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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results of WRF for the case of typhoon ‘Rusa’ were analyzed, comparing with observed data especially for 
the Gangneung area around to examine its ability in numerical simulation. From the hourly precipitation time series, two 
peaks were found at Gangneung and Daegwallyeong, while only one peak was found from those of  inland regions else. 
Especially, for the Yeongdong region, the first peak was directly related to spiral bands generated in front of the typhoon. 
Convective cells that were developed within the spiral bands moved to the eastern coastal area from the sea so that local 
heavy rainfall occurred  in the Yeongdong region. The second peak was mainly related to the accompanying rain band of 
typhoon itself, topographic effect and the convergence near Gangneung area. Precipitation in Gangneung was simulated 
as much as about 30% of observed one. The main reason of this result came from a poor representation of wind directions 
in Gangneung area of WRF model. Observed wind direction was northwesterly but simulated one was nearly easterly in 
the area. This might shift a local heavy rainfall area downstream to the mountain area rather than the coas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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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원도 영동 지역은 서쪽의 백두대간과 동해 사이

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영서지역을 비롯한 

내륙과 구별되는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 중에

서도 북동 기류 현상은 영동 지역에 저고도 구름, 악시

정, 강수 등 다양한 기상현상을 동반하며, 특히, 저기압 

통과와 관련된 북동 기류는 영동 지역의 호우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1999).
영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호우의 주된 원인은 태풍

과 전선 통과이다 (강원지방기상청, 2003). 2002년 태

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 ‘메기’, 
2005년 태풍 ‘나비’ 등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하나 이상

의 태풍으로 인하여 200 mm 이상의 호우가 발생하였

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 (2002)에 따르면, 2002년 15
호 태풍 ‘루사’의 경우 8월 31일 15시 전라남도 고흥반

도로 상륙한 후 내륙을 관통하여 9월 1일 15시 우리나

라의 북동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전국적으로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특히 강릉에서

는 연평균 강수량 (1,402 mm)의 60%가 넘는 일 강수

량 870.5 mm, 1시간 최다강수량 100.5 mm라는 기록

적인 양이 관측되었다. 강릉에서의 일 강수량은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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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ime series of hourly precipitation at (a) Sancheong 
(line with triangles) and Goheung (line with squares), and at 
(b) Gangneung (line with triangles) and Daegwallyeong 
(line with squares) for the period of 31 August 2002.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관령에서 관측된 일 강수량 

712.5 mm 보다 많았으며, 비슷한 해안에 위치한 동해

에서 관측된 일 강수량 319.5 mm, 그리고 속초에서 관

측된 일 강수량 295.5 mm 보다 2배가 넘는 양이었다. 
이훈․이태영 (1994)은 북동 기류와 같이 동풍을 동반

하는 강수는 산악에 의한 강제 상승효과로 저지대인 

해안지역에서보다 고지대인 산악지역에서 더 많은 강

수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수치모의를 통하여 보인 바가 

있다. 하지만, 태풍 ‘루사’ 사례의 경우, 산악 정상부근

의 고지대에 위치한 대관령보다 해안 가까이 위치한 

저지대인 강릉에서 최다 강수량이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특히 영동 지역에 

위치한 강릉에서 최다 강수량을 발생시킨 태풍 ‘루사’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김진석․유재

훈 (2002)은 강릉과 주변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바람장으로부터 종관 기압 배치에 의한 북동

풍이 아닌 북서풍이 관측된 것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어 

강릉 주변으로 수렴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강릉에 최다 강수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병

석 등 (2002)은 태풍 ‘루사’에 대한 종관적 분석을 통하

여 평년보다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태풍의 세력을 유지

시켰으며, 태백산맥의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강제 상승

효과로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박옥

란․김용상 (2002)은 KLAPS를 이용하여 영동 지역에 

저온 다습한 동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습윤역이 강화되고 태풍에 동반된 고온 다습한 공기괴

와 충돌하게 되면서 불안정한 대기가 산맥의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강제 상승으로 호우가 발생하였다고 밝혔

다. 이은희 (2004)는 지형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

은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산맥으로 인한 지형 효과

로 풍상 측에 강한 집중호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은

혁․임규호 (2004)는 강릉 서쪽으로는 높은 산맥이라는 

지형에 의하여, 북쪽으로는 전선에 의하여 공기괴가 막

히면서 강릉 지역에 강한 수렴대가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렸다고 수치모의 실험을 통하여 밝혔다. 최근 들어, 
Park and Lee (2007)는 PSU/NCAR MM5의 고분해능 분

석 및 예보장을 이용한 태풍 루사에 관한 연구에서, 영동

산악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린 것은 1) 바다로부

터 해안 및 산악지역으로 유입된 습윤한 공기의 강한 하

층 수렴, 2) 지형에 의한 상승 운동, 3) 하층에서의 상승 

응결과 자유 대류, 그리고 4) 깊은 대류를 촉발하도록 한 

위치불안정의 해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나열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악 지

형 효과에 따른 영동 지역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집중 

호우에 관한 언급을 주로 하였고, 해안 지역인 강릉과 

산악 지역인 대관령의 강수량  차이에 대한 언급은 거

의 없었다. 특히, 산악 지형 효과를 고려한다면 대관령

의 강수량이 해안 저지대인 강릉보다 강수량이 훨씬 많

아야 하는데 실제 관측에서는 반대로 강릉이 대관령보

다 약 160 mm 더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풍 루

사와 관련하여, 이 기간 동안의 기상 현상을 WRF모델

로 모의한 후, 이 모의 결과를 실제 관측 자료와 정성적

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특히, 지형적으로 복잡한 영동 지

역에 대해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모
델이 어떻게 모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관측자료 분석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 강수량 분포는 강릉 870 mm, 
영동 지역 300∼870 mm, 제주도 산간 400∼700 mm, 남
해안 지역 200∼400 mm,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0∼200 
mm 로 영동 지역 강수량이 내륙보다 2∼3배 많았다. 

Fig. 1은 태풍 루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강수량이 발생한 2002년 8월 31일의 시계열 그림이며, 
그림에서 굵은 화살표는 강수의 극대치 (peak)를 나타낸

다. 강원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산청과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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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2. Enhanced infrared satellite images for Typhoon 'Rusa' at (a) 0300, (b) 0900, (c) 1500 and (d) 2100 LST 31 August  2002.

도 고흥의 시간당 강수량 시계열 (Fig. 1a)을 보면, 고흥

은 1400 LST에 시간당 강수량이 81 mm, 산청은 1800 
LST에 48 mm인 강수 극대치 (peak)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Fig. 1b는 영동 지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대관령과 강릉의 시계열로서 Fig. 1a의 내륙과 다르게 

두 번의 최대 강수 시점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즉, 강릉에서는 0900 LST경에 강수 극대치인 시간

당 강수량이 79 mm, 2300 LST경에 98 mm의 강수량이, 
그리고 대관령은 0800 LST경에 61 mm 그리고 1800 
LST경에 50 mm의 시간당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Fig. 2는 강조 적외 위성영상으로, 운정 온도가 -40oC 
이하인 곳에서는 다시 검은색으로 처리하여 낮은 운정 

온도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위성영상이다. 
0300 LST의 강조 적외 영상 (Fig. 2a)을 보면, 제주도 

남동쪽으로 태풍 중심에 동반된 제일 낮은 운정 온도

역이 있으며, 태풍 전면에서 남부지방과 동해상으로 

강조된 부분 (검은 영역)이 위치해 있다. 0900 LST의 강

조 적외 영상 (Fig. 2b)의 경우, 태풍 중심 가까이 위치한 

발달된 구름은 0300 LST보다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해

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태풍 중심에서 다소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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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Fig. 3. Donghae radar reflectivity images for Typhoon 'Rusa' at (a) 0800, (b) 0830, (c) 0900 and (d) 0930 LST 31 August 2002.

어진 전면에서 발달한 구름대 (검은 영역)는 동해안을 

거쳐 동해 중부해상까지 뻗어 있다. 1500 LST의 강조 

적외 위성영상 (Fig. 2c)을 보면, 태풍 중심 부근에 위치

한 발달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운정 온도가 -40oC이하로 

발달된 구름역인 검은 영역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덮고 

있다. 2100 LST의 위성영상 (Fig. 2d)에서는 이 검은 영

역이 태풍의 이동에 따라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영동 지역은 0300∼0900 LST 사이

에 태풍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전면에 나타난 운정 온도 

-40oC 이하의 발달된 구름대의 영향을 1차적으로 받았

으며, 1500 LST 이후부터는 태풍 중심에 동반된 운정 

온도가 낮은 발달된 구름대의 2차적인 영향을 받았다.
Fig. 3은 첫 번째 강수 극대치가 발생한 시간대인 

0800 LST에서 시작하여 30 분 간격으로 표출한 0930 
LST 까지의 동해 레이더 영상이다. 0800 LST (Fig. 
3a)경에는 해안을 따라 에코 (echo)가 위치해 있으며, 
강릉의 북동 해상에서는 강한 반사도 (reflectivity)를 

가지는 세포 (cell)들이 북동쪽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러한 세포들의 배열은 일종의 불연속역 (또는 전선)이 

이 배열상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0700 LST의 낙뢰도 (Fig. 4)에서도 이 배열을 따라 강

한 뇌전 현상들이 좁은 선상으로 배열되어 있어 전선



김진원․이재규  397

Fig. 4. The lightning detector image for Typhoon `Rusa' at
0700 LST 31 August 2002.

Table 1. The WRF model configuration for the simulation.

WRF V.2.1.2
Horizontal Spacing 18 km 6 km 2 km
Dimension 148x148x31 148x130x31 130x130x31
Time Step 54s 18s 6s
SST OISST(Weekly 1.0˚x1.0˚)

Initial Data
GDAS NCEP/NCAR reanalysis FNL DATA

(6 Hourly 1.0˚x1.0˚)
Nesting two-way
PBL scheme YSU
Microphysics WSM 6 Class
Run time 2002. 08. 30. 1200 UTC ~ 09. 01. 1200 UTC (48hours)

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강릉에서 북동

쪽으로 이어지는 에코 세포들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강릉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3b, 
3c and 3d). 한편, Fig. 5는 두 번째 강수 극대치가 나타

나기 시작한 1500 LST를 전후로 2시간 간격의 레이더 

영상을 보여준다. 1300 LST (Fig. 5a)의 경우, 영동 해

안지역과 그리고 강릉 북동쪽으로 에코들이 위치해 있

으며, 2시간 후인 1500 LST (Fig. 5b)경에는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태백 및 울진 부근 해상에서 에코들의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1700 LST (Fig. 5c)경에는 강

릉 북동쪽에 위치한 에코들이 남진하여 하나의 커다란 

에코를 형성하고 있다. 1900 LST (Fig. 5d)경에는 태

풍이 보다 더 접근함에 따라 층상형 에코가 동해상의 

넓은 영역에 걸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영
동 해안 부근 지역과 산악 부근을 제외하고는 강한 반

사도 값을 가지는 에코가 보이지 않는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영동 지역에서는 내륙과 달리 

두 번의 강수 극대치가 나타났는데, 강조 적외 위성영

상과 동해 레이다 영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

았다. 첫 번째 강수 극대치와 관련하여, 태풍 중심에서 

떨어진 전면에서 발달한 구름대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또한, 해상에서 발생한 강한 대류 세포가 강릉 해안으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두 번째 강수 극대치에

서는  태풍 중심에 동반된 낮은 운정 온도를 가지는 발

달된 구름대가 영동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레이더 영상에서는 첫 번째 강수 극대치의 경우

와 다르게 풍상측 영역인 동해상에서는 균일한 반사도

가 관측되었고, 영동 해안 지역과 산악 부근에서만 강한 

반사도 값을 가지는 에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차례의 강수 집중화로 내륙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영동 지역에 나타났다. 

3. 수치모델 및 모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WRF 중규모 수치모델 V2.1.2를 이용하였다. 분석 영역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의 Domain 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즉,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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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Fig. 5. The same as Fig. 3 except for (a) 1300, (b) 1500, (c) 1700 and (d) 1900 LST.

km(148×148),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을 포함

한 6 km (148×148), 그리고 영동 지역을 중심에 둔 2 km 
(148×130) 간격 격자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Fig. 6). 
연직층은 최상단을 50 hPa로 두고 31층으로 하였다. 
Nesting 방법은 Two-way Nesting 방식을 택하였다. 미
물리 (Microphysics)는 WSM (WRF Single Momentum) 
6 Class scheme 사용하였으며, PBL (Planetary Boundary 
Layer)은 YSU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델 초기 자료는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 
GDAS FNL 6 시간 간격의 1.0°×1.0°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지형자료는 30초 전구 자료를, 해수면 온도는 2002

년 8월 28일 일주일 평균 OISST 자료를 사용하였다. 적
분시간은 2002년 8월 30일 1200 UTC부터 2002년 09월 

01일 1200 UTC까지 총 48시간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모델의 설정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3.1 수치모의 결과 분석 

3.1.1 태풍 진로 및 중심기압 분석

Fig. 7은 모델이 모의한 태풍 진로와 가장 잘 추적된 

진로를 비교한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남해안으로 상륙

하여 관통하는 경로는 서로 비슷하였으나, WRF 수치 

모의의 경우, 좀 더 서쪽으로 치우쳐 통과하였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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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domain

(d)(c)

(b)(a)

Fig. 6. (a) The outline of nested domains for simulation, and terrains for (b) domain 1, (c) domain 2 and (d) domain 3. 

Fig. 7. Comparison of simulated track from WRF 
simulation (star) and best track (circle) of typhoon 'Rusa'.

    : best track

  : track from WRF simulation

델에서는 실제 이동 속도보다 다소 느리게 모의함에 

따라, 태풍의 중심이 약 6시간 정도 늦게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 관측된 태풍 중심 기압과 모의된 태풍의 

중심 기압을 비교한 Table 2를 보면, 태풍이 접근하여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에는 모의된 태풍의 중심 기압이 

관측된 기압보다 10∼20 hPa 높게 모의하였으나, 태
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뒤에는 10 hPa 정도 낮게 모

의하였다. 즉,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에는 태

풍을 실제보다 약하게 모의한 반면, 우리나라를 빠져

나간 후에는 실제보다 강하게 모의하였다. 즉, 실제적

으로, 내륙에서 발달된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후에는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었으나, WRF 모의에서

는 이러한 약화 현상을 잘 보여 주지 못하였다. 



400 태풍 루사와 관련된 WRF의 수치모의 결과 분석

(a)
(b)

Fig. 8. Total accumulated precipitations from simulation in Domain 2 and (b) observation by AWS.

(b)(a)

Fig. 9. The same as Fig. 8 except for (a) Domain 3 and (b) the corresponding area.

Table 2. The lowest central pressures from WRF simulation and from the observation for typhoon ‘Rusa’.
　 LST　 WRF (hPa) OBS (hPa) Difference (hPa)

31/August

03 976 955 21 
09 977 960 17 
15 977 960 17 
21 978 975 3 

01/September
03 978 985 -7 
09 982 992 -10 
15 984 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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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The time series of hourly precipitation at (a) 
Gangneung and (b) Daegwallyeong for the period of 31 
August 2002. The series with triangles and squares repre-
sent observed hourly precipitation and that  from simulation, 
respectively. The bars represent the differences of amount 
from simulation and that from observation. 

Fig. 10. A bar graph showing daily precipitation amounts
at  Ganguneung, Daegwallyeong, Donghae and Sokcho for
the period of 31 August 2002. Dark bars and gray bars repre-
sent observed amounts and  amounts from simulation,
respectively.  

3.1.2 강수량 분석

Fig. 8은 Domain 2에서 모의된 총 누적 강수량 분포

와 전국 AWS에서 관측된 누적 강수량 분포를 보여주

는 그림으로, 서로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부근으로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태백산맥을 따라서 최다 강수

량이 나타나고 있다. Fig. 9는 Domain 3에서 모의된 

총 누적강수량 분포와 강원도 AWS 누적강수량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WRF 모의 결과에서는 대관령과 설

악산 부근으로 최다 강수구역이 나타나고 있지만 영동 

해안 지역에서는 영서 지역과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아

주 적은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측자료인 

AWS 누적강수량 분포를 보면, 산악에 위치한 대관령

과 해안에 위치한 강릉 모두에서 많은 강수량이 있었으

며, 특히 해안에 위치한 강릉 부근 지역이 대관령보다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영동 지역에 위치한 강릉, 대관령, 동해 그

리고 속초에서의 총 누적 강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

하였는데, 왼쪽의 어두운 색깔의 막대 그래프는 관측값

이며, 오른쪽의 회색 막대 그래프는 수치모의 값이다 

(Fig. 10). 이 그림을 보면, 주요 관측소의 관측 자료에서

도 강릉이 제일 강수량이 많으며 그리고 대관령, 속초 

동해 순서로 강수량이 많았다. 한편, 수치모의 오차를 

정성적으로 보면, 대관령의 누적 강수량이 가장 관측 값

에 근접하였으며, 그리고 동해, 속초 그리고 강릉의 순

서로 관측 값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어, 비가 제일 많

이 내린 강릉에서 수치모의 오차가 가장 컸다. 

Fig. 11은 강릉과 대관령에서의 8월 31일 하루 동안

의 모의된 시간 강수량의 시계열 그래프와 실제 관측된 

시간 강수량의 시계열 그래프 그리고 그 차이를 막대 그

래프로 보여주는 그림이며, 여기서 화살표는 극대치를 

가리킨다. 강릉 지역에서 모의된 일일 누적 강수량은 관

측된 870 mm의 약 30%정도인 254 mm로 양적으로 적

게 모의하였는데, Fig. 11a에서 매 시간별로 살펴보면, 
강수량을 체계적으로 적게 모의하는 편중 (bias)이 있음

을 알 수 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수 극대치의 경향

은 수치모의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
관령의 경우 (Fig. 11b), 관측 값인 712 mm의 약 85 %인 

610 mm를 모의하여 관측값에 아주 근접한 누적 강수

량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관측 값이나 모의 값의 시계열 

모두가 상당히 서로 비슷한 모습이며, 특히, 두 번 나타

난 강수 극대치를 잘 모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악

에 위치한 대관령의 강수량은 관측 값에 근접한 만족스

러운 모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강릉의 경우처럼 해안 

저지대에서의 기록적인 강수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

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WRF모델은 지

형적인 효과와 같이 역학적인 요인에 의한 강수량 모의

는 우수한 반면에, 운물리 과정과 같은 물리 과정을 포

함한, 영동 해안 저지대에서의 국지적인 모의 능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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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

(c)

(a)

Fig. 12. The distributions of 6 hourly accumulated precipitation at (a) 0300, (b) 0900, (c) 1500 and (d) 2100 LST 31 August
2002. 

소 부족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으로 WRF모

델의 강수량 모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된 6시

간 누적 강수량 분포도 (Fig. 12)를 분석하였다. 31일 

0300 LST의 분포도를 보면 (Fig. 12a), 태풍 전면에서 

북동풍과 함께 소백산맥과 동해안 부근의 산악 지역으

로 최다 강수량이 나타났다. 0900 LST의 경우 (Fig. 
12b), 남해안과 소백 산맥에서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였

으며, 강릉과 대관령을 포함한 영동 지역으로 집중적인 

강수와 함께 북동 해상으로 띠 (band) 모양의 강수대가 

나타났으며, 이 띠 모양의 강수대는 앞의 낙뢰도에서 보

여준 불연속역과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강

수 극대와 관련된 모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영동 해안 쪽으로는 강수량이 적게 모의

되었다. 1500 LST (Fig. 12c)에는 태풍 중심이 남해안

으로 상륙하면서 태풍에 동반된 주 강수대가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동해안에서는 강

한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인한 지형 효과에 의해 태백산

맥을 따라 최다 강수량이 나타나고 있다. 2100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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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3. The same as Fig. 12 except for wind vectors and shading for wind speed.

(Fig. 12d)에는 태풍 중심 부근에 형성된 주 강수대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중부 지방에 나타나고 있으며, 영동 

지역에서는 강한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산악 지역으로 

최다 강수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릉 

부근의 해안 지대에서는 실제 관측보다 상대적으로 다

소 적은 강수량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3.1.3 바람 장 분석 

Fig. 13은 Domain 2에서 모의된 바람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은 부분 내에서 다시 어두울수록  강한 풍속

을 나타낸다. 0300 LST (Fig. 13a)의 경우, 태풍 중심 

주변으로 25 ms-1 이상의 강한 풍속이 나타나고 있으

며, 6 시간 후인 0900 LST (Fig. 13b)의 경우에는 태풍 

전면에서 나타나는 나선형 띠를 따라 주변보다 상대적

으로 강한 풍속이 모의되고 있다. 태풍이 좀 더 북상함

에 따라 1500 LST (Fig. 13c)에는 대관령과 강릉 주변

으로 북동풍의 풍속이 20 ms-1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부산 부근의 남동해상에서도 남동풍이 25 ms-1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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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Time series of wind directions at Gangneung and 
Daegwallyeung for the period of 31 August 2002. Triangles
and circles stand for the surface wind directions from simu-
lation and those from observation, respectively.Fig. 14. Wind field from AWS at 1900 LST 31 August 2002.

 

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100 LST (Fig. 13d)에는 

태풍 중심이 남부 내륙으로 상륙함에 따라 이에 동반

된 동풍 계열의 바람이 풍상측인 산맥 동쪽으로 20∼
25 ms-1로 강하게 모의되고 있다. 그런데 대관령보다 

강릉에 특히 집중적으로 내린 시간대인 Fig. 13 (c)와 

(d)를 보면, WRF모델은 우리나라의 남동 해안에서 시

작하여 영동 북부 해안으로 갈수록 풍향이 남풍에서 

북동풍으로 점진적인 풍향 변화를 보여주어, 강원도 

영동 지역 전체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900 LST의 AWS 바람장인 Fig. 14를 

보면, 실제 바람장이 WRF모델이 모의한 바람장보다 

공간적으로 풍향이 급하게 변함을 알 수 있으며, 주문

진에서 강릉에 걸친 해안 지역으로는 해안선에 평행한 

북서풍이 불고 있다 (수치모의에서는 북동∼동풍으로 

모의함). 즉, WRF모델은 태풍에 동반된 강한 저기압

성 순환을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영동 지역 전체의 풍

계를 북동∼동풍으로 모의하였고, 태풍이 빠져나갈 때

까지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였다. 참고로, 겨울철에 동

해상으로 종관 규모의 북동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 강
릉에서의 국지적인 북서풍은 인근 해안에서 불어오는 

북동 기류와의 불연속역 또는 수렴대를 만들어, 이 수

렴대에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기도 하여, 강릉 지역에

서의 북서풍의 존재 유무는 강수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재규, 2001).
이와 관련하여, 모의된 시간별 풍향의 정확도를 살

펴보기 위하여 강릉과 대관령에서 관측된 풍향 (원으

로 표시)과 WRF Model에서 모의한 풍향 (삼각형으로 

표시)의 시계열 (8월 31일)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a를 보면, 강릉에서 관측된 풍향은 300∼360°
로 북서∼북풍이었으나, 모델에서 모의된 풍향은 060 
∼090°의 동풍 계열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관

령에서 관측된 풍향의 시계열 (Fig. 15b)의 경우, 풍향

에서 큰 차이를 보인 강릉의 경우와 달리, 관측된 풍향 

및 모의된 풍향 모두 북동∼동풍으로 거의 일치하였

다. 즉, WRF모델의 경우, 대관령 부근의 산악에 대하

여 거의 직각 방향으로 기류를 모의하여, 이에 따른 지

형 상승 효과로 인하여 대관령에서 최다 강수량을 모

의하였으나, 관측 강수량과 모의 강수량의 차이가 가

장 크게 나타난 강릉의 경우, 모의된 풍향과 관측된 풍향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관측에 가까운 강수량

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바람 장을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

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동 지역의 정확도 높은 

수치예보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WRF모델의 강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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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의 바람장의 큰 오차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

심을 갖고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종합 및 결론

내륙에 위치한 산청과 고흥 시계열 강수량 그래프에

서는 31일 1300 LST와 1800 LST시에 한 차례의 강수 극

대치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영동 지역의 주요 도시인 

대관령과 강릉의 시계열 강수량 그래프에서는 31일 8시
와 23시 부근에 1차와 2차의 강수 극대치가 두 번 나타났

다. 강릉과 대관령에서 나타난 첫 번째 강수 극대치는 태

풍 전면에 위치한 동해상에서 형성된 나선형 띠내의 강

한 대류 세포들이 종관 규모의 동풍 기류를 따라 영동 지

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대류 세

포들이 동해상에서 발달하여 영동 지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영동 지역의 강수량이 다른 지역

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한편,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상륙한 후 북상함에 따라 영동 지역의 풍속이 증가하였

고, 이로 인하여 산악 지형에 의한 강제 상승 효과가 더

욱 강화됨에 따라 두 번째 강수 극대치가 나타났다.     
영동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바다를, 서쪽으로는 태

백산맥을 두어, 저기압을 동반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 지형 효과로 인하여 산악쪽으로 강수량이 집

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WRF모델로 모의한 태풍 ‘루
사’의 경우, 대관령에서 관측된 풍향과 모의된 풍향 모

두 북동∼동풍으로 거의 일치하면서, 대관령에서의 관

측 강수량인 712.5 mm의 약 85%인 620 mm로 강수

량을 잘 모의한 것을 볼 때, 강수량을 잘 모의하기 위해

서는 바람 장을 정확하게 모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산악에 위치한 대

관령 (관측 강수량: 712.5 mm)보다 해안에 가까이 위

치하여 저지대인 강릉 (관측 강수량: 870.5 mm)에서 

더 많은 강수량 (약 160 mm 정도 강릉이 많음)이 관측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WRF모델의 경우, 강릉 부근

에서의 강수량을 실제 관측된 강수량의 약 30%인 254 
mm 정도 밖에 모의하지 못하여, 최다 강수역을 강릉 

부근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풍하측인 대관령 

부근의 산악 지역으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이 강릉 부근

에서 모의된 강수량이 실제 관측된 강수량의 약 30% 밖
에 되지 못한 것은, WRF모델이 저지대인 강릉 부근에서

의 바람을 북동풍으로 모의하여, 실제 바람인 북서풍에 

비해 약 90도 이상 크게 벗어난 바람을 모의하면서 이 지

역에서의 수렴대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장의 오차 문제를 단순히 모델 튜닝

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WRF모델은 

지형 효과와 같이 역학적인 요인에 의한 강수량 모의는 

우수한 반면에, 영동 해안 저지대에서의 국지적인 강수 

모의 능력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을 이 사례에서 잘 보

여준다. 앞으로 강릉 지역에서의 강수량을 과소 모의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WRF모델이 

갖고 있는 물리 과정의 개선 및 동해에서의 관측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강릉 부근에서의 수렴대의 생성 

원인 및 관련 메카니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병행되

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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