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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satellite imagery for the two
heavy rainfall cases (21 September, 2010, 9 August, 2011)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In general,
the possibility of strong convection can be increased when the region with plenty of moisture at the lower
layer overlapped with the boundary between dark and bright area in the water vapor imagery. And the
merging of convective cell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moving velocities of two cells resulted in the
intensification of convective activity and rainfall intensity. The rainfall intensity is more closely linked
with the minimum cloud top temperature than the mean cloud top temperature. Also the spatio-temporal
variations of rainfall intensity are impacted by the existence of merging processes. The merging can be
predicted by the animation of satellite imagery but earlier detection of convective cells is almost impossible
by using the infrared and water vapor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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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사례들 중 예보가 어려워 피해가 컸던 두 사례(2010년 9월 21

일, 2011년 8월 9일)에 대해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의 시·공간적인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

한반도지역에 집중호우를 유발한 대류 세포들은 적외영상에서 하층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수증기 영상

에서는 명역과 암역의 경계(boundary)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대류 세포들의 이동속도 차에 의

한 총 5번의 병합과정 중 4번의 병합과정에서 대류 세포들의 병합 후 대류 세포는 더욱 발달되었으며 강수

강도도 급격하게 강화되었다. 대류시스템에서의 강우강도 변화는 휘도온도의 평균보다 최소 휘도온도의 시

간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류 세포들의 병합도 집중호우의 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 생각된다. 대류 세포들의 병합은 영상동화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대류 세포의 탐

지는 적외 및 수증기 영상 모두에서 일정 강도 이상 발달한 상태에서만 탐지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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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집중호우란 시간당 30 mm 이상이나 하루에 80 mm

이상의 비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의 비가

내릴 때를 말한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최근 인간 활동 등으로 야기된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하

여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e.g., IPCC, 2007; Kim and Kim, 2011).

2010년 9월 21일 서울에 259 mm/day 이상의 비가 내

려 2명의 사망자와 59,27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0). 2011

년 7월 27일 서울에는 301.5 mm/day의 비가 내리는 등

서울·경기지역 일대에 약 100 mm/h 이상의 강한 강수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종 6

명, 61명의 사망자와 37,68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다. 또한 태풍 무이파가 한반도를 통과한 2011년 8

월 9일에는 정읍에 400 mm/day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8

월 6일부터 10일까지 1명의 사망자와 218,314백만원의

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 이처럼 집중호우는 단시간에 생성, 소멸

되며 국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가 어려

워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야기한다(Tian, 1991;

Sieglaff et al., 2010).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호우를 야기하는 중규모 대류계의 생성과 발달과

정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

직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e.g., Sieglaff et

al., 2010; Kim and Kwon, 2011; Kwon and Lee, 2013).

최근에는 이러한 대류 세포를 조기에 탐지하고 예측

하기 위하여 원격탐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

발되고 있다. 원격탐사 자료 중 레이더는 높은 시간 분해

능과공간해상도를가지며강수강도와위치를정량적으

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류핵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레이더의 관측 영역이 좁기 때

문에서해상에서부터발생되어들어오는대류세포를감

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나 눈이 시작되어야

탐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정지궤도위

성의관측영역은넓기때문에서해상에서발생되어들어

오는대류세포를탐지할수있으며강수발생전초기대

류 세포의 탐지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관측주기도

10분내로짧아졌기때문에대류세포를실시간으로관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궤도위성의 장점들을 이용하면

대류 세포의 초단기 예측에 필요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Kim et al., 2012; Kwon and Lee, 2013).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류 세포의 탐지 및 감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Reynolds(1980)와Adler et al.(1985)은정지궤도위성의적

외채널을 이용하여 대류 세포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대류 세포의 발달에 관한 정보

를 얻기 위해 3-5분 간격의 위성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하

였다. Santurette and Georgiev(2007)는 수증기영상의 정

성적 분석을 통하여 강한 대류 세포의 예보 기술 향상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Cintineo et al.(2013)은 적외채널의

휘도온도만을 이용할 경우 구름이 매우 강하게 발달하

는 일부 사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외채널의 휘

도온도뿐만 아니라 운상, 운정의 방출률과 구름의 광학

두께를 이용하여 강한 호우와 약한 호우 시스템의 발달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Lee et al.(2010)은 호우 사

례 분석을 위한 개념 모델에 기초하여 호우 가능성이 있

는종관유형을정리하였다. 또한, 이들은위성자료를활

용하여 호우 가능 지역을 선정한 후 강우 강도를 산출함

으로써 위성영상의 구체적 활용도를 높였다. Kim and

Kwon(2011)에서는 대류 세포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정지궤도위성의 적외채널 휘도온도와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강우강도 사이의 관계

성을 분석하여 대류 세포의 발달 단계에 따라 휘도온도-

강우강도 관계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30분 이상의 주기를 갖는 위

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대류 세포를 분석하였거나 수

증기영상과의 종합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반

도 주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사례들 중 일부 사례들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가 사례 분석을 통해 집

중호우 시 위성영상 특성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두 집중호

우 사례(2010년 9월 21일과 2011년 8월 9일)에 대해 정

지궤도위성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이 가지는 주변

환경의 특성과 휘도온도의 시간적 변화 분석을 통하여

대류 세포의 발달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AWS 강수자료를 이용하여 대류 세포의 위치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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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장에서는 위성

영상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

하였고, 3장에서는 두 사례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최초의정지궤도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과 일본의 다목적위성인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2 (MTSAT-2)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COMS와 MTSAT-2의 한반도영역 관측주기는 각각 15

분/30분이며 1개의 가시채널과 4개의 적외채널을 가지

고 있다. 두 위성의 채널별 파장과 해상도는Table 1에 나

타내었다.

집중호우 시 위성영상의 특징을 정성적으로 조사하

기 위하여 COMS와 MTSAT-2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

상을이용하였다. 그리고짧은시간에발달, 소멸되는대

류 세포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9

월 21일 사례에서 30분 간격의 MTSAT-2 동아시아영역

의 적외 1채널 휘도온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2011년 8월

9일 사례에서는 15분 간격의COMS 동아시아영역의 적

외 1채널 휘도온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악기상 감시를 위하여 관서용 81

개소, 방재용 471개소 등 전국에 총 552개소(격자간격

약 13 km)의AWS를 운영 중이다. 대류 세포의 위치와 강

수패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외에도 경기

도청, 등표, 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AMOS)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2010년 9월 사례에서는

675개, 2011년 8월사례에서는 673개의 1시간누적강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기

상청에서 제공받았다.

2) 연구방법

위성영상을이용하여한반도지역에서발생되는대류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많은 집중호

우 사례들 중 예보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컸던 두 집중호우

사례(2010년 9월 21일, 2011년 8월 9일)를 선정하였다.

적외영상에서는구름을포함한지구표면의온도상태

를 알 수 있으며 수증기영상에서는 중·상층 대기의 수분

분포와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영상

의 특징을 이용하여 대류 세포 발생 후 한반도 주변의 적

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의 특징을 시간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수증기영상에서 대류 세포의 발달과 관련된 암역

의 위치와 이동 및 변화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대류 세포의 정량적인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Kwon

and Lee(2013)와 같이 휘도온도 -45℃를 임계값으로 설

정하였으며 임계값보다 낮은 영역을 대류 세포로 구분

하였다. 위성영상에서 대류 세포가 탐지된 후부터 소멸

될 때까지 15분/30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대

류 세포의 면적과 최소 휘도온도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대류 세포의 발달 정도와 강수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류 세포의 휘도온도와 평

균/최대 강수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시간별 평균

강수강도는 대류 세포 내에 위치한 AWS 지점 중 강수가

나타난 지점의 강수강도 총 합을 강수가 나타난 지점수

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으며 시간별 최대 강수강도는 대

류 세포 내에 위치한 AWS 지점 중 최대 강수강도가 나

타난 지점의 강수강도를 선택하였다. 또한 대류 세포의

위치와 강수패턴과의 관계는 AWS 1시간 누적 강수 이

미지와 위성영상의 시각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사례분석

1) 2010년 9월 21일 사례

(1) 대류 세포 발생 초기 영상의 특성

대류 세포의 발생과 이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류

세포가 서해상에서 생성된 후 동진하여 경기만으로 들

Characteristics of Infrared and Water Vapor Imagery for the Heavy Rainfall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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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nel characteristics of COMS and MTSAT-2
Channel Wavelength(µm) Spatial resolution(km)
VIS 0.55 - 0.80 1
SWIR 3.5 - 4.0 4
WV 6.5 - 7.0 4
IR1 10.3 - 11.3 4
IR2 11.5 - 12.5 4



어오기 전인 2010년 9월 21일 0433 KST부터 0833 KST

까지 한반도 영역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을 분석하

였으며 대류 세포의 위치와 발달 정도를 보다 쉽게 보기

위하여 적외강조영상을 함께 나타내었다(Fig. 1). 적외영

상에서 서해상과 한반도 내륙지방에 하층운이 광범위

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동반도에서 2개의

대류 세포가 동시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방에

있던 대류 세포는 0633 KST에 소멸되었으나 전방의 대

류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진함과 동시에 발달되

어 크기가 확대되었다. 수증기영상에서는 한반도 중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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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signal of convective cell appeared in the satellite image from 0433 KST to 0833 KST 21 Sep., 2010. (a) IR, (b) WV, and
(c) EIR.

(a.1) IR-0433 KST

(a.2) IR-0633 KST

(a.3) IR-0833 KST (c.3) EIR-0833 KST(b.3) WV-0833 KST

(c.2) EIR-0633 KST(b.2) WV-0633 KST 

(b.1) WV-0433 KST (c.1) EIR-0433 KST



부지역 상층에 동서방향으로 발달된 암역이, 중부이남

지역의 상층에는 수증기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역이 지속적으로

동진하며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류 세포

주변을 암역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대류 세포 주변의

건조한 공기의 하강으로 인해 상승류가 유도(풍선효과)

되어 대류 세포가 급격하게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Fig. 1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

은 하층에 다량의 수증기가 분포하고 상층에는 명역과

암역의 경계(boundary)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대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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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and satellite imagery during merging stage of convective cells at 1333 KST 21 Sep., 2010. (a)
EIR, (b) WV, and (c) AWS.

(a.1) EIR-1100 KST

(a.2) EIR-1200 KST

(a.3) EIR-1333 KST (c.3) AWS-1400 KST(b.3) WV-1333 KST

(c.2) AWS-1230 KST(b.2) WV-1200 KST

(b.1) WV-1100 KST (c.1) AWS-1130 KST



가 발생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2) 집중호우 시 위성영상의 특성

Fig. 2는 2010년 9월 21일 대류 세포들의 병합 전부터

첫 번째 병합 시(1333 KST)까지의 적외강조영상과 수증

기영상 그리고 AWS 강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적외강

조영상의 1100 KST에 산동반도와 경기만의 중간 위치

인 서해상에서 새로운 대류 세포가 생성되고 있다. 이 대

류 세포는 점차 발달되어 크기가 확대되었으며 풍하 쪽

에 위치한 기존의 대류 세포보다 빠르게 동진하여 경기

북서부 지역에서 병합되었다. 동시에 대류 세포의 강도

는 급격히 강화되었으나 이동 속도는 느려졌다. 특히 병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4, 2014

–470–

Fig. 3.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time at 1800 KST 21 Sep., 2010.

(a.1) EIR-1700 KST

(a.2) EIR-1733 KST

(a.3) EIR-1800 KST (c.3) AWS-1830 KST(b.3) WV-1800 KST

(c.2) AWS-1800 KST(b.2) WV-1733 KST

(b.1) WV-1700 KST (c.1) AWS-1730 KST



합 이후부터 후방생성(back-building)의 형태로 새로운

대류 세포가 시스템 후면에서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상층풍의 영향으로 모루운이 동쪽으로

확장되었으며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근형 구름(Tapering

cloud)의 형태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수증기영상에서

는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하던 암역이 한반도 중·북부 지

역으로 이동, 확장되며 암화 현상이 발생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역의 모양이 동서형태로 되면서 축소, 약

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대류 세포 발달 시 강수 특성은

AWS 1시간 누적 강수로 나타내었으며 상호비교를 위해

위성영상과 같은 시간이 아닌 위성관측시간보다 30분

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른 대류시스템에서와 같이

강수는 대부분 대류시스템 남서쪽 전면에 집중되고 있

으며 위성영상에서는 대류핵의 구분이 어렵지만 1시간

누적임에도 불구하고 강수핵이 동서 벨트 상에 여러 개

산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루운에 해당되는 대류 시스

템의 동쪽영역에는 강수가 거의 없거나 약하게 나타나

고 있다. 1333 KST에 경기만에서 병합이 발생된 후 강수

강도가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구역도 크게 확

대되고 있다.

Fig. 3은 2010년 9월 21일 대류 세포 병합 전부터 두 번

째병합시(1800 KST)까지의위성영상과AWS 강수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경기만 앞바다에서 후방생성의 형태

로 새로운 대류 세포가 생성되고 있음을 적외강조영상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대류 세포는 전방의 대류 세포

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1800 KST에 병합되었다. 첫 번째

병합보다 기존의 대류 세포와 새로운 대류 세포간의 거

리가 가까워 강하게 발달되지 못한 채 병합되었으며 병

합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다. 수증기

영상에서 암역은 한반도 중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강하

게 발달되어 있다. 위성영상 시각을 기준으로 1700 KST

부터 1800 KST까지 강수분포는 동서 방향으로 뻗은 대

류 세포의 위치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 유입

되는 대류 세포에 의한 강수가 1733 KST에 경기만 앞바

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00 KST에 두 개의 대류

세포가 병합된 후 동서방향의 강한 강수대가 경기만까

지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적외강조영상과 AWS 강수

대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운정온도(대류 세포의 발달

정도)에 비해 강수강도가 매우 강함을 볼 수 있다. 대류

세포가 매우 강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운정온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강한 강수가 발생하는 원인으

로는 하층에서의 강한 수증기 수렴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점은 Sun and Lee(2002)와 Sohn et al.(2013)에서 우리

나라 강수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

대류 세포의 발달과정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휘도온도 -45℃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휘도온도의 시

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대류 세포를

탐지한 후 30분 간격으로 추적하면서 대류 세포의 면적,

최소 휘도온도와 휘도온도의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최

대 강수강도를 구하였다. 해당 영역은 Figs. 1, 2, 3의 적외

강조영상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MTSAT-2 동

아시아 영역의 적외 1채널 휘도온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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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oral variations of convective cell area and mean rainfall intensity on 21 Sep., 2010.



Fig. 4는 대류 세포의 면적과 평균 강수강도의 시간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집중호우 사례에서 대류 세포의

병합은 1333 KST와 1800 KST에서 두 차례 나타났으며

그림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대류 세포가 병합된 시간

이다. 대류 세포가 경기만으로 들어오는 시각인 1000

KST부터 대류 세포의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병합이 나타나는 1333 KST에 대류 세포의 면적은

19056 km2에서 23440 km2로 증가되었으며 평균 강수강

도가 급격히 강화되어 병합 1시간 후 집중호우 발생기

간 중 가장 강한 평균 강수강도(20.7 mm/h)를 기록하였

다. 두 번째 병합이 일어나는 1800 KST에서는 대류 세포

의 면적은 18944 km2에서 25152 km2로 급격하게 증가되

었으나 병합 후 평균 강수강도는 조금 강해지다가 약화

되었다.

Fig. 5는 대류 세포의 최소 휘도온도, 휘도온도의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 강수강도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첫 번째 병합 후 최소 휘도온도는 약 -70℃로 유지되

었으며 표준편차는 증가되어 대류 세포가 급격히 강화

되었음을 제시한다. 그 결과 최대 강수강도도 첫 번째 병

합 후 급격하게 강화되었으며 그 후 약 10 mm/h 정도 감

소되어 3시간동안유사한강수강도를유지하였다. 두번

째 병합 후 표준편차는 증가되었고 최소 휘도온도는 급

격하게 감소되어 집중호우 발생기간 중 가장 낮은 최소

휘도온도(-77℃)를 보인 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소 휘도온도가 -70℃ 이하인 시간이 총 14회 나

타났으며 이것으로 대류 세포가 매우 강하게 발달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최대 강수강도는 두 번째 병합 후 집중

호우 발생기간 중 가장 강한 강수강도(98.5 mm/h)를 보

였으며 대류 세포가 약화됨에 따라 급격하게 약화되었

다. 병합 후 강수강도가 강화되는 특징은 Kwon and

Lee(2013)의 30 mm/h 이상 강수의 면적 증가와 잘 일치

하였다.

2) 2011년 8월 9일 사례

(1) 대류 세포 발생 초기 영상의 특성

대류 세포의 발생과 이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남

앞바다에서 생성된 대류 세포가 북동진하여 내륙으로

들어오기 전인 2011년 8월 9일 0330 KST부터 0545 KST

까지 한반도 영역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을 분석하

였다(Fig. 6). 서해상에 하층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3개의 대류 세포가 동서 방향으로 동시에 나란

히 생성된 것을 적외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2개의 대류 세포는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며

크기가 증가되었지만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대류 세포

는 0430 KST 이후 소멸되었다. 수증기영상에서 서해상

에서부터 동해까지 광범위하게 발달한 암역이 좁아짐

과 동시에 북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암

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9일 사례에서도 대류 세포의 발생 위치와 시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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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oral variations of maximum rainfall intensity, standard deviation and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on 21 Sep., 2010.



한 특징을 사전에 찾을 수 없었지만 앞의 사례에서와 같

이 Fig. 6의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은 대기의 하층에 다

량의 수증기가 분포하며 상층에서는 명역과 암역의 경

계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대류 세포가 발생되었음을 보

이고 있다.

(2) 집중호우 시 위성영상의 특성

Fig. 7은 2011년 8월 9일 대류 세포들의 병합 전부터

첫 번째 병합 시(0845 KST)까지의 적외강조영상과 수증

기영상 그리고 AWS 강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적외강

조영상의 0700 KST에 남해상에서부터 생성되어 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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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e as Fig. 1 except for the period from 0330 KST to 0545 KST 9 Aug., 2011.

(a.1) IR-0330 KST

(a.2) IR-0430 KST

(a.3) IR-0545 KST (c.3) EIR-0545 KST(b.3) WV-0545 KST

(c.2) EIR-0430 KST(b.2) WV-0430 KST

(b.1) WV-0330 KST (c.1) EIR-0330 KST



발달돼 들어온 대류 세포가 전라도 내륙에 위치함을 알

수 있으며 남·서해상에 큰 대류 세포와 작은 대류 세포

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30분 후 내륙에 있던 대류 세포

는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여 0800 KST에 완전히 분리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류 세포들이 동진하여

0845 KST 경 내륙에 위치하고 있던 대류 세포와 서해상

에 위치하고 있던 대류 세포가 병합되었다. 수증기영상

에서는 암역이 좁아짐과 동시에 북동진함을 알 수 있으

며 서해상에 위치하는 대류 세포의 후면에 암역이 광범

위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류시스템

의 북서쪽 경계에서는 암역의 확장과 함께 하층에서도

건조공기가 접근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류 세포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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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time at 0845 KST 9 Aug., 2011.

(a.1) EIR-0700 KST

(a.2) EIR-0800 KST

(a.3) EIR-0845 KST (c.3) AWS-0915 KST(b.3) WV-0845 KST

(c.2) AWS-0830 KST(b.2) WV-0800 KST

(b.1) WV-0700 KST (c.1) AWS-0730 KST



이 억제되고 있다. 특히 대류 세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점

차 암화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대류 세포를 둘러싼 중·

상층 대기 주변에 하강운동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대류 세포 중심 영역에서 대류 세포가 급격하게 발

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WS

강수분포에서는 3개 이상의 강한 강수핵이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의 위치는 적외강조영상의 대류핵들과 일치

하고 있다. 또한 0845 KST에 대류 세포들의 병합된 후

전남과 전북지방에 위치한 강수핵들도 합쳐짐과 동시

에 강한 강수구역이 확장되어 나타났다.

Fig. 8은 2011년 8월 9일 대류 세포 병합 전부터 두 번

째병합시(1100 KST)까지의위성영상과AWS 강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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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time at 1100 KST 9 Aug., 2011.

(a.1) EIR-1000 KST

(a.2) EIR-1030 KST

(a.3) EIR-1100 KST (c.3) AWS-1130 KST(b.3) WV-1100 KST

(c.2) AWS-1100 KST(b.2) WV-1030 KST

(b.1) WV-1000 KST (c.1) AWS-1030 KST



를 나타낸 것이다. 적외강조영상에서 서해상에 하층운

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과 전라남도 먼 바다에서 후

방생성의 형태로 새로운 대류 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성된 대류 세포는 서서히 북동쪽으로 이동,

발달되어 1100 KST에 대륙에 위치한 대류 세포와 병합

되었다. 수증기영상에서 일본 동남쪽에 위치한 북태평

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암역이 좁아지며 대류 세포들과

함께 매우 느리게 북동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수

영역은 전 시간대와 같이 적외강조영상의 대류핵과 잘

일치하였다. 대류 세포가 병합되었지만 후면에 위치한

대류 세포가 서해상에 위치하여 병합과 관련된 강수 변

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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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time at 1745 KST 9 Aug., 2011.

(a.1) EIR-1630 KST

(a.2) EIR-1700 KST

(a.3) EIR-1745 KST (c.3) AWS-1815 KST(b.3) WV-1745 KST

(c.2) AWS-1730 KST(b.2) WV-1700 KST

(b.1) WV-1630 KST (c.1) AWS-1700 KST



Fig. 9는 2011년 8월 9일 대류 세포 병합 전부터 세 번

째병합시(1745 KST)까지의위성영상과AWS 강수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지속적으로 서해상에 하·중층운이 넓

게 분포하고 있으며 1630 KST 경 전라도 앞 바다에서 새

로운 대류 세포가 생성된 것을 적외강조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수증기영상에서는 그 존재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적외강조영상에서는 새로운 대류 세포의 발

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약 1시간 후 대류 세포는

발달됨과 동시에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대류 세포

와 병합되었다. 전체적으로 적외강조영상의 대류핵 중

심과 AWS 강수분포가 일치하고 있으며 대류 세포의 병

합과 관련된 강수 분포 역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병합 때와는 다르게 강수핵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곳곳에 산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류 세포의 시간에 따른 발달과정을 정량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휘도온도 -45℃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휘도온도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서는 15분 간격으로 대류 세포를 추적하여 대류 세포의

면적, 최소 휘도온도와 휘도온도의 표준편차 그리고 평

균/최대 강수강도를 구하였다. 해당 영역은 Figs. 6, 7, 8,

9의 적외강조영상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였고

COMS 동아시아 영역의 적외 1채널 휘도온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10은 대류 세포의 면적과 평균 강수강도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집중호우 사례에서 대류 세포

의 병합은 0845 KST, 1100 KST 그리고 1745 KST에서 3

회 나타났으며 그림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대류 세포

들이 병합된 시간이다. 첫 번째 병합이 발생한 0845 KST

에 대류 세포의 면적이 약 35000 km2에서 약 49000 km2

까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평균 강수강도 역시 급격

하게 강화되었다. 두 번째 병합이 발생하는 1100 KST에

서는 대류 세포의 면적은 증가되었으나 평균 강수강도

는 3시간 가량 유사한 강도로 유지된 후 약화되었다. 이

는 일부 대류 세포가 서해상에 위치하여 이 대류 세포에

의한 강수 관측이 불가능하였던 점과, 기존에 앞서 있던

대류 세포는 한반도 내륙에 비를 내린 후 강도가 약해졌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병합이 일어나는

1745 KST 이후 대류 세포의 병합은 일어났지만 한반도

내륙에 위치한 대류 세포가 점차 소멸단계로 접어들어

대류 세포의 면적과 평균 강수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례에서는 약 5 mm/h

이상의 평균 강수강도가 15시간 이상 지속된 특이한 사

례이다. 이는 서해상에서 대류 세포가 후방생성의 형태

로 계속 발생하여 내륙으로 이동한 점과, 일본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류시스템의 이

동속도가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Fig. 11은 대류 세포의 최소 휘도온도, 휘도온도의 표

준편차 그리고 최대 강수강도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병합 후 최소 휘도온도가 감소,

표준편차는 증가되어 대류 세포가 발달된 것을 알 수 있

으며 최대 강수강도 역시 모두 강화되었다. 세 번째 병합

후 최소 휘도온도는 높아지고 표준편차는 잠시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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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day on 9 Aug., 2011.



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최대 강수강도는 약 70

mm/h로 기록적으로 강해진 후 급격히 약화되었다. 최

소 휘도온도가 높아지고 표준편차가 감소되었음에도

최대강수강도가 급격히 강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사

례들 중 예보가 쉽지 않았던 두 사례를 선정하여 대류 세

포 발생 후 적외영상과 수증기영상에서 갖는 특징과 적

외 1채널의 휘도온도, 평균/최대 강수강도의 시간적 변

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위성영상에서 2010년 9월 21일 사례의 대류 세포는

다른 구름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었으나 2011년 8월 9일

사례에서는 다중 대류 세포(Multi-cell) 형태로 발달되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두 사례에서

한반도에 강한 강수를 야기한 병합과 관련된 대류 세포

들은 대기의 하층에 다량의 수증기가 분포하며 그 상층

에서는 명역과 암역의 경계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생성

되었다. 영상의 동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남·서해상에

위치한 강한 남서풍 계열의 하층제트가 집중호우 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하였으며 그 상층

에는 건조역이 위치하였다. 따라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

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기덩이의 상승과 상

층의 무거운 공기의 하강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한

대류가 발달되어 많은 강수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례에서 발생된 총 5번의 대류 세포들의 병합 중 4번의

병합 후에는 대류 세포들이 더욱 발달되었으나 2011년

8월 9일 1730 KST의 병합 후 대류 세포는 점차 소멸 단

계에 접어들어 최소 휘도온도는 높아지고, 강수강도는

약화되었다. 또한 대류 세포의 면적의 변화는 평균 강수

강도보다 최대 강수강도의 시간변화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대류 세포의 발달과 최대 강수강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8월 9

일 사례의 경우 대류 세포의 최소 휘도온도와 최대 강수

강도와의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시 기

준의 1시간 누적 강수 자료가 아닌 1분 강수자료를 이용

하여 위성영상 시각을 중심으로 1시간 강수를 재생산하

고, 정지궤도위성의 관측특성(viewing geometry)에 의한

시차(parallax) 문제를 보정한다면 휘도온도와 강수강도

와의 정량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류 세포는 대기의 하층

에 다량의 수증기가 분포하며 상층에는 명역과 암역의

경계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

한 대류 세포들의 병합 후 최대 강수강도가 강화된 점은

대류 세포들의 병합이 집중호우 시 강수강도의 변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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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ame as Fig. 5 except for the day on 9 Aug., 2011.



측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점은 영동

지역 악기상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대류 세포의 병합이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로 사용될

수 있다는Kim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

만 대류 세포가 병합된 후 발달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

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었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류 세포의 속도와 이동 방향 그리고 발달 유무에 관계

된 주변 환경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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