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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1,2․정일웅2,*

1공군 제73기상전대
2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006년 3월 2일 접수; 2006년 5월 22일 승인)

Study on Mechanisms and Orographic Effect for the Springtime
Downslope Windstorm over the Yeongdong Region

Jung-Hoon Kim1,2 and Il-Ung Chung2,*

173rd Weather Group,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Department of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2 March 2006; in final form 22 May 2006)

Abstract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springtime windstorm in Korea shows that Yeongdong region has the highest occurrence 
frequency during recent 10 yea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possible mechanisms for the downslope windstorm 
form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by using a mesoscale numerical model, WRF. Dynamical process, wave breaking 
(hereafter WB), is qualitatively investigated as the candidate mechanism for a windstorm event occurred in 5 April, 2005. 
WB is developed in upper troposphere downstream, since stable air is lifted by  the Taebaek mountain. This process can 
cause and maintain the severe downslope windstorm by drawing the upper flow down to the surface. And the intensified 
downslope wind leads the hydraulic jump (hereafter HJ) in downstream region. Froude numbers at Chuncheon (upslope 
side), Seorak Mountain (crest), Yangyang (lee side), and the East Sea (distant downstream position) are estimated by 
about 0.4, 1.0, 1.6, and 0.6, respective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accelerated and supercritical (Fr>1) flow adjusts 
to the ambient subcritical (Fr<1) conditions in the turbulent HJ. In addition, we find the formation of upstream inversion 
near top level of the mountain cause the intensification of HJ. Experiments to examine the orographic effect on the mecha-
nisms suggest that the magnitudes of WB and HJ are larger in the experiment of higher topography,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windstorm magnitude among the  experiments. Another important result from these sensitivity experiments 
is that the intensity of downslope windstorm strongly depends on the magnitude of upper (2∼4 km) wind in upstream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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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맥과 같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풍하 측 국지 강풍 (downslope windstorm)은 중규모 

대기 현상 중 하나이다. 예로부터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영동 지방은 양간지풍이라 하는 봄철 건조한 

강풍이 빈번히 발생하여 산불, 해상 사고, 항공기 요란 

등과 같은 재난을 종종 발생시켰다. 세계 각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산악 국지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예로

는 알프스의 푄, 미국 로키산맥의 치누크, 일본의 야마

지 카제 등이 있다. 
산맥 풍하 측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국지 강풍의 메

커니즘은 주로 중력파 발생 원리로서 설명될 수 있다. 
연직으로 균일한 동서의 흐름이 산맥과 같은 지형을 

지나면서 동서파의 진동이 발생하고 복원력인 부력으

로 인해 풍하 측 지상에 최대 진폭의 파가 발생되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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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 불게 되며 이는 풍하 측 상공에서의 파동 파괴 

(wave breaking)로 이어져 국지 강풍을 지속적으로 유

발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풍하 측에 물뜀 (hydraulic 
jump) 현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그 과정은 기류가 

산을 넘으면서 임계 이하적 흐름이 임계 초과적 흐름

으로 바뀌고 풍하 측으로 넘어 가면서 가속되어 난류

적 물뜀이 일어나며 이는 풍하 측 일정거리를 지나 주

변 임계 이하적 흐름에 기류가 적응 할 때까지 지속된

다. 프루드 수 (Froude number)로 표현되는 위치 에너

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1에 가까울 경우 풍하 측 강

풍 증폭이 최대가 되며 물뜀도 잘 나타난다. 또한 강풍

은 산맥 풍상 측 대기의 연직 안정도, 산맥으로 유입되

는 기류의 풍향과 풍속, 풍상 측 지상 바람의 저지 

(blocking) 그리고 산맥의 지형적인 특징에 의해 더 강

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 이재규 (2003)는 태백산맥의 

지형적인 효과와 관련된 강릉 지역의 강풍 사례에 대

한 수치 모의 연구에서 종관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남

고북저형 기압 배치를 보여 순수하게 지형 효과를 볼 

수 있는 1996년 2월 11일 강풍 사례 분석을 통하여 풍

하 측 강풍에 대한 수치 모의 검증과 연구를 행하였다. 
그 결과 산맥 풍상 측의 임계 이하적 흐름이 산맥을 넘

으면서 물뜀 현상을 일으켰고 풍하 측 산 사면을 따라 

계속 가속되어져 영동 지역에 강풍이 발생하였음을 보

였다. 하현주 (1994)는 영동 지방에서 발생하는 국지 

강풍 특성과 푄 현상 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국지 강

풍은 중규모의 대기 현상이지만 종관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산맥 풍상 측에 하층 저지 

현상과 낮은 역전층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산 정상 부

근의 강한 바람의 하향 이동에 따른 운동량 수송의 결

과 영동 지역 국지 강풍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렇듯 선행 연구에서 보인 영동 지역의 국지 하강

풍은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지형 효과에 대한 분석과 진

단은 봄철 풍하 측 국지 하강풍 메커니즘 이해를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형 효과의 이해는 주로 중규모 악기상에 

대한 수치 모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화운 등 

(2003)은 지리산 부근 집중 호우 발생 시 하층 제트와 

지형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ARPS 비정수계 3차원 

수치 모델을 이용해 지리산과 동일한 높이의 지형과 

실제의 50% 높이의 지형에 대한 민감도 수치 실험 분

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리산 부근의 집중 호

우는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한 남서 기류가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에 의해 강제 상승되어 국지적으로 강한 

호우가 발생됨을 보였으며 지형 변형에 의해 강수 강

도가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Lee et al. (1998)은 한반도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저기압 발생에 대한 수치 

모의 연구에서 RAMS 중규모 모델을 이용해 1995년 1
월 28∼29일 동해상에서의 중규모 저기압 발생 원인

이 한반도 북동부 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동해의 따뜻

한 해수 온도임을 보였다. 또한 박상규ㆍ이태영 (2005)
은 WRF 중규모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겨울철 동해상

의 한대 저기압 (polar low)의 발생에 관해 연구하였으

며 한반도 지형의 민감도 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처럼 수치 모의를 통한 지형 효과의 분석은 중규모 

악기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영동 지역의 강풍 발생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

해 계절별 강풍의 빈도와 풍향의 특성을 먼저 살필 것이

다. 그리고 최근에 영동 지역에 큰 산불 피해를 입혔던 

2005년 4월 5일 강풍 사례에 대한 WRF 수치 모의를 통

해 영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봄철 국지 강풍의 발생 메커

니즘을 이해하고 지형이 강풍 또는 그 메커니즘에 미치

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영동 지역 강풍 분석

2.1 영동 지역 강풍의 통계적 특징

기상청 산하의 전국 관측소들에서의 매시 바람 자

료를 이용해 1995년과 2004년 사이 10년 동안의 일 최

대 풍속이 14 ms-1 이상 또는 순간 최대 풍속이 20 ms-1 
이상인 날을 강풍으로 정의하고 50회 이상의 강풍 빈

도를 보인 지점들을 추출한 결과 강릉 (68회), 속초 

(108회), 동해 (98회) 등의 영동 지역이 포함되었다.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그 순위는 강릉이 16위, 속
초가 11위, 동해가 13위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봄철 

(3∼5월) 강풍 발생 빈도는 강릉이 43.2%로 1위, 동해

는 34.6%로 2위, 울진은 33.8%로 3위, 그리고 속초는 

33.4%로 4위의 순으로 영동 지역이 타 지역 보다 봄철 

강풍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승재ㆍ

김영철(2002)의 봄철 강릉 지역의 하층 난류 빈도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강풍 발생시 SSW∼NW까지의 서

풍 계열의 풍향 빈도 분포에서 강릉은 95.6%, 동해는 

81.7%, 속초는 81.5%로서 거의 모든 강풍이 서풍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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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of windstorm occurrence in Yeongdong region.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rank of the correspond-
ing site among all observation stations in Korea.

Daegwallyeong Sokcho Gangneung Donghae Uljin
annual
frequency (day)

390
(1)

108
(11)

68
(16)

93
(13)

159
(8)

spring
percentage (%)

30.5
(5)

39.8
(2)

45.6
(1)

35.5
(3)

32.7
(4)

westerly
percentage (%)

85.7
(3)

81.5
(4)

95.6
(1)

81.7
(5)

88.4
(2)

(a) (b)

Fig. 1. Surface synoptic charts at (a) 00 UTC and (b) 12 UTC, 5 April 2005.

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처럼 봄철 강풍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풍 계열의 바람은 영동 지방의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바람임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봄철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하에서 유입되는 

남서 내지 서풍 기류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강화되기 

때문에 영동 지역에서 봄철 건조기에 빈번히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2.2 강풍 사례일 종관 분석

분석 및 실험은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역 강풍 빈도

수가 가장 높은 봄철 발생한 강풍 중에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탁월하고 연직으로 산맥에 거의 직각으로 

유입되는 남서 내지 서풍이 지배적인 종관 배경 하에

서 발생해 산맥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난 2005년 4월 5
일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사례일의 강풍으로 인

해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어 낙산사의 소실, 이재민 발

생 등의 큰 피해가 있었던 것도 이번 사례를 선정한 이

유가 될 수 있겠다.
Fig. 1의 지상 일기도를 분석해 보면 일본 남쪽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발해만 북쪽에서 북만주 지

역으로 기압골이 위치함으로서 등압선이 한반도를 동

서로 지나가는 전형적인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형태를 

보인다. 4일 오전부터 형성된 이 기압 배치는 6일 오후 

북서쪽 기압골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까지 장시간 계

속 유지되었으며 남쪽 이동성 고기압 중심과 북쪽 저

기압 사이의 남북 기압 경도는 5일 00 UTC에 약 30 
hPa에서 12 UTC에는 약 38 hPa로 증가함으로써 한반

도에서의 남북 기압 경도가 강화되었다. Fig. 2는 850 
hPa 일기도로서 지상 일기도와 마찬가지로 등고선이 

우리나라를 동서로 지나가며 일본 남쪽의 고기압과 화

북 지역의 기압골 사이에 남북 기압 경도가 한반도 근

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 연직 적

으로 지상 고도에서 상층까지 태백산맥에 직각 방향인 

서 내지 남서풍이 탁월하였으며 이 기류들이 산맥을 

넘으면서 강화되어 산맥 풍하 측에 위치한 영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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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ame as Fig. 1, except for 850-hPa charts.  
(a) (b)

Fig. 3. Observed time series of (a) wind speed (in ms-1) and (b) wind direction (in degree) at Chuncheon, Wonju, 
Daegwallyeong, Yangyang, and Gangneung for the period of 4 to 6 April, 2005. 

은 순간 최대 풍속 20 ms-1 이상의 강풍이 장시간 지속

되었다. 또한 발해 만에서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온도 

능 (warm ridge)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풍상 측 

산맥 정상 고도 근처의 역전층을 발생시켜 풍하 측 강

풍 증폭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3은 춘천, 원주, 대관령, 양양, 강릉의 매 시간별 

풍속과 풍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지점들의 관측 자

료를 이용한 것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춘천과 원주는 

풍상 측에 위치하며 대관령은 산 정상 부근, 그리고 양

양과 강릉은 풍하 측에 위치하여 산맥을 넘는 기류의 

변화를 잘 관측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Fig. 
3(a)에서 산맥 풍상 측인 영서 지방의 춘천과 원주의 

지상 바람은 4일 오후와 5일 오후에 온도풍에 의해 일

시적으로 발생한 3∼5 ms-1 내외의 산들 바람을 제외

하고 야간에는 거의 바람이 없는 상태였으나 산맥 풍

하 측인 영동 지방의 양양과 강릉의 경우 4일 야간부터 

6일 새벽까지 강릉에는 평균 6∼9 ms-1 이상, 양양은 

평균 12∼15 ms-1 이상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 
양양의 경우 5일 자정부터 6일 자정까지는 평균 12 
ms-1 내외의 강풍으로 대관령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었

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산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

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Fig. 3(b)의 풍향 변화에서 바람

이 강하게 부는 대관령, 양양, 강릉 지역은 남서∼서풍

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으나 풍상 측인 원주, 춘천은 지

면 가열에 의한 주간의 서풍을 제외하고는 야간과 새벽

에 무풍의 가변적인 풍향을 보였다. 즉 이번 강풍 사례

는 전형적인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하에서 대기 연직으

로 산맥에 직각 방향의 기류가 유입되어 산맥을 넘으면

서 국지적으로 산맥 풍하 측인 영동 지역에만 서풍 내

지 남서풍의 강한 바람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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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pography (in 200 m interval) of the domain 3. 
Vertical cross-sections will be analyzed along the solid 
line passing Chuncheon, Seorak Mountain, Yangyang, 
and the East Sea.

Fig. 4. Nested model domains with 18 km (D01), 6 km (D02), 
and 2 km (D03) resolution. Model topography (in 200 m in-
terval) and central point (Gangneung) for domain 1 are 
represented.

3. 수치 모델 및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차세대 중규모 수치 모델인 WRF 모델 

V2.1.2 (Wang et al., 2005)를 이용하였으며 모델 영역

은 3개의 둥지 격자 체계로 설계되었다. 각각의 수평 

격자 간격은 18 km (D01, 148×148), 6 km (D02, 
148×148), 2 km (D03, 148×148)이고 수평 격자 간격 

18 km의 성긴 격자 모델 영역은 한반도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영역이며, 6 km와 2 km의 미세 격

자 모델 영역은 각각 한반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둥지 격자 계를 구성하였다(Fig. 4 참조). 특히 산맥의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영동 지방에만 국지적으로 나타

나는 풍하 측 하강풍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태백산

맥을 중심으로 기류가 유입되는 풍상 측과 기류가 강

화되어 빠져나가는 풍하 측, 그리고 동해상 일부까지

를 포함하는 영역을 2 km 미세 격자로 채택하였으며 

주로 2 km 미세 격자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한편, 모든 모델 영역에 대한 모델의 연직 층은 

34개의 시그마 고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델의 상단 

기압은 100 hPa이다.  
구름 미시 물리 모수화는 WSM 5 (WRF Single 

Momentum 5-class) 방안 (Hong et al., 2004), 행성 경

계층 모수화는 YSU 방안 (Noh et al., 2003)을 선택하

였으며 상부 경계 조건으로는 중력파가 모델 상부 경

계에서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델 상단에서 그 아

래 5 km 부분까지 확산 완화를 적용하였다 . 모델의 

초기 및 경계 입력 자료는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 GDAS 1 FNL (6시간 간

격의 1.0°×1.0° 수평 해상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

수면 온도 자료는 일주일 평균 NOAA OISST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 자료는 실제 지형에 가깝도록 

하기 위하여 전구 30" (약 0.925 km)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앞에서 언급된 모델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Table 2에 요약하였다.
강풍 현상이 활발했던 시간대의 풍상 측, 산맥 정상 

고도 부근, 그리고 풍하 측 영동 지역 대기의 연직 구조

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직 단면도를 그렸으며 그 축의 

위치는 춘천 (북위 37° 90', 동경 127° 74')과 산불이 있

었던 양양 (북위 38° 06', 동경 128° 67')을 잇는 단면도

로서 Fig. 5에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영동 지역의 

국지 강풍 사례에서 나타난 풍하 측 국지 하강풍 발생

에서 태백산맥의 지형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실험을 3가지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 (Exp-1)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을 실제 지

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결과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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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ief configuration of the WRF model used in this study. 
Domain 1 Domain 2 Domain 3

central lat. & lon. 37.7°N, 128.9°E 37.86°N, 127.87°E 37.62°N, 128.66°E
horizontal spacing 18 km 6 km 2 km
dimension 148×148×34
time step (s) 54 18 6
vertical layers/model top 34 sigma layers / 100 hPa
initial condition NCEP/NCAR GDAS 1 FNL (6-hourly 1.0°×1.0°)

boundary condition Domain 1 : NCEP/NCAR GDAS 1 FNL (6-hourly 1.0°×1.0°)
Domain 2 (3) : output from domain 1 (2)

grid nesting 1-way interaction
PBL Scheme YSU scheme
cloud microphysics WSM 5 scheme
integration period 00 UTC 04 ∼ 00 UTC 06, April 2005 (48 hour)

Table 3. Ratios of model topography to realistic topography in the sensitivity experiments. This adjustment is applied to 
the region of 123∼132°E, 33∼45°N.

experiment name ratio (%) elevation of Daegwallyeong (m)
Exp-1 100 750
Exp-2 50 375
Exp-3 200 1500

실제 관측된 강풍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산악 지

역과 영동 지역 그리고 해상 등에서의 관측 망 부재로 

인해 알지 못했던 국지 강풍 메커니즘에 대한 역학적 

이해와 메커니즘 규명에 사용되었고, 또한 이후 지형 

변형에 대한 실험에서의 기준 판단 자료로도 사용하였

다. 두 번째 실험 (Exp-2)과 세 번째 실험 (Exp-3)에서

는 Table 3에 명시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북위 33° 
∼45°, 동경 123°∼132° 영역의 지형 자료를 Exp-2에서

는 50%로 낮추고 Exp-3에서는 200%로 높여서 지형의 

고도와 경사각이 풍하 측 국지 강풍 발생에 얼마만큼

의 영향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4. 수치 실험 결과 분석

먼저 4.1절에서는 모의 결과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서 WRF 모델이 영동 지역 국지 강풍 메커

니즘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지를 평가할 것이며, 4.2절

에서는 강풍 발생 메커니즘으로서의 파동 파괴와 그와 

동반되는 물뜀 현상에 대해 모델 결과를 이용해 자세

히 분석할 것이다. 4.3절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미치는 

지형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1 풍향과 풍속의 시공 분포

Fig. 6의 (a)와 (b)는 강원 지역 5개 지점의 관측된 

풍속과 Exp-1의 모델 모의 결과에 대한 2005년 4월 4
일 15 KST부터 6일 03 KST까지의 풍속의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6(a)의 관측에서처럼 Fig. 6(b)
의 모델 모의에서도 영서 지방 (원주, 춘천)에 비해 영

동 지방 (강릉, 양양)의 풍속이 강하게 모의되었으며 

산맥 풍하 측의 양양, 강릉 지역이 관측에 비해 다소 과

대 모의를 하나 전반적으로 산맥 풍상 측, 산맥 정상 고

도, 산맥 풍하 측으로 이어지는 지점들의 풍속 모의가 

적절하였다. Fig. 7의 (a)와 (b)는 영동 지역 강풍 발생

이 활발했었던 2005년 4월 5일 09 KST (24시간 적분 

시점)에서의 관측과 모델에 의해 모의된 강원도 지방

의 수평 지상 바람 분포도로서 관측 최대 풍속 16.6 
ms-1에 비해 모델은 최대 31.7 ms-1로 과대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기에서도 산맥 동쪽인 영동 지역에

서 동해상 일정 거리 까지만 강풍이 국지적으로 강하

게 부는 풍하 측 국지 하강풍 형태의 모의가 적절하게 



김정훈․정일웅  73

(a) (b)

Fig. 6. Comparison of (a) observed and (b) Exp-1 simulated time series of wind speeds (ms-1) at Chuncheon, Wonju, 
Daegwallyeong, Yangyang, and Gangneung for period of 15 KST 4 to 03  KST 6 April, 2005.

(a) (b)

Fig. 7. Observed and Exp-1 simulated surface wind distributions at 09 KST 5 April, 2005. Maximum wind speeds in (a) 
and (b) are 16.6 ms-1 and 31.7 ms-1, respectively.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번 사례에 대한 WRF 모델의 모의를 통해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산맥 풍하 측인 영동 지역의 국지 하

강풍 메커니즘 연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

음 절부터 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4.2 강풍 발생 메커니즘
 
Whiteman (2000)은 세계적으로 풍하 측 국지 강풍

의 빈번한 발생이 주로 로키 산맥 동쪽, 알프스 산맥 동

쪽 등의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남북으로 뻗은 산맥 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늦은 야간이나 이른 새

벽에 대기의 연직 기층이 안정한 기류가 산맥에 직각 

방향으로 유입되어 넘으면서 발생이 되고 있음을 밝혔

다. 여기서 밝혀진 국지 하강풍 메커니즘은 먼저, 연직

으로 안정된 기층이 산맥으로 유입되면서 하층의 기류

들이 산맥에 의해 강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산맥 정

상 고도에서는 기류가 모아지고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안정된 기층의 성질로 인해 부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산맥을 넘은 기류는 산맥 풍하 측에서 가장 큰 진

폭의 파를 가지게 되면서 산맥 정상 고도에 축적되고 

증폭된 기류를 풍하 측 지상까지 끌어내려 풍하 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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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Vertical cross-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in K) for Exp-1 at (a) 00h, (b) 12h, (c) 24h, and (d) 36h integration 
time. Horizontal extent of the cross-section is shown in Fig. 5.

상에 강풍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후 산맥을 넘은 파

는 산맥 풍하 측 일정한 거리를 지나면서 본 상태로 돌

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파의 진동이 잦아들게 된다. 하
지만 풍하 측 지상으로 강한 바람이 유입됨으로써 산

맥 정상 고도와 풍하 측 상공에서의 공기의 유출에 의

해 빠져나간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 풍하 측 일정 거리 

이후에서 진정되는 공기의 흐름이 정체하게 되고 산맥 

정상 고도와 풍하 측 상공에서의 유출된 부분으로 공

기를 채워주게 된다. 이로 인해 풍하 측 상공에서는 파

의 정체 및 파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계속적인 풍하

측 국지 하강풍을 발달시킨다. 또한 Klemp and Lilly 
(1975)는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가 대류권 상부 대

류권 계면까지 전파되면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부분 

역시 풍하 측 지상 바람의 증가에 영향을 줌을 보였으

며 유정아ㆍ백종진 (1999), Lin and Wang(1996)은 고

립된 산악 위에서의 이차원 성층화 된 흐름은 파동 파

괴와 풍상 측 저지가 모두 없는 경우, 파동 파괴는 존재

하지만 풍상 측 저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파

동 파괴와 풍상 측 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의 세 가

지로 요약됨을 보였다. 
이번 사례는 파동 파괴 현상과 그와 동반되는 물뜀 

현상에 기인하는 풍상 측 저지가 모두 존재 하였으며 

파동 파괴 현상은 Fig. 8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Fig. 8
은 Fig. 5에서 보였던 춘천과 양양을 잇는 연직 단면도

로서 산맥을 직각으로 가로 지르는 동서 흐름의 연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상층 8 km 고도까지의 등온위

선을 2 K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Fig. 8(a)의 모델 초기 

시간 (00h), 즉 2005년 4월 4일 09 KST부터 시간이 흐

르면서 산맥 정상 고도에서 수렴된 기류가 풍하 측 지

상으로 하강한 뒤 동쪽으로 일정 거리를 지나 파동이 

진정되는 수평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Fig. 8(b)의 적

분 12시간 후에는 산맥 정상 고도 근처에서의 기류의 

수렴이 강해짐에 따라 등온위선이 상당히 조밀해졌으

며 파동이 원래의 위치로 진정되는 거리가 산맥 풍하 

측에서 동쪽으로 약 30 km에 이르고 풍하 측 약 3 km 
상공에서는 파동 정체 및 파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이 현상은 Fig. 8(c), Fig. 8(d)의 적분 24시간, 36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화되며 304 K의 등온위선이 

Fig. 8(b)의 12시간 적분 때에는 상공 약 4 km 근처에

서 Fig. 8(d)에서는 풍하 측 상공 1 km 이하까지 하강

하고 풍하 측에서 동쪽으로 약 50 km 이상이 되어야 

파동이 진정되며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 현상도 연

직 8 km 이상까지 전파 및 강화되었다. 즉 이는 풍상 

측 상공의 강한 동서 흐름이 산맥을 넘으면서 풍하 측 

상공의 파동 정체 및 파괴에 막혀 지상으로 하강하여 

풍하 측 산사면 및 지상까지 강풍이 발생되고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가 대류권 상부까지 전파 및 강화되

면서 파동의 진폭이 커져 풍하 측 강풍은 지속 및 강화

되었으며 파동의 진정되는 거리도 동쪽으로 더 멀어진 

것이다. 여기서 풍하 측 상공에서의 파동 진폭의 강도

를 나타내는 등온위선의 최대 연직 변위는 약 1.6 km 
이상까지 나타났으며 최대 온위 섭동은 약 12 K 이상

으로서 이재규 (2003)에 의해 분석되었던 풍하 측 상

공의 파동 파괴 없이 풍상 측 산 정상 부근의 역전층 존

재와 풍상 측 지상 바람 저지에 의한 물뜀 현상으로 풍

하 측 강풍이 발생한 사례에서의 등온위선 최대 연직 

변위 약 0.9 km와 최대 온위 섭동 약 9 K 보다 더 강하

게 나타났다. 
Fig. 9는 연직 단면도를 이용해 수평 풍속을 3 ms-1 

간격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적분 초기인 Fig. 9(a)에서 

상공으로 갈수록 수평 풍속이 강하던 이상적인 공기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Fig. 9(b)의 적분 12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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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cross-section of vertical velocity (in ms-1) 
at 24hr integration time for Exp-1. Dashed lines indicate 
downward motion.

(a) (b) (c) (d)

 Fig. 9. Same as Fig. 8, except for horizontal wind speed (in ms-1).

풍상 측 상공 2∼4 km 부근에 나타나는 약 24 ms-1 이

상의 강풍속대가 산맥 정상 고도를 지나고 Fig. 8의 풍

하 측 상공 파동 파괴에 막히면서 풍하 측 산사면과 지

상으로 하강하여 약 34 ms-1까지 강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Fig. 9(d)의 적분 36시간에 이를 때 까지 지속되

어 나타나면서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가 풍하 측 지

상에 강풍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Fig. 10의 4월 5일 00 UTC (적분 24시간 시

점) 때에 대한 연직 단면도 상의 연직 속도 분포도에서

도 산맥 정상 고도에서 풍하 측 산사면으로 연직 속도

가 약 -2.9 ms-1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맥 정상 고도로 모아진 기류가 풍하 측 상공 파동 파

괴에 의해 막혀 풍하 측 산사면을 타고 풍하 측 지상으

로 강하게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풍하 

측 상공 파동 파괴와 연관되어서 영동 지역과 동해상

으로 (풍하 측으로) 약 40 km 더 떨어진 지점 사이의 

좁은 지역 대기 상공 약 4∼7 km 근처에서 연직 속도

가 약 -1.6∼1.8 ms-1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

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류의 흐름이 풍하 측에서 수 십 

km 떨어진 곳에서 파동 파괴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

은 앞에서 언급한 물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강풍 사

례에서는 Fig. 5의 연직 단면도를 지나는 지점들 중 산 

정상에서 풍상 측에 위치한 춘천, 산 정상 고도의 설악

산, 산 정상에서 풍하 측에 위치한 양양, 그리고 양양에

서 풍하 측으로 약 30 km 더 떨어진 동해상의 한 지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프루드 수 Fr의 시간 

변화를 계산하였다: 

Fr≡
U
Nh

              (1)

여기서 U는 산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바람의 크기이고, 
h는 산맥의 높이이며 N은 Brunt-Väisälä 진동수로

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 (g θ- 1 ∂θ∂z )
1/2

              (2)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이며 θ는 온위, z는 고도를 

나타낸다. Fr은 수평 바람의 운동 에너지와 기류가 산

을 넘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위치 에너지의 비로서 1
보다 작으면 기류는 산맥을 넘지 못하고 저지되며 1보
다 크면 기류는 산맥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운동 에너

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Holton (199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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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Exp-1 simulated time series of (a) Froude number and (b) wind speed (in ms-1) at Chuncheon, Seorak Mountain, 
Yangyang, and the East Sea for the period of 15 KST 4 to 03 KST 6 April, 2005. 

산악을 넘는 안정한 공기의 흐름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강풍 현상들의 경우, 풍상 측에서의 임계 이하적 흐름 

(Fr < 1)이 산 정상 부근에서의 임계적 흐름 (Fr = 1)
을 거쳐 풍하 측 경사면에서 가속되어 임계 초과적 흐

름으로 바뀌어(Fr > 1) 난류적 물뜀을 겪고, 풍하 측 멀

리 주변 임계 이하적 조건에 기류가 적응될 때까지 지

속되는, 이른 바 물뜀 현상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하였다.
Fig. 11은 각 지점별 사례 기간 동안의 Fr의 시간별 

변화와 풍속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Fig. 11(a)에서 

풍하 측 지상 강풍이 가장 활발하게 불었던 2005년 4
월 5일 00 UTC를 중심으로 풍상 측에 위치한 춘천에

서 Fr이 약 0.4, 산맥 정상 고도의 설악산 지점에서 Fr
은 약 1.0에 가까웠으며 풍하 측에 위치한 양양에서 Fr
은 약 1.6, 그리고 동해상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Fr은 

약 0.6을 기록해 Holton (1992)이 제시한 물뜀 현상이 

잘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재규 (2003)에 의한 

강풍 사례에서 나타난 Fr과도 거의 유사한 값으로 나

타났다. 한편 4월 5일 09 KST에서 18 KST 사이에 춘

천 지점의 Fr은 약 0.8까지 증가하였으며 설악산 지점

에서는 약 1.6, 그리고 양양에서는 약 2.2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와 연관지어 Fig. 11(b)에서 춘

천, 설악산, 동해상에서는 그에 따른 풍속의 변화가 거

의 없으나 양양에서는 강풍 발생 초기에서 중반을 넘

으면서 점진적으로 풍속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영동 지역 강풍 발생 초기에는 물뜀 

현상이 이상적으로 일어나다가 강풍 발생 중반을 넘어

가면서는 이상적인 물뜀 현상은 조금 약화되고 (풍상 

측 Fr의 증가) 앞 절의 Fig. 8에서 보았듯이 풍하 측 상

공의 파동 파괴가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풍하 측 양양 

지역의 강풍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Fig. 12는 Fig. 5의 각 지점에 대한 모델 초기 시간 

(a), 적분 12시간 (b), 24시간 (c), 36시간 (d) 시점에서

의 U 성분의 연직 프로파일로서 각 그림의 왼쪽에 위

치한 I 그림에서의 굵은 실선은 풍상 측의 춘천, 가는 

실선은 산맥 정상 고도인 설악산이며 오른쪽에 위치한 

II 그림에서의 굵은 실선은 풍하 측의 양양, 가는 실선

은 양양에서 약 30 km 동해상에 떨어진 지점이다. Fig. 
12를 통해 이번 영동 지역 강풍 메커니즘에 대해 요약

해 보면 먼저, 강풍 발생 초기에는 모든 지점에서 연직

으로 올라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나 약 3 km 상공에서

는 약 15 ms-1 정도의 하층 강풍대가 나타나고 있다. 시
간이 지나면서 물뜀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Fig. 12(b)-I
의 굵은 실선인 풍상 측 춘천 상공 2∼4 km 근처의 약 

20 ms-1 정도의 하층 강풍대가 가는 실선인 산 정상의 

설악산에서는 상공 2 km 근처의 산 정상 고도로 좁혀

지고 있으며 풍속은 최대 28 ms-1 이상까지 강화되고 

있다. 이 기류가 산맥을 넘으면서 난류적 물뜀을 일으

키게 되고 Fig. 12(b)-II의 굵은 실선인 풍하 측의 양양

에서는 상공 500 m 근처에서 최대 36 ms-1까지 기류가 

증폭되어 풍하 측 지상에 강 폭풍을 유발시키게 된다. 
Fig. 12(c)와 (d)의 적분 24, 36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현상은 지속되며 앞서 살펴본 풍하 측 상공 파동 파괴

와 맞물리면서 산 정상 고도 근처에서 강화 및 증폭된 

강풍 대를 지속적으로 풍하 측 지상까지 끌어 내리고 

있다. 즉 풍하 측 국지 강풍 발생에서 물뜀 현상은 유입

되는 기류의 증폭도 야기 시키고 풍하 측 상공 파동 파

괴에 의해 산 정상 근처에서 증폭된 기류가 풍하 측 지

상으로 끌어내려 질 때의 풍속 증폭에도 기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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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II (b)-I (b)-II

(c)-I (c)-II (d)-I (d)-II

Fig. 12. Vertical profiles of u wind at (a) 00h, (b) 12h, (c) 24h, (d) 36h integration time for Exp-1. Panels I are for  Chuncheon 
(thick lines) and Seorak Mountain (thin lines), and panels II are for Yangyang (thick lines) and the East Sea (thin lines). 

Fig. 13. Observed vertical profiles of wind speed (kts) at (a) Osan, (b) Wonju, and (c) Gangneung. Observation time is 
00 and 06 UTC for Osan, and 06 UTC for Wonju, and 00 UTC for Gangneung, 5 April 2005.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3의 풍상 측과 풍하 측

의 관측된 연직 바람 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Fig. 13은 풍상 측에 위치한 공군의 오산과 원주 기

상대 그리고 풍하 측 공군 강릉 기상대에서 관측된 연

직 바람 장으로 항공 기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

에 높이의 단위는 ft이며 풍속의 단위는 kts이다. Fig. 
13(a)의 오산은 라디오존데 자료로 06 UTC 간격으로 

매일 관측 되는 자료이며 Fig. 13(b)와 (c)의 원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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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5.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in oC) at Wonju for Exp-1. (a) 18h, (b) 24h, (c) 30h, and (d) 36h integration time.

Fig. 14. Vertical cross-section of temperature (in oC) for 
Exp-1 at 24hr integration time. Dashed lines indicate neg-
ative values.

릉 기상대 연직 자료는 1주일에 한번 불규칙적으로 관

측되는 파이발 (PIBAL) 자료로 다행히도 이번 사례의 

4월 5일 06 UTC 때의 원주, 4월 5일 00 UTC 때의 강

릉 자료가 관측이 되어 활용하였다. Fig. 13(a)의 오산 

상공 약 5,000∼10,000 ft (약 1.7∼3.3 km) 사이의 30 
kts (약 15 ms-1) 이상의 강풍대는 Fig. 13(b)의 원주 상

공 약 5,000∼8,000 ft (약 1.7∼2.7 km) 사이의 30 kts 
이상 강풍대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는 산맥을 넘어 풍

하 측인 Fig. 13(c)의 강릉에 이르러 풍하 측 상공 파동 

파괴로 인해 상공 약 1,000∼4,000 ft (약 0.3∼1.3 km) 
사이로 끌어내려 지고 난류적 물뜀으로 인해 풍속도 

약 40 kts (약 20 ms-1)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뜀 현상을 강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Durran 

(1990)에 의하면 풍상 측 산 정상 고도 근처의 역전층

의 발생은 유입되는 기류를 안정화시켜 수력 특성을 

갖게 하고 (풍상 측 Fr을 낮춤) 풍상 측 지상 기류의 저

지를 유발시켜 풍하 측 강풍 발달의 조건이 됨을 보였

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Fig. 14에서 풍상 측 산맥 정상 

고도 근처인 약 1.5 km 상공 주위로 하층보다 기온이 

높은 기온 역전층이 잘 나타나 물뜀 현상을 뒷받침하

고 있다. Fig. 15의 4월 4일 18 UTC부터 4월 5일 12 
UTC까지 6시간 간격 풍상 측 원주 지점에 대한 연직 

온도 프로파일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풍하 측 지상 강풍이 가장 활발하였던 Fig. 15(b)
의 4월 5일 00 UTC 때의 풍상 측 원주 상공에서는 약 

1∼3 km 사이의 역전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역시 

이번 사례 기간인 4월 4일 00 UTC에서 4월 6일 00 
UTC 사이의 6시간 간격 오산 지점에 대한 연직 온도 

프로파일 관측 자료를 나타낸 Fig. 16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오산이 풍상 측이지만 산맥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모델에서 모사된 것처럼 풍상 측 산맥 정상 고도 

근처의 뚜렷한 역전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Fig. 16(b)
에서 4월 4일 18 UTC 때의 상공 약 6,000∼9,000 ft 
(약 2∼3 km), 4월 5일 00 UTC 때의 상공 약 2,000∼
7,000 ft (약 0.7∼2.3 km), 5일 06 UTC 때의 상공 

5,000∼7,000 ft (약 1.8∼2.3 km)에서 각각 역전층이 

약하게 나타났다.  

4.3 지형 효과

풍하 측 국지 강풍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악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able 3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지형을 변형시킨 3가지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7은 풍하 측 국지 하강풍 발생이 활발하

였던 4월 5일 09 KST (24시간 적분 시점) 때의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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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Temperature Profiles at Osan : 00UTC 04 April 2005 ~ 00UTC 06 April 2005

(a) (b) (c)

Fig. 16.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in oC) at Osan during 4 to 6 April, 2005. (a) 00 UTC to 12 UTC, 4 April, (b) 18 
UTC, 4 April to 06 UTC 5 April, and (c) 12 UTC, 5 April to 00 UTC,  6 April.

(a) (b) (c)

Fig. 17. Vertical cross-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in K) at 24h integration time for (a) Exp-1, (b) Exp-2, and (c) 
Exp-3.

험에 대한 등온위선의 연직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이

다. 지형을 50%로 낮추거나 200%로 높이더라도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와 물뜀 현

상이 모두 나타났다. Fig. 17(b)의 Exp-2에서는 등온위

선의 연직 변위가 약 1.2 km 정도로 나타났고, Fig. 
17(c)의 Exp-3에서는 약 1.8 km 정도로 나타남으로써 

정비례 하지는 않지만 산맥이 높아짐에 따라 풍하 측 

상공 파동 파괴가 연직으로는 좀 더 강하고 수평으로

는 좀 더 좁은 지역에서 나타났다. Fig. 18은 4월 5일 

09 KST (24시간 적분 시점) 때에 실험별 각각 지점에

서의 U 성분 연직 프로파일을 나타낸 그림으로 (a)는 

Exp-1, (b)는 Exp-2, (c)는 Exp-3에 대한 결과를 보여

준다. Fig. 12를 그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각 그림의 I에
서 굵은 실선은 춘천, 가는 실선은 설악산 지점, 그리고 

각 그림의 II에서 굵은 실선은 양양, 가는 실선은 동해

상의 지점의 연직 프로파일을 나타내고 있다. 즉 I 그
림 (위 그림)들은 모두 풍 상측과 산맥 정상 고도 지점

에 대한 것이고, II 그림 (아래 그림)들은 풍하 측 지점

에 대한 것으로서 I 그림의 굵은 실선에서는 세 실험 

모두 풍상 측의 원주 상공 1∼3 km 사이에서 하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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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b)-I (c)-I

(a)-II (b)-II (c)-II

Fig. 18. Vertical profiles of u wind at 24h integration time for (a) Exp-1, (b) Exp-2, and (c) Exp-3. Panels I are for Chuncheon 
(thick lines) and Seorak Mountain (thin lines), and Panels II for Yangyang (thick lines) and the East Sea (thin lines).

풍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약 20 ms-1 정도로 

비슷하나 Exp-1에서는 최대 강풍대가 상공 약 2 km 
정도에서 나타나며 Exp-2에서는 약 1 km, 그리고 

Exp-3에서는 약 3 km 정도로 나타나 풍속은 동일하나 

산맥의 높이에 따라 풍상 측 상공의 유입 기류에 대한 

최대 강풍대의 고도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나타났다. 
이는 I의 가는 실선에서 나타나는 산맥 정상 고도 근처

에 이르면서 물뜀 현상으로 인해 기류가 모아지고 강

화되어 Exp-1, 2, 3에서 각각 상공 1.5 km, 1 km, 2 km 
정도로 산맥 정상 고도 높이 근처로 기류가 모아져 증

폭 되고 있으며 증폭의 강도는 세 실험 모두 약 25 ms-1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산맥 정상고도 근

처에서 모아진 공기 기류는 난류적 물뜀과 풍하 측 상

공의 파동 파괴에 의해 풍하 측 지상으로 하강 및 증폭

되었으며 II의 굵은 실선에서 나타나는 양양의 연직 프

로파일에서는 세 실험 모두 지상 근처 약 0.5 km 상공

에서 약 26∼30 ms-1의 강도로 나타나 풍하 측 강풍대

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입 

기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산악의 고도 변화는 비

록 풍하 측 상공 파동 파괴의 강도 변화를 가져오고 산

맥 정상 고도 근처의 기류 수렴대의 고도 변화를 유발 

시키나 유입 기류 풍속의 강도 변화가 없다면 풍하 측

으로의 국지 하강풍의 강도 역시 산맥 높이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9에서는 각각의 지점에서의 실험별 Fr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산악의 높이를 변형시킴으로

서 물뜀 현상을 반영하는 Fr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

으며 Fig. 20은 결과적으로 지형 고도의 변형이 풍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관측 지점별 

각각의 실험에 따른 지상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Fig. 19의 (a)는 풍상 측의 춘천 지점의 각 실험

별 Fr의 변화로 대체로 0.4 내외의 Fr을 가지고 있으

나 Exp-3의 경우에는 Fr이 0.2 정도로 산맥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실험들 보다 풍상 측 지상 바람의 

저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9(b)의 설악

산 지점에서 Fr은 산맥의 높이에 따라 비례하며 이는 

산맥이 높아짐에 따라 저지 현상 및 물뜀 현상이 다소 

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a)의 춘천에서의 풍

속 변화는 저지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Exp-3에

서 더 약하게 나타났으나 Fig. 20(b)의 산맥 정상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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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9. Time series of Froude number at (a) Chuncheon, (b) Seorak Mountain, (c) Yangyang, and (d) the East Sea for the 
period of 15 KST 4 to 03 KST 6, April 2005. Each panel contains results from 3 experiments.   

(a) (b)  
(c) (d)

Fig. 20. Same as Fig. 19, except for wind speed (in 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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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ig. 20(c)의 풍하 측 양양 지점에서의 풍속의 변화

는 산악 높이를 변화시키더라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에서의 풍하 측 강풍 현상의 

산악 효과에 대한 실험을 통해 지형이 높아짐에 따라 

풍상 측 지상 저지 및 물뜀 현상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

고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가 좀 더 강하게 분석되었

으며 이는 산맥 정상 고도 근처에서 산맥 높이가 높아

짐에 따라 더 높은 고도의 강풍대를 풍하 측 지상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산맥이 높아지더라

도 풍상 측 연직 약 2∼4 km 상공 유입 기류의 강도 변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풍하 측 강풍의 강도 변화도 거

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봄철 남고북저형 종관 기

압 패턴에서 연직으로 안정된 기층이 산맥에 거의 직

각인 방향으로 유입되어 태백산맥을 넘을 때에는 풍하 

측 상공에 파동 파괴가 발생하여 산맥 정상 고도의 증

가된 기류를 풍하 측 지상으로 끌어내림으로써 국지 

하강풍을 유발시킨다. 이 임계 초과적 기류의 가속은 

난류적 물뜀 속에서 주변의 임계 이하적 기류에 적응

될 때까지 지속된다. 또한 그 때의 풍하 측 국지 하강풍

의 강도는 풍상 측 연직 약 2∼4 km 상공 유입 기류의 

풍속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지형 변형 실험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5.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에서는 차세대 중규모 수치 모델인 WRF 모
델을 이용하여 2005년 4월 5일 발생한 영동 지역 강풍 

사례를 중심으로 풍하 측 국지 하강풍의 발생 메커니

즘과 지형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최근 10년간 강풍 통계 조사를 통해 봄철 영동 

지역의 강풍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

풍 발생의 대부분이 서풍 계열로서 산악과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봄철에 발생한 강풍 사례 중 전형적인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하에서 순수하게 산맥 영향에 의해 영동 지

역에만 국지 하강풍을 발생시킨 2005년 4월 5일 사례

를 WRF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 모델 이 풍하 

측 국지 하강풍을 대체로 현실성 있게 모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풍하 측 강풍 발생의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모의 분

석 결과,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영동 지역의 강풍 발생 

메커니즘은 풍하 측 상공의 파동 파괴이었으며 그와 

동반되어 풍하 측에서는 난류적 물뜀 현상도 나타났

다. 강풍 발생 초기부터 풍하 측 상공에 파동 파괴가 나

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연직 범위의 확장과 강도의 증

가와 함께 강풍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

되었고, 강풍의 성숙기에는 난류적 물뜀 현상이 동반

되어 나타났다. 풍상 측의 임계 이하적 흐름 (Fr=0.4)
이 산 정상 부근에서 임계적 흐름 (Fr=1)을 거쳐 풍하 

측 경사면에서 가속되면서 임계 초과적 흐름 (Fr=1.6)
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난류적 물뜀을 겪으면서 풍하 

측 멀리 주변의 임계 이하적 조건 (Fr=0.4)에 기류는 

적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물뜀 현상을 강화

시키는 풍상 측 상공의 역전층 발생과 풍상 측 지상 바

람의 저지도 관측과 모의 결과에서 모두 나타나 수력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으며 지형 변형을 통한 각각의 

실험에서도 그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

해 산맥 풍하 측 강풍이 발생하였다. 
강풍 발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가지 민감도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는

데, 산악이 높아짐에 따라 풍하 측 상공에서의  파동 파

괴와 이에 동반되는 물뜀이 더욱 강화됨을 보여 주었

다. 또한, 풍하 측 국지 하강풍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

한 인자는 풍상 측 연직 약 2∼4 km 상공 유입 기류의 

풍속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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