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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악기상 사례에 대한 MTSAT 위성 영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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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usual autumn storm developed rapidly in the western part of the East sea on
the early morning of 23 October 2006. This storm produced a record-breaking heavy rain and
strong wind in the northern and middle part of the Yeong-dong region; 24-h rainfall of 304 mm
over Gangneung and wind speed exceeding 63.7 m s−1 over Sokcho. In this study, MTSAT-1R
(Multi-fuctional Transport Satellite) water vapor and infrared channel imagery are examined to
find out some features which are dynamical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torm.
These features may be the precursor signals of the rapidly developing storm and can be
employed for very short range forecast and nowcasting of severe storm. The satellite features
are summarized: 1) MTSAT-1R Water Vapor imagery exhibited that distinct dark region
develops over the Yellow sea at about 12 hours before the occurrence of maximum rainfall about
1100 KST on 23 October 2006. After then, it changes gradually into dry intrusion. This dark
region in the water vapor image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ositive anomaly in 500 hPa Potential
Vorticity field. 2) In the Infrared imagery, low stratus (brightness temperature: 0~5oC) develops
from near Bo-Hai bay and Shanfung peninsula and then dissipates partially on the we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These features are found at 10~12 hours before the maximum rainfall
occurrence,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cold and warm advection in the lower troposphere. 3)
The IR imagery reveals that two convective cloud cells (brightness temperature below −50oC)
merge each other and after merging it grows up rapidly over the western part of East sea at about
5 hours before the maximum rainfall occurrence. These features remind that there must be the
upward flow in the upper troposphere and the low-layer convergence over the same region of
East sea. The time of maximum growth of the convective cloud agrees well with the time of the
maximum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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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역 위험기상은 가을철에
발생을 했다는 점과, 최대순간풍속 (속초)과 일강수량
(강릉)에서 이 지역 기상 관측이래 10월 극값을 갱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강원지
역 10월 강수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지적으로
100 mm/day 이상의 많은 강수가 일 년에 몇 차례씩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이 최
근 들어 발생하였으며, 영동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
다는 점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오재호
와 홍성길 (1995)은 대기 CO2 농도의 배증에 따른 강
수량 변화 연구에서 한반도의 강수량은 사계절 가운
데 가을철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Gordon et al. (1992)은 배증 CO2기후에 대한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모의에서 일반적으
로 강우강도의 증가와 강수빈도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영동 지역의 국지적 강수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하는 종관 규모내의 작은
중·소규모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그들에 대한 정확한 관측뿐만 아니라 발달기작
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에 대한 예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강
원 영동 지역의 국지적인 강수 형태는 대부분 구름이
동해상에서 발달한 후 동풍기류를 따라 지상으로 유
입되어 태백산맥에 의한 강제 상승으로 더욱 증폭되
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조구희, 2008). 이러한 국
지적인 위험기상을 예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
로 고밀도의 정확한 관측 자료와 고 분해능의 수치모
델이 필수적이다 (Roberts et al., 2008). 그러나 영동
지역에 위치한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주변 레이더 자
료의 제공이 제한적이며, 산악과 동해상에서의 관측
지점의 부족으로 수치 모델을 통한 강수 시스템의 이
해 및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관측이 가능한 위성과 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대류 세포의 발생, 발달,
이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위성은 구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이동과 변화를 파악
할 수 있고, 관측 채널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하층
대기의 역학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dler and Fenn, 1981).

위성자료의 중요한 활용 가운데 하나는 강우량 추
정이다. 대류운의 강우량은 흔히 운정 (Cloud Top) 높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

달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정지궤도위
성의 적외 채널의 밝기 온도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추
정할 수 있다 (Griffith et al., 1978; Adler and Negri,
1987; Scofield, 1987; Levizzani, 1999; Vincente et al.,

1998; 권태영, 2001).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적외 영
상의 밝기 온도와 강우량 사이의 관계가 시·공간적
으로 큰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SSM/I (Special Sensor
Microwave/Imager),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satellite)의 마이크로웨이브 자료를 이용해서
이들 밝기온도-강우량 관계식을 보정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Kuligowski, 2002; Kidd et al.,
2003; Turk et al., 2003; Weng et al., 2003). 한편, 위
성의 화소 (pixel)에 대한 강우량 추정과 함께 구름 덩
어리 (cloud-patch)에 대한 강우량 추정이 이루어졌는
데, 여기서 복합대류시스템 (Meso-scale Convective
System: MCSs)의 생애 (운형분류)에 대한 연구를 바
탕으로 강우량 추정이 이루어졌다 (Uddstrom and Gray,
1996; Hong, 2004). 그 밖에도 다채널 위성 자료 활
용 및 다양한 구름과 관련된 정보 (구름의 광학두께,
유효반경 등)를 이용한 강우 추정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Baum et al., 1997; Bellerby and Sun, 2005).
위성 영상의 또 다른 활용은 대류 강우 시스템

(convective precipitation system)의 발달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여러 강수 사례에 대해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마이크로웨이브 자료를 이용해 위험기상
구조의 재분석을 통해서 대류 발달과 관련된 초기 징
후의 실시간 예보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Barrett
and Martin, 1981). 소규모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대류
강수 시스템의 경우 위성의 적외 영상은 초기대류인
자를 탐지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Weckwerth
et al., 2004). Mecikalski and Bedka (2006)는 GOE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적
외 영상으로부터 대류 발달과 관련된 초기대류인자를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 개의 사례를 통해 대류
발달을 30~45분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elgado et al. (2007)는 복합대류시스템의 생애
와 강우 강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가
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통해 구름을 분류하여 복합대
류시스템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수증기 영상은 중·상층 대기에서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 함량을 나타낸다. 수증기 분포의 변화는 흔
히 대기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 영상
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대기의 흐름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수증기 영상에서 건조한 구역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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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게 나타나고, 습윤한 구역은 밝게 표현되며, 특히
어두운 영역 가운데 잘 발달된 암역이 구름 아래쪽으
로 파고드는 현상을 Dry-Intrusion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증기 영상을 활용하여 저기압 폭풍의 발달
징후를 찾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Kurz, 1994;
Mansfield, 1996).

Uccellini et al. (1985), Young et al. (1987), Kurz

(1994) 등은 수증기 영상과 위치소용돌이도 (Potential
Vorticity, PV)의 양의 편차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후 Georgiev (1999)는 이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으며, 500 hPa의 고도
에서 이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수증기 영상
으로부터 위치소용돌이도의 분포를 추정하고 활용
하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Hanley (2002)는
허리케인 ‘Bertha’ (1996) 사례에서 허리케인과 상
층 기압골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
기서 대기 상층의 위치소용돌이도와 밀접한 연관성
이 있는 수증기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허리케인과
상층 기압골의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수증기 영상으로부터 추정한 위치소용돌이
도는 수치모델에서 모의한 위치소용돌이도와의 비
교를 통해서 수치모델의 결과값 검증에 사용되었다
(Huo et al., 1998). 또한 수증기영상에서 추정된 위
치소용돌이도로 수치모델의 초기장을 수정하여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Demirtas and
Thorpe, 1999; Georgiev, 1999; Pankiewicz et al.,
1999; Swarbrick,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역에
서 발생한 위험기상 사례분석을 통해 대기역학구조
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위성영상 특징을 이해함
으로써 초단기예보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위
사례기간동안 MTSAT-1R에서 얻어진 적외 영상과
수증기 영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분석된 특징에 따라 위험기상을 일으키는 대기
역학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이론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기상과 관련된 위성영상의
특징을 시간대 별로 분석하였고, 향후 이러한 요약
자료는 위험기상 예측을 위한 수치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초단기예보와 실시간 예보에 활용될 것
으로 판단된다.

2. 2006년 10월 23일 영동 위험기상 사례

2.1. 강수와 바람 분석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위험기상
의 특징은 가을철에 발생했다는 것과 강수량과 풍속
에서 이 지역 기상 관측이래 10월 극값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강릉에서 일강수량 304 mm/day를
보여 종전 10월 일 최대강수량인 거제의 273 mm/day
(1985. 10. 5)를 갱신하였으며, 속초에서는 63.7 m s−1

의 순간최대풍속을 보여 종전 10월 극값인 울릉도에
서 관측된 46.2 m s−1 (1973. 10. 28)를 갱신하였다. 10
월 23일에는 영동지방 전역에서 강수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미시령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강하게
나타났다 (Fig. 1). 강릉은 23일 일강수량 304 mm를

Fig. 1. Distribution of daily precipitation (mm/day) over (a) the country and (b) Yeong-dong region on 23 October 2006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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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여 10월 극값을 갱신하였으며, 속초 (232 mm),
오색 (282 mm), 장현 (243 mm), 대관령 (171 mm), 경
포대 (200 mm), 동해 (142 mm) 등의 지역에서 100 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관측되었다.
이 사례를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의 15분 누적강수량과 30분 바람장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는 영동지역의 강수
분포를 영동 중부 (강릉, 경포대)와 북부 (속초, 미
시령, 강현, 오색)로 나누어 시계열로 보여준다. 22

일 21시부터 영동 북부지역은 시간당 5 mm 이상
의 강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영동 중부지역
에서는 시간당 1 mm 이하의 강수가 나타났다 (제시하
지 않음). 영동 북부지역은 6시 이후 강수가 강해졌
는데 속초지역에서 30분 강수 (05시30분~06시)가
31.5 mm를 기록하였다. 영동 북부지역에 영향을 미
쳤던 구름 세포는 점차 남하하여 9시 영동 중부지
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하하던 구름 세포는
강릉 부근에서 급격하게 발달하여 10시~12시 30분
사이에 시간당 20 mm 이상의 강수가 내렸으며, 최
대 강수시점은 11시경으로 강릉에서는 시간당 81.5 mm
(10시23분~11시23분)를 기록하였다. 영동지역에 영
향을 미쳤던 강한 강수를 동반한 구름 세포는 13
시경에 동해상으로 남하하여 빠져나갔으며, 이 때
강수는 영동북부지역부터 점차 약화되었다. 이후 국
지적인 영향 (북동기류)으로 5~15 mm/hr의 강수가 23
일 21시까지 영동지방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사례
에서 영동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 30분 강수량이
가장 컸던 시점은 각각 23일 06시경과 11시경이었다.
강한 호우 세포는 영동북부지역에서 해안선을 따
라 남하하면서 강한 강수와 함께 강풍을 동반하였
다. AWS 바람벡터를 살펴보면 영동지방의 해안가
지역 중심으로 강한 북~북동풍의 바람이 불었으며, 특
히 23일 09시에 영동북부지역으로 강한 바람벡터
가 나타났다 (Fig. 3). 강한 바람벡터는 점차 남하
하여 15시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영동지방
의 해안가 전역으로 북풍계열의 바람이 나타났다.
속초지역은 22일 21시부터 북북서~북동풍 계열
의 바람이 5 m s−1 내외로 불기 시작하여 23일 06

Fig. 3. AWS surface wind (m/s) over Yeong-dong region on 23 October 2006 (KMA).

Fig. 2. Time series of regional averaged precipitation on 23

October 2006, which are obtained from the precipitation data

of the stations having the daily precipitation more than 200

m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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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후부터 10 m s−1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
한 강풍대역은 해안선을 따라 점차 남하하여 강릉
지역은 23일 10시~15시 사이에 그리고 동해 지역
은 13시~17시 사이에 10~15 m s−1의 북풍계열의 바
람이 불었다 (Fig. 4). 최대순간풍속은 속초에서 23일
14시 18분에 63.7 m s−1를 기록하였으며, 그 밖의
해안지방의 최대순간풍속은 강릉 28.7 m s−1 (11시
22분), 동해 25.8 m s−1 (14시 21분), 대관령 22.5 m
s−1 (12시 41분)로 대략 10시~14시경에 나타났다
(제시하지 않음).

2.2. 종관적 특성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방 위험기상 사례의 상·
하층 일기도를 분석하여 종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5은 10월 22일 12 UTC, 18 UTC와 23
일 00 UTC의 지상일기도이다. 22일 06 UTC (제

Fig. 4. Surface wind speed at Sokcho, Daegwallyeong,

Gangneung, Donghae on 23 October 2006.

Fig. 5. Surface analysis of sea level pressure at (a) 1200 UTC 22, (b) 1800 UTC 22, and (c) 0000 UTC 23 O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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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pper level analysis of the geopotential height of (a1, a2) 850 hPa, (b1, b2) 500 hPa, and (c1, c2) 300 hPa at 1200 UTC

22 October (a1, b1, c1) and 0000 UTC 23 October 2006 (a2, b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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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음)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은 산둥반도
부근과 남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각각 1011 hPa과 1010 hPa이었다. 북만주지방에 중
심기압 1035 hPa의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
만국경 북서쪽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2일 12 UTC (Fig. 5(a))에 저기압 중심기압
의 변화는 크게 없고, 남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은
북동진하여 경기만 부근에 위치하였다. 찬 이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화중지방 및 서해상에는 북서~
북풍이 나타났고, 온난전선 전면에서 남동풍을 타고
따뜻한 기류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다. 22일 18 UTC
(Fig. 5(b))에 저기압의 중심은 동진하여 영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중심기압은 1006 hPa로 낮
아졌다. 22일 12 UTC에 한만국경 부근에 위치했
던 1016 hPa 등고선이 18 UTC에 원산만 부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북만주에 위치한 찬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화중지방과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북고남저의
기압배치가 형성되었고, 강릉이북지역으로 등압선
이 동서로 조밀해졌다. 북쪽의 찬 공기와 온난전선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릉지
방으로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23일 00 UTC
(Fig. 5(c))에 저기압은 느리게 동진하여 동해앞바
다로 이동하였으며, 동해 중·북부해상으로 등압선
이 조밀하게 형성되었다. 동해상으로 고기압의 지
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블로킹되어 저기압의 이동
속도는 느려졌으며, 우리나라 내륙까지 북서풍이 나
타난 것으로 한기가 내륙까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층 일기도에서 22일 12 UTC의 기압패턴을 보
면 상층으로 갈수록 기압골이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보인다 (Fig. 6). 850 hPa 일기도에서
저기압의 중심이 황해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동해안에 온도골이 위치하며, 동해 중북부해
상에 온도선 밀집구역이 존재한다 (Fig. 6(a1)). 850 hPa
의 온도 분포는 지상의 북만주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확장에 따른 한기의 유입과 잘 일치하였다.
서해상에는 강한 한기 이류가 나타나고 동해 중부
해상에는 난기 이류가 나타난다. 23일 00 UTC에
는 저기압의 중심이 중부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하
였고 동해 중남부 해상에 온난 전선이 위치한다
(Fig. 6(a2)). 온난 전선은 오호츠크해에 중심을 둔
−15oC의 한핵 (cold core)과 관련된 동해북부해상
의 한기와 동해남부해상의 남서풍에 의한 난기 이
류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한반
도 남부 지역은 동서방향 온도 경도가 크고 강한
경압 불안정을 보인다. 등온선 (9oC)이 한반도 동

쪽에서는 강릉 부근을 통과하고 서쪽에서는 전라남
도 부근을 통과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습윤 구
역으로 분석되었다.

500 hPa의 일기도에서 22일 12 UTC (Fig. 6(b1))
에 요동반도 부근에 저기압 중심과 −20oC의 한핵
(cold core)이 위치한다. 기압골 후면으로 한기가 위
치하여 이 기압골은 다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한반도를 통과 할 때 상층의 한기가 남하하여
대기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5820 gpm 선은 화중
지방에서 제주 먼 해상을 걸쳐 32°N 선으로 골을
이루며 위치하고 있다. 즉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
지만 북태평양 기단이 상당히 북상해 있었던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23일 00 UTC (Fig. 6(b2))에
저기압은 남동진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에 위치하며,
온도골이 남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22일 12 UTC
에 동한만 남쪽에 있던 등온선 (−15oC)이 남하하여
23일 00 UTC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 동해 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이 때 하층 (850과 700 hPa)으로
는 습윤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대기 불안정이 심화된다.

300 hPa의 일기도에서 22일 12 UTC (Fig. 6(c1))
요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은 남하하여 23일
00 UTC (Fig. 6(c2))에 한반도 중북부 지역으로 이
동하고,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제트 축은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상층 일
기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22
일 12 UTC에 지상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기울어져
있던 저기압이 지상 저기압의 북동진과 상층 저기
압의 남동진으로 23일 00 UTC에는 상·하층 저기
압의 중심이 영동 앞바다 (강릉부근)에서 대략 일
치하였다. 2) 850 hPa의 한기이류와 난기 이류로 동
서 방향 온도 경도가 커졌고, 동해 중부해상에 나
타난 하층 (850과 700 hPa) 온난화와 상층 (500 hPa)
냉각화로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3. 위성(MTSAT-1R) 영상의 특징

3.1. 수증기 영상과 위치소용돌이도

MTSAT-1R 수증기 영상은 6.5~7.0 µm 파장 영역
에서 관측한 값이다. 이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복
사 에너지는 주로 대기의 중·상층에 위치한 수증
기와 구름으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따라서 구름이
없는 경우 수증기 영상에서 어두운 지역, 즉 휘도
온도 (brightness temperature, TB)가 높은 지역은
상층이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이며 밝은 지역, 즉 휘
도온도가 낮은 지역은 상층이 차고 습윤한 지역이
다. 온도 분포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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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상은 단순하게 상층이 건조한 지 습윤한 지를
알려준다.
수증기 영상에서 매우 어두운 영역을 암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은 상층이 매우 건조한 영역이다. 여
러 연구에 의하면 암역은 위치소용돌이도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으며, 수증기 영상의 휘도온도와 위
치소용돌이도의 양의 편차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 (Uccellini et al., 1985; Young et
al., 1987; Kurz, 1994; Georgiev, 1999). 또한 암역
이 구름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현상을 Dry-Intrusion
이라 하는데 이 현상은 흔히 저기압 폭풍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Kurz, 1994; Mansfield, 1996). 그
러므로 MTSAT-1R 수증기 영상의 분석을 통해서
대기 중·상층 위치소용돌이도의 발달과 이동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또한 Dry-Intrusion의 탐지를 통해
서 저기압 폭풍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용돌이도 (vorticity)란 유체내의 어느 한 점에

서 회전의 미시적 척도를 말한다. 위치소용돌이도
(Potential Vorticity, PV)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의
상호 연관에 의한 편서풍 파동의 급격한 발달 과정
을 감시하는 역학적인 요소이다. PV의 양의 편차
가 중요한 이유는 역학장의 경도가 심한 전선이나
제트기류 등에서 PV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대
류권 상층에서도 PV 편차가 빠르게 이류하기 때문
이다. 등온위면 상에서도 PV가 보존되는 성질을 고
려해 볼 때 PV의 분포장을 구하면 전선이나 고·
저기압의 발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oskins
et al. (1985)은 등온위면에서의 위치소용돌이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g는 중력가속도, f는 코리올리 항, k는 연직방향
단위벡터, P는 기압, θ는 온위, υ는 바람벡터, 단위
는 PVU (Potential Vorticity Unit)이며, 대략 1.5
PVU보다 작은 값은 일반적으로 대류권 공기를 나
타내며, 이보다 큰 값은 성층권 대기임을 의미한다. 

MTSAT-1R 수증기 영상에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
기 위하여 수증기 영상과 함께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RDAPS30 모델 초기장의 자료 (위치소용돌이도, 제
트, 노점온도, 상당온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7은
MTSAT-1R의 수증기 영상에 상층 300 hPa 제트기
류와 500 hPa 위치소용돌이도를 겹쳐 나타낸 것이
다. 22일 12 UTC (Fig. 7(a)) 수증기영상에서 서해
상을 중심으로 암역(건조한 공기 유입)이 나타난다. 이
암역의 남쪽에 300 hPa 제트축이 위치하고 그 북쪽
발해만 부근에 500 hPa의 강한 위치소용돌이도가
나타난다. 300 hPa 제트는 한반도 북서쪽 화북 지
방에서 서해상과 한반도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중부
해상으로 곡을 이루며 지나고 있으며, 제트축은 서
해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제트 북쪽으로 강한 위치
소용돌이도가 위치하고 있다. 제트의 북쪽 지역은
풍속의 변화에 의해 소용돌이도가 형성되는 지역이
며, 속도 시어 (shear)가 강하게 나타나는 제트는
작은 교란도 증폭시키고, 증폭된 교란은 제트로부
터 에너지를 끌어낸다. 보조 일기도 (제시하지 않
음)에서 제트축의 북쪽으로 대기 하층의 수렴역과
상층의 발산역이 위치하여 강한 대기 불안정이 유
발되고, 연직상승류가 위치한다.

23일 00 UTC (Fig. 7(b)) 수증기 영상을 보면 암
역은 서해상에서 이동하여 한반도 남부 내륙 및 동
해 중·남부 해상에 위치한다. 특히 동해 중부 해
상에서는 암역이 대류운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Dry-
Intrusion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동 중부지역은 암
역과 대류운의 경계구역에 위치한다. 500 hPa 위치

PV g f k ∇θ υ×⋅+( ) ∂P
∂θ------⁄– const.= =

Fig. 7. Jet stream (300 hPa) and potential vorticity (500 hPa)

features superimposed on MTSAT-1R WV images at (a)

1200 UTC 22 October and (b) 0000 UTC 23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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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도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
으며 그 모양은 동서방향으로 퍼져있어 수증기 영
상의 Dry-Intrusion과 서로 상응하는 분포를 보인다.
제트 축 (300 hPa)은 한반도 남해안을 통과하며, 이
제트 축과 위치소용돌이도 중심이 가까이 위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증기 영상은 건조
공기의 이동을 잘 묘사할 뿐만 아니라 위치소용돌
이도의 발달과 이동 그리고 Dry-Intrusion을 잘 나
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증기 영상은 제
트의 위치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Fig. 7(b)
의 수증기 영상에서 분석한 제트는 RDAP30의 300 hPa
제트 보다 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8은 수증기 영상에 RDAPS30 500 hPa의 노
점온도를 겹쳐 나타낸 것으로, 22일 12 UTC에 −18oC
의 노점온도선이 서해 중부에서 동한만에 걸쳐서
위치한다. 서해상으로 점차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일 18 UTC에 −18oC 선
은 남부내륙지역까지 이동하였으며 동해 해안을 따
라 북상하여 동한만에 위치한다. 영동지역에서 노
점온도의 동서방향 경도가 크게 나타난다. 즉 영동
지역의 서쪽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동쪽은 습윤함
을 알 수 있다. 23일 00 UTC에 한반도 중부지역
으로 노점온도가 −20oC 이하인 건조 핵이 위치하
고 있으며, −18oC 노점온도선은 동해안에서 동쪽으

Fig. 8. Distribution of 500 hPa dew point temperature superimposed on MTSAT-1R WV images at (a) 1200 UTC 22, (b) 1800

UTC 22, and (c) 0000 UTC 23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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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여 동해 해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노점온
도의 분포 변화는 500 hPa의 건조 공기의 핵이 22
일 12 UTC에 요동반도에서 남동진하여 23일 00
UTC에 한반도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건조 공기가
영동 앞 바다까지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
조 공기의 이동은 수증기 영상의 암역의 이동과 잘
일치한다.

Fig. 9는 RDAPS30의 850 hPa 상당온위, 500 hPa
노점온도, 그리고 MTSAT-1R 수증기 영상과 적외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여기서 상층 (500 hPa)에서
는 건조 공기와 습윤 공기의 경계 (−18oC 노점온
도선)가 동해 중부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층
(850 hPa)에서는 상당온위능이 영동 앞 바다에 위
치하고 있다 (Fig. 9(a,b)). 이러한 자료를 일기도
분석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해 보면 영동 앞 바다에
서 하층은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의 유입이 상층에
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유입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동해 중부에서 하층의 난기 이류와 상층
의 한기 이류로 대기 불안정이 나타나며, 특히 동
한만 부근에서 상·하층이 모두 습윤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열역학적 특성은 MTSAT-1R 적외 영상
에서 동한만 부근에 나타나는 발달된 대류운과 잘
일치한다. 또한 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는 Fig. 9(c)에 나타난 Weldon and Holmes (1991)
의 모식도와 유사하다.

3.2. 적외 영상에 나타난 한기이류와 난기이류

MTSAT-1R 적외 영상에서 하층운의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휘도 온도가 −20oC에서 10 사이인 영
역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Fig. 10). Fig. 10(a)는 22
일 1133 UTC 적외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발해만
과 산둥반도 부근으로 휘도온도가 0~5인 하층운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해 부근과 목포 부근을 연결하
는 지역에 밴드 형태의 하층운이 나타난다. 여기서
발해만의 하층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로
찬 기류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구름이다. 그리고 상
해와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 남부에 나타나는 밴드
형 하층운은 난기와 한기의 경계 부분 (서해중북북
해상의 한기와 동해상의 난기)에서 나타나는 구름
이다. 이 구름은 850 hPa 일기도 분석에서 서해상
나타나는 한기 이류와 잘 일치한다. 그리고 이 때
한반도 중북부와 동해 북부 지역에는 휘도온도가 −20oC
이하의 대류운이 위치하고 있다.
발해만의 하층운은 점차 남동진하여 22일 1133

UTC에는 그 중심이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하고 1533
UTC에는 하층운의 가장자리가 서해 남부 해상까지
남하한다 (Fig. 10(b)). 그리고 서해 남부의 밴드형
하층운은 남동진하여 1533 UTC에는 제주도 남쪽
으로 이동하고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에서 밴드형
구름의 소산이 나타난다. 또한 경기만 앞 바다에서
도 하층운의 부분적인 소산이 나타난다. 이러한 하

Fig. 9. (a) 500 hPa dew point temperature with WV image, (b) 850 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with IR image, and (c)

the schematic representation adapted from Weldon and Holmes (1991) at 0000 UTC 23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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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운의 소산은 난기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
기만의 덕적도 부이 관측 자료를 참고해 보면 수온
은 일변화가 거의 없는 약 20oC이고 기온은 1500
UTC부터 약 19에서 급격히 하강하여 23일 00 UTC
에는 약 15oC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풍향도 15 UTC
에서 남남서에서 북동으로 급변한다. 한편 −20oC
이하의 대류운은 1133 UTC에서 1533UTC로 갈수
록 확장되어 압록강 부근과 황해도 앞 바다까지 분
포한다.

MTSAT-1R 적외 영상의 하층운 분석으로부터
1130 UTC에서 1533 UTC 사이 하층 대기에서 나
타나는 서해상에서의 한기 이류와 영남 지역과 남
해상에서의 난기 이류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기 이류와 난기 이류는 대기 하층에서 동서방향의
온도 경도를 강화시키고 강한 동서방향 온도 경도
는 경압 불안정을 가져와 하층 저기압의 발달을 유
도하고, 하층 저기압의 발달은 다시 상층 저기압을
강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MTSAT-1R
적외 영상의 하층운 분석은 한기 이류와 난기 이류
를 탐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비록 해수면온도가
기온 보다 높을 때 바다에서 발달하는 하층운에 제
한되어 있지만 해상에서 적외 영상의 하층운 분석
은 대기 하층에서의 한기 이류를 탐지하는데 유용
하다. 그리고 온도 경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밴
드 형태의 하층운은 한기와 난기의 경계를 탐지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2006년 10월 23일 사
례에서는 밴드형 하층운의 부분적 소산에서 난기

이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3.3. 대류운의 병합

강한 상승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강수 예보가 되
어 있지 않더라도 수증기의 상승에 따른 포화에 의
해 응결이 나타남으로 국지적인 강수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10월 23일 사례에 대한 850 hPa의 00
UTC에서 03 UTC의 하층 수렴역 (여기에 제시되
지 않음)을 살펴보면 동해상에서 북동계열의 바람
과 남풍 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만나는 구역에
서 강한 수렴역이 형성되며, 수렴대가 해상에서 동
해안 지역으로 선형 또는 라인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
다. 동해상에서 선형과 라인 형태로 유입되지만 동
해안 지역에서는 산악에 의한 지형효과로 수렴대가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렴대가 동해안
지역으로 나타난다. 일본열도 동쪽에 중심을 둔 고
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 형성된 상승기류 (상승
역), 상·하층의 수렴과 발산역의 이동은 거의 없었
으며, 오히려 서진하여 동해안으로 유입되었다.
대기 하층 수렴구역과 상승구역의 이동, 병합, 그
리고 발달 과정은 MTSAT-1R의 적외 영상에서 대
류운의 분석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Fig. 11은
22일 2133 UTC와 23일 0133 UTC의 적외 영상이
다. 22일 2133 UTC 적외 영상에서는 서해상의 하
층운과 동해 중부 지역의 대류운을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23일 0133 UTC 적외 영상에
서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원형을 그리는 대기
의 회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대기의 하층과

Fig. 10. Low stratus produced by the cold and warm advections over the Yellow sea on MTSAT-1R IR images at (a)
1133 UTC and (b) 1533 UTC 22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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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의 저기압 중심이 일치하여 상·하층이 결합
된 하나의 회전을 보인다. 이러한 회전은 저기압이
발달 과정에서 성숙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영상에서 휘도온도가 −50oC 이하인 화소만을 분석
해 보면 22일 2133 UTC에는 동해상에 두 개의 대
류운 (A 구름과 B 구름)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
으나 23일 0133 UTC에는 병합되어 하나의 대류운
으로 나타난다 (Fig. 12).
위 대류운의 이동, 병합, 그리고 발달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22일 2000 UTC에서 23일 0400
UTC까지 A와 B 구름의 위치를 추적하여 조사하
였다 (Fig. 13). 구름 A는 2000 UTC부터 거의 정
체하고 있으며 구름의 중심은 동한만 북쪽에 위치
하고 있다. 반면 구름 B는 동해 중부 지역에서 서
서히 서진하고 있다. 그 후 22일 2300 UTC에 구
름 A와 B는 하나의 구름덩어리로 병합되었고 병합
후 먼 동해 해상으로 서서히 북동진하였다.
구름의 발달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름의 화

Fig. 12. Merging of convective cloud A and B, in which the threshold value of the brightness temperature is -50 at (a) 2133

UTC 22, (b) 0133 UTC 23.

Fig. 11. MTSAT-1R IR imagery at (a) 2133 UTC 22, (b) 0133 UT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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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와 최저 휘도온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구름
의 화소수는 구름의 공간 넓이를 나타낸다. Fig. 14
는 구름의 화소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22일 1933
UTC 이 후 결과이다. 구름 A와 B 각각에 대해서
임계 휘도온도 (−50oC 이하)보다 낮은 화소수를 구
하고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자료는 제
시되어 있지 않지만 북쪽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 1533 UTC에 한만국경 부근에 최저
휘도온도 −59oC의 구름이 있었으며, 동한만에 최저
휘도온도 −45oC의 구름 A가 탐지되었다. 그 후 한
만국경 부근의 구름은 점차 약화되었으나 구름 A
는 정체한 상태로 점차 발달하였다. 1733 UTC에
구름 A의 최저 휘도온도는 −54oC였으며, 동해상에
새로운 구름 B가 탐지되었다. 1933 UTC 구름 A
의 최저 휘도온도는 −56oC까지 낮아졌으며, 구름
B에서 최초로 −50oC 이하인 화소가 탐지되었다. 이

후 구름 A의 화소 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구
름 B는 −50oC 이하의 화소 수가 2100 UTC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2일 2300 UTC에 구름 A와
B는 병합되었다. 병합된 구름의 화소수는 22일 2333
UTC에서 23일 0300 UTC 사이에서 최대값을 보였
고 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 15(a)는 구름이 병합된 이후 화소수의 변화
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임계 휘도온도를 각각
−45oC, −50oC, −55oC로 선택해서 임계 휘도온도 이
하의 화소수를 분석한 것이다. 구름 A와 B가 병합
된 후 −45oC의 화소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3일
0033 UTC에서 최대값을 보이나 −55oC이하의 화소
수는 23일 0200 UTC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그러
나 비록 임계 휘도온도에 따라 화소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큰 화소수가 나타
나는 시간대는 23일 0200 UTC를 중심으로 대체로

Fig. 15. Temporal evolution of (a) the cloud area (in number

of pixels) after merging of convective clouds, in which the

threshold values of the brightness temperature are -45

(medium dash), −50oC (dotted), and −55oC (solid),

respectively and (b) the minimum brightness temperature of

cloud A and B.

Fig. 14. Temporal evolution of the cloud area (in number of

pixels) of cloud A and B, in which the threshold value of the

brightness temperature is −50oC.

Fig. 13. Movements and merging of cloud A and B from

2000 UTC 22 to 0400 UTC 23 Octo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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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22일 2300 UTC에서 23일 0333 UTC (−
45oC 이하), 22일 2333 UTC에서 23일 0300 UTC (−
50oC 이하), 23일 0033~0233 UTC (−55oC 이하).
이러한 화소수가 크게 나타나는 시간대는 주강수대
의 시간대 그리고 AWS와 수직측풍바람에 나타나
는 강풍 시간대와도 잘 일치하였다.
위의 결과는 구름의 최저 휘도온도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름의 최저 휘도온도값에 나타난 시
간 변화를 살펴보면, 22일 1933 UTC 구름 A와 B의
최저 휘도온도는 각각 −56oC와 −50oC였다 (Fig. 15(b)).
이 후 구름덩어리 A의 최저 휘도온도는 크게 변화
하지 않았으나 구름 B의 최저 휘도온도는 급격히
낮아졌다. 두 구름이 병합될 무렵인 23일 2233 UTC
에는 −57oC로 낮아졌다. 병합된 후 구름의 최저 휘
도온도는 23일 0100 UTC에 −59oC를 기록하였다.
23일 0233 UTC 이후 구름의 최저 휘도온도는 점
차 높아졌다.

4. 예보선행조건

영동지역은 산악과 해상에서의 관측 자료가 부족
하다. 따라서 위험기상 시스템의 급격한 발달을 탐
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위성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위성 영상에

서 위험기상과 관련된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비록 선행시간이 짧더라도 초단시간예보
및 nowcasting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 절에서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역에 나타난 위험기상 (호
우와 강풍)과 관련된 MTSAT-1R의 수증기 영상과
적외 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Table 1에 10월
23일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로 위성영상에 나
타난 특징을 요약하고 이를 이용한 위험기상 예보
선행시간을 제시한다.
수증기 영상에서 상층의 위치소용돌이도와 관련
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이류가 흔히 암역의 이동과
발달로 나타나므로 수증기영상의 변화를 추적하면
중·상층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증기
영상에서 22일 1200 UTC 서해상에 나타난 암역 (차
고 건조한 공기 유입)은 500 hPa의 위치소용돌이도
의 중심과 일치하였으며, 제트기류의 북쪽에 위치
하였다. 제트축의 북쪽으로 대기 하층의 수렴역과
상층의 발산역이 위치하여 강한 대기 불안정이 유
발되고, 연직상승류가 위치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
날수록 대기 불안정의 강도는 강해질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증기 영상의 암역은 점차
발달하여 22일 1800~1900 UTC 무렵에는 한반도
남부 내륙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 지역

Table 1. Satellite image features and forecasting lead time for heavy rain.

Time
(KST)

AWS measurements MTSAT-1R(IR) MTSAT-1R(WV)
lead time 

(hr)

21:00
(22 Oct.)

- Development of low stratus in the 
Yellow sea (cold air advection)

- Development of dark  
  region in the Yellow sea

12

Eastward movements of dark region with 
jet stream - Dissipatio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stratus (warm air 
advection)

00:00
(23 Oct.)

 

04:33
- Slow-moving cloud A and 

development of 
Cloud B

- Dry intrusion
5

08:00
Westward movement and growth 

of Cloud B 
2

10:00

heavy rain & strong 
wind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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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암역이 대류운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Dry-
Intrusion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3일 0000 UTC에
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Dry-Intrusion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해상에서의 암역의 발달 그
리고 동해상에서의 Dry-Intrusion의 발달과 성숙은
영동지역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할 때 10월 23일 위험기상 사례에 대
한 예보 선행시간은 각각 약 12시간 (서해상 암역),
약 5~6시간 (Dry-Intrusion의 발달), 그리고 약 1~2시
간 (Dry-Intrusion의 성숙)이다.
적외 영상에서 대류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휘도온도가 높은 하층운의 분석을 통하여 한기 이
류와 난기 이류를 분석할 수 있다. 22일 1200 UTC
적외 영상에는 발해만과 산둥반도 부근에 하층운과
상해 부근과 목포 부근을 연결하는 밴드형 하층운
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하층운은 850 hPa 일기도
분석에서 서해상 나타나는 한기 이류와 잘 일치한다.
이 하층운은 남동진하여 1533 UTC에는 경기만 앞
바다에서 하층운의 부분적인 소산과 제주도와 남해
안 사이에서 밴드형 구름의 소산이 나타난다. 이러
한 하층운의 소산은 강릉 수직측풍 바람에 나타난
순전을 고려할 때 난기 이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기 이류와 난기 이류는 대기
하층에서 차례로 동서방향 온도 경도의 강화, 경압
불안정, 하층 저기압의 발달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
러므로 적외 영상에 나타난 하층운의 발달과 소산
은 위험기상의 또 다른 초기 발달 징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이용할 때 예보 선행시간
은 각각 약 12시간 (하층운과 밴드형 하층운) 그리
고 약 10시간 (하층운의 소산)이다.
적외 영상에서 휘도온도가 −50oC 이하인 대류운
을 분석한 결과 가운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22일 1933 UTC에 두 개의 대류운이 각
각 동한만 북쪽 (구름 A)과 동해 중부 지역 (구름
B)에 나타난다. 구름 A는 이동, 구름의 크기, 그리
고 최저 휘도온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구름
B는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며, 구름의 크기도 증
가하고 최저 휘도온도도 급격히 낮아진다. 그리고
22일 2300 UTC에 구름 A와 B는 하나의 구름덩어
리로 병합되었고 그 후 병합된 대류운은 급격히 발
달하였다. 병합된 대류운의 크기와 운정온도에서 최
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나는 시각은 23일 0100~0200
UTC로 호우 및 강풍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적외 영상에 나타난 대류운의 이동과 병합
은 위험기상의 또 다른 초기 발달 징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이용할 때 예보 선행시간
은 각각 약 5시간 (대류운의 서진) 그리고 약 2시

간 (대류운의 병합)이다.

5. 요약 및 결론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역에서 단시간동안 국
지적으로 발생한 위험기상 사례는 최대순간풍속 (속초,
63.7 m s−1)과 일강수량 (강릉, 304 mm)에서 10월 극
값을 갱신하였으며, 576억원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를 입혔다. 이번 사례는 10월 극값이 갱신되었다는
점과 가을철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위험기상 시 위성에서 나타나는 초기발달징후를 조
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6년 10월 23일 사례는 22일 21시에 지상 저
기압과 상층 기압골이 전라도와 발해만 부근에 각
각 위치하였다. 지상 저기압은 북동진, 상층 기압골
은 남동진하여 23일 오전 9시에 강릉 동해 앞바다
에서 상·하층 저기압 중심의 위치가 일치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15분
누적강수량과 바람자료 분석에서 주강수대와 강풍
대는 오전 10~13시에 나타났다.

MTSAT-1R 수증기 영상에서 중국 쪽에서 동진하
는 암역은 발달하여 22일 1200 UTC에 서해에 위
치한다. 그리고 이 암역은 점차 발달하여 22일
1800~1900 UTC 무렵에는 한반도 남부 내륙으로 이
동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암역이 대류운 아
래쪽으로 파고드는 Dry-Intrusion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23일 0000 UTC에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Dry-
Intrusion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암역의 위
치는 500 hPa 위치소용돌이도의 중심 위치와 대략
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암역의 중심은 대
략 300 hPa 제트 축과 일치한다. 따라서 서해상에
서의 암역의 발달 그리고 동해상에서의 Dry-Intrusion
은 영동지역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 가운데 하
나가 될 수 있다.
적외 영상에서 22일 1200 UTC에 휘도온도가 약

−5oC 이상인 하층운이 발해만과 산둥반도 부근에
나타나고 상해 부근과 목포 부근을 연결하는 지역
에 밴드 형태로 나타난다. 이 하층운은 남동진하여
1533 UTC에는 경기만 앞 바다에서 하층운의 부분
적인 소산과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에서 밴드형 구
름의 부분적인 소산이 나타난다. 이러한 하층운의
발달, 이동, 소산은 대기 하층에서의 한기 이류와
난기 이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적외 영상에서의 하층운 분석은 대기 하층의
한기 이류와 난기 이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영동지역 위험기상의 초기 발달 징후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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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외 영상의 대류운 (휘도온도가 −50oC 이하) 분
석에서 22일 1933 UTC에 두 개의 대류운이 각각
동한만 북쪽 (구름 A)과 동해 중부 지역 (구름 B)
에 나타난다. 구름 A는 이동, 구름의 크기, 그리고
최저 휘도온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구름 B는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며, 구름의 크기도 증가하
고 최저 휘도온도도 급격히 낮아진다. 그리고 22일
2300 UTC에 구름 A와 B는 하나의 구름덩어리로
병합되었고 그 후 병합된 대류운은 급격히 발달하
였다. 병합된 대류운의 크기와 운정온도에서 최대
값과 최소값이 나타나는 시각은 23일 0100~0200
UTC로 호우 및 강풍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적외 영상에 나타난 대류운의 이동과 병합
은 영동지역 위험기상의 또 다른 초기 발달 징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동지역은 산악 및 해상 관측 자료가 부족하므
로 단시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 시스템의 급격한
발달을 탐지하기 위하여 비록 선행 시간이 짧더라
도 실시간 관측 및 분석이 가능한 위성 자료의 활
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6년 10월
23일 영동지역 위험기상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얻
어진 것이며, 이런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위험기상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
지만,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위험기상의
특징은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 생산 시 예보선행시
간을 앞당겨 초단시간 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업에서 국지적인 집
중호우에 대한 단시간 예보 적중률이 높아짐으로써
자연 재해·재난 대비를 통한 피해도 줄일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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