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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conditions of the cloud streets over the yellow sea by the Cold Surge of Siberian 

Anticyclone Expansion which produce the heavy snowfall events over the southwestern coast, Honam Distric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analyses of the three dimensional snow cloud structures by using the CAPPI, RHI, 

VAD and VVP data of X-band Radar at Muan Weather Observatory and S-band Radar at Jindo Weather Station. The data to 

be used are obtained from January 04, 2003, when heavy snow storm hits on Gwangju and Honam District. 

The PPI Radar images show that the cloud bands distribute in perpendicular to the expansion direction of the high 

pressure and that the radius of cloud cells is about 5～8 km with 20～30 dBz and distance between each cell is about 10 km. 

And but the vertical Radar images show that the cloud street is a small scale convective type cloud within height of about 3

km where a stable layer exists. From the VVP images, the time period of the high pressure expansion, the moving direction 

and development stages of the system are delineated. Finally,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wind direction is fairly constants, 

while the wind speed sheer increases with altitude to 3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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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북반구 중위도 편서풍 지역에 속한 한반도는 겨울

철에 대륙성한대기단(continental polar front, c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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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때 대기가 상대적으로 온난 다습한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변질된  기단의 영향으로 호남지방 강설

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많은 설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설해의 저감을 위해서는 강설의 발생, 지

속시간, 규모 및 강설지역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

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강설구역은 기단의 영향에 따라 크게 영

동지역, 호남 서해안지역, 울릉도지역 등 세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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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김, 1979: 전 등, 1994). 이 중 호남 서해안지방

의 강설과 관련하여, 민(1974)은 겨울철 황해상의 열 

및 수증기 수지해석과 이들이 cP의 변질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혔고, Park과 Jung(1984)는 기단변질모델을 

통한 우리나라 서해안에 빈발하는 소낙눈은 한랭 건

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였

다. 특히 호남지방의 강설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그 중

요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원 등, 2005: 

류와 이, 2006: Shon 등, 2005).

이러한 cP의 확장으로 생성되는 구름은 cloud streets 

(구름줄 또는 구름열)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이러한 구름의 생성 조건과 원리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강설 예측 및 발달 메커니즘을 파

악할 수 있다. 

Cloud streets에 관한 외국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활

발하였다. Asai(1970)는 cloud streets는 수평과 수직

비로서 발달의 규모를 나타내었고, 평균 바람시어를 

가진 시스템이 경도방향으로 가장 잘 발달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Lilly(1966)와 Brown(1970)은 종관 규

모의 흐름 내부에 있는 Ekman 경계층에서 2차 흐름

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cloud streets가 발달한다는 것

을 개념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고, 경계층 내에서의 상

대적 흐름으로 분석하였으며, Sun(1978)은 잠열과 

cloud streets의 형성으로 고려되어지는 바람 구조를 

고려하여 cloud streets의 선형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도 하였다.
 

한반도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cloud streets의 구조 

및 발달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남 등(2003)은 무안 X-band 도플러 레이더관

측 자료를 활용한 cloud street과 연관된 남서해안의 

강설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유와 김(2005)은 서울․경

기 지역의 강설과 관련된 서해상의 cloud streets의 발

달과 영향에 대해 VVP(Velocity Volume Processing) 

분석 및 서해상의 cloud streets에 대한 강설을 WRF 

모델로 모의실험한 결과 호수효과 임을 밝혔으며, 장 

등(2006)과  Cooper 등(2000)은 이런 호수효과 현상

은 북미 5대호 주변의 강설현상의 주요한 물리적 메카

니즘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한 사례에 대하여 진도 S-band 

레이더와 무안 연구용 X-band 레이더 반사도 영상을 

통하여 cloud streets의 발달 과정과 분포 영역을 분석

하였고, 강설의 분포와 발달 규모, 이동과정 및 레이더 

분석 영상을 이용하여 강설의 3차원 구조를 해석하였

다. 또한, cloud streets의 생성 및 발달 조건에 대한 입

체적인 분석을 통해 풍향 및 풍속의 고도에 따른 변화

량과 한반도에서 나타난 강설의 형태에 대하여 해석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자료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

월의 강설기간 중 가장 신적설이 많은 2003년 1월 3일

부터 5일 사이에 호남 서해안 지방에서 발생한 강설분

포와 1월 4일 광주에 내린 폭설에 대한 위성 및 무안에 

위치한 연구용 X-band 레이더와 진도에 위치한 

S-band 레이더의 PPI (Plan Position Indicator), CAPPI 

(Constant Altitude PPI), RHI (range height indicator), 

VAD (velocity azimuth display) 및 VVP의 영상을 이

용하였다. 여기서 PPI, RHI와 CAPPI는 기상레이더 

안테나의 주사방법에 따른 차이이며, VAD와 VVP는 

도플러레이더의 속도와 방위각으로 나타내는 수평 바

람장을 산출하는 방법을 뜻한다.

2.2. 분석방법

Fig. 1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광주에

서 관측된 신적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

N o v . D e c . J a n . F e b . M a r .N o v . D e c . J a n . F e b . M a r .N o v . D e c . J a n . F e b . M a r .

Fig. 1. The amounts of fresh snow observed at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during the period from 

3 to 5 Janua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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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c)(c) (d)(d)

 Fig. 2. The amounts of fresh snow observed at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a) 3 January, (b) 4 January, (c) 5 January 

and (d) from 3 to 5 January 2003, respectively. 

안 4회의 강설이 관측되었고, 2003년 1월 3일부터 5

일 사이에 30㎝ 이상의 강설을 기록하여 이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강설  분포를 살펴보기 위

하여 2003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일별 누적 신적

설량(Fig. 2a～c) 및 사례기간 전체의 누적 신적설량

(Fig. 2d)을 나타내었다. 사례기간동안 가장 많은 신적

설량을 기록한 날은 2003년 1월 4일이며(Fig. 2b), 공

간적으로는 호남지역이 가장 많은 강설이 있었음을 

Fig. 2(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종관 분석

겨울철 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확장하

여 찬 대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cloud streets에 의

한 강설대가 형성되어 남서해안을 포함한 광주 또는 

군산지역에 강설이 나타난다.  2003년 1월 3일부터 5

일 사이에 광주를 비롯한 호남 서해안과 호남북부와 

중부 내륙지방에 많은 강설량을 기록하였다. 

Fig. 3은 서해안 지역 6개 관측소에서 관측 된 3시

간 누적 신적설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선

정된 지역은 호남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군산 및 부안, 

호남 중부내륙지역에 해당하는 정읍 및 광주, 호남 남

부지역에 해당하는 목포 및 해남이며, 호남 북부지역

과 호남 중부내륙지역에 많은 강설량을 기록하였다. 

호남 중부내륙지역의 강설은 시간대별로 강설량에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많은 강설을 기록하

였고, 호남 북부지역은 단시간에 많은 강설을 기록하

고 소강상태를 반복하였으며, 호남 남부지역은 넓은 

시간대에 걸쳐서 강설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강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에서는 강

설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시

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변질되어 발

달하지만 강설이 나타나는 것은 서해상의 수온과 대

기온도와의 해기차와 잠열속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류와 이, 2006). 특히 호남 중부내륙지역에서 

더 많은 강설량을 기록한 것은 지형효과에 의한 강제

상승 효과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류와 이, 2006). 

호남지방에 강설을 초래한 종관상태를 조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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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cumulated fresh snowfall observed at (a) the northern part, (b) the middle-up country part, (c) the southern 

part of Honam District. for 3 hours interval from 3 to 5 January 2003.

여 2003년 1월 3일 12 UTC 에서 1월 4일 00 UTC 까

지의 지상일기도, 850 hPa 일기도, 500 hPa 일기도 및 

500 hPa 상대와도를 조사하였다. 

2003년 1월 3일 12 UTC 일기도인 Fig. 4에서는 지

상저기압은 발달하면서 동진하여 중심이 동해 먼 바

다에 위치하고 있고 중심기압은 12시간 동안 14 hPa 

이나 급 하강하여 1004 hPa이다. 850 hPa 일기도에서 

지상저기압과 관련된 기압골은 동진하여 동해상에 위

치하고 있고 500 hPa 일기도와 와도도에서 기압골은 

한반도 서해안지역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1월 3일 12 

UTC 이후에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지상저기압

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Fig. 5는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cloud streets에 의해 호남지역에 강설이 발생

한 2003년 1월 4일의 지상 및 고층일기도와 500 hPa 

상대와도이다. 2003년 1월 4일 00 UTC의 지상일기도

인 Fig. 5(a)에서는 지상저기압이 더욱 발달하여 중심

기압이 996 hPa 이며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중심이 위

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 화북 내륙지역에 위치한 중심

기압 1052 hPa의  대륙성 고기압으로부터 화중 해안

지역으로 기압능이 강하게 확장하고 있어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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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Synoptic weather charts of (a) surface, (b) 850 hPa, (c) 500 hPa, and (d) relative vorticity at 500hPa on 12UTC 3 

January 2003.

(a) (b)

(c) (d)

Fig. 5. Same as Fig. 4 except for 00 UTC 4 Janua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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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c)(c)

(d)(d) (e)(e) (f)(f)

 

(g)(g) (h)(h)

Fig. 6. Skew T-Log P diagrams at (a) 00 UTC 3, (b) 06UTC 3, (c) 12UTC 4, (d) 18 UTC   3, (e) 00 UTC 4, (f) 06 UTC 4, (g) 

12 UTC 4, and 18 UTC 4 January 2003 in Gwangju, respectively.

서고동저형의 기압패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한

반도 동쪽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 서해상의 기압경도가 커져서

해상에서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종관분석 결과 광주에서 관측된 2003년 1

월  3일의 강설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며, 

2003년 1월 4일의 강설은 순수하게 한랭한 시베리아

의 cP가 상대적으로 온난다습한 서해상으로 확장하며 

만들어진 cloud streets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와도에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2003년 1월 3일 00 UTC 부터 2003년 1월 

4일 18 UTC 까지 6시간  간격으로 광주에서 관측된 

고층기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Skew T-Log P 

diagram이다.  2003년 1월 3일 06 UTC부터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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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Images from the geostationary weather satellite, GMS-5 at 18 UTC 3 January 2003; (a) composite, (b) water vapor.

00 UTC까지 3 km 이하인 약 700 hPa 이하 고도의 대

류권 하층에서 고도에 따른 풍향 변화는 310°～290°

로 분포하여 약 20° 이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풍향은 925 hPa에서 강설이 강해지는 1월 4일 00

UTC로 갈수록 북서풍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cP 확장

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풍속의 변화는 

고도가 증가할수록 풍속이 증가하고 있는데 925 hPa

에서는 약 5 m/s이고 700 hPa에서는 약 16 m/s로 나

타나고 있다. 강한 강설이 있었던 1월 4일 00 UTC 이

전에는 하층의 풍속이 약하다가 강한 강설이 나타난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하층에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구름 발달의 대표적 원

인이 되는 안정층의 하부고도는 역전층 고도는, 2003

년 1월 3일 06 UTC에 약 3.5㎞에서 안정층이 형성되

고, 1월 3일 12 UTC에서는 2.8㎞ 부근에서 형성하다

가 1월 3일 18 UTC와 1월 4일 00 UTC까지 2.8㎞ 정

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구름의 발달고도는 2.8

㎞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층은 cloud 

streets를 형성하는 조건을 만들며 불안정층이 끝나는 

고도까지 발달하는 특성을 보인다. 

   

4. 위성영상과 레이더영상 분석

4.1. 위성영상분석 

Cloud streets의 수평적인 발달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하여 한반도 주변의 위성 영상을 분석하였다. 

Fig. 7은 2003년 1월 3일 18 UTC의 GMS 5 정지기

상위성의 영상이다.  

Fig. 7(a)의 합성영상에서 cloud streets 은 호남서

해안지방에 cloud streets 과 함께 내륙으로 구름대가 

침입하고 있으나, Fig. 7(b)의 수증기영상에서는 cloud 

streets 의 모습이 선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3 km 보

다 훨씬 낮은 층의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앞서의 Skew-T 연직분석에서 보여 준 

것과 일치한다. 

반면에 Fig. 8(a)의 위성영상에서 cloud streets 은 

더욱 짙은 흰색으로 내륙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내륙

에서는 호남서해안 지역의 구름덩어리 모습과 함께 

Fig. 8(c) 수증기영상에서 cloud streets 의 모습을 확

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층고는 거의 3 km 

이하로 유추되는 적운형 구름으로, 이는 적외선영상

에서 cloud streets 의 모습이 적운덩어리로 변하여 호

남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는 강설이 끝나고 소강상태에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Cloud streets는 주로 하층운이기 때문

에 3㎞ 정도의 고도를 감안하면 적색 또는 청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나 겨울철 하층의 기온은 지상

까지 0℃ 이하이기 때문에 북반구로 갈수록 백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Cloud streets는 하층운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가시영상이 가장 적합하나 야간

에는 가시영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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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Images from the geostationary weather satellite, GMS-5 at 05 UTC 4 January 2003; 

       (a) composite, (b) visible, (c) infrared, and (d) water vapor.

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강설이 집중 된 시

간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가시영상을 이용하여 수평적

인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발해만에서 시작된 cloud 

streets가 서해상에서 잠열속의 차이로 인하여 수분이 

공급되면서 발달하여 발생한 강설이 한반도 호남지역

으로 뻗어있고, 형태는 수평바람의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띠 모

양으로 나타나며 간격은 약 30～50 ㎞ 정도이다. 한

편, 북 일본열도 동쪽에 위치한 cloud streets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 대륙성 고기압이, 일본 열도에 저기압

이 위치하면서 서고동저의 기압패턴으로 말미암아 서

해상에서는 cloud streets의 발달 조건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압패턴에서 cloud streets의 발달은 cP 

확장의 지속여부에 따라서 발달의 지속을 예측할 수 

있다. Cloud streets는 중국에 가까울수록 초기의 형태

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체적인 

풍향, 풍속 및 잠열의 변화로 인하여 그 모양이 변형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상층운의 판단에 이용되는 

수증기 영상은 cloud streets를 분석하기에는 적당하

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구름에 대한 정

보는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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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Images from the geostationary weather satellite, GMS-5 at 18 UTC 4 January 2003 ; (a) composite, (b) water vapor.

4.2. PPI 분석

레이더의 반사도는 강수의 강도를 나타내는 관측

량이다. 따라서 강우 또는 강설의 경우 입자의 개수 및 

크기에 따라서 달리 관측되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활용하여 강설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사례의 강

설의 규모 및 이동 방향을 살펴보고, 광주지방에 강한 

강설을 기록한 1월 4일 06UTC 이후의 패턴을 살펴보

기 위하여 Fig. 10에 2003년 1월 4일 06UTC에 관측

된 진도와 무안레이더 영상을 나타내었다. Fig. 10(a)

는 진도 레이더 반사도 0.19도 PPI 영상을 Z=200R
1.6

을 적용하여 환산한 강우강도이고, Fig. 10(b)는 진도 

레이더 시선속도의 0.19도 PPI 영상이며, Fig. 10(c)는 

무안 연구용 X-band 레이더(이하 무안레이더)의 반사

도 2.4도 PPI 영상, Fig. 10(d)는 무안레이더 시선속도

의 2.4도 PPI 영상이다. 무안 레이더는 강수에 의한 감

쇠가 심하여 강수를 관측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미

세규모의 강수 분포 및 국지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적

합하며, 진도의 S-band 레이더는 종관규모의 패턴 및 

강수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관측 장비이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질로 인해 발해만에서 시작

하여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의 형태는, 수평으로 약 

10～20㎞이고, 수직으로 약 4㎞ 이하이며, 주 풍향에 

나란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띠 형태를 가진 소규모

의 대류형 구름으로, 이러한 구름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고, 띠 모양의 수평 간격은 약 25～100㎞의 주기를 

가지고 펼쳐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cloud streets의 구조는 주 풍향에 수평한 방향으로 펼

쳐진 형태로 변질된 띠 모양이 아닌 구름이 서로 병합

하여 하나의 작은 대류형 시스템을 이루는 형태로 나

타난다.

진도 레이더와 무안 레이더의 시선속도를 분석하

면 시스템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레이더에

서 관측된 시선속도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도플러 시선속도 최대값이 나타나고, 남동

쪽에서 멀어지는 시선속도의 최저값이 나타난다. 그

리고 북동쪽과 남서쪽에서 도플러 시선속도가 0㎧에 

가까운 값이 나타난다. 이는 시스템의 이동 방향이 북

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무안레이더의 

반사도 및 진도레이더의 환산 강우강도의 분포에서, 

서해상에서 cloud streets의 형태를 이루다가 서해안

과 만나면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그 형태가 깨어지고 

하나의 시스템 덩어리로 병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진도레이더에서 관측된 반사도로부터 환산된 강

우강도는 무안레이더가 커버하는 부근의 영역을 잘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무안레이더는 미세규모의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해안 일대의 20 dBZ 이상의 

반사도가 나타나는 작은 대류형의 구름을 잘 보여주

고 있다. 무안레이더의 반사도 분포는 약 0～30 dBZ

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강한 강설을 내리는 지역은 20

dBZ 이상으로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선

속도의 분포는 진도레이더와 무안레이더 모두 약 15

㎧ 정도에서 시선속도의 최대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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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c)(c) (d)(d)

 Fig. 10. PPI images at 06 UTC 4 January 2003 : (a) the reflectivity and (b) the radial velocity of Jindo Radar, (c) the 

reflectivity and (d) the radial velocity of Muan Radar.

PPI 관측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고도각의 크기에 따

라서 관측고도가 증가한다. 즉 고도각 0.1도로 PPI 관

측 시 10㎞ 떨어진 지점의 관측고도는 약 0.3㎞이지

만 240㎞ 떨어진 지점의 관측고도는 약 4㎞ 부근이

다. 따라서 거리에 따른 시선속도의 변화는 고도에 따

른 바람의 시어를 나타낸다. 거리에 따른 시선속도의 

시어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cloud 

streets 발달 조건에 해당된다. 

무안레이더의 반사도 분포는 약 0～30 dBZ이고, 

강한 강설을 내리는 지역은 20 dBZ 이상으로 관측되

었다. 한편, 시선속도는 진도레이더와 무안레이더 모

두 약 15㎧ 정도가 최대값이다. 

4.3. RHI 분석

Cloud streets의 구조를 연직적으로 파악하고 발달

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4일 0538UTC

와 0558UTC에 무안 레이더에서 해남방향으로 관측

된 RHI 영상을 분석하였다(Fig. 11, 12).  

Fig. 11(a)와 Fig. 12(a)는 레이더 반사도 영상이고, 

Fig. 11(b)와 Fig. 12(b)는 시선속도 영상이다. RHI 영

상은 방위각을 고정하고 고도각을 변화시키면서 관측

한 것이다. 

반사도 영상에서, 반사도의 분포는 약 0～30 dBZ

이고, 반사도가 20 dBZ가 넘는 중심 셀의 위치는 10, 

23, 34, 44, 64㎞ 부근에서 나타나며, 수직적으로는 

약 3㎞ 이하에서 구름이 발달된 것으로 보아 고도 3 

㎞ 이상에 안정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

고 중심 셀의 간격은 약 10～20㎞ 떨어져 있고, 셀의 

크기는 수평으로는 약 7～10㎞이고, 높이는 3㎞이

다. 시선속도는 약 13～20㎧ 정도로 멀어지는 도플러 

시선속도가 나타난다. 주 풍향이 북서풍인 것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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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

(b)(b)

(b)

Fig. 11. RHI images at 0538 UTC 4 Jan. 2003 :  (a) reflectivity, (b) radial velocity.

(a)(a)

(a)

(b)(b)

(b)

Fig. 12. Same as Fig. 11 except for 0558 UTC 4 January 2003;  (a) reflectivity, (b) radial velocity.

할 때 이 크기는 수평바람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고도별로 시선속도의 차이를 보면 시어가 존재하

지 않고, 상층으로 가면서 시선속도가 약해지는 패턴

을 보인다. 전체적인 풍향의 시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7㎞ 이내에서 도플러 시선속도는 관

측되지 않았다.

4.4. CAPPI 분석

Fig. 13과 Fig. 14는 수평규모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3년 1월 4일 06UTC에 무안 레이더에서 관

측된 부피주사 자료를 NCAR(national center of 

atmospheric research) / SPRINT와 NCAR/CEDR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도별로 나타낸 영상으로, 0～

2.5㎞ 까지 0.5㎞ 간격으로 나타낸 반사도와 시선속

도의 CAPPI 영상이다. CAPPI 영상은 레이더 부피주

사 자료를 객관 분석하여 등고도면에 자료를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인 에코의 분포는 약 10㎞ 정도의 셀의 크기

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에코

의 분포는 주 풍향에 수평한 방향으로 띠 모양을 형성

하는 패턴이 깨어지고 수직으로 병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도별로 나타난 구름의 패턴은 2.0㎞ 이하에

서는 패턴을 파악할 정도로 많은 에코가 보이지만 2.5

㎞ 부근에서는 구름의 분포가 약해지고 있다.  이는 구

름의 발달이 안정층으로 판단되어지는 3㎞ 부근에 약

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고도에 따른 시선

속도의 패턴은 0.5～2.5 ㎞까지 모두 북서풍향을 보이

는 일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a) (b)

(c) (d)

Fig. 13. Reflectivity CAPPI images of Muan Radar at 06 UTC 4 January 2003 for the height of      

(a) 1.0㎞, (b) 1.5㎞, (c) 2.0㎞, and (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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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4. Same as Fig. 13 except for Radial velocity CAPPI images.



1199서해상에 발생하는 Cloud Streets에 동반된 2003년 1월 4일 강설의 레이더관측사례 분석

(a) (b)

(c) (d)

Fig. 15. Vertical cross section of (a) reflectivity of zonal direction at 15㎞ north, (b) reflectivity of zonal direction at 15㎞ 

south, (c) radial velocity of zonal direction 15㎞ north, and (d) radial velocity of zonal direction 15 km south of 

Muan Radar site at 06 UTC 4 January. 2003, respectively.

Fig. 15는 2003년 1월 4일 06 UTC에 무안레이더의 

반사도와 시선속도의 수직 단면도로써, 연직적 구름

의 발달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Fig. 15(a)와 (b)

는 레이더를 중심으로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15㎞ 떨

어진 동서방향의 단면도이고, Fig. 15(c)와 (d)는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15km 떨어진 시선속도에 대한 수직 

단면도이다. 구름의 구조는 수평으로 약 10㎞, 수직

으로 2.5～3.5㎞ 규모를 가진 약한  대류형이다. 그리

고 전체가 띠 모양으로 나열되어 시스템의 진행 방향

과 수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도의 강도

는 셀의 중심이 약 20～33 dBZ이고, 가장자리는 10

dBZ 이하이다. 전체적으로 RHI 분석에서와 같은 패

턴으로 나타났다.

4.5. 레이더 VAD와 VVP 분석

레이더는 시선속도 성분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수

평성분의 바람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

인 VAD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 방법은 종관적인 시

스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분석에

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VAD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도별 수평 바람장의 변화와 시간적인 

패턴으로부터 임의의 지점을 통과한 한 시스템의 공

간적인 분포로도 대변할 수 있으며,  구름의 발달고도

를 추정할 수 있다.

Fig. 16은 무안과 진도 레이더에서 관측된 시선속

도 성분에서 고도별 수평 바람장을 매 10분마다 산출

하여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Fig. 16(a)에서, 1월 3일 02 UTC경에 약 0.5 ㎞ 고

도의 진도레이더의 풍향이 남서에서 서풍으로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열도

에 위치한 저기압의 세력이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

압의 확장에 의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여 점차 중국 북

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cloud streets가 강화된다.  Fig. 16(b)는 1월 4

일 9시에서 15시까지의 수평의 바람의 패턴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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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6. VAD images of Muan Radar during the period (a) from 00 to 06 UTC 3 Jan., and (b) from 00 to 06 UTC 4 Jan., 

and VVP images of Jindo Radar during the period (c) from 0030 to 0230 UTC 3 January, and (d) 2250 3 

January to 0050 UTC 4 January 2003, respectively.

체적으로 고도별로 일정한 풍향과 풍속을 가지고 계

속하여 시스템이 이동하고 있다. 구름의 발달 고도는 

약 3㎞ 이하이고, 풍향은 북서풍이고 풍속은 약 20～

35 kts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PPI, RHI 분석과 

일치한다. 

Fig. 16(c)는 진도레이더에서 VVP방법으로 산출된 

2003년 1월 3일 0030 UTC부터 0230 UTC까지의 고

도별 수평 바람장을  나타낸 것이다. Fig. 8(a)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저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고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6(d)는 진

도레이더에서 산출된 2003년 1월 3일 2250 UTC부터 

1월 4일 0050 UTC까지의 수평바람장이다. 

1월 4일 무안에서 관측된 수평 바람장과 같은 결과

를 보여준다. 따라서 Fig. 16(a)와 (c)는 고기압의 확장 

시기를 알 수 있고, Fig. 16(b)와 (d)는 강설 시 수평 바

람장의 고도별 패턴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cP 확장 시 발생하는 cloud 

streets 분석을 위해 2003년 1월 3일부터 1월 5일 사이

에 호남 서해안 지방에서 발생한 강설 사례를 선행연

구에 근거하여 기초 분석하고, 강설의 강도 및 이동과 

발달 분석을 위해 무안의 연구용 X-band 레이더와 진

도의 S-band 레이더의 PPI, CAPPI, RHI, VAD 및 

VVP의 영상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호남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cloud streets는 고기압

의 확장방향과 수직하게 길게 분포하고, 셀의 반경은 

약 5～8㎞, 셀 중심의 레이더 반사도는 약 20～30

dBZ, 셀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약 10㎞, 연직구조는 수

평으로 약 10㎞, 수직으로 약 3㎞ 정도의 크기를 가

진 작은 대류형 세포 셀의 형태이고, 약 3㎞ 부근의 

안정층의 존재로 운정 고도는 약 3 km, 고도 3㎞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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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서 불안정층의 존재로 인하여 구름이 발달하였

다. Cloud streets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방향으로 

주 시스템이 이동하며 발달하였고, 고도 약 3 km 이내

에서 북서에서 서풍으로 바뀌는 반전의 풍계를 지녔

으며, 풍속은 약 5～16 m/s 이내로 분포하였다. 

향후 호남서해안 강설연구와 강설의 이동경로 및 

강설 강도의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객관적 관측자료와 

수치모의실험으로 레이더 영상의 심층적인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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