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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9) 낙동강 수변지역의 안개 발생 시 기상 특징

박준상 ․ 김규랑 ․ 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안개는 지역적 특징에 따라 형성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난다. 내륙지역은 가을에 주로 복사안개가 많이 

관찰되고, 해안지역에서는 여름철 흔히 해무라 불리는 이류안개가 다수 관찰된다. 또한 안개는 같은 종류일

지라도 지속 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안개는 종류에 따라 발생 특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한 지

형의 영향으로 발달과 소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안개의 특색을 구분하는 것부터 연구자들의 최종 목표인 

정확한 안개 예측은 쉽지 않다. 이러한 안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그에 

따른 안개 특징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의 하천 근처를 관측 지점으로 선정하여 안개

가 발생 할 때의 기상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하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개 특성을 이해하여 안개 

예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수치모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강 주변에 설치된 국지기상 관측망 중 강정고령보 인근 관측망은 2010년에 최초 설치되어 2014년 7

월까지 관측하였고, 구미보 근처 관측망은 2013년부터 현재(∼2016년)까지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하천에서 가장 근접한 강정의 N11 지점과 구미의 G4 지점에서 관측한 시정계, 지표온도, 기온, 습도, 

바람, 그리고 수온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강정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구미에

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안개는 시정거리가 1 km 미만이고 30분 이상의 

지속시간이 나타나는 사례를 안개로 판단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안개 분류법을 간략화하여 안개 분류를 하였

다(Tardif, 2007).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안개는 증발에 의한 전선, 증기안개와 냉각에 의한 복사, 이류안개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강정 지점의 안개 사례는 총 94회로 전선안개 6회, 이류안개 13회, 복사안개 4회, 그리고 증기안개 66회로 

분류된다. 구미 지점은 총 74회의 안개가 관찰되었으며, 복사와 증기 안개가 혼합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이 

두 지점의 안개 사례들은 대기와 수면의 온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하였고 새벽에 

안개가 생성되어 오전 9시 전후 소멸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증기안개의 지속시간이 

1∼2시간 정도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2시간보다 길게 나타나는 증기안개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증기안개의 

지속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하천 수면으로부터의 증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강정과 구미 두 지점 모두 안개 발생 시 풍속은 2 ms-1 이하로 나타났고, 풍향은 하천에서 수직 방향 즉, 

산지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에서 복사냉각 된 차가운 공기가 산

을 따라 하천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며, 이처럼 안개가 발생하는 야간에서 강으로 수렴하는 풍향이 주로 발생

한다. 대기층과 지표층의 온도는 안개 발생 전 증가하다가 안개 발생 후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지표층 온도

는 안개 발생 전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기온은 안개 발생 전 점점 하강하다 안개 발생 후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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