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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pability of the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in reproducing heavy rainfall 
that developed over the Korean peninsula on 26-27 June 2005. The model is configured with a triple nesting with the 
highest horizontal resolution at a 3-km grid, centered at Yang-dong, Gyeonggi-province, which recorded the rainfall 
amount of 376 mm. In addition to the control experiment employing realistic orography over Korea, two consequent 
sensitivity experiments with 1) no orography, and 2) no land over Korea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orographic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heavy rainfall. The model was integrated for 48 hr, starting at 1200 UTC 25 June 2005. The overall 
features of the large-scale patterns including a cyclone associated with the heavy rainfall are reasonably reproduced by 
the control ru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rainfall over Korea agreed fairly well with the observed. The 
amount of predicted maximum rainfall at the 3-km grid is 377 mm, which located about 50 km southeast from the observed 
point, Yang-Dong, indicating that the WRF model is capable of predicting heavy rainfall over Korea at the cloud resolving 
resolutions. Further, it was found that the complex orography over the Korean peninsula plays a role in enhancing the 
rainfall intensity by about 10%. The land-sea contrast over the peninsula was fund to be responsible for additional 10% 
increase of rainfal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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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의 여러 현상 중 강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확한 예측은 어렵

다. 특히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고 복잡한 지형을 갖

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 태풍, 장
마전선 등 강수를 동반하는 종관 규모 요란 및 중규모 

대류계는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형은 대류계

를 형성하여 강수 현상을 유발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류계의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지형에 의한 공기괴의 강제 상승, 산악파, 산악 정상 

주변 공기의 강제 상승에 의한 열 방출과 이에 의한 대

류성 흐름은 강수의 분포와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Kuligowski and Barros, 1999). 한반도 집중호우에 대

한 지형 효과의 연구로, 홍성유 (1992)는 1987년 7월 

22일 한반도 충청지방에 일 강수량 500 mm 이상의 호

우에 대한 수치 실험에서 전반적인 대류 세포의 진화 

형태는 지형과 무관하지만 대류 세포의 발달, 소멸과 

관련된 중규모 순환은 지형에 의하여 조직화됨을 보였

다. 서경환과 이동규 (1996)는 1980년에서 1992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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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ang-dong, 376 mm

     (b)

Fig. 1. (a) The observed 48-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valid at 1200 UTC 27 June 2005,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The pointed area indicates Yang-dong, 
Gyeonggi-province where recorded maximum precipitation
amount, 376 mm. (b) The time evolution of hourly precipitation
observed from AWS at Yang-dong, Gyeonggi-province.

이의 서풍 계열이 들어올 때 발생한 강수 사례들에 대

해 수치적으로 연구한 결과,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풍

상측인 영서 지역에 더 많은 강수가 있음을 보였다. 또
한, Sun and Lee (2002)는 15시간 동안 619 mm의 최

다 누적 강수량을 보였던 1998년 8월 5일에서 6일까

지 한반도 중부 지방의 강수 사례에 대해 수치적으로 

연구한 결과, 한반도 밴드형 대류계 발달에 있어 대류

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지표 잠열속이 중요

한 역할을 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복잡한 산악 지형이 집중

호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선택된 사례

는 2005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양동 지방

에 376 mm 의 강수를 기록한 사례이다. 사례 기간 동

안 최다 누적 강수지역은 매우 좁게 나타났으며 인접 

지역과의 누적 강수량 차이도 100 mm 이상으로 나타

났다. 해당 지역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큰 강수량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규모 수치모형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Version 
2.1.2 (Skamarock et al., 2005)을 이용하여 최다강수지

역을 중심으로 고해상도 격자망 (수평격자간격 3 km)
을 구성하여 최다 강수량 및 최다 강수지역의 예측 가

능성을 타진해 보고, 지형을 수정하여 한반도의 복잡

한 산악 지형이 집중호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규준 실험이 사례의 강수를 잘 재현한다면, 지형

과 관련된 민감도 실험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강수

모의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2절에서는 사례 기간 동안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3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수치 모형과 

실험 방법을, 4절에서는 수치 실험의 결과를, 마지막으

로 5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사례 및 일기도 분석 

2005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내린 비

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강수량은 376 mm로, 인근

지역과 100 mm 이상의 강수량 차이를 보일 만큼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Fig. 1a), 경기 중부 및 강

원 중부지방 등 한반도 중부지방에 걸쳐 150 mm 이상

의 강수를 기록하였고, 충청도 전반에 걸쳐서 50~60 
mm, 전라도 및 경상도 등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10 
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이 강수와 함께 본격적인 장

마가 시작되었다. 사례 기간 동안 최다 강수량을 보인 

경기도 양동에서 관측된 강수 강도 시계열을 살펴보

면, 강수는 세 차례의 최대치 (peak)를 보였으며 (Fig. 
1b), 각각 26일 09-12 UTC 동안 강우강도 50.0 mm h-1, 
19-21 UTC 동안 35.5 mm h-1, 그리고 27일 04-05 
UTC 동안 33.0 mm h-1의 강우 강도 최대치를 보였다.

Fig. 2는 사례 기간 중 양동 지역에 강수가 시작되기 

전과 강수가 시작되어 각각의 최대치를 보일 때의 레

이더 영상이다. 강수가 시작되기 전인 26일 06 UTC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Fig. 2a), 서해상으로부터 강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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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6 UTC 26 June                                                            c) 18 UTC 26 June

          

b) 09 UTC 26 June                                                           d) 03 UTC 27 June

           

Fig. 2. Radar image of rain rate (mm h-1) at (a) 06 UTC, (b) 09 UTC, (c) 18 UTC 26, and (d) 03 UTC 27 June 2005. Radar 
images are provided by the KMA.

코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충청 북도의 남쪽 지

역에 발달한 강수 에코가 보인다. 첫 번째 강수 최대치

를 보인 기간 중인 26일 09 UT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Fig. 2b),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는 밴드 형태의 강

수 에코가 보이며 강우 강도 50 mm h-1의 강한 에코가 

양동 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의 남동쪽에 나타나고 있

다. 두 번째 강수 최대치를 보인 기간 중인 26일 18 
UTC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Fig. 2c), 서해상에서부터 

경기도 남동부를 지나 강원도 북부로 뻗은 강수 밴드

가 보이며 강우 강도 30 mm h-1의 강수 에코가 경기도 

남동쪽에 나타난다. 세 번째 강수 최대치를 보인 기간 

중인 27일 03 UTC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Fig. 2d), 한
반도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수 밴드가 보이며 강

우 강도 25 mm h-1의 강수 에코가 경기도 남동쪽에 나

타난다. 
Fig. 3은 사례 기간의 지상일기도이다. 6월 25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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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UTC 25 June                                                          c) 12 UTC 27 June

       

b) 12 UTC 26 June

Fig. 3. Surface weather chart at (a) 12 UTC 25, (b) 12 UTC 26 and (c) 12 UTC 27 June 2005.

UTC 지상일기도를 보면 (Fig. 3a), 중심기압 996 hPa
의 저기압이 화남 지방에 위치하며, 화북 지방과 만주 

지방에 걸쳐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반도 동해상, 
연해주 지방에도 저기압이 위치하여 한반도 인근에 걸

쳐 전반적으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화중지방

에는 중심기압 1001 hPa의 고기압이 분포하며, 일본 남

동쪽에는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위치한다. 북태평

양 고기압과 저압대 사이로 덥고 습한 남서기류가 한반

도로 유입된다. 26일 12 UTC 에는 (Fig. 3b) 화남지방의 

저기압이 동진하여 화북 및 만주지방의 저기압과 합쳐

지면서 중심기압 991 hPa로 발달하여 한반도 서북부 서

해상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남서기류가 유입

되었고, 이 시각에 한반도 전역이 구름에 덥히고 한반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시작되었다. 화중지방의 

고기압은 화북지방까지 발달하여 화남, 화중, 화북에 걸

쳐 남북으로 고압대를 형성한다. 이후 27일 12 UTC 까
지 (Fig. 3c) 24시간 동안은 한반도 부근의 기압계의 이

동이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체된 기압계와 관

련되어 지속적인 강수가 발생하였다. 
Fig. 4는 26일 12 UTC의 850 hPa, 500 hPa, 300 

hPa 일기도이다. 6월 25일 12 UTC (그림은 제시하지 

않았음)에는 850 hPa 화남지역에 저기압이, 한반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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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50 hPa                                                                                 c) 300 hPa

       

b) 500 hPa

Fig. 4. (a) 850 hPa, (b) 500 hPa and (c) 300 hPa level weather charts at 12 UTC 26 June 2005.

공에는 기압능이 형성되어 있으며, 500 hPa 화남 지방

에는 기압골이, 300 hPa 만주 지방에서 화남 지방까지 

기압골의 축이 위치하였다. 26일 12 UTC의 경우, 850 
hPa 일기도를 보면 (Fig. 4a) 화남지방에 위치하던 저

기압이 동진하여 한반도 서북부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

으며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

도로의 남서기류 유입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등온선

과 등고선의 교차가 심한 경압 불안정 대기의 특성을 지

님을 보인다. 500 hPa 에서는 (Fig. 4b) 북경 부근에 저기

압의 중심이 위치하며 화남지방에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다. 300 hPa 에서는 (Fig. 4c) 화북지방에 저기압이 위

치하고, 최대풍속대는 위도 45°N 부근에 위치한다. 

3. 실험 설계 및 모형 수행

이 실험에서 사용된 수치모형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Version 2.1.2  
(Skamarock et al., 2005)로,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 

(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 격자

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 (mass-based terrain fol-
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 수치계는 3차 Runge- 
Kutta split-explicit 시간적분을 사용하며 이류항에 대

해서는 6차 중심 차분법을 도입한다. 또한 플럭스 형태

의 진단 방정식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
칼라양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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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Model domains for the (a) 27 km grid with terrain heights, and (b) for the corresponding 3 km domain. The inner
boxes in (a) represents the 9 km (D02) and 3 km (D03) domains, respectively. The point marked “×” in (b) indicates 
Yang-dong, Gyeonggi-province.

최다강수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을 중심으로 

3개의 도메인을 설정하였다. 각 도메인의 연직 층 수는 

31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형 상한은 50 hPa로 설정하

였다. 수평 격자 수는 각각 141 (동서)×141 (남북), 76 
(동서)×76 (남북), 88 (동서)×88 (남북)으로 구성하였

고, 격자 간격은 각각 27, 9, 3 km 의 양방형 둥지 격자 

(two way nested grid)로 구성하였다 (Fig. 5a).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는 격자 간격 2.5˚×2.5˚인 NCEP/ 
DOE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Department of Energy) 재분석 자료 (Kanamitsu et al., 
2002)가 사용되었고, 해수면 온도 자료는 1˚×1˚ 해상

도의 OISST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2 (Reynolds et al., 2002)가 사

용되었다. 적분 시간은 2005년 6월 25일 12 UTC부터 

6월 27일 12 UTC까지 48시간이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물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름물리 과정 (MPS; MicroPhysics Scheme)은 WSM6 
(WRF Single-Moment-6-Class-Microphysics scheme) 
(Hong and Lim, 2006) 이며, 아격자 규모의 적운에 의

한 강수를 계산하기 위한 적운 대류 모수화 과정 

(CPS; Convective Parameterization Scheme)은 new 
Kain-Fritsch (Kain, 2004)이 27 km 격자에서만 사용

되었다. 행성 경계층 (PBL; Planetary Boundary Layer) 

모수화 방법은 YSUPBL (YonSei University PBL) 
(Hong et al., 2006; Noh et al., 2003) 방안이며, 복사 

모수화 방안으로는 장파복사(LW_RAD)에 대해서는 

RRTM (Rapid Radiation Transfer Model) (Mlawer et 
al., 1997)을, 단파복사 (SW_RAD)에 대해서는 simple 
shortwave radiation 방안 (Dudhia, 1989)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격자 크기가 10 km 이하일 때에는 적운 

대류 모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명시적 수분 과정만으로

도 충분히 중규모 대류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운 대류에 의한 순환은 적운 규모보다 

현저히 크다. 따라서 10 km 정도의 격자 크기에서의 

적운 대류 모수화는 모수화될 규모와 분해될 규모 사

이에 분명한 규모 분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적운 모수화는 대기를 너무 안정화시켜 호우 계의 

발달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박영연, 2002; 박
세영과 이태영,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km와 

3 km 격자에 대하여 적운 대류 모수화 과정을 사용하

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지형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위해서 규준 실험인 

CNTL 실험, FLAT 실험, NOLAND 실험을 구성하였

다. CNTL 실험의 지형 자료는 위, 경도 30초 해상도의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지형 자료

를 사용하여 모형 격자로 내삽하였다. 규준 실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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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격자에 내삽된 한반도 지형을 보면 (Fig. 5b) 실제 

높이 1708 m 의 설악산과 1563 m 높이의 오대산, 
1288 m 높이의 치악산은 모형에서 각각 1019 m, 
1034 m, 755 m 높이로 실제와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양동 근처의 1157 m 높이의 용문산과 

780 m 높이의 금물산은 3 km 해상도의 상세 격자에서 

250 m 정도의 높이로 평활되었다. FLAT 실험은 CNTL 
실험의 지형으로부터 한반도 영역에 해당되는 위도 

34.2~39˚N, 경도 124.7~129.5˚E 영역 내의 지형 고도

를 0으로 하여 편평한 지형으로 하여서 산악 지형이 강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영역 내의 

육지를 바다로 바꾸어 설정한 것을 NOLAND 실험으

로 하였으며, 이 실험을 통해 바다와 육지의 마찰력 차

이 및 수증기 공급량 차이가 강수에 주는 영향을 보고

자 하였다. CNTL, FLAT, NOLAND 실험을 통해 지

형에 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실험의 

둥지 격자 (nested grid)는 양방 상호작용 (2-way inter-
action) 하도록 하는 양방형 격자계로 구성하였다. 

앙방형 격자계의 경우, 성긴 격자 (coarse grid)와 상

세 격자 (fine grid)로 초기 조건이 제공되고, 모형 수행 

시 매 적분 간격마다 경계조건이 제공되며, 상세 격자

의 계산 결과는 매 시간간격마다 성긴 격자로 되먹임 

(feedback)한다. 또한 WRF 모형은 양방 상호작용하는 

격자에 대해서 상세 격자 가장자리 부분의 지형 고도에 

가중치를 주어, 상세 격자의 경계에서의 지형 고도가 성

긴 격자와 일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 효과가 성긴 격자에도 잘 전달되어, 강수 모의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 연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치 실험 결과

모형 수행 결과, CNTL 실험은 사례의 강수를 비교

적 잘 모의하였으며, 민감도 실험은 조건에 따라 강수

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상 저기압과 종관 배경

장의 모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27 km 해상도의 성긴격

자모형의 결과를 분석하여 기상청의 일기도와 비교하

였으며, 강우강도 및 강수량은 한반도 중부 지역을 세

밀하게 표현한 3 km 해상도의 상세격자모형 결과로 

분석하였다. 
강수 검증을 위해서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ystem, AWS)에서 관측된 2005
년 6월 25일 12 UTC부터 6월 27일 12 UTC까지 48시

간 동안의 강우강도 및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

상도에 따른 민감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CNTL 실험의 

27, 9, 3 km 격자에서 각각 모형 수행 시간 동안 얻어

진 누적 강수량을 비교하였다. 지형에 따른 민감도 실

험에서는 CNTL, FLAT, NOLAND 실험의 상세격자

모형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4.1절에서는 CNTL 실
험 결과와 분석을, 4.2절에서는 지형에 대한 민감도 실

험의 결과와 분석을 제시한다. 

4.1 CNTL 실험 결과

Fig. 6에 CNTL 실험의 27 km 격자에서의 수치모

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CNTL 실험의 24시간 예보치

인 26일 12 UTC 지상 종관장을 기상청 지상 분석장과 

비교하여 보면, 모형 결과의 기압패턴은 관측과 전반

적으로 유사하게 모의됨을 알 수 있다 (Fig. 3b와 Fig. 
6a). 또 같은 시각 850 hPa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기압 

패턴과 한반도로 유입되는 남서기류와 습윤 구역의 위

치를 잘 모의함을 알 수 있다 (Fig. 4a와 Fig. 6b). 500 
hPa (Fig. 4b와 Fig. 6c)과 300 hPa (Fig. 4c와 Fig. 6d)
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동서 방향으로 평행한 등고선 

패턴을 잘 모의한다. 
실황에서 강수에 영향을 준 저기압은 25일 12 UTC

에는 화남지방에, 26일 12 UTC에는 한반도 서북부 서

해상에, 27일 12 UTC에는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다. 
해당 저기압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분석하여 보면 

(Fig. 7a) 이동 경로는 관측과 유사하나, 27일 00 UTC 
이후에는 관측에 비해 더 남쪽에 정체되는 모습이 나

타났다. 이동 속도는 모형이 관측에 비해 중국과 한반

도의 육지 지역에서는 느리게, 서해상에서는 빠르게 

모의하였다. 해당 저기압의 관측된 강도를 모형의 27 
km 격자에서 모의한 결과와 비교하면 (Fig. 7b), 모형

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관측보다 약 2 hPa 정도 더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모형 초기 자료로 사용된 재분석 자

료가 초기 시각의 저기압 중심기압을 관측보다 약 1.5 
hPa 정도 더 높은 값으로 모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저기압의 시간에 따른 강도 변화는 관측과 

같은 패턴으로 우수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모의된 누적 강수량은 3 km 격자에서 관

측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며 관측에 가까운 최다 누적 

강수량을 보이지만 (Fig. 8과 Table 1), 한반도 중부 지

방에 대하여 영역 평균한 누적 강수량은 관측에 비해 

50 mm 정도 더 큰 값을 나타낸다 (Table 2). 이렇게 나

타난 오차는 모형 오차뿐만이 아니라 관측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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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48-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at the location of maximum rainfall amount for the CNTL, FLAT, and
NOLAND experiments. The values in the parentheses are the percentage (%) over the results from the CNTL simulation.

Resolution (km) CNTL FLAT NOLAND

27 253.6 240.0
(94.6%)

192.4
(75.9%)

9 344.4 292.2
(84.8%)

225.6
(65.6%)

3 377.7 311.2
(82.4%)

242.2
(64.1%)

OBS 376.0

a) sfc       c) 500 hPa

b) 850 hPa       d) 300 hPa

Fig. 6. The simulated (a) sea level pressure (hPa), and geopotential heights (solid lines; m), temperature (dotted lines; oC),
and wind vectors at (b) 850 hPa, (c) 500 hPa and (d) 300 hPa levels, valid at 12 UTC 26 June 2005, at the 27-km grid of
the CNTL experiment. Shaded in (b) designates area for RH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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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a) The track of the cyclone associated with heavy rainfall over Korea every 6hr, and (b) time series of the sea level
pressure (hPa) of the cyclone obtained from surface observation (open circles), reanalysis (open triangles), and the 27-km
gird of the CNTL experiment (closed circles).

Table 2. The same as in Table 1, except for the averaged
over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126.1 to 
128.8˚E and 36.2 to 38.3˚N). 

Resolution (km) CNTL FLAT NOLAND

27 121.3 108.8
(89.7%)

95.6
(78.8%)

9 123.2 110.0
(89.3%)

97.0
(78.7%)

3 123.6 110.2
(89.2%)

97.2
(78.7%)

OBS 70.2

Fig. 8. The 48-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valid at 
12 UTC 27 June 2005, for the 3-km grid of the CNTL 
experiment. The point marked “×” indicates Yang-dong, 
Gyeonggi- province.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반도 중부 

지방에 대한 영역 평균 시, 서해상의 영역도 포함되게 

되는데, 모형은 해상의 강수를 모의할 수 있으나 AWS
는 지상에만 존재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최다 누적 강수지역은 실제 최대값

을 나타내는 양동 지역 (37.24°N, 127.45°E)보다 남동

쪽으로 약 50 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모의한다 (Fig. 1
과 Fig. 8). 이미 3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경기도 

양동 지역의 실제 산악 지형이 수치 모형에 평활되어 

입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km 격자에 삽

입된 지형을 살펴보면 (Fig. 5b), 모형 결과에서 최다 

누적 강수를 보인 지역에 고도 800 m이상의 산악지형

까지 표현하고 있으나, 양동 지역에는 산악 지형이 실

제 지형보다 낮게 삽입되어 있다. 
Fig. 9는 사례 기간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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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 UTC 26 June e) 00 UTC 26 June

b) 12 UTC 26 June f) 12 UTC 26 June

c) 00 UTC 27 June g) 00 UTC 27 June

d) 12 UTC 27 June h) 12 UTC 27 June

Fig. 9. The observed 1-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from the KMA AWS data, valid at (a) 00 UTC 26, (b) 12 UTC
26, (c) 00 UTC 27, and (d) 12 UTC 27 June 2006, and the corresponding 3-km simulation results (CNTL run). The point
marked “×” indicates Yang-dong, Gyeo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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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time evolution of hourly precipitation averaged over the middle part of Korean peninsula (126.1 to 128.8˚E
and 36.2 to 38.3˚N), for the CNTL (solid), FLAT (dashed), NOLAND (dotted) experiments at the 3-km grid, and the observed
AWS data  (thick gray solid).

Fig. 11. The same as in Fig. 10, except for the averaged over the model recorded maximum precipitation area (128.0 to
128.1˚E and 37.1 to 37.2˚N) and the observed AWS data at Yang-dong, Gyeonggi-province (thick gray solid).

시간 누적 강수량이다. 강수가 시작되기 전인 26일 00 
UTC에는 모형 역시 강수를 모의하지 않고 있다 (Fig. 
9a과 Fig. 9e). 26일 12 UTC에는 모형이 관측에 비해

서 강수량을 적게 모의하고는 있지만 한반도 중부지방

에 걸쳐 나타나는 강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Fig. 9b
와 Fig. 9f). 27일 00 UTC의 경우, 한반도 중부지방에 

넓게 퍼져서 나타나는 강수를 모형은 실제 강수 지역

보다 남동쪽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9c과 Fig. 9g). 
강수가 끝날 무렵인 27일 12시에는 모형이 강수를 더 

많이 모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Fig. 9d과 Fig. 9h).
사례 기간 동안 한반도 중부 지방에 대한 영역 평균 

강우 강도를 보면 (Fig. 10), 강수가 관측된 시간대는 

26일 06 UTC 부터 27일 12 UTC 까지 오랫동안 5 
mm h-1 이하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CNTL 실
험에서는 강수 시간대가 26일 06 UTC 부터 27일 12 

UTC 까지의 강수 중 26일 18 UTC 에 강우 강도 15 
mm h-1 의 최대치를 보인다. 

최다 누적 강수량이 기록된 양동 지역의 기상청 

AWS (37.4˚N, 127.75˚E)에서 관측된 시간당 강수량

을 살펴보면 양동 지역은 크게 세 차례에 걸친 시간강

수 최대치 (peak)를 보인다 (Fig. 11). 세 개의 최대치

는 각각 26일 09-12 UTC 동안 강우강도 50.0 mm h-1, 
19-21 UTC 동안 35.5 mm h-1, 그리고 27일 04-05 UTC 
동안 33.0 mm h-1의 강우 강도를 보였다. 반면 CNTL 
실험은 각각 26일 09-12 UTC 동안 10 mm h-1, 12-15 
UTC 동안 20 mm h-1, 그리고 19-21 UTC동안 70 mm h-1

의 강우 강도로 최대치를 보였다. 실험 결과는 관측과 

같이 세 번의 최대치를 보였으나, 강수 시간과 강우강

도에는 차이를 보였으며, 마지막 강우강도 최대치가 처

음 두 번의 최대치보다 월등히 큰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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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rea averaged 48-hr averaged vertical speed 
(cm s-1) at 850 hPa over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
insula (126.1 to 128.8˚E and 36.2 to 38.3˚N). 

Experiment Vertical speed (cm s-1)

CNTL 4.01

FLAT 3.03

NOLAND 2.15

이러한 일변화에 있어서의 모형 결과 오차에도 불구

하고, 강수 종료 시점이 관측과 일치하였고, 이 연구의 

초점이 사례의 강수에 대한 고해상도 격자의 성능과, 강
수에 있어서의 지형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모형 

결과의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NTL 실험 결과의 해상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면, 27 km, 9 km, 3 km 격자 실험에서 모든 격자가 저

기압계의 통과와 강수를 비교적 잘 모의한다 (그림은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양방형 격자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수량에 있어서는 격자의 

해상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Table 1과 Fig. 12). 27 
km 격자에서 최다 누적 강수량은 253.6 mm으로 관측 

값인 376 mm에 비해 적은 양을 나타내며, 강수 구역

은 관측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9 km 격
자에서는 한반도 지역에 나타나는 강수 패턴을 비교적 

잘 모의하지만, 최다 누적 강수량이 344.4 mm으로 관

측보다 적게 나타난다. 한편, 3 km 격자 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377.6 mm의 최다 누적 강수량을 보여 집중 

호우가 있었던 실제 관측과 매우 가깝다 (Table 1과 

Fig. 8). 이는 고해상도 격자일수록 지형을 실제와 가깝

게 표현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해상도 산악 지형은 

최다 누적 강수량이 실제와 가깝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격자의 한반도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영

역 (126.1~128.8˚E, 36.2~38.3˚N)에 대한 영역평균 강

수량을 보면, 121 mm 정도로 해상도에 따라 큰 차이

가 없음을 볼 수 있다 (Table 2). 이는 한반도의 강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대류불안정보다는 종관 규모의 

수증기 수렴에 의하여 조직화된다는 Hong (2004)의 

결론과 부합한다. 

4.2 지형에 따른 민감도 실험 결과

모든 해상도의 격자에서, FLAT 실험과 NOLAND 
실험은 CNTL 실험에 비해 뚜렷한 강수의 감소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한반도의 특성상 산악 지형이 밀집

되어 있는 동쪽에서 더 큰 감소 경향을 보였다 (Fig. 8
과 Fig. 13). 

CNTL과 다른 실험의 최다 누적 강수량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1, 한반도 중부 영역 평균 누적 강수량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먼저, 3 km 격자에서의 한반도 중부 지역 (126.1~ 

128.8˚E, 36.2~38.3˚N)에 대한 최다 누적 강수량 (Table 
1)은 CNTL에 대해서 FLAT 실험에서는 82%, NOLAND 

실험에서는 64%의 값을 보이며, 고해상도 격자일수록 

더 큰 감소를 보인다. 또한, 모든 해상도의 격자에서 한

반도 중부 지역에 대해서 영역 평균한 강수량 (Table 2)
은 FLAT 실험에서 CNTL의 89%, NOLAND 실험에서

는 79%로 나타났다. 영역 평균 강수량의 CNTL 대비 감

소량은 각 실험에서 격자 해상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사례가 이동성 저

기압에 동반된 강수 사례인 점과 실험에서 모의된 강

수대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을 감안해 볼 

때, 전반적인 강수 패턴 및 강수량은 격자로 유입되는 

수증기 플럭스 양의 영향을 받으므로 평균적 강수량은 

종관 규모의 수증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소율은 해

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FLAT 실험과 NOLAND 실험에서 강수

량은 CNTL에 비해서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최다 누적 

강수량은 FLAT 실험과 NOLAND 실험에서 CNTL에 

비해 감소하고, 고해상도 격자일수록 감소율이 크다. 또
한 850 hPa 높이에서 시간 평균된 상승 속도를 한반도 

중부 지방에 대해서 영역 평균한 값을 보면 (Table 3), 상
승 속도가 CNTL, FLAT, NOLAND 순으로 작아지고 있

다. 지형으로 인한 상승류의 증가는 응결하는 수증기량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강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형에 대한 민감도 실험의 결과는 산악 지형으로 인해 

강수가 증가되었음을 보이며, 육지 그 자체로 인해서도 

강수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사례에서 산악 지형의 영

향과 육지 그 자체로 인한 영향은 각각 평균 누적 강수

량의 약 10%씩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5년 6월 26일과 27일에 한반도 

중부지방에 발생한 강수에 대한 지형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WRF 모형을 이용하여 규준 실험 및 지형에 

따른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규준 실험은 지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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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7-km grid        b) 9-km grid

Fig. 12. The same as in Fig. 8, except for the (a) 27-km grid and (b) 9-km grid. 

   a) FLAT        b) NOLAND

Fig. 13. The same as in Fig. 8, except for the (a) FLAT and (b) NOLAND experiments.

보를 포함하며, 지형에 대한 민감도 실험은 한반도의 

지형 고도를 0으로 한 실험, 한반도의 육지를 바다로 

바꾸어 설정한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최다 누적 강수

량을 보인 경기도 양동 지역을 중심으로 27, 9, 3 km 
격자간격의 세 개의 모델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적분기

간은 6월 25일 12 UTC에서 6월 27일 12 UTC까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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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이다. 
규준 실험은 화남 지방의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며 

발달하여 동진한 후 한반도 북서쪽에 정체하며 강수를 

발생시킨 사례 저기압의 발달 및 이동과 한반도에서의 

강수패턴 및 한반도 중부지방에 집중된 강수 등을 잘 모

의하였다. 누적 강수량에 있어서는 고해상도 격자를 이

용할수록 최다 누적 강수량을 관측 값에 가깝게 모의하

였다. 그러나 최다강수지역을 포함한 강수밴드가 전체

적으로 동쪽으로 치우침을 보이며, 최다 누적 강수지역

인 양동 지역에서의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난 시간 강수 

최대치 (peak)는 모형에서는 큰 한 번의 최대치 (peak)
와 작은 한 두번의 최대치 (peak)로 나타났다. 

이 연구 사례에서는 관측된 최다강수지역이 좁고 

인접 지역과 100 mm 이상의 강수 차이를 보였기 때문

에 고해상도 격자를 이용할수록 잘 모의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WRF 모형으로 

고해상도 격자를 이용하면 실제 지형에 가까운 지형이 

모형 내에서 모의되며 작은 규모의 현상들을 세밀하게 

모사할 수 있으므로 집중 호우의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형에 대한 민감도 실험에서 모의된 누적 강수량

은 CNTL, FLAT, NOLAND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악 

지형은 수렴장 및 상승장을 발생시켜서 강수량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NOLAND 실험

이 FLAT 실험보다 더 적은 강수량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해수면보다 지면이 대기와 마찰이 더 크므로 수

렴장을 보다 잘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형과 육지의 영향이 

영역 평균 누적 강수량을 각각 10%씩 증가시킴을 보

였다. 그러나 종관 규모의 강수대 경향은 지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종관 규모

의 저기압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강수의 경우, 큰 강수 

패턴은 종관규모의 기상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지

만, 세세하고 국지적인 강수 분포는 지형의 영향을 받

으며 특히 산악 지형은 상승류를 발생시켜 강수를 증

가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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