥ 0.5 mm/hr) from radar also shows small and isolated shape (4,000 ~ 8,000 km2). The
locations of the cloud and precipitation are similar, but in there centers are located closely to the coast of
the Yeongdong region. In all events the extreme heavy snowfall occur in the period a developed cloud-
cell was moving into the coastal waters of the Yeongdong. However, it was found that developing stage
of cloud and precipitation are not well matched each other in one of 3 events. Water vapor image shows
that cloud-cell is developed on the northern edge of the dry(dark) region. Therefore, at the result analyzed
from cloud and precipitation, selected extreme heavy snowfall events are associated with small-scale
secondary cyclone or vortex, not explosive polar low. Detection and tracking small-scale cloud-cell in the
real-time forecasting of the Yeongdong extreme heavy snowfall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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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동지역의 대설현상은 영서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

한 대비를 보인다. 영동지역의 속초(89.6 cm), 강릉(77.7

cm), 대관령(92.0 cm), 그리고 동해(70.2 cm)의 역대 최

심신적설량은 평균적으로 약 82 cm에 달하는 수치이고,

원주, 영월, 춘천 등 영서지역의 역대 최심신적설량이

20.3, 21.4, 29.1 cm인 것에 반해 약 3배 정도로 강한 수치

이다(KMA, 2012). Lee et al.(2011)은 2005 ~ 2011년 동안

신적설이 일 20 cm 이상(대설경보)의 대설 발생빈도는

전국적으로 약 90%가 영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

고하였다. 겨울철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 50 cm 이상의 극한 대설이 종종 발생하여 도로

교통 마비, 주거지역 고립, 그리고 건축물 붕괴 등 사회

시스템 기능마비는 물론 재해기상 사전대비 및 피해복

구가 늦어 막대한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러하듯 극한 대설

은 영동지역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

러한 강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극한기상 예측 및 재해

기상 대응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영동지역에서 극한 대설을 유발하는 강수 현상은 동

해상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규모 저기압(meso-scale low) 혹은 부저기압(secondary

cyclone)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and Jeong,

1984; Lee et al., 1998; Heo et al., 2005; Kwon et al., 2013).

부저기압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높은 산맥의 풍하측 지

역에서와 같이 지형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주저

기압(primary cyclone) 후면에서 상층의 한랭공기가 위치

할때발생하는것으로나누어진다. 세계적으로록키, 안

데스, 알프스, 그리고동아시아지역에위치한산맥들풍

하측은 저기압 발생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

형의 영향과 관련된 저기압 발생 연구는 풍하측에서의

저기압 발생빈도 조사 그리고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 연

구 등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Chung et al., 1976;

Bleck, 1977; Lee et al., 1998). 주저기압 후면에서 발생된

부저기압연구는알래스카만, 노르웨이해, 미동부해안

대서양을중심으로수행되어왔다(Miller, 1946; Reed and

Duncan, 1987; Ford and Moore, 1990).

Lee et al.(1998)은 1995년 1월 29일사례에서동해상의

부저기압 발달과 관련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높은 시·공간 분해능의 위성영상을 통하여 한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높은 산악지역(Korean Mountain

Complex, KMC)의 풍하측 동한만에서 meso-β 규모의 소

용돌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소용돌

이의 발생과 meso-α 규모로의 저기압 발달과정에서 산

악효과와 하층 경압 불안정, 그리고 상층 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해상의 초기 소용돌

이의 발생과 발달에서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과거

연구와 예보에서 KMC 효과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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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2001 ~ 2012(12년) 동안 일신적설 50 cm 이상의 3개 극한 대

설사례를 선정하여 위성에서 관측된 구름을 추적하여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을 레이더

강수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영동지역 극한 대설사례는 영동지역(영동 앞바다)에서 발생하여 발

달하거나 동한만 부근에서 발생하여 영동지역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독립되고 잘 발달된 그리고 크기가 작은

대류형 구름과 관련이 있다. 주강수 시기의 이 구름덩어리의 최저휘도온도는 -40 ~ -50℃로 낮고, 휘도온

도 -35℃ 혹은 -40℃ 이하의 구름 크기는 약 17,000 ~ 40,000 km2로 중규모 대류복합체(-52℃ 이하 구름

크기 50,000 km2)보다 작은 크기이다. 이 때 레이더의 강수면적(0.5 mm/hr 이상)도 약 4,000 ~ 8,000 km2

로 작고 독립된 강수 형태를 보인다. 위성의 구름영역과 레이더 강수영역은 영동 앞바다에 비슷하게 위치하

였으나 레이더 강수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영동 해안에 인접해 위치하였다. 또한 구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극값과 강수의 극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주강수 시기에 구름은

영동 앞바다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구름덩어리의 위치가 극한 대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증기 영상은 건조구역(암역)의 가장자리 북쪽에서 구름덩어리가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위성관측의 구름영상과 지상 레이더에 의한 강수관측 값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에 선정된 극한 대설 사례

는 부저기압 혹은 소용돌이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동지역 극한 대설에 대한 초단기 예

보에 있어 초기에 동한만 혹은 영동지역에서 작고 발달된 대류형 구름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지적하였다.

겨울철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

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발달하면서 일본

에도 강한 대설을 유발한다. Asai(1988)는 1983~1984년

동안 직경이 약 200 km 혹은 그 보다 작은 meso-β 규모

의 소용돌이가 동해상에서 빈번히 발생함을 수치적으

로보였다. Nagata(1993)는공간해상도 6 km의고해상도

정역학 수치모델을 통해 동해상에서 meso-β 규모의 소

용돌이의 발달을 모의하고, 이 소용돌이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모의된 결과를 통해 순압 층밀림 불안정

(barotropic shear instability)이 meso-β 규모의 소용돌이 성

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보였다. 그러나 한

반도 북동쪽 산맥의 효과로 발생된 풍하측 meso-β 규모

소용돌이 발생은 동해상의 관측 부족으로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동하는 극저기압(polar low)이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연구로 Ahn and Jeong(1984)은 가용위치에너

지와 운동에너지 수지(budget) 관계를 이용하여 1981년

1월 2일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저기압 사례에 대

해 연구하였다.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저기압은

해양에서의 열, 수증기의 공급과 지형에 의한 하층 경압

성 증가로 야기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층 경압성 강화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한랭전선 후

면으로 상층 한기이류와 와도이류가 경압성을 급격하

게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Lee et al.(2001; 2002)은 중위도

지역 저기압 발달에서 경압 불안정이 주된 요인으로 인

식되고 있으나 상부 대류권과 하부 성층권 사이의 상호

작용과 같이 다른 물리적 작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기

하였다. 또한 한반도 겨울철 극한기상 연구는 주로 사례

연구 중심 그리고 수치모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대류권계면 접힘(tropopause folding), 대류권

계면 파상운동, 그리고 상층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 등 대

류권과 하부 성층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Heo et al.(2005)은 부산지역에 37.2 cm 적설량을 기록

한 2005년 3월 5일 폭설사례에서 종관 및 지역예보시스

템(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10 km분석장 자료를 사용하여 폭설현상의 원인을 규명

하였다. 폭설의 원인은 한반도 남쪽으로 저기압 통과 후

남동해안에 발생한 부저기압이 부산으로 접근하면서

온난습윤한 공기의 수렴이 남하하고, 상층에 한기가 자

리하여 불안정을 야기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산

앞바다에 발달된 조건부 대칭불안정 (Conditional

Symmetric Instability, CSI)이 형성되어 습윤공기를

800~750 hPa 고도층으로 유입시킨 것을 주된 원인으로

뽑았다. 이러한 특징은 영동지역에서 지형효과로 인한

강설 현상과는 매우 다른 강설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Kwon et al.(2013)은 영동지역에서 2001~2012년

기간동안신적설이일 50 cm이상인 4개의극한대설사

례를 선정하였고, RDAPS 10 km와 30 km 그리고 영국

통합모델(Unified Model, UM) 자료의 몇 가지 진단변수

를 이용하여 종관규모의 역학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영동지역의 극한 대설 사례에서 한반도 상공

500 hPa 고도에뚜렷한기압골이위치하고, 영동혹은인

접한 동해상에 좁은 띠 모양으로 500 hPa 고도에서 -10 ~

-20℃/12 hr의 강한 한기이류가 존재한다. 또한 최대 강

수 시각의 6~12시간 전부터 20 m/s 이상의 절대소용돌

이도가 700~500 hPa 고도에서 나타나고, 한반도 서쪽

에 중심을 둔 위치소용돌이도(Potential Vorticity, PV)가

영동부근 상층에서 500~600 hPa 고도까지 1~2 PVU

(Potential Vorticity Unit) 값이 하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극한 대설 사례의 종관환경의 특성을

요약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한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높

은 산맥 풍하측과 일본열도에 위치한 주저기압 후면에

서 발생하는 부저기압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로부터 부저기압의 발달위치

와 그 강도와의 관련성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동해상에서 발생, 급격히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과

관련된 연구는 동해상의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제

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종관 일기도 상에서 직

경이 200 km 혹은 이보다 작은 meso-β 규모 소용돌이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발생되더라도 발생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해상

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저기압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측 공백지역에 대해 상시 관측이 가능하고, 구

름의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상위성 및 레이더 등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이 요구된다. 현재 천리안 위성

(혹은 통신해양기상 위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과 지상 레이더의 시·공

Cloud-cell Tracking Analysis using Satellite Image of Extreme Heavy Snowfall in the Yeongd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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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측분해능은 각각 15분 간격, 5 km(가시 채널은 1

km) 그리고 10분 간격, 1 km이다. 이러한 관측자료를 통

하여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의 관측과 이동경

로 그리고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구름의 특성과 강

수강도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다. Evans et al.(1994)는

1970~1980년대 동안 50개의 폭발적인 저기압 생성사례

를 위성의 가시와 적외 영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

구를통하여급격히발달하는저기압생성사례들을 4개

의 형태 (Emerging cloud head, Comma cloud, Left exit,

Instant occlusion)로 분류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위성의 수증기 채널에서 관측된 중상층의 건조구역(암

역) 정보는 위치소용돌이도(PV)를 유추할 수 있어 지상

저기압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Young, 1987; Mansfield, 1996; Kim et al., 2012). 그리고

2000년대부터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속초 radiosonde, 강

릉·울진 wind profiler, 그리고 동해 부이(buoy) 관측자료

와의 병행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급격히 진화하는 동

해상의 저기압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과거 연구에서는 단순히 위성영상만을 이용하여 동

해상에 존재하는 중규모 저기압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아직까지 부저기압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격탐사 활용

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Lee et al., 1998; Ahn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높은 시·공간 분해능을 지닌 정지궤도 위

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영동지역에 극한 대설을 유발

시킨 구름덩어리(cloud-cell)를 탐지하였고, 30분 간격으

로 이동을 추적(tracking)하여 구름덩어리의 진화과정 동

안 변화하는 구름덩어리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장에서

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고, 3장

에서는 구름을 탐지를 위한 휘도온의 분포를 조사하고

고정된 영역에서의 구름특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구름덩어리를 추적하며 발생위치, 이동, 최저휘도온도,

구름 크기(화소수, pixel number) 등 구름의 특성을 면밀

히 조사하였다. 5장에서는 레이더 강수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강도, 면적의 변화를 조사하고 위성의 구름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였고, 이렇

게 분석된 결과는 동해상에서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발

달하는 저기압과 연관된 극한 대설의 초단기 예보 가이

던스 및 재해기상 사전대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극한 대설을 발생시킨 구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2년(2001 ~ 2012년) 동안

신적설이 일 50 cm 이상인 4개 극한 대설사례를 선정하

였다. Table 1은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4개 극한 대설사례

의사례기간동안에신적설량, 강수량, 강수지속시간, 최

대 시간강수량 등 강수에 대한 관측결과이다. 속초, 강

릉, 북강릉, 그리고동해는영동해안지역을대표하는기

상관측소 지점이고, 대관령은 산악지역을 대표하는 기

상관측소로 구분된다. 해안지역의 최대 시간강수량은

기상관측소 중 가장 강한 지점의 강수량만을 표기하였

다. 강수지속시간과최대시간강수량은 1, 2, 4번사례와

3번 사례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강수 지속시

간의 경우 1, 2, 4번 사례는 약 20 ~ 40시간 지속되었고, 3

번 사례의 경우 약 100시간으로 다른 사례에 비해 상대

적으로 2.5 ~ 5배 정도 길게 지속되었다. 최대 시간강수

량 또한 3번 사례는 5.3 mm/hr인 반면 1, 2, 4번 사례는 3

시간 이내에 시간 당 10 mm 이상의 강한 강수를 기록하

였다. 이 값을 강수 지속시간과 같이 비교하였을 때, 3번

사례는 긴 강수시간 동안 약한 강수가 지속적으로 있었

음을 의미하고, 그 외 사례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강수

현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Kwon et al.(2013)의 연구에

서도 이러한 강수차이를 보고하였고, 특히 3번 사례에

서는 700 hPa 고도의 연직 속도에서 영동과 동해 지역에

뚜렷한 상승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의한 강수 현상으로 판단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4개 사례들은 Kwon et al.(2013)에 의해 수치모

델 자료를 사용하여 역학장 특성이 분석되었고, 연구결

과, 3번 사례(2010년 2월 9~12일)를 제외한 모든 사례들

에서 동일하게 지상저기압 발달 조건과 연관된 500 hPa

의 한기이류, 양의 위치소용돌이도와 더불어 영동지역

과 동해상에 뚜렷한 상승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격

탐사자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모델 자료의 시·공

간 분해능으로 인해 세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 기간 동안 30분 간격, 5 km 해

상도의 기상위성과 10분 간격, 1 km의 기상레이더 자료

를 활용하여 부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덩어리의 중심위

치, 이동 등 구름덩어리의 특성과 강수강도의 변화 등 세

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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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었고, 기상위성 자료는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9(GOES-9),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MTSAT)-1R, MTSAT-2의 적외1(MTSAT, 10.3

~11.3 μm; GOES-9, 10.2~11.2 μm)과수증기(6.5~7.0 μm)

채널자료이고, 기상레이더는 1.5 km등고도평면위치지

시기(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CAPPI) 합

성자료이다.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적외1 채널은 대기의 창

(atmospheric window) 영역에해당되는파장대로이영역

의복사에너지는수증기, 오존, 이산화탄소등대기중에

존재하는 미량기체(trace gases)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된다. 따라서 구름을 흑체

(blackbody)로 가정하고 구름의 고도가 높을 때, 구름 상

부에서 적외선을 흡수하는 미량기체가 적다고 가정하

면 위성에서 관측된 복사에너지는 휘도온도(밝기온도)

로변환되고, 이온도는운정온도(Cloud Top Temperature,

CTT)로 볼 수 있다. 휘도온도는 구름의 높이와 직접적

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성에서 관측된 휘도온도의

분포와 시간적 변화를 통해 구름의 영역, 운정온도 그리

고 운정고도 변화 등 구름의 성장과 관련된 정보를 높은

시·공간 분해능으로 조사할 수 있다. Kim et al.(2012)은

높은 시·공간 분해능의 위성 적외자료에서 하층운의 발

달, 이동, 소산을 통해 하층의 한기·난기 이류를 분석하

여 영동지역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동해상에서 병합하면서 발달하는

대류성 구름이 영동지역 강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을 보였다.

수증기 흡수대인 수증기 채널은 대기 중상층에 분포

하는 수증기를 탐지할 수 있어 적외영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중상층의 대기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건조

구역(암역) 위치 분석을 통하여 위치소용돌이도(PV) 그

리고 제트기류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러한 정보는 지상저기압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있다. Gurka et al.(1995)은수증기영상을통하여 1988

Cloud-cell Tracking Analysis using Satellite Image of Extreme Heavy Snowfall in the Yeongdong Region

–87–

Table 1.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extreme heavy snowfall events in the Yeondong region selected in this study. Sockcho,
Gangneung(N. Gangneung), and Donghae are the weather station representing coastal region and Daegwallyeong
represents mountain region

Case Date Weather station
Total amount of fresh snow

cover & precipitation 
(cm/mm)

Duration of
precipitation(hr)

Maximum hourly precipitation
(weather station)

1 2005. 3. 4

Sokcho 54.0 / 41.1 18
11.5 mm/3hr
(Donghae)Gangneung 44.2 / 26.1 24

Donghae 62.5 / 43.6 24
Daegwallyeong 59.4 / 45.6 21 19.3 mm/3hr

2 2008. 12. 22

Sokcho 73.5 / 75.0 25

15.0 mm/hr
(N. Gangneung)

N. Gangneung 57.0 / 66.0 24
Gangneung - / 53.0 27
Donghae 25.1 / 34.0 24

Daegwallyeong 20.4 / 14.8 28 2.2 mm/hr

3 2010. 2. 11

Sokcho 52.2 / 74.3 86

5.3 mm/hr
(Donghae)

N. Gangneung 76.3 / 110.4 98
Gangneung - / 90.6 87
Donghae 57.0 / 92.5 98

Daegwallyeong 99.6 / 85.5 95 3.0 mm/hr

4 2011. 2. 11

Sokcho 42.5 / 43.2 38

14.5 mm/hr
(N. Gangneung)

N. Gangneung 89.8 / 101.7 34
Gangneung - / 72.5 37
Donghae 100.8 / 101.9 38

Daegwallyeong 63.5 / 47.4 40 7.5 mm/hr

Missing values are presented as “-“ symbol



~ 1990년 동안 16개의 폭발적인 저기압 생성 사례에서

건조구역(암역)의 강화가 나타났음을 보였다. Beckman

(1987)은 수증기 영상에서 “고리(Hook)” 패턴은 강한 소

용돌이도의중심을나타낸다고하였고, Weldon(1985)은

500 hPa 기압골 안에서의 건조구역(암역)은 500 hPa 최

대풍속 지역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Kim et al.(2012)은

수증기 영상을 통하여 건조구역(암역)의 위치는 500 hPa

위치소용돌이도의 중심, 300 hPa 제트축과 대략적으

로 일치하였음을 보였고, 영동지역 위험기상 초기 발달

징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동지역에 극한 대설을 유발시킨 구

름덩어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름덩어리를 탐지

하였고, 30분 간격으로 이동을 추적하며 구름덩어리 일

생 전반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영동지역 강수현상

과 관련된 구름의 휘도온도는 강수형태에 따라 다양한

휘도온도의 분포를 보인다. Ahn et al.(2007)은 3개의 서

로 다른 강수유형(한기해안형, 산악형, 난기형)을 선정

하여 각 사례별 운정온도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 강수사례에 따라 운정온도의 분포는 -5 ~ -50℃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름 탐지를 위한 임

계값 선정을 위해 4개 사례에서 관측된 적외1 휘도온도

의 빈도분포(histogram)를 조사하였다. 조사영역은 영동

지역(산악과 해안)과 일부 동해상을 포함하는 위도 37.0

~ 39.0°N, 경도 128.0 ~ 131.0°E 영역으로 선정하였고, 조

사영역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 휘도온도의 빈도분포

를 분석하였다(Fig. 1). 또한 구름 유무에 따른 휘도온도

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름이 없는 맑은 시간과 구

름이 많은 강수 시간으로 나누어 휘도온도의 분포를 조

사하였다. 맑은 시간은 강수 종료 후 대기가 건조하고 구

름이 가장 적은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휘도온도의 빈도

분포를 구하였고, 반면 강수 시간은 최대 강수 시각에서

전후 ±1시간 내의 4 ~ 6개 영상으로부터 빈도분포를 구

하였다.

적외1 휘도온도의분포를통하여임계값을선정하고,

임계값보다 낮은 값을 강수구름으로 구분하였다. 임계

값으로 탐지된 강수구름은 고정된 영역분석에서 구름

덩어리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수사례별로 발생부터 소멸까지 구름덩어리의 이동을

추적하였다. 고정된 영역에서 구름특성을 분석하는 방

법과 구름덩어리를 추적하며 분석하는 방법에는 분석

관점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고정된 영역에서의 분석은

특정 관심지역, 예를 들어 강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관심

지역 상으로 통과하는 구름의 변화를 조사하는 데에는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연구영역

외 지역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구름의 발생위치, 이동하

며 변화하는 구름의 특성, 구름의 병합 및 분리, 그리고

구름의 소멸 등 구름일생의 진화과정을 유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름덩어리들의

초기 생성위치, 이동변화, 그리고 상호연관성을 분석하

기 위해 생성 초기부터 이동을 추적하며 분석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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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lat.: 37.0~39.0°N, lon.: 128.0~131.0°E) for regional analysis.



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하는 구름덩어리

를 추적하면서 중심위치, 최저휘도온도, 그리고 구름 크

기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구름덩어리의 특성을 조

사하였다. 또한 동일 시간대에 대응되는 구름덩어리의

발달과 관련된 수증기 영상에 나타난 건조구역(암역)의

위치 및 강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름과 강수

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레이더로부터 분석된 강

수강도 및 영역은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특성과 비교·분

석하였다.

3. 구름탐지 및 구름의 영역분석(Regional
analysis)

1) 구름탐지

맑은 시간의 휘도온도 분포를 조사하여 보면 육지에

서의 휘도온도는 -5 ~ -15℃ 사이에 위치하고, 바다에서

는 0 ~ 10℃ 사이에 위치한다. 바다와 육지의 휘도온도

차이는 약 15℃로 육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값을 보인

다(Fig. 2). 세부적으로 사례별 바다에서의 휘도온도 분

포는 1(2005년 3월)과 2번(2008년 12월) 사례에서 5 ~

10℃에서최대빈도를보이고, 3(2010년 2월)과 4번(2011

년 2월) 사례는 각각 0 ~ 5℃ 그리고 0 ~ -5℃에 최대빈도

를 보인다. 몇몇 사례에서는 맑은 시간에 매우 작은 구름

이 존재해 있어 -15 ℃ 이하에서 휘도온도 값이 분포한

다.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측된 1, 2, 3, 그리고 4번

사례에 해당하는 동해 월평균 해수면온도는 7.66℃,

11.84℃, 6.03℃, 그리고 3.42℃로 최대빈도의 휘도온도

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나 동해 해수면온도가 휘도온

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인다.

Fig. 3 a~d는 각 사례별 구름이 많은 강수 시간의 육지

와바다에서의휘도온도분포를보여준다. 1, 2, 4번사례

의 휘도온도 분포를 보면 육지와 바다에서 대부분의 휘

도온도가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휘도온도의 최소값은 1, 4번 사례는 -45 ~ -50℃ 그리

고 2번 사례는 -35 ~- 40℃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3번

사례의경우바다와육지모두약 70~80%의휘도온도가

-15 ~ -20℃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고, 최소값은 -20~-

25℃에 위치하고 있어 1, 2, 4번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15 ~ 25℃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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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IR1 brightness temperature for (a) case 1, (b) case 2, (c) case 3, and (d) case 4 over the study area
at the clear sky time. Black and gray bar indicate over land and sea, respectively.



2, 4번 사례의 구름은 공간적으로 매우 비균질적이고 연

직적으로 발달된 대류형 구름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3번 사례의 경우, 공간적으로 매우 균

질한 층운형 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2, 4번 사례의 휘도온도의 고도를 비교하였을 때, 속초

단열선도에서 휘도온도에 해당하는 고도는 1과 4번 사

례의 경우 약 6 ~ 7 km이고, 2번 사례는 약 5 km로 1과 4

번 사례의 구름이 2번 사례에 비해 연직으로 더욱 발달

한 구름이다. 또한 1과 4번 사례의 구름은 육지와 바다

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에 반해서 2번 사례는 육지

에 비해 바다에서 더욱 발달된 구름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번 사례는 1, 2, 4번 사례와는 다른 강수과정 상에서

발생된 구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Kwon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3번사례의경우다른사례들과는다르게여

러 진단변수(상승류, 수렴·발산, 절대와도, 상대와도 등)

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3번 사례를 제외한 1, 2, 4번 사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름이 없는 맑은 시간과 구름

이 많은 강수 시간의 휘도온도 분포를 높은 순으로 볼

때, 휘도온도는 맑은 시간(바다 > 육지) > 강수 시간(3번

> 2번 > 1, 4번 사례) 크기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3번 사

례와는 구분되게 다른 세 개 사례는 -25℃ 이하에서 휘

도온도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강한 강수구름을 탐지하기 위한 휘도온도 임계값은 휘

도온도가 낮고, 연직적으로 매우 발달된 대류형 구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30℃로 매우 제한적인 임계값을 설정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2) 구름의 영역분석(Regional analysis)

Fig. 4는 3개 사례에 대한 연구영역 내 육지와 바다에

서의 구름 크기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구름 크

기 계산은 임계 휘도온도를 -30℃로 적용하여 연직적으

로 발달된 강수구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휘도

온도가 -30℃ 이하인 화소수를 계산하여 구름의 공간적

크기를 조사하였고, 또한 최저휘도온도를 구하여 구름

의 최대 고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구름 크기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육지와 바다 면적 각각에

대한 구름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2번 사례의 육지와 바

다에서 각각 12월 21일 1833 Korean Standard Time(KST)

와 2033 KST까지는 상층운의 통과로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시간에 따른 구름 크기 변화는 1과 4번 사례에서

하나의 뚜렷한 극값을 갖는 형태를 보이나 2번 사례는

이 두 사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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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maximum precipitation period.



음과 같다.

1번 사례에서 구름 크기의 최대값은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92.45% 그리고 74.88%로 육지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최대를 보인 시각은 3월 4일 1101 KST 그리고

1001 KST로 바다에서 먼저 최대를 보인 후 한 시간 뒤에

육지에서 최대를 보인다. 4번 사례에서는 구름 크기의

최대값과 시각이 육지와 바다에서 99.67%(2월 12일

0400 KST) 그리고 85.2%(2월 12일 0100 KST)로 육지에

서 바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바다에서 최대를 보

인 후 3시간 뒤에 육지에서 최대를 보인다. 이것을 요약

하면 1과 4번 사례에서는 구름 크기에서 뚜렷한 극값을

보이고, -30℃ 이하의 구름 크기 최대 비율은 바다보다

육지가 더 높고, 최대가 나타나는 시각은 바다가 육지보

다 1 ~ 3시간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 2번 사례는 1과 4번

사례와 비교할 때, 구름 크기의 최대 비율이 육지와 바다

에서 각각 약 20과 40%로 매우 낮고, 뚜렷한 극값을 가

지지 않는(완만히 증가하여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구름의 최대 고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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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cloud pixels(%) for (a) case 1, (b) case 2, and (c) case 4, in which threshold brightness temperatures is -30℃.
“↓” symbol indicates maximum hourly precipitation time.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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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역 내 육지와 바다에서의 최저휘도온도 시계열 변

화를 조사한다(Fig. 5). 1과 4번 사례의 최저휘도온도의

변화는 초기 최저휘도온도가 점차 낮아져 최소값을 기

록하고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2번 사례는

이미 초기부터 -35℃ 이하로 낮은 휘도온도에서 시작하

여 최소값을 기록한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저휘

도온도의 시계열에서 휘도온도의 최소값은 1번과 4번

사례에서는약 -47℃(3월 4일 1201 KST) 그리고약 -45℃

(2월 12일 0200 KST)를 보이고, 반면 2번 사례의 경우 12

월 21일 2200 KST에 약 -38℃로 1, 4번 사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사례에

서 바다와 육지 모두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구름 크기의

최대값과 휘도온도의 최소값이 나타난 시각을 비교해

보았을 때, 1번 사례를 제외하고 2와 4번 사례는 육지와

바다 모두 휘도온도의 최소값이 나타난 이후 약 2 ~ 3시

간 후에 구름 크기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러나 1번 사례

에서는 휘도온도의 최소값이 구름 크기의 최대값이 나

타난 1 ~ 2시간 이후에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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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for (a) case 1, (b) case 2, and (c) case 4. “↓” symbol indicates maximum
hourly precipit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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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시간강수량과 휘도온도의 최소값 그리고

구름 크기를 각각 비교하여 보였을 때, 1과 4번 사례는

휘도온도의 최소값이 최대 시간강수량 보다 3시간 전에

나타난다. 즉, 1번 사례에서는 3월 4일 09시에 대관령에

서 19.3 mm/3hr(2005년은 3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수행

함)를, 그리고 4번 사례에서는 2월 11일 23시에 북강릉

에서 14.5 mm/hr의 최대 시간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반

면 2번 사례는 휘도온도의 최소값이 나타난 시각에서 6

시간 후인 12월 22일 04시에 북강릉에서 15.0 mm/hr의

최대 시간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구름 크기의 최대

값과비교하여보았을때, 1과 4번사례에서는각각구름

크기의 최대값이 나타난 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5시간

전에 최대 시간강수량을 기록한 반면 2번 사례에서는 3

시간 후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4. 구름덩어리의추적분석(Tracking analysis)

3장에서는 고정된 연구영역 내에서 나타나는 육지와

바다의 지역별 구름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서 특

징적인 것은 2번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최대 강

수시간대와 휘도온도의 최소값, 그리고 구름 크기가 최

대가 나타난 시간대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고정된 영

역분석에서 구름덩어리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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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rared(IR1) satellite images for (a) case 1, (b) case 2, and (c) case 4 at initial stage.
2011. 2. 11. 1433 KST

2005. 3. 3. 2025 KST 2008. 12. 21. 1133 KST

(c) Case 4(IR1)

(a) Case 1(IR1) (b) Case 2(IR1)



계가 있었다. 특히 1, 2번 사례의 경우 초기 구름덩어리

의 위치는 고정된 연구영역에서 벗어난 동한만 남동쪽

그리고 함경남도 해안가에 -25℃ 이하의 구름덩어리가

생성되어 위치한다(Fig. 6a, b). 이 구름 덩어리는 남진 혹

은 남동진하여 영동지역으로 이동하여 극한 대설을 유

발시켰다. 또한 4번 사례의 경우, 초기 영동지역에 뿐만

아니라 울릉도 북동쪽에 -20 ~ -25℃의 휘도온도를 보이

는 독립된 형태의 구름덩어리가 위치한다(Fig. 6c). 울릉

도 근해에 위치해 있던 구름덩어리는 서진하여 영동지

역의 구름덩어리와 병합한다. 따라서 이동하며 변화하

는 구름덩어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고정영역에 대

한 분석에서 벗어나 구름덩어리를 추적하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름의 추적을 위해 사례에 따라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극한 대설과 관련된

구름덩어리 선정을 위하여 -30℃ 임계 휘도온도를 적용

해 탐지된 여러 구름덩어리 중 주된 구름덩어리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구름덩어리는 그 이동을 추적하며 구름

의 진화과정에서 초기, 분리, 병합, 최성기, 쇠퇴기 등 특

징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구름덩어리의 중

심위치, 이동, 최저휘도온도, 그리고 구름 크기 등 변화

하는 구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위성에서 나타난 구름

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 이

동에 따라 지상관측 강수량과 바람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또한 구름덩어리의 발달과 관련된 수증기 채널 영상

에 나타난 건조구역(암역)의 위치 및 강도의 특징을 분

석하였다.

1) 2005년 3월 4일(1번 사례)

3월 4일(1번 사례) 극한 대설사례는 3일 2025 KST 일

본열도에 휘도온도가 매우 낮은 구름대가 위치해 있고,

동한만 남동쪽에 -25℃ 이하의 독립된 구름덩어리가 생

성되어 위치하고 있다(Fig. 6a). 이 구름덩어리는 최저휘

도온도가 -25.33℃이고, -20℃ 이하의 휘도온도를 갖는

구름 크기는 약 3,000 km2 크기를 보인다. 이 구름덩어리

는 발달하는 가운데 남진하여 영동지역에 최대 신적설

62.5 cm(동해)의 극한 대설을 유발하였다. Fig. 7은 3월 4

일 극한 대설사례에서 발생한 구름덩어리의 크기, 최저

휘도온도, 중심위치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위

하여 임계 휘도온도를 -30℃로 적용하여 극한 대설과 관

련된 하나의 주된 구름덩어리를 선정하였고, 이 구름덩

어리를 30분 간격으로 약 15시간 동안 추적하며 구름의

크기, 최저휘도온도, 중심위치(1시간 간격)를 조사하였

다. 중심위치는 주된 구름덩어리 내에서 휘도온도의 최

소값으로 정의하였고, 구름 크기는 화소수에 25 km2(적

외1 공간해상도 5 km)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에 따른 구름 크기 변화는 약 15시간 동안 하나의

뚜렷한 극값을 갖는 형태를 보인다. 휘도온도가 -30℃

이하인 구름 크기는 3월 4일 0025 KST에 약 3,000 km2를

보이고, 9시간 뒤인 4일 0925 KST에 약 93,000 km2로 최

대값을 보인다. 휘도온도가 -40℃ 이하인 구름 크기는

약 17,000 km2로 4일 1201 KST에최대값을보인다. 이후

구름 크기는 급격히 감소하여 6시간 뒤인 4일 1501 KST

에 약 700 km2(-30℃ 이하) 이하로 나타난다(Fig. 7a). 그

리고 최저휘도온도의 변화는 4일 0025 KST에 -37.03℃

에서 점차 감소하여 0713 KST에 -47.85℃를 기록하고,

이후 약 5시간 동안 약 1℃ 변동폭에서 최저휘도온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최소값은 1201 KST에 -48.14℃를 보

인다(Fig. 7b). 최저휘도온도와 구름 크기의 변화경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구름 크기가 최대인 0925 KST는 최

저휘도온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시간대(0713~1201

KST) 내에 위치한다. 따라서 비록 구름 크기가 최대로

나타난 시각과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이 나타난 시각

이 약 3시간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증가와 감소 경

향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는 3일 2025 KST 동한만 남동

쪽 해상에 위치하고, 4일 0113 KST까지 정체하며 위치

한다. 이후 서진하여 약 2시간 동안(0225 ~ 0401 KST) 영

동북부 고성 앞바다로 이동하여 위치한다. 0501 ~ 0825

KST 동안에는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가 동한만 북쪽,

함경남도 신포 남동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약 4시간

동안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구름덩어리의 중심

이 빠르게 남진하여 영동북부 고성 앞바다로 이동하고

약 5시간(0901 ~ 1425 KST) 동안 위치한다. 이 이동 과정

에서 구름덩어리의 급격한 이동의 특징은 한 구름덩어

리 내에 작은 덩어리의 세분화가 나타나고, 이들 세분화

된 구름덩어리 가운데 주된 덩어리는 신포 남동해상과

영동북부고성앞바다에서병합, 발달, 소멸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심위치의 급격한 이동이 발견되었다. 이 시간

대에서는 세분화된 구름덩어리가 매우 가깝게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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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병합과 분리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구름덩어리

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501 KST 이후 구름덩

어리의 중심 위치는 영동남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한

다(Fig. 7c).

이러한구름덩어리의중심위치와최저휘도온도그리

고 구름 크기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동지역에 극한 대설을 유발시킨 구름덩어리는

4일 0401 KST에 영동북부 고성 앞바다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0713 ~ 1201 KST 시간대에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을 보인다. 이 시간대는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

에 따라 두 개의 시간대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구름덩어리가 신포 남동해상에 위치한 전반부 시간대

(3시간: 0501 ~ 0825 KST)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위치가

고성 앞바다에 위치한 후반부 시간대(5시간: 0901 ~

1425 KST)이다. 이 시간대에서 최저휘도온도는 약 1℃

이내에서 비슷한 값을 보이고, 이 값은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과 비슷하다. -30 ℃이하의 구름 크기가 최대값

을 보인 0925 KST는 구름덩어리의 중심이 신포 남동해

상에서 고성 앞바다로 급격히 이동하는 시각이다. 이러

한 변화로부터 0925 KST에 구름 크기가 최대로 나타난

것은 세분화된 구름덩어리 중 신포 남동해상의 구름덩

어리와 고성 앞바다의 구름덩어리가 하나의 구름덩어

리로 분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501 KST 시간에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는 영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최저휘도온도는 증가하고 구름 크기는 감소하여 소멸

한다.

위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의 특성과 강릉 수직측풍

장비 바람 및 지상 강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구름덩

어리가 영동북부 고성 앞바다에 위치한 4일 0301~0401

KST 시간대에는 강릉 수직측풍장비에서 대기 하층에

북서풍이 관측되었고, 이후 북동풍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이 시간대의 강수는 영동 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강수

가 관측되었다. 구름덩어리가 신포 남동해상에 위치한

전반부 시간대(0501 ~ 0825 KST)에서의 강릉 수직측풍

장비 바람은 약 15 m/s의 강한 북동풍이 4 km 고도까지

관측되었고, 구름덩어리가 신포에서 영동북부 고성 앞

바다로 빠르게 이동한 후반부 시간대(0925 ~ 1401 KST)

는 풍향이 변화하여 2.5 km고도까지 약 5 m/s의 주로 북

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전반부 시간대의 지상 강

수량은 영동북부 속초에서 4일 06 KST에 16.5 mm/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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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loud area, (b) minimum brightness temp.(℃), (c) center of cloud-cell obtained from tracking analysis for case 1(□: 2005.
3. 4. 0025~0401 KST, ▲: 0501~0825 KST, ●: 0901~1425 KST, ＋: 1501~1601 KST). “↓” symbol indicates maximum hourly
precipitation tim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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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동산악 대관령에서 4일 09 KST에 19.3 mm/

3hr로 매우 강한 강수가 기록되었고, 후반부 시간대의

지상 강수량은 12 ~ 15 KST에 영동해안 동해에서 10.0 ~

11.5 mm/3hr로 관측되었다. 1501 KST 이후 북풍계열의

바람은 약해져 고도도 낮아지고, 강수 또한 약해져 소멸

한다. 강수와 관련된 비교는 다음 장에서 레이더 강수를

이용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2) 2008년 12월 22일 사례(2번 사례)

12월 22일(2번 사례) 극한 대설사례는 21일 1133 KST

시각에서 함경남도 신포 해안에 -30℃이하의 독립된 구

름덩어리가 발생되어 위치하고, 울릉도 근해에도 휘도

온도가 매우 낮은 구름대가 위치해 있다(Fig. 6b). 신포

부근의 구름덩어리는 최저휘도온도가 -32.86℃이고, -

30℃ 이하의 휘도온도를 갖는 구름 크기는 약 2,300 km2

를보인다. 이구름덩어리는약 24시동안남진하여영동

지역에 최대 신적설 73.5 cm(속초)의 극한 대설을 유발

하였다. 초기 함경남도 해안가에 위치한 구름덩어리는

북한 자강도에 위치한 구름덩어리와 병합한 후 뚜렷한

구름덩어리의 모습이 아닌 산발적인 형태를 보여 구름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하나의

구름덩어리로 구분되는 12월 21일 2000 KST부터 약 15

시간 동안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구름 크기 변화는 1번 사례와는 다르게

하나의 뚜렷한 극값을 갖는 형태가 아닌 초기 최대값에

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휘도온도가 -30℃ 이

하인구름크기는 21일 2000 KST에약 140,000 km2로최

대를 보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약 11시간 뒤인 22일

0633 KST에는약 700 km2이하로나타난다(Fig. 8a). 그리

고 약 16시간 동안 최저휘도온도의 변화는 2200 KST에

-44.68℃로 최소값을 기록하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형

태를 보인다(Fig. 8b). 또한 최저휘도온도의 극값을 자세

히 조사하기 위하여 2000 KST 이전 4시간 동안의 최저

휘도온도를 조사한 결과, 2200 KST에 나타난 최소값은

극값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극값 전후 2시간 사이

의 최저휘도온도의 변화가 약 2℃ 이하로 극값 주변에

최저휘도온도 변화가 완만함을 알 수 있다.

12월 22일(2번 사례) 극한 대설사례와 관련된 신포

부근에 위치한 최초의 구름덩어리는 21일 2000 KST에

도 여전히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고, 22일 0000 KST까

지 약 4시간(21일 2000 ~ 22일 0000 KST) 동안 정체하

며 위치한다. 이후 빠르게 남진하여 영동 앞바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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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e as Fig. 7 except for the case 2(□: 2008. 12. 21. 2000~22. 0000 KST, ●: 0100~0700 KST, ＋: 0800~1000 KST).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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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약 6시간(22일 0100 ~ 0700 KST) 동안 위치한

다. 이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가 급격히 이동하는 과정

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22일 0000 KST에 하나의 구름

덩어리에서 두 개의 구름덩어리로 분리되는 특징을 보

인다. 분리된 두 개의 구름덩어리는 신포 부근과 동한만

남쪽해상에 중심을 두고 각각 위치한다. 신포 부근의 구

름덩어리는 발달 후 소멸하고, 동한만 남쪽해상의 구름

덩어리는 분리되어 남진한다. 이러한 이유로 22일 0100

KST에 중심위치의 급격한 이동이 발견되고, 이 분리된

과정에서 동한만 남쪽해상의 구름덩어리를 추적하여

분석한다. 이 후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는 영동 앞바다

에서 약 6시간 동안 정체한 후 영동남부 지역으로 빠르

게 이동한다(Fig. 8c).

구름덩어리의중심위치와최저휘도온도그리고구름

크기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

동지역에 극한 대설을 유발시킨 구름덩어리는 중심위

치에 따라 두 개의 시간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구

름덩어리가 신포 부근에 위치한 21일 2000 ~ 22일 0000

KST 시간대(약 4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위치가 영

동 앞바다에 위치한 22일 0100 ~ 0700 KST 시간대(약 6

시간)이다.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과 구름 크기의 최대

값이 나타난 시각은 각각 2200 KST 그리고 2000 KST

로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가 신포 부근에 위치한 시간

대에 극값을 기록한다. 극값을 보인 이 후 구름덩어리

는 두 개의 구름덩어리로 분리되고, 신포 부근에 위치

한 구름덩어리는 이 후 소멸한다. 반면 동한만 남쪽해

상에 위치한 구름덩어리는 영동 앞바다에 위치한다. 이

구름덩어리는 영동 앞바다에서 약 7시간 동안 정체하

면서 최저휘도온도는 약 7시간 동안 약 -43℃에서 약 -

30℃로 증가하고, 구름 크기 또한 80,000 km2에서 700

km2로 감소한다. 이후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는 영동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최저휘도온도는 -30℃ 이상으

로 증가하고, 구름 크기는 700 km2이하로 감소하여 소

멸한다.

위의 구름덩어리의 특성과 관련된 북강릉 수직측풍

장비 바람과 지상 강수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구름덩어리가 신포 부근에 위치한 21일 2000 ~ 22일

0000 KST(약 4시간) 시간대에는 북강릉 수직측풍장비

에서 약 2 km 이하 고도에서 약한 동풍계열의 바람이 관

측되었고 , 지상 강수는 영동해안과 산악에서 약 5

mm/hr 이하로 관측되었다. 구름덩어리가 영동 앞바다

에 위치한 시간대(22일 0100~0700 KST, 약 6시간)에서

의 북강릉 수직측풍장비의 바람은 북풍에서 북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고도와 풍속 또한 점차 증가하여 약 15

~ 20 m/s 바람이 약 3 km 고도까지 관측되고 지속되었

다. 그리고 이 시간대의 최대 시간강수량은 영동해안(속

초, 북강릉, 강릉, 동해) 지역에서 약 6 ~ 15 mm/hr로 매

우 강하게 관측되었고, 최대 시간 강수량은 북강릉에서

22일 04 KST에 15 mm/hr를 기록하였다. 반면 영동산악

(대관령) 지역에서는 1 mm/hr 이하로 매우 약한 강수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강한 강수경향은 7시간 동안 지속

되었다. 0700 KST 이후 북풍계열의 바람은 약해져 고도

또한 낮아지고, 강수는 약해져 소멸한다.

3) 2011년 2월 11일 사례(4번 사례)

최대 신적설 100.8 cm(동해)를 유발시킨 극한 대설과

관련된 구름덩어리는 11일 1433 KST에 뚜렷이 구분되

는 -25℃ 이하의 두 개의 구름덩어리로 영동산악 지역

과 울릉도 북동쪽에 위치한다(Fig. 6c). 영동산악과 울릉

도 북동쪽에 위치한 구름덩어리의 최저휘도온도는 각

각 -26.41℃ 그리고 -25.2℃이고, -25℃이하의 구름 크기

는 두 구름덩어리 모두 약 200 km2를 보인다. 영동지역

의 구름덩어리는 약 15시간 동안 동일 지역에서 정체·

발달하면서 서진하는 울릉도 구름덩어리와 병합하고,

이 후 영서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멸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사례에서는 영동대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

동지역 구름덩어리만을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

례 기간(21일 2200 KST)중 포항 앞바다에 발달된 구름

덩어리가 영동지역 구름덩어리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따라서 이 두 구름덩어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임계 휘도

온도를 1, 2번 사례보다 더 낮은 -40 ℃로 극하게 적용하

였다.

이 사례에서 시간에 따른 구름 크기 변화는 1번 사례

와 유사하게 하나의 뚜렷한 극값을 갖는 형태를 보인다.

휘도온도가 -40℃ 이하인 구름 크기는 11일 2033 KST부

터 증가하여 약 5시간 뒤인 12일 0200 KST에 약 23,000

km2로 최대값을 보인다. 이 후 구름 크기는 약 2 ~ 3시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다(Fig. 9a). 최저휘도온도의 변화는

11일 1800 KST에 -31.71℃에서점차감소하여 12일 0200

KST에 -44.92℃로 최소값을 보이고, 이후 증가한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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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 또한 극값이 나타난 시각 부근에서 약 4시간(11일

2333 ~ 12일 0333 KST) 동안 1℃ 변동폭에서 최저휘도

온도가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저휘도온도와 구름 크

기의 변화경향을 비교해 보면, 구름 크기가 최대가 나타

난 시각과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이 나타난 시각은 동

일하고, 전체적인 증가와 감소 경향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월 11일(4번 사례) 극한 대설사례와 관련된 구름덩

어리의 중심은 초기 영동산악, 영동북부 해안, 영동남부

해안, 그리고영서지역순으로이동한다. 최초의구름덩

어리는 약 3시간(11일 1533 ~ 1800 KST) 동안 영동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구름덩어리는 영동북부 해안으

로 이동하여 11일 1900 ~ 2200 KST까지 약 3시간 동안

위치한 후 영동남부 해안으로 이동하여 약 2시간(11일

2300 ~ 12일 0100 KST) 동안 위치한다. 영동북부에서 영

동남부 해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기(11일 1433

KST) 울릉도 근해에 위치해 있던 구름덩어리는 서진하

여 11일 2300 KST에 영동지역 구름덩어리와 병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병합된 구름덩어리는 12일 0100 KST까

지 영동남부 해안에 중심을 두고 위치한다. 이 후 구름덩

어리의 중심 위치는 영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12일 0400

KST부터 급격히 소멸한다(Fig. 9c).

초기 약 3시간(11일 1533 ~ 1800 KST) 동안 영동산악

에 위치한 구름덩어리는 최저휘도온도가 점차 감소하

여 발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40℃ 이하의 구름 화소

는 탐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동북부 해안에 구름덩어

리의 중심을 둔 11일 1900 ~ 2200 KST(약 3시간) 시간대

에서는 최저휘도온도는 -43.07℃이고, 구름 크기(-40℃

이하)는 약 8,000 km2이다.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가 영

동북부 해안에서 영동남부 해안으로 이동하는 시간대

(11일 2300 ~ 12일 0100 KST, 약 2시간)에서는 최저휘도

온도가 점차 감소하고 구름 크기(-40℃이하)는 급격히

증가한다. 이 시간대에서 특징적으로 2300 KST에 울릉

도 근해에 위치한 구름덩어리와 영동해안에 위치한 구

름덩어리의 병합이 나타난다. 이 후 구름덩어리의 중심

위치는 영서지역으로 이동하고, 12일 0200 KST에 최저

휘도온도와 구름 크기(-40℃ 이하)는 각각 -44.68℃ 그리

고 약 23,000 km2로 극값이 나타난다. 그러나 최저휘도

온도의 최소값은 11일 2333~12일 0333 KST까지 약 4시

간 동안 1℃ 변동폭 내에서 유지된다. 이 후 이 구름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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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me as Fig. 7 except for the case 4(□: 2011. 2. 11. 1533~1800 KST, ▲: 11. 1900~2200 KST, ●: 11. 2300~12. 0100 KST, ＋:
12. 0200~0400 KST).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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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frared(IR1) and water vapor(WV) satellite images before mature stage for (a, b) case 1, (c, d) case 2, and (e, f) case 4.

2011. 2. 11. 2333 KST

(e) Case 4(IR1) (f) Case 4(WV)

2008. 12. 21. 2033 KST 2008. 12. 21. 2033 KST

2005. 3. 4. 0601 KST 2005. 3. 4. 0601 KST

(c) Case 2(IR1) (d) Case 2(WV)

(a) Case 1(IR1) (b) Case1(WV)

2011. 2. 11. 2333 KST



리는 급격히 쇠퇴하여 소멸한다.

구름덩어리가 영동산악에 위치한 시간대(11일 1533

~ 1800 KST, 약 3시간)에는 북강릉 수직측풍장비에서 약

1.5 km 이하 고도에서 동풍이 바람이 약하게 관측되었

고, 지상 강수는 영동해안과 산악에서 약 5 mm/hr 이하

로 관측되었다. 구름덩어리가 영동북부 해안으로 이동

한 11일 1900 ~ 2200 KST(약 3시간) 시간대에서의 바람

은 동풍에서 남동풍, 그리고 북동풍으로 급변하였다. 이

때 지상 강수는 22 KST에 북강릉과 대관령에서 각각

11.2 mm/hr와 1.2 mm/hr를 기록하였다.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가 영동북부 해안에서 영동남부 해안으로 이

동하여 위치한 11일 2300~12일 0100 KST(약 2시간)에

는 주로 북풍이 우세하고, 풍속은 약 10 ~ 15 m/s로 약 3

km 고도까지 관측되었다. 이 시간대의 최대 시간강수량

은 영동해안 지역에서 최대 14.5 mm/hr(북강릉)로 매우

강하게 관측되었고, 반면 영동산악(대관령) 지역에서는

3 mm/hr 이하로 매우 약한 강수가 관측되었다. 12일

0200 KST 이후에는 2.5 km 고도 이상에서 약 20 m/s의

남동풍이 나타나고,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는 영서지

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 때 동해에서만 02 KST에

10.6 mm/hr를 기록하였다. 이 후 강수는 급격히 약해지

고, 북풍은 존재하나 풍속은 약해진다.

Fig. 10은 영동지역에 극한 대설을 유발시킨 구름덩

어리가 발달했을 때의 사례별 적외1 영상과 수증기 영

상이다. 구름덩어리의 위치와 수증기 영상에서 건조구

역(암역)의 위치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1과 4번 사례는

한반도 남쪽으로 약 -25℃의 건조구역이 위치해 있고,

건조구역 북쪽으로 발달된 구름덩어리가 위치해 있다.

반면 2번 사례의 경우, 약 -30℃의 건조구역이 서해상에

중심을 두고 위치해 있고, 건조구역 중심 가장자리로 좁

은 건조구역이 한반도 중부지역 및 영동지역을 통과하

여 동해상까지 자리 잡고 있다. 발달된 구름덩어리는 이

좁은 건조구역 북쪽 함경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한

다. Kwon et al.(2013)의 영동지역 극한 대설현상의 종관

규모 역학장 분석에서 대설사례는 위치소용돌이도 중

심 가장자리에서 1 ~ 1.5 PVU가 상층에서 중층으로 이

동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강수구름 주변의 건조구역(암역)은 상층 위치

소용돌이도의 수직적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구름과 강수와의 관계성

이 장에서는 위성관측에서 나타난 구름의 강수 유무

를 파악하고, 구름의 변화와 강수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의 특성(중심위치,

최저휘도온도, 구름 크기)과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

강수면적 등 레이더 강수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러한 분석을 위하여 10분 간격의 레이더 관측자료를 이

용하였다. 사용된 레이더 관측자료는 위성 관측 시간에

서 가장 가까운 매시 00분과 30분 자료이고 레이더 자료

는 지형클러터(ground clutter)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

해 1.5 km CAPPI 합성자료를 사용하였다. 레이더 반사

도(reflectivity, dBZ)에서 강수량으로의 환산은 Z=aRb 방

정식(Z-R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a와 b 계수는 강수타입

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강

수의 변화경향을 조사하기 때문에 Marshall-Palmer의

a=200, b=1.6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R은

강수율이고, Z는 반사도 인자(reflectivity factor)로 Z=

10(dBZ/10)이다(Marshall and Palmer, 1948). 1번 사례는 QC

(Quality Control)된 레이더 합성자료가 2006년 3월 1일

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강수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동

지역과 동해상의 강수 관측을 수행하는 기상레이더는

2010년 5월 동해에서 강릉으로 위치를 이전하였다. 따

라서 2번 사례의 레이더 합성자료는 동해레이더 자료를

포함하는 반면에 4번 사례는 이 대신 강릉레이더 자료

를 포함한다.

레이더 강수의 영역, 중심위치, 그리고 강수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주된 강수 구역을 선정하였고,

임계값을 0.5 mm/hr로 사용하여 임계값 이상의 강수값

이 나타나는 화소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화소수로부

터 레이더 공간해상도인 1 km2 곱하여 강수면적을 계

산하였다.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는 강수영역 내에서

레이더 강수를 가충치로 주어 계산한 강수구역의 공간

중심(가중치 중심, weighted center)이다. 이것은 중심위

치를 레이더 강수의 최대값으로 결정할 경우, 지형클러

터와 같이 강수는 없지만 레이더 반사도가 강한 비기상

반사도의 영향으로 중심위치의 오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 중심의 위·경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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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itude of weighted center = 

      

Latitude of weighted center = 

여기서 Ri는 레이더 강수율(mm/hr)이고, Lati와 Loni

는 위도와 경도이다. 또한 강수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은 오류를 고려하여 레이더 체적강수

(volumetric precipitation; mm*km2/hr)를 계산한다. 체적

강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Volumetric Precipitatioin = 

또한 강한 강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임계값을 3.0

mm/hr로 적용하여 다시 위의 과정을 수행한다.

Fig. 11은 2008년 12월 22일 사례(2번 사례)의 강수면

적, 체적강수 그리고 강수의 중심위치(가중치 중심)를

보여준다. 여기서 임계값을 각각 0.5, 3.0 mm/hr로 사용

하여 구한 결과를 한 그림에 표출하기 위해서 0.5 mm/hr

임계값의 강수면적과 체적강수에 0.1을 곱하였다. 이 사

례에서는 22일 0200 KST 이전에 영동북부 해상, 그리고

영동산악에 다양한 강수세포(precipitation cell)들이 혼재

하고 있어 주된 강수세포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영동지역 주변에 뚜렷하게 하나의 강수세포

가 탐지되는 22일 0200 ~ 0700 KST까지 분석하였다. 여

기서 강수면적과 체적강수의 극값은 두 개의 임계값 모

두에서 22일 0300 KST 부근에 나타난다. 이들 강수면적

과 체적강수의 극값은 0.5 mm/hr 임계값에서 약 4,100

km2 그리고 4,500 mm*km2/hr를보이고, 3.0 mm/hr 임계

값에서는 약 100 km2 그리고 약 379 mm*km2/hr 수치를

보인다(Fig. 11a, b). 이들 값으로부터 0300 KST의 강수

강도를 계산하면 임계값 0.5, 3.0 mm/hr에 대해서 각각

1.1 mm/hr, 3.8 mm/hr이다. 이 시간대에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는 큰 이동 없이 영동중부 해안 가까이에 위치

n                        n

Σ (Ri × Loni)
i = 1                         1

n        n

Σ (Ri)
i = 1         1

n        n

Σ (Ri)
i = 1         1

n                        n

Σ (Ri × Lati)
i = 1                         1

n        n

Σ (Ri)
i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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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ime series of (a) number of precipitation pixels, (b) volumetric precipitation(mm*km2/hr), and (c) center of precipitation area
for case 2. (●: 2008.12.22. 0200~0700 KST).

(b)

(a)

(c)



한다. 지상관측강수량과비교해보면, 22일 02 ~ 07 KST

시간대에서 2~14.5 mm/hr로 주된 강수는 영동해안에

집중되었다. 약 10 mm/hr 이상의 강수는 22일 02 ~ 04

KST에 나타났고, 최대강수는 22일 04 KST에 북강릉에

서 관측되었다. 따라서 레이더 추정 강수량은 지상관측

강수량에 비해 과소 추정하였으나, 유사한 변화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소 추정은 Z-R 방정식의 a, b 계수

가 층운형, 대류형 등 강수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

고 또한 눈, 비 등 강수입자의 유형 따른 유전율 차이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Rinehart, 2001).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이시간대(22일 0200 ~ 0700 KST)에레이더강수면적및

체적강수는 최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히려 위성에서

의 최저휘도온도는 약 -37℃에서 약 -30℃로 증가하고

구름 크기(-30℃ 이하)는 54,000 km2에서 700 km2로 감

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덩

어리의 중심위치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이동하여 영동

앞바다에 머문다. 이 때,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의

중심위치보다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는 상대적으로

영동중부 해안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소 거리

의 차이를 보인다(Fig. 13a, b). 22일 0200 KST 이전에 영

동북부 해상 그리고 영동산악에 다양한 강수세포들이

혼재해 있다. 강수면적, 체적강수의 극값은 21일 2330

KST에 나타나고, 최대 강수위치는 영동북부 해상 그리

고 일부는 영동산악에 위치한다. 이 때 속초에서 약 6 ~

11 mm/hr의 강수가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22일 0200 KST 이전은 강수세포들이 급격히 분리·병

합·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는 강수세포 분석을

생략하였다.

2011년 2월 11일 사례(4번 사례)에서 강수면적과 체

적강수는 뚜렷한 극값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Fig.

12). 특히 3.0 mm/hr 임계값에서는 11일 2200 ~ 12일

0030 KST까지 극값이 유지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0.5 mm/hr 임계값에서 강수면적과 체적강수의 극값

은 11일 2130 KST에약 7,900 km2, 약 10,600 mm*km2/hr

를 보이고, 3.0 mm/hr 임계값에서는 12일 2300 KST에

약 320 km2 그리고 약 1,200 mm*km2/hr 수치를 보인다

(Fig. 12a, b). 극값에서의 강수강도를 계산하면 0.5

mm/hr 임계값에서는 1.3 mm/hr이고, 3.0 mm/hr 임계값

에서는 3.8 mm/hr이다.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는 초기

영동북부에 위치하고 이 후 점차 남진하여 강수면적과

체적강수가 최대인 시간대에 영동중부 해안에 매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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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ame as Fig. 11 except for the case 4(□: 2011.02.11. 1500~1800 KST, ●: 11. 1900~12. 0100 KST, ＋: 12. 0200~0400 KST).
(b)

(a)

(c)



깝게 위치한다. 지상관측 강수량과 비교해 보면, 강수면

적 및 체적강수가 최대로 나타난 11일 2200 ~ 12일 0030

KST 시간대에 약 10 ~ 14.5 mm/hr의 강수를 기록하였

고, 최대강수는 북강릉에서 22일 23 KST에 관측되었다.

레이더 추정 강수량은 2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상관측

강수량에 비해 과소 추정하였으나, 변화경향은 매우 유

사한 형태를 보였다.

강수면적과 체적강수가 최대를 보인 시간대(11일

2200 ~ 12일 0030 KST)에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

의 특성을 비교해 분석하면, 최저휘도온도의 최소값이

유지되는 시간대와 일치하였고, 구름 크기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대와 잘 일치하였다. 구름덩어리와 강수

의 중심위치 비교에서 구름덩어리는 영동북부 해안에

서 영동남부 해안으로 이동하여 위치하는 반면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는 영동중부 강릉 앞바다에 정체하며

위치한다(Fig. 13c, d). 구름덩어리의 중심이 영서지역으

로 이동한 22일 0200 KST 이후 레이더 강수의 중심위치

는 영동내륙 산악지역에 위치한다. 이것은 영서지역으

로 이동한 구름덩어리가 비록 최저휘도온도 및 구름 크

기가 최대를 보이지만 영서지역에 위치한 구름은 강수

Cloud-cell Tracking Analysis using Satellite Image of Extreme Heavy Snowfall in the Yeongd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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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R1 and radar precipitation images for (a, b) case 2, and (c, d) case 4 at maximum precipitation time.

2008. 12. 22. 0400 KST

2008. 12. 22. 0400 KST 2011. 2. 11. 2300 KST

(a) Case 2(IR1) (c) Case 4(IR1)

(d) Case 4(Radar)(b) Case 2(Radar)

2011. 2. 11. 2300 KST



를 포함하지 않은 구름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시

간대에 레이더 강수에서 강수영역이 영동지역과 포항

지역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레이더 강수분석

에서는 영동지역에 위치한 강수세포를 분리하여 분석

하였다. 이것은 위성에서도 이 시간대에 포항 부근에 구

름덩어리가 위치하지만 영동지역에 위치한 구름덩어리

만 분리하여 분석하였다(Fig. 13c, d).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2001 ~ 2012(12

년) 동안 신적설이 일 50 cm 이상인 4개 극한 대설사례

를 선정하여 위성에서 관측된 구름의 공간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총 신적설량은 약 60 ~ 100 cm

로 매우 극한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강수 지속시간과 최

대 시간강수량을 비교하면 1, 2, 4번 사례와 3번 사례 사

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강수 지속시간은 1, 2, 4

번사례의경우약 20 ~ 40시간인반면 3번사례는약 100

시간으로 다른 사례들에 비해 2.5 ~ 5배 정도 길게 지속

되었다. 최대 시간강수량은 1, 2, 4번 사례는 3시간 이내

에 시간당 10 mm 이상의 강한 강수를 기록하였고, 반면

3번 사례는 5.3 mm/hr를 기록하였다. 이 값을 강수 지속

시간과 같이 비교하였을 때, 3번 사례는 긴 시간 동안 지

속적으로 약한 강수가 있었고, 그 외 사례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름탐지를 위한 임계값 선정을 위하여 구름이 없는

맑은 시간과 구름이 많은 강수 시간에 대해 적외1 휘도

온도의 빈도분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맑은 시

간의 육지와 바다의 휘도온도는 각각 -5 ~ -15℃ 그리고

0 ~ 10℃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사례별 구름이 많은 강

수시간에대한휘도온도의분포를요약하면 1, 2, 4번사

례는 휘도온도가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고, 3번 사

례는 -15 ~ -20℃ 사이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또한 휘도

온도의 최소값은 1, 4번 사례에서는 -45 ~ -50℃ 그리고

2번 사례는 -35 ~ -40℃사이에 위치하고 3번 사례의 경

우, -20 ~ -25℃에 위치한다. 이것은 1, 2, 4번 사례의 강수

구름은 공간적으로 매우 비균질적이고 연직적으로 발

달된 대류형 구름인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3번 사례의 강

수구름은 매우 균질한 층운형 구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번 사례는 강수량의 지속시간, 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1, 2, 4번 사례와는 다른 강수 조건에서 발생된 구

름인 것을 시사한다. 3장 a절에서도 3번 사례는 종관적

진단변수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번 사례를 제외하고 1, 2, 4번

사례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 빈도분포 분석을

통해선정된임계값은 3번사례와는구분되게나머지세

개 사례에서 -25℃ 이하의 휘도온도 분포가 높게 나타나

기 때문에 연직적으로 발달된 대류형 구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에 따라 임계값을 -30℃ 그리고 -40℃로 매

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다.

극한 대설을 유발시킨 구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계값을 이용하여 주된 구름덩어리를 탐지하였고, 선

정된구름덩어리는 30분간격으로추적(tracking)하여시

간에 따른 구름덩어리의 크기, 최저휘도온도, 중심위치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름덩어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상관측 강수량과 바람의 특성을 비

교·분석하였고, 구름덩어리의 발달과 관련된 수증기 채

널 영상에 나타난 건조구역(암역)의 위치 및 강도의 특

징을 분석하였다. 위성에서 분석된 구름의 특성과 세부

적인 강수의 공간적 비교·분석을 위해서 레이더 강수를

이용하여 강수면적, 체적강수(volumetric precipitation),

강수의 중심위치(가중치 중심; weighted center)를 조사하

였다.

구름덩어리의 추적분석(tracking analysis)을 통해 정리

된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레이더 강수와 지상관

측 강수량과는 변화경향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났

다. 레이더 강수와 지상관측 강수량을 바탕으로 극한 대

설의 초기와 주강수 시기를 구분하여 사례별로 위성에

서 분석된 구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작

은 크기의 구름덩어리는 1, 2, 4번 사례에서 각각 동한만

남동쪽, 함경남도 신포 해안, 그리고 영동지역에 위치하

고, 구름덩어리의 최저휘도온도는 약 -25℃를 보인다.

이구름덩어리는 1, 2번사례의경우동한만부근에서영

동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리·발달하였고, 반면 4번 사

례는 영동지역 부근에서 정체하며 울릉도에 위치한 구

름덩어리와 병합하여 발달하였다. 주강수 시기에 위성

에서 분석된 구름덩어리의 특성은 2번 사례를 제외하고

지상 강수 그리고 레이더 강수의 변화경향과 잘 일치하

였다. 주강수 시기에 구름덩어리는 1, 2, 4번 사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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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앞바다에 위치하였고, 구름덩어리의 최저휘도온

도와 구름 크기(-40℃ 이하)는 1번 사례에서 약 -48℃ 그

리고 약 17,000 km2로 나타났고, 4번 사례는 약 -45℃ 그

리고약 23,000 km2로극값을기록하였다. 반면 2번사례

는 최저휘도온도가 약 -40℃에서 약 -35℃로 증가하고

구름크기(-30℃이하)는약 50,000 km2에서 4,000 km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위성의 구름영역과

레이더 강수영역은 영동 앞바다에 비슷하게 위치하였

으나 레이더 강수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영동 해안에 인

접해 위치하였다. 수증기 영상에서 건조구역(암역)의 특

징으로는 건조구역 가장자리 북쪽에서 발달된 구름덩

어리가 위치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동대설 극한

대설 예보를 위한 위성 예측 가이던스를 Table 3과 같이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영동지역 극한 대설사례는 영동

지역(영동 앞바다)에서 발생하여 발달하거나 동한만 부

근에서 발생하여 영동지역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독립

되고 잘 발달된 그리고 크기가 작은 대류형 구름과 관련

이 있다. 주강수 시기의 이 구름덩어리의 최저휘도온도

는 -40 ~ -50℃로 낮고, 휘도온도 -35℃ 혹은 -40℃ 이하

의구름크기는약 17,000 ~ 40,000 km2이다. 이러한구름

의 크기는 중규모 대류 복합체(Mesoscale Convective

Complexes, MCC)에서 정의된 면적보다 작은 크기이다.

중규모 대류복합체는 구름의 면적이 50,000 km2(운정온

도가 -52℃ 이하) 이상인 구름으로 정의된다(Maddox,

1980). 이 때 레이더의 강수면적(0.5 mm/hr 이상)도 약

4,000 ~ 8,000 km2로 작고 독립된 강수 형태를 보인다. 또

한 구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극값(최저휘도온

도, 구름 크기)과 강수의 극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주강수 시기에 구름은

영동 앞바다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구름덩어리의 위치

가 극한 대설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

단되고, 영동지역 극한 대설에 대한 초단기 예보에 있어

초기에 동한만 혹은 영동지역에서 작고 발달된 대류형

구름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성의 구름

과 레이더 강수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선정된 극한 대설

사례는 부저기압 혹은 소용돌이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극저기압(polar low)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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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atures from satellite(IR1, WV) and radar associated with the extreme heavy snowfall in the Yeondong region
Case 1 Case 2 Case 4

IR1

Initial stage South-eastern region of
East Korea Bay

Northern region of East
Korea Bay

Yeongdong region & the
middle part of the East Sea

Mature
stage

Min. brightness temp. ~ -48˚C Increase from -40˚C to -35˚C ~ -45˚C

Cloud area ~ 17,000 km2(≤ -40˚C) Decrease from 50,000 km2 to
4,000 km2(≤ -30˚C) ~ 23,000 km2(≤ -40˚C)

WV Intensity & position of dry
(dark) region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25˚C) West Sea(-30˚C)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25˚C)

Radar Mature
stage

Position - Precipitation center is located closely to the coast of the
Yeongdong region

Precip. area - ~ 4,000 km2(≥ 0.5mm/hr) ~ 8,000 km2(≥ 0.5mm/hr)
Vol. precip. - ~ 4,500 mm·km2/hr ~ 10,000 mm·km2/hr

Table 3.  Forecasting guidance using satellite images for the extreme heavy snowfall in the Yeongdong region
Forecasting guidance

Initial stage IR1
Initiation of small-scale convective cell over the Yeongdong region or East Korea Bay

-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 -20~-25˚C
- Moving toward the coast of the Yeongdong region through separation, development, and merging

Mature stage
IR1

Development and movement of convective cloud-cell
-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40~-50˚C
- Cloud area (≤ -35~-40˚C): 17,000~40,000 km2(Precipitation center is located closely to the coast of the

Yeongdong region. But relationship between brightness temp. and radar precipitation is different on each
case)

WV Development of cloud-cell on the edge of the dry(dark) region
- Dry(dark) region(-25 or -30 ˚C) is located over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or West Sea



매우 발달된 구름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부저기압 혹은

소용돌이와 연관된 대설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영동지

역 대설현상을 발생 과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시간대에서 구

름덩어리들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또한 병합과 분리

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구름덩어리를 추적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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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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