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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eong-dong heavy snowfall forecast suppor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In order 
to construct the conceptual model, we hav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heavy snowfalls in the Yeong-dong region 
classified into three precipitation patterns. This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forecast and observation. The main pur-
pose of the forecast part is to produce value-added data and to display the geography based features reprocessing the 
numerical model results associated with a heavy snowfall. The forecast part consists of four submenus: synoptic fields, 
regional fields, precipitation and snowfall, and verification. Each offers guidance tips and data related with the prediction 
of heavy snowfalls, which helps weather forecasters understand better their meteorological conditions. The observation 
portion shows data of wind profiler and snow monitoring for application to nowcasting. The  heavy snowfall forecast 
supporting system was applied and tested to the heavy snowfall event on 28 February 2006. In the beginning stage, this 
eve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warm precipitation pattern in the wind and surface pressure fields.  However, we 
expected later on the weak warm precipitation pattern because the center of low pressure passing through the Straits of 
Korea was becoming weak. It was appeared that  Gangwon Short Range Prediction System simulated a small amount 
of precipit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and this result generally agrees with the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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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을 포

함하고 있는 강원도, 특히 영동지방은 다른 지역과 달

리 겨울철에 국지적인 폭설로 인하여 각종 건물 및 온

실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눈사

태에 의한 교통마비 및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 

및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대설현상은 Meso  - Meso  규모로 일반

적인 종관 규모와 달리 시간 및 공간 규모가 훨씬 작다. 
시간 규모는 12시간 이내이며, 공간 규모도 수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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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이내이다. 따라서 대설현상과 같은 국지기상의 정

확도 높은 예측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기상현상의 예측

이 필수적이다. 복잡한 산악지형을 갖고 있는 강원도 

지방의 정확도 높은 폭설 예측을 위해서는 1) 보다 조

한 국지기상 관측망과 2) 고분해능을 갖춘 중소규모 

모델의 가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지

기상 관측망을 통하여 먼저 폭설 현상을 진단할 수 있

어야 하며,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초․단기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분해능의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하

여 폭설과 관련된 세 한 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원도 지방의 국지기상 관측망은 이전보다 

많이 강화되었지만 지형이 복잡하므로 국지기상 관측

망의 확충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폭설과 관련된 

예보모델은 다양한 공간 분해능의 MM5 (5th gen-
eration mesoscale model) 결과 (30 km, 10 km, 5 km)
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강원 동해안

과 대관령과의 거리가 15 km 내외로 짧으며, 이 짧은 

거리 내에서 강설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복잡한 형

태의 대설 패턴을 보이므로, 보다 고해상도의 MM5 
(약 3 km 내외)를 가동시켜 세 하게 수치예보 결과물

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분해능 

MM5의 결과를 강원도 지방의 강수자료와 비교함으

로써 강원도 지방에 적합한 모델 물리 부분을 선택하

고, 결과 자료의 예보 활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아

가 종관․비종관 자료, 고해상도 MM5 수치예보 결과 

자료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폭설예보에 활용하

기 위하여, 통계 기법이 가미된 객관적인 “대설예보지

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은 대설예보지원시

스템의 개발과정과 2006년 현업 적용 시 시스템의 구

조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대설예보 지원 시스템은 크게 예보자료와 관측자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으로 예보자료는 종관

장예측, 국지장 예측, 강수적설 예측 그리고 검증으로 

나누어진다. 종관장 예측장은 기상청 수치예보과에서 

제공하는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30 km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상의 

동풍 유무, 한반도 주변의 기압장과 현열의 분포 특성

을 파악하여 강수 유형과 강수 특성을 판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국지장에서는 강원청 단시간 예측 시스템 

모의 결과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MM5 모의 결

과 자료이며, 수평 해상도는 18 km, 6 km, 2 km로써 1
차 둥지 격자 내삽 (one-way nesting) 기법을 사용하였

다. 모델 영역은 각각 아시아, 한반도, 그리고 영동지역

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직층은 지형을 따르는 시그마 

면상에서 35층으로 정의되었으며 연직 상단은 50 hPa 
이다. 행성 경계층은 MRF PBL (Hong and Pan, 1996)
을 사용하였고, 복사과정은 RRTM 장파 복사과정 

(Mlawer et al., 1997)이 사용되었다. 미세물리 과정은 

graupel을 포함한 Reisner 미세물리과정 (Reisner et 
al., 1998)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지장 예측을 

위한 자료이므로 2 km 예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강수적설 예측에서는 영동지역 과거 사례를 강수 유

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강수와 강설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이들의 관계식을 계산하기 위해 속초, 강릉, 동해, 대
관령, 태백의 바람, 강수량, 신적설량 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850 hPa의 기온자료를 위해 NCEP/NCAR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986년에서 

2004년 이며, 동해는 1992년부터 그리고 태백은 2001
년 자료부터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수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강수량과 적설량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적설률이 1.0이라면, 강수량 1 mm를 적설

량으로 환산하면 1 cm가 된다. 따라서 강수 유형별 그

리고 지역별로 예상 강수량이 같더라도 적설률이 클수

록 예상 적설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단시간 예측 시스템 (MM5 2 km 예보장)에 의해 모

의된 강수량은 정확도 측정 방법을 통해 검증된다. 검
증에 사용된 방법은 threat score (TS),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false-alarm rate (FAR)이며, 정량적

인 검증을 위해 mean squared error (MSE)와 mean 
error (ME)를 사용하였다 (Wilks, 1995). 검증에 사용

된 관측 지점은 강릉, 대관령, 속초, 동해, 태백 5개 지

점이다. 겨울철 강수 관측 자료는 3시간 누적자료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부터 2001년 동안 57개 사례의 

모의를 통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정순 등, 2006). 과거 사례 모의는 최

대한 강원지방기상청 단기예보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

서의 모의를 시도하였으나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부분은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제외되었고, 미세 물리 과정은 적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 Simple-ice 방안 (Dudhia, 1989)을 사용하

였다. 기상청 전구모델의 예보장에는 과거사례가 없으

므로 모델 초기장 및 측면경계 자료는 NCEP/NCAR 
재분석 6시간 간격 자료 (2.5°×2.5°)를 이용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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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Heavy snowfall forecast support system. 

수면 온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NOAA에서 

산출된 주평균 OI (Optimal Interpolation) SST 
(1°×1°)를 사용하였다 (Reynolds and Smith, 1994). 
관측자료 부분은 강릉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측

중장비 자료, 그리고 영동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적설 시스템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시스템의 그래픽 표출은 오픈소스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램프 (LAMP)’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램프는 리눅스, 웹서버 ‘아파치’, 구조화

조회언어 (SQL)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

스템 ‘MySQL’, 무료 스크립팅 언어 ‘PHP’ 등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 개발 플랫폼이다. 여기서 ‘램
프’라는 용어는 각 솔루션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 만

든 것이며, 운영체제는 Red hat 9.0 Linux Server, 웹 

서버는 Apache 1.3.33과 PHP 5.0.4, 데이터베이스 

Mysql 4.0.25로 구성되었다.

3.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구조

다년간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

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예보 자료와 관측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 예보자료에는 강원지방기상청 PC 클러스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치모델 결과와 RDAPS 30km 예보 

자료의 각 변수들에 대하여 대설관련 요소들로 재가공

하여 표출하였으며, 관측 자료는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강릉대학교 수직측풍자료와 영상적설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보 자료에서는 종관장 예측, 국지장 예측, 강수적

설 예측, 검증의 4개의 주요 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종
관장 예측의 경우 바람장, 기압장, 그리고 현열속을 나

타내며, 이러한 자료는 동해상의 동풍유무, 고기압과 

저기압 중심의 이동경로, 그리고 현열속 시계열 자료

로부터 강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지장 예측장은 예측강수량, 수평바람장, 연직단면도

로 나누어져 있으며, 강원청에서 운영하는 단기예측시

스템 (MM5)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국지적인 강수의 

기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수적설예측은 단

시간 예측 시스템에서 모의된 2 km 결과자료에서 얻

은 예측 강수량으로부터, 유형별 그리고 지점별 강설

량을 예측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적설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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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vertical wind distribution 00 UTC 28 Feb., 2006 at 130.0°E and 37.5°N over East Sea from RDAPS
30 km forecast field.

관측자료를 이용한 통계 적설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강수 모의 자료에 대한 검증에서는, TS, POD, 
FAR, MSE, ME 검증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영동대설과 관련된 57개 사례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메뉴에는 예보 가이던스 팁과 가이던스 자료를 

통해 주요 분석 자료에 대한 팁과 관련 논문 및 발표 자

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측 자료에서는 강릉대학교의 수직측풍 자료와 강

원 지역 영상적설시스템 자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황예보 (nowcasting)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자료 제공 주기는 관측 

자료의 경우 실시간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으며, 예보 

자료는 일 2회 00, 12 UTC 수치모델 수행 후 표출되도

록 하였다. 

4.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위하

여 2006년 2월 28일 영동지방의 관측 및 강수예보 사

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종관장예측 

4.1.1 바람 분석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 현상은 대관령 동풍과 접

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관령 동풍은 종관바람장 

(NCEP/NCAR 재분석자료)과도 접한 연관성을 보

였다 (정광범 둥, 2004). 따라서 대설예보지원시스템

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풍의 유무를 통해 영동지역 강수 

및 대설을 감지하도록 하였다. Fig. 2는 2006년 2월 28
일 00UTC에 생산된 RDAPS 30km 예보장에서 얻어

진 동해상 한 지점 (130.0°E, 37.5°N)의 연직 바람 분

포를 시간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동풍인 경우는 

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풍속에 따라 색을 다르

게 표시하였다. 그러나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동풍의 

유무를 확연히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색에 따른 풍속

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바람벡터 표시로부터 풍

속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 
강수 유형별 NCEP/NCAR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바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악형 강수의 경우 지상과 

850 hPa 모두 북동풍이 나타났으며, 한기해안형 강수

는 각각 북동풍과 북북동풍-북서풍을 보였다. 난기형 

강수는 지상에서 북동풍-남동풍을 보였으며, 850 hPa
에서 남남동풍-남서풍을 나타냈다 (정광범 등, 2004). 
이 사례의 경우, 지상에서 850 hPa까지 동풍계열의 바

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약 30시간동안 동풍이 

지속되어 나타난다. 지상에서 925 hPa 까지는 주로 동

풍이 나타나며, 925 hPa에서 850 hPa까지는 남동풍을 

보이며 풍속은 하층 즉, 지상에서 925 hPa 사이가 925 
hPa와 850 hPa 사이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다. 이로부터 영동지역의 강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상
층의 남동풍과 관련하여 정광범 등 (2004)의 바람 특

징으로부터 난기형 강수 유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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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ck of low and high pressure of center 00 UTC 28 
Feb., 2006 over East Asia from RDAPS 30km forecast field.

나, 기압 분포와 현열속 시계열을 통해 좀 특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동풍의 유입이 반

드시 영동지역의 강수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영
동지역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1.2 기압장

RDAPS 48시간 예보자료로부터 동아시아 주변의 

고기압과 저기압 중심의 예상 경로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예보자가 예보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자료 중 하

나가 예보지역 주변의 기압 분포일 것이다. 국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종관장에 대한 분석은 

예보자가 염두해 두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 일 것이

다. 조구희 등 (2004)은 영동지역 강수 사례와 관련하

여 강수 유형별 기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단 특성 

분석에 사용된 기상요소는 해면기압, 지오포텐셜 고

도, 기온, 비습에 대한 편차 분석 방법이다. 강수 유형

별 특징을 살펴보면, 산악형 강수의 경우 북해도 북쪽

지역의 강한 고기압과 일본 남부를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기해안형 강수는 만주지역으로 

장출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난기형 강수는 한

반도 남쪽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에 영향을 받는다. 여
기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저기압과 고기압 중심의 예상 

경로를 통해 강수 유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기압 중심은 00UTC에 후쿠오카 서쪽해상에서 

발달하여, 12UTC에 약 20°N 까지 내려갔다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일본 열도 남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기압의 중심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약 30시간 동안의 이동경로가 저기압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짧았으며, 그 이후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초반의 기압 분포 특성으

로부터 난기형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후 곧 소멸되고 

중반부에는 약한 한기해안형 강수를 예상할 수 있다. 

4.1.3 현열속시계열

현열속 시계열은 영동대설과 관련하여 각각의 강수 

유형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며, 각 강수유형과 관련

된 동해상에서의 해양과 대기사이의 에너지와 수분 교

환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영동대설과 

관련된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가진 cP 기단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변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분석

하였다. 특히 겨울철 강수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강수

유형에 따른 현열속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각의 강수유

형에 대해 현열속 편차를 기온성분과 바람성분 편차 

값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강수유형과 관련된 기상 

성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기온성분과 바람성분 최대값의 분포는 성분에 따른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뚜렷하게 구분해준다. 산악형 

강수의 경우에는 바람성분에 의한 영향이 크며, 이것

은 주로 강한 동풍류에 따른 바람성분에 의한 강수임

을 의미한다. 한기해안형 강수의 경우에는 기온성분에 

의한 영향으로, 주로 한기 장출에 따른 기온성분에 의

한 강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풍이 불고, 예상 현열

속의 기온성분 보다 바람성분이 주를 이룰 때 해안 지

역보다 산악지역에 강수가 많은 산악형 강수가 나타나

며, 반대로 현열속의 바람성분 보다 기온성분이 높을 

경우 산악지역보다 해안지역의 강수량이 많은 한기해

안형 강수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난기형에서는 전

체적으로 음의 현열속 편차를 보인다. 
Fig. 4는 2006년 2월 28일 00UTC에 생산된 RDAPS 

자료를 이용하여 48시간 예측한 현열속 시계열을 나타

낸 것이다. 편차 분석을 위해 NCEP/NCAR 재분석 자

료의 30년 기온, 바람 (동성성분, 남북성분) 그리고 상

대습도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4a는 동해상 

(32.5-45°N, 125-142.5°E)에서 계산된 현열속을 기온

성분과 바람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최대 값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4b는 바람성분과 기온성분 

각각의 양의 편차 합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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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mm/3hr) for 18 hours 
forecast from 00 UTC 28 Feb., 2006. 

       (a)                                                                                   (b)

Fig. 4. Time series of sensible heat flux for (a) maximum and (b) summation of positive deviation of wind (green) and temper-
ature (red) components 00 UTC 28 Feb., 2006.

녹색은 바람성분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기온성분을 나

타내는 것이다. Fig. 4에서 기온성분이 바람성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산

악지역 보다 해안지역에 강수가 많은 형태로 예상할 

수 있다. 

4.2 국지장예측

4.2.1 예측 강수량

국지장 예측에 사용되는 자료는 기상연구소에서 운

영하는 강원 단시간 분석․예보 시스템 자료 (MM5) 
중 영동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2km 영역에 대한 자료

이다. Fig. 5는 2006년 2월 28일 00 UTC에 생산된 

MM5 2km 24시간 예보장으로부터 얻어진 예측 강수

량 자료이며,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3시간 간격으

로 표출되도록 하였다. 영동 지역의 지형을 보다 세

히 나타내기 위하여 3초 지형자료를 배경 지도로 사용

하였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명은 SOCK 속초, GANG
는 강릉, TAEG 대관령, YONG 영월은 각각 의미하며,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예보 시간 중 

18시간 예보에 대한 것으로 2월 28일 00 UTC로부터 

15시간 이후부터 18시간 이후 시간 사이의 강수량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시간으로 생각해 볼 때 3월 1
일 새벽 12시부터 3시 사이의 강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시간 변화에 따른 강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산

악지역 보다는 주로 해안 지역 또는 영동지역과 가까

운 동해상에 강수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2.2 수평바람장

예측 강수량과 동일하게 수평바람장 또한 고해상도 

지형자료를 바탕으로 표시하였다. Fig. 6은 2006년 2
월 28일 00 UTC에 생산된 MM5 2 km 24시간 예보장

으로부터 얻어진 수평 바람장을 바람벡터로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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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horizontal wind with vector and the ex-
istence of easterlies with shading for 18 hours forecast from 
00 UTC 28 Feb., 2006. 

Fig. 7. Vertical distribution (Gangneung) of cloud liquid with 
shading and cloud ice with contour for 18 hours forecast from 
00 UTC 28 Feb., 2006. 

으며, 3시간 간격으로 표출되도록 하였다. 동풍 계열인 

경우 분홍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풍속이 강할수

록 진하게 표현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수평 바람장

을 살펴볼 때, 동풍이 예보시간 18시간 까지 지속되다

가 21시간 이후부터 영서지역부터 서서히 서풍계열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4시간 이후에는 동풍

계열 바람이 동해상에 주로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 동

풍으로 남아 있지만, 풍속이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었

다. 수평 바람 벡터로부터 지상에서의 바람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동풍계열인 경우를 색으로 표시하

여 동풍의 지속시간과 강수 지속 시간을 연관 지어 생

각해 볼 수 있고, 서풍계열로 변화함에 따라 강수가 약

화 혹은 종료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2.3 연직단면도

Fig. 7은 영동지역에서의 속초, 강릉, 동해 지점에 

대한 구름, 기온 그리고 바람장의 연직 단면도를 나타

낸 것이다. 이 자료는 예보관들이 강수예보를 위하여 

강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름의 고도와 온도를 파

악함으로써 강우, 강설을 예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연직 바람장은 구름의 이동을 예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온도장의 경우 산악과 해안에

서의 눈과 비를 판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3 강수적설예측

강수적설예측에서는 단시간 예측시스템에서 예측

한 강수량과 영동지역 과거 사례를 통해 계산된 적설

률을 이용하여 예측 강설량을 계산하였다. 산악형의 

경우 강릉과 속초의 적설률이 1.0-1.15, 대관령 1.07을 

나타냈으며, 한기해안형의 경우 강릉과 속초는 1.2- 
1.22, 대관령은 1.13으로 나타났다. 이 적설률은 강수 

유형과 지역을 선택할 경우 예상 적설량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또한 Fig. 8에서와 같이 시간당 그리고 시간 

누적 강수량과 적설량을 숫자와 그래프로 볼 수 있다.  

4.4 검증

영동지역 겨울철 강수현상과 관련하여 1989-2001
년 동안의 57개 사례를 통해 MM5의 강수 유형에 따

른 강수 모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정순 등, 2006). 사
례 수는 산악형 13개, 한기해안형 20개, 난기형 24개 

이며, 공간적인 검증과 양적인 검증을 통해 강수 유형

에 따른 모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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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able of simulated precipitation every one hour (left panel) and time series of simulated precipitation (bar) and accumu-
lated precipitation (line) every 3 hour (right panel) from MM5.  

예보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 TS, POD, FAR이며, 다른 

하나는 scalar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 MSE와 ME를 사

용하였다. TS는 강수를 예보하거나 강수가 관측된 모

든 경우의 수에 대해 예보가 맞을 확률을 나타내며, 
POD는 강수가 관측되었을 때 예보가 맞을 확률을 나

타낸다. 반대로 예보가 틀릴 확률은 FAR로 나타낸다. 
FAR는 모델이 강수를 예보하였으나, 강수가 관측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ME는 예측 강수량과 

관측 강수량의 차이를 평균한 값이며, MSE는 이 차이 

값을 제곱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다. 양적 검증을 위해 

Probability Matching Method (PMM)을 사용하였다. 
또한 검증에 사용된 관측 자료는 겨울철 관측 기기의 

문제점으로 속초, 강릉, 대관령, 동해, 태백 5개 지점 

강수 관측 자료이다

모의결과는 강수사례에 대한 모의 결과이므로 POD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난기형 0.71, 산악형 0.69, 

한기해안형 0.55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측면에서 

산악형과 한기해안형은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보이나, 난기형의 경우 약 5 mm/3hr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전체 57개 사례 중 예보 정확도가 낮은 즉, 
POD가 0.2 이하인 사례가 12개로 나타났으며, 산악형 

2개, 한기해안형 7개, 난기형 3개로 나타났다. 이들 사

례 중 대부분의 강수가 영동지역과 가까운 동해상에 

분포하며, 이러한 특징은 주로 한기해안형에 나타났

다. 따라서 난기형의 경우 강수량 예보에 유의해야하

며, 한기해안형의 경우는 강수 유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6년 2월 28일 강수 사례에 대하여 기상청은 강

원 영동지역의 예상 강수량 5-20 mm/day, 그리고 예상 

적설량 5-20 cm/day 산간지역 중 많은 곳은 30 cm 가
량을 예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 기간 동안 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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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d accuracy of precipitation forecast (mm/3hr) at each station (Sokcho, Daegwallyeong, Gangneung, 
Donghae, and Taebaek) and time series of simulated and observed precipitation (mm/3hr) for Daegwallyeong from 00
UTC 28 Feb., 2006. 

년 2월 28일 9시에서 3월 1일 15시 사이의 관측 강수

량은 강릉 0.6 mm, 속초, 대관령, 동해 약 5 mm, 태백 

7 mm로 약한 강수를 보였다. 적설량 또한 대관령 5.7 
cm, 속초 5.2 cm, 태백 7.4 cm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 

사례에 대하여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경우 동풍의 유

입과 상층의 남동풍으로부터 난기형 강수를 예상하였

으나, 저기압 중심이 대한 해협을 통과하면서 소멸되

는 경향을 보여 약한 난기형 강수를 예상하였다. 이에 

단시간 예측 시스템은 예상 강수량을 약 5-9 mm로, 예
상 적설량은 약 5-6 cm 정도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

상 값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9는 2006년 2월 28일 00 UTC에 생산된 단시

간 예측 시스템 (MM5)의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예측 강수량과 관측 강수량을 시간 변화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를 나타내었다. 강수가 

관측되었을 때 모델이 강수를 예보한 경우를 나타낸 

POD는 모든 지역에서 1로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강릉은 상대적으로 높은 FAR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것은 이 사례에 대하여 강릉이 상대적으로 예보확률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례 기간 동안 강릉

의 관측 강수량이 0.6 mm로 매우 낮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대관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MSE
와 ME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에 대한 예보가 

잘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토의 

영동지역 대설 예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관 및 국

지장 예측 자료와 국지 관측 자료를 통합하는 영동대

설 예보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크게 

예측과 관측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예측에서는 종관

장 예측, 국지장 예측, 강수적설 예측, 검증으로 세분된

다. 또한 관측 부분은 영상적설 시스템과 수직측풍장

비 자료로 나누어진다. 이 시스템은 겨울철 영동지역 

대설 예보를 위하여 수치예보 자료를 사용할 때 예보 

지침을 활용하여 강수 및 적설 예보를 위해 예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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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종관장 예측에서는 기상청 수치예보과에서 제공하

는 30 km 해상도의 RDAPS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상

의 동풍 유무, 한반도 주변의 기압장과 현열의 분포 특

성을 파악하여 강수 유형과 강수 특성을 판별할 수 있

게 한다. 국지장 예측에서는 현재 강원청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고해상도 (2 km) 단시간 예측 시스템 (MM5 
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예측강수량, 수평바람장, 연
직단면도를 통해 국지적인 강수 기작을 이해할 수 있

게 한다. 그리고 강수적설예측은 단시간 예측 시스템

에서 모의된 2 km 결과자료에서 얻은 예측 강수량으

로부터, 유형별 그리고 지점별 강설량을 예측하는 부

분이다. 마지막으로 검증 부분에서는 예측 강수 자료

와 관측 자료를 비교하여 강수유무에 대한 검증과 강

수량에 대한 검증을 나타낸다. 
영동지역의 경우 관측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강수량 자료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강수

량 관측은 주로 자동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로 이루지고 있으나, 눈이 오는 경우 쉽

게 얼어버리므로 정확한 강수량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

다. 특히 적설량 자료는 단지 유인 관측소에서 측정한 

값만이 믿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은 영동 

지역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적설 시스템으로부

터 실시간 강설 현상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강릉대학교 수직측풍장비는 상하층의 동풍 유무와 

지속시간 등을 10분 간격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영

상적설 시스템과 더불어 예보관들이 실황예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2006년 2월 28일 

9시에서 3월 1일 15시 (LST) 강수사례를 적용해 보았

다. 이 기간 동안 관측된 일강수량은 강릉 0.6 mm, 속
초, 대관령, 동해 약 5 mm, 태백 7 mm를 기록하였다. 
적설량은 대관령 5.7 cm, 속초 5.2 cm, 태백 7.4 cm을 

나타냈다. 기상청은 이 사례에 대하여 강원 영동지역 

예상 강수량을 5-20 mm/day 그리고 예상 적설량을 

5-20 cm/day, 강원 산간 지역의 경우는 30 cm/day 가
량을 예보하였다. 이 사례를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을 통

해 살펴보면, 종관장 예측으로부터 동해상의 동풍이 

30시간 이상 유입되고, 상층의 남동풍이 나타남에 따

라 난기형 강수 유형의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저기압

의 중심이 대한 해협을 통과하면서 소멸되고, 현열의 

시계열 자료로부터는 오히려 한기형의 특징이 나타나

기 때문에 초기에 난기형으로 발달하다가 소멸하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종관장 예측자료의 분석

에서는 이 기간에 대하여 영동지역에 약한 강수 (5 
mm 이하)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단시간 예측 시스템

의 사례 예상 강수량은 약 5-9 mm로 나타났으며, 예상

적설량은 약 5-6 cm 정도로 예상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강수량의 경우 종관장 예측 자료의 

분석결과가 국지장 예측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측 강수량 자료와

도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관장 

예측 자료에서 하층의 동풍 유입 시간대는 대략적으로 

영동지역에서 관측된 강수 시간대와 일치하고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종관장 예측 자료의 분석결과와 국

지적 예측 결과 값이 잘 일치하기 때문에 예보자는 단

기예측 시스템의 강수량 예보 값을 보다 신뢰하게 될 

것이며, 강수현상에 대한 기작을 이해하면서 예보하게 

될 것이다. 
대설예보지원시스템의 관측자료 부분을 실황예보

에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분마다 관측이 이루어

지는 수직측풍장비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
히 수직측풍장비 자료가 강수 시작 전․후에 강수 유

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의 경우 

강수 시작 전에 동풍이 나타남으로써 실황예보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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