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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orographic and ocean effect, which depend on the detailed geographic
characteristics, upon winter time (December-February) precipit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are investigated. Most of precipitation events in the Yeongdong region during the wintertime are
associated with moist northeasterly (coming from the northeast direction) winds and als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shows a great difference between Mountain area
(Daegwallyeong) and Coastal area (Gangneung). The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obtained from NCEP/NCAR Reanalysis Data and precipitation amount
for each precipitation type is calculated. Mountain type precipitation is dominated by
northeasterly wind speed of the low level (1000 hPa and 925 hPa) and characterized with more
precipitation in mountain area than coastal area. However, Coastal type precipitation is affected
by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ocean and atmosphere, and characterized with more
precipitation in coastal area than mountain a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ase of mountain type precipit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ind speed at 1000 hPa
(925 hPa) and precipitation amount at Daegwallyeong is 0.60 (0.61). The correlation is statistical
significant at 1% level. In the case of coastal type precipit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ocean and 925 hPa (850 hPa) over the East sea area and
precipitation amount at Gangneung is 0.33 (0.34). As for the mountain type precipitation, a
detailed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mount
at Daegwallyeong and low level wind speed data from wind profiler in Gangneung and Buoy in
the East Sea. The results also show the similar behavior. This result indicates that mountain type
precipit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is closely related with easterly wind speed. Thu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few selected meteorological variables can be a good indicator to
estimate the precipitation totals in the Yeongdong region in wint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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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겨울철 기상재해
로 한파와 대설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
베리아의 한랭한 대륙성고기압 확장에 의해 발생하는
한파와는 달리 대설현상은 우리나라의 영동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빈번
히 발생한다 (류찬수와 정병옥, 1995). 두 지역의 대
설 현상을 포함하는 겨울철 강수의 특징을 비교해 보
면 영동지역이 호남지역보다 강수량과 적설이 많고
대설 현상의 빈도도 높다. 그리고 호남 지역의 적설
은 공간적 분포가 균질한 반면 영동지역의 적설은 산
악과 해안에 따라 변동이 큰 공간적인 분포를 보인다.
정성훈 등 (2006)은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가 점차 국
지적인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영동지역은 산악과 해양효과가 공존하는 지
역으로 해안과 산악과의 거리가 짧아 두 효과가 혼합
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지역별로도 강수량 분
포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고해상도
모델의 사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영동지역의
강수량 예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겨
울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설 유형, 강수량 및 적
설량을 정확하게 예보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과 인간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수치
모델 결과와 종관 일기도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
훈과 이태영 (1994)은 수치모델 결과를 통해 영동 대
설의 원인을 하층류의 방향과 속도, 기단의 변질효과,
지형의 높이 그리고 종관 기압배치의 지속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동대설은 북동풍보다는 남동풍
이 불 때 강수량이 더 많았으며, 같은 풍향이라도 풍
속이 작아지면 강수량도 작아짐을 보였다. 이재규
(1999)는 대관령과 강릉지역의 강설량 차이를 일으키
는 종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설사례의 비교·
분석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영동지역 대설 사례를 강
릉과 대관령의 강설량에 따라 산악대설형과 해안대설
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역전층의 고도, 상승·
하강 구역, 그리고 저기압의 발달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재규와 이재성 (2003)은 사례별 수치모의를 수행함
으로써 그 결과와 관측된 강수량, 지상바람 자료를 비
교하였다. 그리고 Froude 수를 통하여 대설사례별 태
백산맥에 의한 저지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산
악대설은 산맥의 저지효과가 약하지만 해안대설의 경
우 상대적으로 저지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대관령보다
강릉지역에서 강설량이 많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최만규 (1994, 1998)는 종관 일기도 분석을 통하
여 서고동저 기압 패턴에서 500 hPa 기압골 후면에서

발생하는 강수는 영동 해안지방의 대설로 나타나며,
이러한 강수는 한·만 국경 부근에 한랭기류가 원산
만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불안정화 되어 동해
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에 대한 관측 연구는 관측 자
료의 부족과 관측 네트워크의 미비로 부분적으로 그
리고 대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영동지
역에 수직측풍 관측, 레디오존데 관측, 레이더 관측, 해
상 부이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관측 연구에 새로운 장
이 열리고 있다. 정광범 등 (2004)은 강릉과 대관령
지점의 16년 (1986~2001) 동안 겨울철 바람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강수량 분포와 풍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강릉과 대관령 두 지점 모두
에서 북동풍이 관측 될 때 대관령의 강수량이 강릉
보다 많고 (산악형 강수) 반면 대관령은 북동풍인데
강릉이 북서풍인 경우 대관령이 강릉보다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다 (해안형 강수). 조구희 등 (2004)은 7년
(1995-2001) 동안의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강수 유형 (산악형,
해안형, 난기형)에 따라 여러 가지 기상요소 (해면기
압, 지오포텐셜 고도, 기온, 비습)의 공간 분포를 비교
하였다. 세 가지 유형은 지상 일기도의 고기압과 저
기압 중심 위치에 작은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비
슷한 북고남저의 패턴을 보인다. 산악형 강수에서 대
관령 강수량이 지상 기압계 중심 부근의 기압, 기온,
그리고 비습 편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해안형 강수에서는 강릉 강수량이 만주 지역의
기압과 기온 편차와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김지언 등 (2005)은 조구희 등 (2004)이 수집한 강
수 사례에 대하여 NOAA/AVHR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weekly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자료를 사용하여 동해상의 현열속과 잠
열속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바람, 기온,
그리고 비습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산악형 강
수의 경우 현열속과 잠열속이 동해 남서부 해상에서
뚜렷한 양의 편차를 보이며, 이 편차에서 바람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해안형 강수에서는 동해 북부 해
상에서 현열속이 뚜렷한 양의 편차를 보이며, 이 편
차에서 기온 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산
악형 강수는 강한 풍속과 해안형 강수는 뚜렷한 기온
하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영 등 (2007)은
최근 5년 (2001~2005) 동안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구름 산출물을 얻을 수 있
는 14개의 겨울철 영동 강수 사례에 대하여 운정
온도, 광학두께, 유효입자반경과 입자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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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연구에서 강수 유형을 엄격하게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결과를 강수 유형과 관련시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안형 강수의 경우 구름은 층운
형이고 주로 영동지역에만 분포하고, 운정온도는 −15~
−5oC로 상대적으로 높고, 광학두께는 40 이상이고, 유
효입자반경은 5~10 µm로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산
악형 강수에 대해서는 강수 유형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구름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지형효과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산악지역에서
상승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orographic-effect에 의한 산
악형 강수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Rhea,
1978; Hill et al., 1981; Pandey et al., 1999; Neiman

et al., 2002). Rhea (1978)는 과거 20년 (1950~1970년)
간의 강수자료를 이용하여 산악형 강수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이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서부 산악지역의
겨울철 강수 예보에 활용하였다. 이 모델은 습윤한 대
기 조건에서 고도별 (1000~450 hPa) 바람의 세기와 방
향에 근거하여 지형성 강수를 예측하였다. Hill et al.
(1981)은 겨울철 Wales 연안 지역에서 레윈 존데에 의
해 관측된 고도별 바람의 세기와 주변 산악지역의 강
수율 증가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며, Pandey
et al. (1999)은 850~300 hPa 사이의 기준 고도에서 얻
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산악지역의 강수와 Sierra 산맥
을 가로지르는 moisture flux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
여 지형성 강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Neiman
et al. (2002)은 겨울철 산악지역의 강수는 seeder-feeder
과정과 대류 불안정에 의해 유발되며, 이들 기작은 산
악에서의 습윤공기의 상승, 풍속의 세기에 따라 강수
량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주변에 해양 또는 호수를 갖고 있는 지역에
서는 Ocean (Lake)-effect에 의해 발생하는 겨울철 대
설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Anderson
and Nilson (1990)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해 오는 차가운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 스
웨덴 동해의 주변 지역에 많은 강설 현상이 나타남을
밝혔으며, Carpenter (1993)는 Utah에 위치한 Great Salt
Lake (GSL)의 연안을 따라 발생한 대설 중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된 28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 700 hPa
과 GSL과의 온도 차이가 적어도 17oC의 차이를 보일
때 대설이 발생하고 700 hPa의 풍향에 따라 대설 발
생 가능 지역을 예측하였다. 또한, Waldstreicher (2002)
는 1999년 1월 14일 eastern Massachusetts에서 발생
한 대설 사례 분석을 통해 습윤한 대기상태에서 해양
과 850 hPa 사이의 온도차가 15~17oC 정도일 때 대
기 불안정으로 대설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동풍계열의 지상풍
과 관련되어 있는 지형성 강수로 잘 알려져 있다(정
광범 등, 2004; 조구희 등, 2004). 이 강수의 특징 가

운데 하나는 강수량의 뚜렷한 공간 분포이다. 즉 해
안지역보다 산악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은 산악형 강수
와 반대로 산악지역보다 해안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은
해안형 강수로 뚜렷이 분류된다는 것이다(이재규, 1999;
조구희 등, 2004). 이러한 강수량 분포는 영동지역 겨
울철 강수를 예보할 때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을 나누
어 예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인다. 이 연구의 목
적은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에 미치는 산악효과
와 해양효과를 통계적인 분석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악효과와 해양효과는 강수량과 풍속 그리고
강수량과 해수면온도-기온 차이 사이의 관계성을 계
산함으로서 조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 예보에서 예보관들이 산악과 해안지역
강수량을 다르게 나누어 예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단지 지형에 기인하는 강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하여 뚜렷하게 저기압에 영향을
받는 사례를 제외하였고 또한 seed-feed 효과를 제거
하기 위하여 중·상층운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다.
2장에서는 자료와 연구 방법 그리고 강수 유형에 대
한 분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강수 유
형 분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리고 4장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산악형과 해안형 강수
가 함께 나타나는 2008년 1월 12일 사례를 분석하였
으며, 5장에서는 기상요소와 강수량과의 상관성을 분
석하고 6장에 결론을 기술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 분석을
위하여 2008년 1월 12일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관령과 강릉에서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장비에 의해 관측된 매시간 풍향,
풍속 자료, 원통형 우설량계에 의해 관측된 시간 강
수량, 지상일기도 및 925 hPa, 850 hPa의 상층일기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직 분해능이 뛰어난
수직측풍장비 (Wind Profiler)에서 생산되는 바람자료
를 이용하여 각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동해중
부해상에 설치된 부이에서 관측된 바람자료를 이용하
여 지역별 강수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NCEP/
NCAR 재분석 자료에서 해면기압, 1000, 925, 850 hPa
의 지오포텐셜고도, 기온, u, v 값과 OISST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의 해수면 온
도를 이용하여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에 따른
Froude number, 해양-대기 온도 차를 분석하고 강수
량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기상청 수직측풍장비 관측망 구축 사업에 의해 강
릉 지역에 설치한 수직측풍장비는 2004년부터 정상
운영되어 수치예보 모델의 초기자료 및 소규모 위험



60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와 연관된 산악효과와 해양효과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2권 1호 (2012)

기상 특성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수직측풍장비의 주
파수는 1.290 GHz의 관측영역은 10~6,000 m, 그리고
연직분해능은 75 m이며, 생산되는 관측 자료는 풍향,
풍속, SNR (Signal to Noise Ratio), 스펙트럼 폭 등이
다. 수직측풍장비의 관측 원리는 백선균 등 (2005)에
의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직측
풍장비에 의해 생산된 고도별 바람 자료만 활용하였
다. 또한, 동해시 동쪽 약 70 km (E 130o 00', N 37o 32'
39'')해상에 설치된 부이는 2001년 5월 처음 설치되어
파고, 바람, 기온, 습도, 해수면온도 등의 자료를 생산
하고 있으며 관측망이 부족한 동해중부해상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3장과 5장에 사용된
자료는 198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겨울철 강
릉과 대관령에서 관측된 매시간 바람자료, 3시간 누
적강수량 자료 및 NCEP/NCAR 재분석 자료이다.
영동지역의 겨울철 강수 유형 분류는 앞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여러 기상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광범 등 (2004)과 조구
희 등 (2004)에 의한 강수 분류에 따라, 산악형 강수
와 해안형 강수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산악형 강수는 강릉과 대관령에서의 지상 바
람이 북동풍이 관측되며, 상대적으로 풍속이 강하며
특히 상층보다 하층의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에 위치한 강한 저
기압과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반면, 해안형
강수의 경우 지상 바람은 강릉에서 북서풍이 대관령
에서는 북동풍이 주로 관측되며, 풍속은 대체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만주지역의 고기압에 의한

동해 북부지역으로의 한기이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강수확률 분석을 위해 T-Td값을 이용하여
대기의 습윤도를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기상요소와 각
각의 유형별 강수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강수량과의 상관성이 높은 주성분을 이용
하여 다중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3. 강수 유형 분류

정광범 등 (2004)과 조구희 등 (2004)에 의해 설명된
것과 같이 하층 바람장 분석, 기단의 특성 등 겨울철
영동지역의 지형성 강수에 대한 종관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개략적인 모식도를 도
식화하였다. NCEP/NCAR 재분석자료에서 동해상에
북동풍이 모의된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기의 습윤도,
풍속 및 안정도를 포함하는 Fr값, 해양과 대기의 상호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지형성 강수 유형을 판별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에 의해 영동지
역에서 강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중·단기예보에서 충
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
해 재분석자료를 통해 지점별 연직속도를 분석하여
한반도 내에서 상승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본 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모식도를 살펴보면, 동해상에서 동
풍에 의해 유입되는 공기덩어리가 습윤한지 건조한지
를 판단함으로써 강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리고 태백산맥에 의한 지형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바람성분 (normal wind
vector), 1000 hPa과 925 hPa의 geopotential 고도와 온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opographic precipitation forecasting at wintertime for the Yeongd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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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이용하여 얻어진 Fr값을 분석하였다. Fr값은 위
치에너지에 대한 운동에너지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산맥에 직교하는 U성분은 위·경도 값을 기준으로
한 태백산맥의 경사각 (≒ 15o)에 직각으로 불어 들어
오는 바람성분을 사용하였으며, 태백산맥의 경사각은
태백산맥에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는 기상청의 AWS
(대진, 경포대) 지점 정보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Fig. 2).
h는 태백산맥의 평균 높이 (900 m)이며, 안정도를 알
수 있는 N값은 Brunt-Väisällä 진동수로서 다음과 같다

,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이고, θ는 온위, Z는 지상에
서의 높이이다. 한편, Fr값에 사용된 재분석 자료가
6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대관령과 강릉에서 관측된
3시간 누적강수량 자료를 재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전
후 값을 합산하여 6시간 누적 강수량으로 환산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Fr값의 분석 후 해양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경계층
조건인 해양과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강
수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정립된다.
또한, 분류된 강수 유형을 통하여 산악효과와 해양효

과를 분석 할 수 있는 Fr값, 풍속 및 해기차 (SST-Tair)
와 강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관계성이 높은
요소들에 대한 다중상관분석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지
역별 강수량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기차의 경우
겨울철 SST의 시간 또는 일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의 온도 값인 Tair값에 의해 크게 상관성이 좌
우될 것이다. 
연안 산맥을 타고 넘는 해양성 대기와 이들 산악지
역에서 관측된 강수량 사이의 통계적 관계식을 정립
하기 위하여, Alpert (1986)에 의해 유도된 강수율 공
식을 먼저 적용하였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적용은 수
증기의 upward flux가 안정한 상태에서 강수율과 동
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강수율은 대략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여기서 P는 강수율이고, 습윤한 대기 중에서 증발
량 E는 생략될 수 있다. H0는 습윤 층의 높이이며, q와
V는 비습과 풍속이다.

 

Wl은 종관규모에 기인하는 연직속도이며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Fr U
Nh
-------=

N g
θ---
∂θ
∂Z
------⋅⎝ ⎠

⎛ ⎞
1 2⁄

=

P ∇H Vρq( )⋅ zd
0

H0
∫ E+–=

∇H V⋅( ) zd
0

H0
∫– V Zs∇ Wl+⋅=

Fig. 2. Topography of the Yeongdong region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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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와 는 습윤층에서 수직 평균된 공기밀
도와 비습이고, 는 산맥의 평균 경사면 위를
흐르는 수평바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악 효과에 의
한 강수는 산맥의 경사면 위를 흐르는 기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형성 강수 유형 분류를 위하여, NCEP/NCAR 재
분석 자료에서 동해상 (40oN, 130oE)에 북동풍이 모
의되고 대관령에서 관측된 풍향이 6시간 가운데 4시
간 이상에서 북동풍이 관측되었을 때의 대기의 습윤
도를 살펴보았다. Fig. 3은 1986년 겨울부터 20년간
대관령과 강릉 두 지점 중에서 누적강수량이 0.5 mm

와 1.0 mm 이상의 강수를 보였을 경우 동해상 (37.5oN
와 130oE)의 1000 hPa에서 T-Td의 차이에 따른 강수
확률 분포를 보여준다. T-Td가 7oC 이상 차이를 보였
을 경우 영동지역에서는 강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5oC 이상의 차이를 보였을 경우도 강수확률이 5% 이
내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T-Td가 3oC 이
내의 경우 강수확률은 40% 이상의 값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 이상의 강수확률을 보인 T-Td가

4.5oC 이내의 기상조건에서 얻어진 자료만을 이용하
여 산악효과와 해양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4는 대관
령과 강릉 두 지점 중 3.0 mm와 5.0 mm 이상의 강수
를 보였을 경우 Fr값에 대한 강수확률 분포를 보여준
다. 3.0 mm 이상의 강수를 보였을 때 Fr값이 0.6~0.7과
0.8 이상의 값을 보일 때 60% 이상의 강수확률을 보
였으며, 5.0 mm 이상의 강수를 보였을 때는 Fr값이
0.8 이상일 때 60%의 강수확률을 보였다. 
위의 조건하에서 대관령의 풍향이 북동계열로 나타
나고 대관령과 강릉에서 0.1 mm 이상의 강수를 보였
을 때의 220개 자료를 사용하여 해수면온도와 925 hPa
에서의 대기온도와의 차이에 대한 빈도분포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동해상의 한 지점인 37.5oN와 130oE
에서의 925 hPa 대기온도와 해수면온도의 차이가
14~16oC 일 때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례 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10~18oC의 온도 차이를 보일 때
가 전체 사례 수의 80%를 차지하여 과거 연구 (Carpenter,
1993; Waldstreicher, 2002)에서 얻어진 결과와 잘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동지역의 겨울철 지형
성 강수에 있어 해양효과에 의한 강수를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겨울철 영동지역의 강수예보 시 강수 유
형 분류뿐만 아니라 객관적,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산

P ρq V Zs∇ Wl+⋅( )≈

ρ q
V Zs∇⋅

Fig. 5. Histogram of sea surface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at 925 hPa difference  at 37.5oN and 130oE.
Fig. 4. Histogram of precipitation probability due to Froude

number at 40oN and 130oE.

Fig. 3. Histogram of precipitation probability due to air

temperature and dew point temperature deference  at

1000 hPa at 37.5oN and 130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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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해안지역의 강수량을 구분하여 예보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강릉과 대관
령에서 관측된 풍향과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 사례를 분류하고, 앞에서 정리된 개념적인 모식
도를 이용하여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의 지역별
강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선형식을 구하였다.
한편, 산악효과와 해양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영동지
역의 강수사례 분석을 위하여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내에서 상승운동이 일어나는 경우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에 의한 강수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산악형 강수 (해안형 강수)로 분
류하였으나, 강릉 (대관령)이 대관령 (강릉)보다 더 많
은 강수를 보였을 때의 사례는 수직측풍장비를 이용
하여 하층 바람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가
상·하층에서 북풍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관령의 관측 풍향이 동풍 또는 북동풍으로 나
타난 사례 중에 수직측풍장비의 자료는 상·하층에서
모두 북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상층까지 잘 발달된 저기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
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지형효과에 의해 발생
하는 영동지역의 강수량과 풍속, Fr값, T-Td, 해기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NCEP/NCAR 재분석 자료
중 1000 hPa과 925 hPa 의 풍향이 북동풍인 경우를 다
시 선택하였다.

4. 2008년 1월 12일 영동 강수 사례

2008년 1월11일 오전부터 영동지역에 시작된 강수
는 14일 오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 강릉의
총 누적강수량은 48.0 mm, 대관령의 총 누적 강수량
은 32.8 mm를 기록하였다. 특히, 1월 12일은 강릉에
서 22.5 mm, 대관령에서 16.8 mm의 일 누적강수량이
관측되었다. 강릉과 대관령에서 관측된 매 시간 강수
량 분포를 살펴보면, 정광범 등 (2004)과 조구희 등
(2004)에 의해 분류된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의
기상학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두 지역의 강수량 편차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
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나타
나는 지형성 강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6은 2008년 1월 12일 하루 동안 강릉과 대관
령에서 관측된 시간 강수량, 풍향 및 풍속에 대한 시
계열분포를 보여준다. 대관령과 강릉의 시간 강수량
(Fig. 6(a))을 살펴보면 산악형 강수형태로 분류한 12일
새벽 0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지속적으로 대관령의 시
간강수량이 강릉보다 많았으며, Event 기간은 8시간
내외로 이 기간 동안 대관령은 15.3 mm, 강릉은 4.5 mm
로 강릉보다 대관령에서 누적 강수량이 많았다. 반면,
12일 오전 10시부터 23시까지의 기간에는 강릉의 시

간강수량이 대관령보다 많았으며 13시간 동안의 Event
누적강수량도 강릉은 16.0 mm, 대관령은 1.0 mm로 대
관령보다 강릉에서 강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보다 대관령의 누적 강수량이 많았던 12일 오전
에 지상에서 관측된 바람은 대관령에서 동북동풍의
바람이 관측되었으며 강릉에서는 북동풍이 지속적으
로 관측되었다. 해안형 강수로 대관령보다 강릉에서
의 누적 강수량이 많았던 12일 오후에는 대관령에서

Fig. 6. Time series plot of surface observation of data at

Gangneung and Daegwallyeong; (a) precipitation (mm/hr),

(b) wind direction, and (c) wind speed (0.1 m s−1) for

12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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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으며 강릉에
서는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관측되었다 (Fig. 6(b)).
Fig. 6(c)에서 영동지역의 지상 풍속을 살펴보면, 강릉
보다 대관령의 시간 강수량이 많았던 기간과 대관령
과 강릉의 풍계가 동풍계열로 나타날 때 두 지역 모
두에서 3~6 m s−1의 풍속이 관측되었다. 반면, 대관령
보다 강릉의 시간 강수량이 많았던 기간과 대관령에
서는 동풍계열이 나타나고 강릉에서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 되었던 12일 오후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에서 1~3 ms −1의 풍속이 관측되었다. 이 결과는 정광
범 등 (2004)이 분석한 결과와 같이 영동지역의 겨울
철 지형성 강수와 관련하여 지상에서 관측된 바람 변
화에 따라 강릉 (해안지역)과 대관령 (산악지역)에서
의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7에서는 각각의 지형성 강수 유형에 대해 정의
되는 산악 효과와 해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NCEP/
NCAR 재분석 자료와 OISST 자료를 이용하여 1월 12
일 사례에 대한 Froude number (40oN, 130oE 지점)와
해기차 (37.5oE, 130oE 지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roude number (Fr)의 경우 산악형 강수 형태인 12일
오전에 Fr값이 0.7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해안형
강수의 경우 강수가 집중되었던 늦은 오후 Fr값은 산
악형 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0.2 내외의 값을
보였다 (Fig. 6(a)). 일반적으로 Fr값을 통해 산맥에 수
직으로 작용하는 기류의 흐름과 대기의 안정도를 이
해할 수 있다. Fr값이 작은 때에는 대기의 안정도가
산맥의 경사면에 작용하는 바람의 세기보다 상대적으
로 강해 바람이 산맥을 넘기보다는 되돌아 나온다. 이
러한 과정에서 기류가 수렴하는 지역이 생기며 안정
한 대기 조건에서도 지형성 강수를 유발할 수 있다.
Fr값이 1 내외인 대기 조건에서는 산 경사면을 타
고 넘는 공가가 많아진다 (이우진, 2006; Kunz and
Kottmeier, 2006). 한편, Fig. 6(b)는 해수면온도 (SST)와

Fig. 8. (a) Surface weather charts at 18 UTC 11 and (b)

850 hPa weather chart at 00 UTC 12 January 2008.

Fig. 7. Time series plot of (a) Froude number at 40oN and

130oE and (b) SST-Tair at 37.5oN and 130oE 12 January

2008 over East sea from NCEP/NCAR re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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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hPa, 925 hPa의 기온 차이를 보여준다. 산악형 강
수의 경우 SST-T1000 (SST-T925)는 8~12oC (12~17oC)의
분포를 보였으며 해안형 강수의 경우 12~13oC
(17~18oC)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은 영동지역의 지형
성 강수가 산악형 강수일 때 보다 해안형 강수 형태
로 나타날 때 해기차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조구희 등 (2004)이 영동지역 지형성
강수 형태와 기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8은 산악형 강수 형태로 구분한 1월 11일 18
UTC의 지상 일기도와 1월 12일 00 UTC의 850 hPa
상층일기도를 보여준다. Fig. 8(a)의 지상일기도를 보
면, 일본 혼슈 부근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중심기
압 1009 hPa)이 위치해 있고, 바이칼 호에 중심을 둔
찬 대륙고기압 (중심기압 1059 hPa)이 강화되어 산둥
반도 부근으로 기압 경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영동지방은 고기압의 확장이 백두산을 지나 일본
홋카이도 북쪽으로 이어져 있어 영동지방으로 북동풍
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Fig. 7(a)의 지상일기도는 조구희 등 (2004)이 과거
(1995년~2001년) 52개 사례 분류에서 산악형 강수 유형
(9개 사례)의 해면기압의 편차 평균장과 잘 일치 하였
다. 1월 12일 00 UTC의 850 hPa 상층일기도 (Fig. 8(b))
를 보면, 중부지방의 저압부는 동진하여 일본 열도에
위치해 있고 화북 북서쪽의 고압부는 천천히 남동진
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원산만의 wave는 강화되어
영남해안까지 남하해 있으며 영동지방으로 기압골과
기압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기핵이 북위 50o까지

남하하였으며, 온도골이 산둥지방에 위치하였다. 영동
지방으로 약한 온도골이 형성되어 있어 영동지방으로
불안정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부지방으
로 −3oC 선이 지나고 있어 전 시간보다 기온이 하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해안형 강수 형태로 구분한 1월 12일 오
후 Event 기간 중 3시간 누적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12일 09 UTC의 지상일기도와 12 UTC의 850 hPa 상
층일기도를 보여준다. Fig. 9(a)의 지상일기도를 살펴
보면 몽골 동쪽으로 중심기압 1056 hPa의 강화된 대
륙고기압이 자리하고 두 개의 확장역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원산만에서 일본 동쪽 해상까지 이어져 있으
며 다른 하나는 발해만을 지나 화중지방에서 대만 동
쪽해상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기압능이 서쪽으로는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으며 영동지역으로 동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850 hPa의 상층일기도 (Fig. 9(b))를 보
면, 전 시간에 비해 기온이 하강하여 0oC선이 남해안
에 위치해 있으며, 남부지방으로 −3oC선이 통과하고
있다. 한반도 내륙의 온도능은 강화되었으며 몽골 동
쪽의 고압부의 중심은 약화되었다. 같은 시각의 850 hPa

의 경우 몽골 동쪽에 고압부가 위치하고 사할린 동쪽
해상에 저압부가 위치하고 있는 서고동저형의 기압배
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약하게 나타났다. 만주지방에 −28oC의 한기 핵이 있
으며, 원산만 부근으로 온도선이 조밀하게 형성되었
다. 중부지방으로 −6oC의 온도선이 통과하였다. 지상
일기도에서 고기압의 확장 및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
한 저기압의 중심은 조구희 등 (2004)이 해안형 강수
15개 사례를 갖고 분석한 해면기압에 대한 편차 평균
장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월12일 12 UTC의 700 hPa, 500 hPa 상층일
기도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등온선과 등고선이 대
체로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오호츠크해 부근
에 저기압이 정체되어 서쪽 (후면)으로 북풍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어 지상과 하층대기로 찬
공기덩이의 침강을 나타나고 있어 기압골의 영향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이는 지상에

Fig. 9. (a) Surface weather chart at 09 UTC and (b) 850 hPa

weather chart at 12 UTC 12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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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강수와 연관된 상층의 기압골이 뚜렷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례기간 중 영동지역 강
수는 하층의 바람장과 지형효과에 따른 강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속초기상대에서 관측된 단열선도 분석
에서도 850 hPa 이하에서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850 hPa
이상의 고도에서는 서풍이 관측된 점과도 잘 일치된
다. 또한, 보조분석도에서 700 hPa의 T-Td 분석에서 4
이하의 포화된 습윤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하
고 있었다. 

Fig. 11(a)는 산악형 강수 형태가 나타난 시간의 수
직측풍장비에서 얻어진 수평 및 연직바람의 분포를
보여준다. 강수 시간대였던 2008년 1월 12일 03시부
터 10시까지의 바람변화 경향이며, 바람은 지상에서
1.5 km 이상까지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고
도별 수평 풍속은 대체적으로 지상에서 1 km까지 대
략 7 m s−1 이상의 풍속을 보였으며 1 km 고도 이상
에서는 풍속이 5 m s−1 내외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지상의 바람이 상층의 바람보다 강하게 불었기 때문
에 기류가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 대관령지역에서
많은 강수를 유발하는 강수 기작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b)는 해안형 강수 형태가 나타난 시
간의 수직측풍장비에서 얻어진 수평 및 연직바람의
분포를 보여준다. 북동계열의 바람이 지상에서 1 km
이내에서 나타났으며 풍속은 5 m s−1 미만으로 약하
게 불었다. 반면, 강릉에서 관측된 지상 바람은 무풍
또는 2 m s−1 내외의 약한 북서풍이 관측되었다. Fig.
11에서 나타난 연직바람은 강수유형에 따라 지상풍과
하층 대류권에서의 바람 형태를 분류한 정광범 등
(2004)의 연구와 잘 일치하였다.

5. 강수량과의 상관성

영동지역 겨울철 지형성 강수와 기상요소와의 상관
성을 분석을 위하여, 198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
지 21년 동안의 기간 중 강릉과 대관령에서 관측된
풍향 (동풍계열)과 영서지역에서는 무강수이며 영동
지역에서는 강수가 발생한 사례를 분류하였다. 또한,
NCEP/NCAR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1000 hPa과
925 hPa의 풍향이 북동풍인 경우만을 선별하였으며,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을 제거하기 위해 재분석자
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내에서 상승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

Fig. 11. The time series of vertical wind Profile at

Gangneung for 7 hours (a) from 03KST 12 to 10KST and

(b) from 15KST 12 to 22KST 12 January 2008.

Fig. 10. (a) 700 hPa weather chart and (b) 500 hPa weather

chart at 12 UTC 12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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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유형별 사례는 산악형 강수 26개, 해안형 강수
47개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사례를 중심으
로 고도별 풍속, 해기차, Fr값, T-Td 등 많은 기상변수
와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 유형별 강수량과의 상관성
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CEP/NCAR 재분석자료 중 북동풍
이 불어오는 조건에서 동해상의 한 지점 (40oN, 130oE)
을 선택하였고, 이 지점에서 얻어진 기상변수들과 강
릉과 대관령에서 얻어진 6시간 누적강수량과의 상관
성을 분석하였다. 산악형 강수의 경우, 대관령에서 관
측된 6시간 누적강수량과 1000 hPa의 풍속은 0.60,
925 hPa의 풍속과는 0.61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Fig. 12). 반면 강릉에서 관측된 6시간 누적강수량과
의 상관성 분석에서는 1000 hPa의 풍속은 0.25, 925 hPa
의 풍속과는 0.26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한, 1000 hPa
의 normal wind vector와 대관령에서 관측된 누적강

수량과의 상관계수는 0.48, 강릉에서 관측된 누적강수
량과는 0.06을 보였다. Fr값의 경우 대관령에서 관측
된 누적강수량과는 0.21, 강릉에서 관측된 누적강수량
과는 0.07의 값을 보였으며, 925 hPa (850 hPa)의 대기
온도와 SST와의 온도차 ( )의 상관계수는 대관령
에서 관측된 누적강수량과 0.15 (0.24), 강릉에서 관측
된 누적강수량과는 0.26 (0.28)의 값을 보였다.
해안형 강수의 경우 강릉에서 관측된 6시간 누적강
수량과 925 hPa과 850 hPa의 대기온도와 SST의 온도
차 ( )와의 상관성 조사에서 상관계수가 0.33과 0.34
로 나타났다 (Fig. 13). 한편 대관령에서 관측된 6시
간 누적강수량과 대기 온도차 ( )와의 상관성 분석
에서 925 hPa (850 hPa)의 대기온도와 SST와의 온도
차 ( )의 상관계수는 0.38 (0.23)로 나타났다. 그러
나 산악형 강수에서 보여준 대관령의 누적강수량과
풍속과의 상관계수와 같이 높은 값을 보이지는 않았

T∇

T∇

T∇

T∇

Fig. 12. Scatter plot with regression for the wind speed at

1000 hPa (a) and 925 hPa (b) and 6-hr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s at Daegwallyeong for the mountain

type precipitation.

Fig. 13. Scatter plot with regression for the difference SST

and air temperature at 925 hPa (a) and 850 hPa (b) and 6-hr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s at Gangneung for the

coast type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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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cipitation amount and meterological variables in terms of precipitation types.

Type Region
Wind Speed SST-Tair T-Td Fr

Normal 
wind 
vector

1000
hPa

925
hPa

850
hPa

1000
hPa

925
hPa

850
hPa

1000
hPa

925
hPa

850
hPa

1000
hPa

1000
hPa

Mountain
Gangneung 0.25 0.26 0.03 0.35 0.26 0.28 0.43 0.32 0.52 0.07 0.06

Daegwallyong 0.60 0.61 0.02 0.23 0.15 0.24 0.61 0.24 0.58 0.21 0.47

Coast
Gangneung 0.15 0.16 0.16 0.33 0.33 0.34 0.01 0.30 - 0.17 -

Daegwallyong 0.23 0.28 0.10 0.22 0.23 0.30 0.30 0.02 0.28 0.26 0.23

Fig. 14. Scatter plot with regression of the wind speed at wind profiler and 1-hour precipitation amount (mm) at

Daegwall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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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000 hPa (925 hPa) 풍속과의 상관성 분석에
서 강릉에서 관측된 누적강수량과는 0.15 (0.16), 대관
령에서 관측된 누적강수량과는 0.23 (0.28)의 상관성을
보였다. 강수유형별 고도에 따른 기상요소와의 상관
분석과 관련된 일부 그림은 생략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산악형 강수의 경우 대관령 강수량과
1000 hPa, 925 hPa에서의 풍속과의 상관계수가 1% 이
내의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해안형
강수의 경우 강릉의 강수량과 해기차와의 상관계수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에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단순상관관계 (Simple Correlation)를
통해 다중상관관계 (Multiple Correlation)를 구하였다
. 각각의 강수유형별로 상관성이 가장 높았던 두 개
의 주성분을 이용하여 다중상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얻어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악형 강수 : Y(Dae) = 1.10X + 0.43X0− 4.81
해안형 강수 : Y(Gang) = 0.03X1 + 0.47X0− 3.74

여기서 y (Dae)는 산악형 강수의 경우 대관령에서
관측된 6시간 누적강수량이고 X1과 X0는 앞에서 언
급한 동해상의 한 지점 (40oN, 130oE)에 대해 NCEP/
NCAR 재분석자료에서 얻어진 925 hPa에서의 풍속과
850 hPa에서 얻어진 대기온도와 SST와의 차이이다.
해안형 강수의 경우 y (Gang)는 강릉에서 관측된 6시
간 누적강수량이고 X1과 X0는 850 hPa에서 얻어진 대
기온도와 SST와의 차이, 925 hPa에서의 풍속이다. 그
리고 다중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는 산악형 강수의
경우 0.62, 해안형 강수의 경우 0.36의 값을 보여 단
순상관관계에서 얻어진 값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
었으나 다소 높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겨울철 강수 유형에 따라 관련
성이 높은 기상요소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지역별 강
수량 예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CEP/NCAR 재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산악형 강수로 분류된 2008년 1월 12일
및 20일 사례로 대관령에서 관측된 시간강수량과 과
거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설치되었던 수직측풍장비 및
동해중부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이에서 얻어진 풍속
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Fig. 14는 지상에서 대략
75 m 간격으로 5 km까지 고도별 바람자료를 생산하
는 수직측풍장비에서 얻어진 풍속과 대관령에서 관측
된 시간강수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고도별 첫
자료가 얻어지는 72.5 m부터 1,220 m까지의 풍속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그 중 대략 150 m 연직 간격의 9개
층에 대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층에서 상관계
수가 0.55 내외의 값을 보였으며, 특히 300 m 이하 층
에서는 0.6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정
광범 등 (2004)이 분석한 영동지역 겨울철 지형성 강

수와 관련된 하층 바람의 특성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
이다. 

Fig. 15는 2008년 1월 20~21일 동안 대관령에서 관
측된 풍속, 수직측풍장비의 최하층 풍속 및 부이에서
관측된 풍속에 대한 시계열을 보여준다. 대관령 풍속
과 수직측풍장비의 풍속은 지상풍으로서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또한, 동해상의 부이에서 관측된 풍속은
수직측풍장비 및 대관령에서 관측된 풍속과 5~7m s−1

정도의 바람 세기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 차이는 해
상과 육상의 마찰력에 의한 차이로 판단할 수 있으며

Fig. 15. Time series of wind speed at wind profiler, buoy,

and Daegwallyeong during 20~21 January 2008.

Fig. 16. Scatter plot with regression for the wind speed at

buoy and 1-hour precipitation amount at Daegwallyeong

during 20~21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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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의 변화경향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육상에서
관측된 바람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관측된 바람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 특성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측풍장비에서 얻어진 풍속과 동해중부해상의
부이에서 얻어진 풍속과의 변화경향이 잘 일치하는
것을 참고하여 Fig. 16에서는 산악형 강수로 분류된
2008년 1월 20~21일 사례에 대하여 동해중부해상의
부이에서 얻어진 풍속과 대관령에서 관측된 시간강수
량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상관계수는 0.74로 수직
측풍장비에서 얻어진 풍속과 시간강수량과의 비교에
서 보다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비록 수직측풍장비
와 부이의 풍속 값이 특정기간의 제한된 값이지만 시
간강수량과의 비교에서 좋은 상관성을 보여주었기 때
문에, 향후 두 장비에 의해 보다 많은 자료의 생산과
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영동지역 겨울철 지형성
강수의 강수량 예측에 대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산악효과와 해양효과가 공존하는 영동지
역의 겨울철 강수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지형성 강수의 강수 유형, 강
수량 등에 대한 예보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강수 유형에 대한 분류 방법과 이론
적 배경을 설명하고, 산악형 강수와 해안형 강수 사
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겨울철 영동지역에
서 나타나는 지형성 강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류 방법에 따라 얻어진 유형별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강수량과 기상요소와의 상관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수는 지형성 강수
가 지배적이며, 좁은 지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강수
의 공간적 분포는 큰 변동을 보인다.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산악형 강수일 때 대관령에서의 강수량이
강릉에 비해 많게 나타났으며, 해안형 강수의 경우 반
대로 강릉의 강수량이 대관령의 값보다 많게 관측되
었다. 또한, 강수특성을 살펴보면, 산악형 강수의 경
우 동해상의 한 지점 (40oN, 130oE)에서 얻어진 1000 hPa
(925 hPa)의 풍속과 대관령의 누적강수량과의 상관성
은 0.60 (0.61)의 높은 값을 보였으나, 강릉의 강수량과
는 0.25 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따
라서, 산악형 강수는 북동류의 풍속이 대관령의 강수
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안형 강수는 동풍의 풍속에 비해 해기차에 의해 강
수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기상요

소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강릉에서 얻어진 누적강
수량과 대기온도 (925 hPa, 850 hPa)와 SST의 온도차
와의 상관성이 0.33과 0.3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NCEP/NCAR 재분석자료와 대관령과 강
릉에서 관측된 강수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산악
형 강수는 산악지역을 대표하는 대관령 강수와 풍속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해안형 강수인 경우 비록 해기차와 해안지역을 대표
하는 강릉의 강수량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
으나, 분포에서 동떨어진 몇몇 자료를 제외하면 상관
계수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해기차와 강
수량과의 관계성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한, 재분석자료가 저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
과를 얻었기 때문에, 향후, 예보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UM 모델과 같은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한다면 의미있
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악형 강수
의 경우 풍속과 강수량 사이에 관계성을 보다 면밀하
게 조사하기 위하여 실제 관측 자료인 동해상의 부이
와 강릉원주대학교에 설치되었던 수직측풍장비의 풍
속자료를 사용하여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수직측풍
장비와의 상관성은 고도 75 m~1,500 m 까지 분석하
였으며 상관계수는 약 0.6 내외로 비슷하였으나, 하
층 300 m 이하에서는 조금 높은 0.62 정도의 값을 보
였다. 또한, 동해부이에서 관측된 풍속과의 상관성 분
석에서는 상관계수가 0.74로 나타났다. 이들 값은 모
두 통계적 유의수준 1% 이내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모델 풍속 자료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하며, 이
것은 산악형 강수의 경우 강수량과 풍속 사이에 밀접
한 연관성이 있음을 재확인 시켜준다.
따라서 영동지역의 겨울철 지형성 강수 예보에 있
어 강수 유형에 따라 모델에서 생산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기상요소를 분석하여 지형성
강수 예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동해상의 부이, 수직측풍장비에서 얻어진 풍속과 영
동지역의 강수량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겨울철 영동지역의 지형성 강수 예측에
있어 이들 관측 자료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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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원주대학교 교수 연구년 연구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논문의 원고를 상세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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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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