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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원도 영동 지역은 대륙성 한대 고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대설 현상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이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Park and Joung (1984)은 대륙성 찬 공기가 따뜻

한 해수면 위를 지나가면서 공기가 변질되어 형성된 

대기 불안정과 그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적운 계통의 

구름들이 생성될 수 있음을 1차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보였으며, 송병현(1993)은 사례 비교를 통

하여, 동해안에 기압계의 기류 방향에 따라 온난 다습

한 공기가 해안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유도되

고, 또한 지형 효과가 겹치면서 동해안에서 대설 현상

북한 지역의 산맥군이 동 지역의 겨울철 강설 분포에 

미치는 향에 관한 수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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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experiments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were done to identify the role of 
the mountain rang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referred as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in the occurrence 
of two heavy snowfall events over the Yeongdong region on 7-8 December 2002 and 20-21 January 2008. To this end, 
control simulations with the topography of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and other simulations without the topography 
of the mountain complex were performed. It wa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snowfall over the Yeongdong region from 
the control simulation much more exceeded that of the simulation without the topography of the mountain complex. This 
increase of the snowfall amount over the Yeongdong region can be explained as follows: As the upstream flow approached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it deflected around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due to the blocking effect of the moun-
tains with a low Froude number less than ~0.16. This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northeasterly over the East Sea and 
over the Yeongdong region. The strong northeasterly is accompanied with much more snowfall over the Yeongdong region 
by intensifying air-mass modification over the sea and the orographic effect of the Taeback mountains. Thus, it was con-
cluded that the topography of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 determining the distribution 
and amount of precipitation in the Yeongdong region when there is an expansion of the Siberian High toward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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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훈과 이태영(1994)은 영

동 지역의 폭설에 대해, 중부 지역으로 중규모 기압골 

없이 단순히 북동 기류만 있을 때에 소형 폭설이 나타

나며, 반면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고, 또
한, 한반도에서 중규모 기압골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서 강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대형 폭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2차원 비정역학 구름모델을 

사용한 수치모의실험을 통하여 산맥에 대하여 수직으

로 바람이 불어올 때 강수의 발달이 가장 빠르며 강하

다고 하였으며, 산맥의 최고 높이를 줄인 경우에는 그

에 따라 강수량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전
종갑 등(1994)은 10년간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강원도 

지역에서의 대설의 빈도와 적설량의 크기를 비교하여 

대관령, 강릉, 그리고 속초의 순서로 내리는 눈의 양이 

많음을 밝혔으며, 수치모의 실험을 통하여 지형 효과

와 하층에서의 습윤한 북동기류의 유입이 대설과 관련

하여 중요하다고 하였다. Lee and Park(1996)은 CSU 
(Colorado State University) RAMS(Regional Atmospheric 
Modeling System) 모델과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대륙

성 한대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여 영동 지역에 

대설 현상이 발생할 때, 관련되는 중규모 기압골의 발

생 메카니즘 연구를 하여, 북한 지역에 형성된 기압골

은 주로 북쪽의 산악지대의 역학적 그리고 열적 효과

에 의하여 형성된 반면에, 남한 지역에서 형성된 기압

골은 지역의 열적 효과와 그리고 한반도와 이웃하는 

바다 사이에서의 열적 대비에 의하여 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재규와 이재성(2003)은 영동 대설사례

에 대한 수치모의 연구를 통하여 산악형 대설사례와 

해안형 대설사례를 중규모적으로 상세하게 비교, 분석

하여, 산악형 대설에서는 지형 효과가 특히 중요함을 

보였다. 한편, 조구희(2008)는 영동 지역의 겨울철 강

수에 대한 30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대관령과 강

릉의 지상풍이 모두 북동풍일 때에는 통계적으로 대관

령의 강수량이 저지대에 위치한 강릉보다도 많음을 보

였고, 대관령에서는 북동풍이 불면서 강릉에서는 북서

풍인 경우에는 강릉의 강수량이 고지대에 위치한 대관

령보다도 강수량이 많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겨울철 영동 대설 현상과 관련하여, 종관

규모 분석에서 수치모의 실험 및 통계 분석 연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이재

규와 김유진(2008)은 강원도 지역에 북동기류가 유입

될 때 태백산맥이라는 고산지대의 존재가 영동 지역의 

강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수치모의 실험을 수

행하여 조사, 분석하여 태백산맥의 산악지형이 강수량

의 크기 및 강수 분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런데 겨울철 대륙성 한대 고기압이 발달하는 경

우, 이에 동반된 차가운 공기는 주로 중국의 화북 지방

을 거쳐 북한 및 한중 국경부근에 위치한 산맥군을 통

과하여 동해북부 해상으로 빠져 나온 후, 북동기류를 

타고 태백산맥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산맥군이 대륙성 고기압으로부터 뻗어 나온 차가운 기

류를 저지시키거나 또는 기류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만일 북한 및 한중 국경부근에 위

치한 산맥군이 평평한 저지대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

는 영동 지역의 강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수치모의 실험을 통하여 풀어보는 것도 

영동 지역의 대설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및 한중 국경부

근에 위치한 산맥군(이하 “북쪽 산맥군”이라 칭함)의 

존재 자체가 영동 지역의 강설량 분포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수치실험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 연구

를 위해, WRF를 이용한 규준 수치모의(control simulation)
를 실행하여 수치모의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북쪽 산맥군의 산악지형만을 제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북쪽 산

맥군의 존재가 영동 지역의 강설량 증감과 분포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로, 북쪽 산맥군의 복잡한 지형(Fig. 7 참조)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에는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함경

산맥, 묘향산맥, 그리고 적유령 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낭림산맥은 자강도와 함경남도 및 평안북도의 경계를 

이루며 뻗어있으며, 이 산맥의 평균 높이는 1,470 m이

며, 자강도 중강군 중지봉에서 시작하여 평안남도 대

흥군의 소마대령까지 길게 뻗어 태백산맥과 함께 한반

도의 등줄기 산맥을 이룬다. 그리고 이웃한 마천령산

맥은 북한에서는 백두 산맥이라 하며, 길이 140 km, 
평균 높이 1,860 m 이며 최고봉은 백두산(2,744 m)이
다.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뻗어있으며 북서쪽에서 남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마천령산맥과 교차하

는 함경산맥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중앙을 북동 방향

으로 뻗어 있으며, 두만강측 사면은 완만하고, 동해안 

측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남쪽 해안으로는 좁은 평

야, 산맥의 서쪽은 개마고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관모봉(2,541 m)을 비롯하여, 2,000 m 이상 되는 산이 

많이 솟아 있다. 묘향산맥은 자강도와 평안북도 및 평

안남도의 경계를 이루며,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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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Surface synoptic chart at 0900 LST 08 and (b) 850-hPa synoptic chart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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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서쪽으로 점차 낮아진다. 길이 200 km, 평균 높

이 1,000 m이며, 최고봉은 2,091 m의 웅어수산이다. 
적유령 산맥은 평안북도의 중남부를 동북동쪽에서 서

남서 방향으로 가로지른 산맥으로 고도는 800 ~1,500 
m 이고, 길이는 250 km이다. 그리고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과 한반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으로 압록강

의 북안을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내린 창바이산

맥은 남북길이는 1,300 km 이고, 동서 길이는 400 km 
이며, 대부분의 봉우리가 해발고도 2,000 m 를 넘고 

주봉은 백두산이다. 중국 동부지대에서 최고봉으로 알

려져 있다.
수치모의 실험을 위하여 선정된 2개의 사례는, 영동 

산악형 강수 사례인 2002년 12월 7-9일 사례(이하 사

례 A로 약칭; 강릉 69 mm(총 신적설량 23 cm), 대관

령 77 mm(총 신적설량 83 cm))와 2008년 1월 20-21
일 사례(이하 사례 B로 약칭; 강릉 22 mm(총 신적설

량 7 cm), 대관령 45 mm(총 신적설량 55 cm))로, 북동 

기류와 관련되어 산악지대인 대관령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린 사례이다. 그리고 2008년 1월 20-21일 사례는 이

재규와 김유진(2008)의 수치모의 연구에서도 사용되

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강수량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AWS자료이며, 지상바람 자료는 기상청의 기

상 집계표에서 구한 것이다.

2. 사례의 관측 분석    

사례 A인 경우, 영동 지역에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

기 시작한 시각인 2002년 12월 08일 0900 LST의 지상

일기도(Fig. 1a)를 보면, 바이칼호 부근에 1048 hPa 대
륙성 고기압이, 그리고 중국의 화북 지방에 1041 hPa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대륙성 고기압의 주 세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세력을 확장하는데, 즉, 하
나의 축은 중국의 동북 지방을 거쳐 동해상에 위치하

고, 또 다른 축은 화북지역을 거쳐 화남 지역에 위치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기압 능

(ridge)의 축이 형성되어 영동 지역은 북동기류가 유입

되는 전형적인 기압 배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

성 고기압에 근원을 두고 있는 두 갈래의 기압 능 사이

에 위치하여, 일본 열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연계되어 mesoscale trough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12시간 후인 8일 2100 LST의 지상일기도(그림 생략)
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

한 유형은 뒤에서 언급할 사례 B의 지상일기도(2008년 

1월 20일 2100 LST)에서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mesoscale trough가 현저할 때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이훈과 이태영(1994)은 밝힌 적이 있다.   
8일 0900 LST의 850 hPa 일기도(Fig. 1b)를 보면,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화북과 화중 지역을 거쳐 서

해상으로 뻗고 있으며, 특히 동해상에서는 남북간의 

기온경도가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을 가로지

르는 1500 gpm 등압선이 놓인 방향을 볼 때, 지균적으

로 북풍계열의 기류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동 지역으로는 강한 한기 이류가 850 hPa 고도에서

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각의 700 
hPa 일기도(그림 생략)를 보면, 중부 지역의 등압선 방

향이 서북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놓여 있어 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동 계

열의 바람이 부는 고도는 주로 700 hPa 고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수가 끝난 시간대인 9일 1500 LST
의 지상일기도(그림 생략)를 보면, 대륙성 고기압의 세

력이 약화되면서 등압선의 배열이 남북 방향으로 놓여 

지면서 북동계열의 기류가 약해지면서 강수가 끝나게 

되었다. 

Fig. 2. Surface wind (ms-1) field from observation vali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Length scale for the wind 
vector is given at lower right corner of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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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8일 0900 LST의 관측된 지상바람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이다. Fig. 2를 보면, 동해안 지역 및 고산

지대인 대관령에서는 다소 강한 북동~동풍이, 그리고 

영서 지역에서도 북동풍이 부는 지역(서울, 수원, 이천 

청주, 강화 등)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강

설현상이 나타난 2002년 12월 6일 2100 LST에서 9일 

2100 LST까지의 72시간 총 누적강수량 분포를 보여

준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영동산악형 대설로 산악 지

역에 위치한 대관령(77 mm)의 강수량이 영동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한 강릉의 강수량(69 mm)보다 더 많음

을 알 수 있다. 참고로, Byun et al.(2008)은 수치모의

된 강수량을 적설량으로 변환시키는 snow-ratio식을 

logistic 회귀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WRF
를 이용한 사례에 이 식을 적용한 결과, 기존에 사용된 

방법인 National Weather Service(1996) 기법보다 다

소 양호함을 보인 바 있다. 여기서는 비교를 보다 단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측값이나 수치모의 결과를 모

Fig. 4. Surface synoptic chart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Fig. 3. Distribution of 72h accumulated precipitation (10
mm intervals) ending at 2100 LST 09 Dec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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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수량을 기준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사례 B인 경우,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대인 

2008년 1월 20일 2100 LST의  일기도 및 관측자료 분

석은 이재규와 김유진(2008)의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 부분만 간단히 언급

한다. 영동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인 2008년 

1월 20일 2100 LST의 지상 일기도(Fig. 4)를 보면, 바
이칼호 부근에 중심을 둔 1055 hPa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두 방향으로 분리되어 확장하는데, 즉, 한 갈래

는 중국의 화북 지역을 거쳐 화남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한 갈래는 동북 지방 및 한중 국경

을 지나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기압능(ridge)의 축이 형성

되어 영동 지역은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기압 배치이

다. 그리고 대륙성 고기압에 근원을 두고 있는 두 갈래

의 기압능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

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연계되어 mesoscale trough가 

형성되어 많은 눈이 내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패

턴은 사례 A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대관령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대인 2100 LST의 바람장(Fig. 5)을 보면, 영동해

안 지역과 대관령에서 다소 강한 동풍 내지 북동풍이 

일관되게 불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풍하측인 원주 및 

제천, 수원 그리고 서울에서도 북동풍이 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6은 강설 현상이 나타난 20일 0900 
LST에서 21일 2100 LST까지의 36시간 누적강수량 

분포를 보여준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영동산악형 대

설로 산악 지역에 위치한 대관령(45 mm)의 강수량이 

영동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한 강릉의 강수량(22 mm)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 WRF 모델 및 수치모의 실험

수치모의 실험을 위하여 WRF V2.1.2 중규모 수치

모델(Skamarock et al., 2005)을 사용하였으며, 모델 

및 모델 영역과 물리 옵션 등 관련 내용들은 이재규와 

김유진(2008)의 수치모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과 동

일하다. 다만, 지표 모델 선택에서, 4개의 지중 온도와 

습윤장이 통합된, 그리고 부분적인 적설과 지면 상태

를 반영하는 Noah Land Surface Model을 선택한 점

만 다르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3중 둥지 격자체

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제일 넓은 영역의 성긴  격자로 

구성된 영역은 Domain 1(D1로 칭함)으로 격자 간격

은 18 km(148×148)이며, 그 내부에 Domain 2(D2로 

칭함)가 있으며 격자 간격은 6 km(148×148), 그리고 

Fig. 5. Same as Fig. 2, except for surface wind (ms-1) fiel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Fig. 6. Distribution of 36h accumulated precipitation (10 
mm intervals) ending at 2100 LST 21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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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WRF model configuration.

Model WRF V2.1.2
Domains Domain 1 Domain 2 Domain 3
Horizontal grid spacing 18 km 6 km 2 km
Dimension 148×148×31                       148×148×31                      148×148×31
Time step (s) 54 18 6
Vertical layers/Model top 31 Sigma layers / 50hPa
Grid nesting two-way
Lateral boundary condition Specified zone=1, Relaxation zone=4
Initial condition NCEP/NCAR GDAS(FNL) analysis (6-hourly 1°×1°)
Microphysics WSM 6 scheme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PBL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new Eta)
Land-Surface Model Noah Land Surface Model
Longwave radiation scheme RRTM
Shortwave radiation scheme Dudhia shortwave
Integration period (A) 1200 UTC 06 ~ 1200 UTC 09, DEC 2002 (72 hour)
Integration period (B) 0000 UTC 20 ~ 1200 UTC 21, JAN 2008 (36 hour)

D1

D3

D2

D2

A

B

C
D

청진

원산

성진
단천

함흥
흥남

동한만

백두산

안주

무수단

블라디보스톡

나진

Fig. 7. Model domain for Domain 1, Domain 2 and Domain 3.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D2. Refer to the text regarding the paths (A, B, C and D in D2) of cross-section. SC, GN, DG, DH and WJ in D2
stand for Sokcho, Gangneung, Daegwallyeong, Donghae and Wonju, respectively. Topography of the mountain complex 
in the box of bold, dotted line was removed in sensitivity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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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내부에 Domain 3(D3로 칭함)가 있으며 격자간격

은 2 km(148×148)이고, Two-way interaction으로 

nesting 하였으며, 이러한 영역들의 위치는 Fig. 7에서 

잘 볼 수 있다. 또한, 분해능과 물리 과정 등을 요약한 

내용을 Table 1에 실었다. Fig. 7은 앞에서 언급한 수치

모델 영역들을 보여 주며, 그리고 연직단면도의  경로

들을 보여준다. 
모델의 초기 입력 자료 및 경계 자료는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6시간 간격으

로 제공되는 수평 간격이 1.0°×1.0°인 final analyses를 

사용하였다. 수치모의 적분 기간은 사례 A의 경우, 
2002년 12월 6일 2100 LST에서 9일 2100 LST까지 

총 72 시간이며, 사례 B의 경우, 2008년 1월 20일 

0900 LST에서 21일 2100 LST까지 총 36시간이다. 한
편, Fig. 7의 굵은 점선 안에 있는 북쪽 산맥군의 지형

a) b)

c)

Fig. 8. Simulated distributions of 72h accumulated precipitation (6 mm intervals) ending at 2100 LST 09 December 2002,
(a) from the control simulation, (b) from the simulation without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and (c) the difference chart
between two simulations. The difference in 72h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the figure for +values, and with contour (5 mm intervals) for -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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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재규와 김유진(2008)이 사용한 

방법을 따랐다. 즉, 지형을 제거하기 위하여 WRF Standard 
Initialization(WRFSI) 프로그램 중에서 gridgen_model 
(수치모의 영역을 정의하고, 그리고 지형에 관한 자료 

파일을 만드는 역할)기능과 연관된 src/grid 디렉토리

의 gridgen_model.f의 프로그램에서 산악지형을 제거

할 영역을 선정하고, 그 영역의 지표 고도값을 0으로 

하여 북쪽 산맥군의 지형을 제거하였으며, 산악의 효

과를 포함시킨 NCEP의 초기장을 WRF standard 
initialization을 이용하여 산맥군이 제거된 초기장으로 

만들어 모델을 수행하였다. 이 초기장은 WRF모델 역

학에 잘 적응되었으며, 1시간 수치적분 후의 지상 기압

a) b)

c)

Fig. 9. Same as Fig. 8, except for the surface wind fiel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Length scales for the wind vector
are given at the bottom, respectively.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the Fig.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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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모습(그림 생략)을 확인한 결과, 지형이 없는 상

태의 기압장을 잘 모의하여 주었다. 또한, 산맥군의 지

형을 30, 60 % 등으로 줄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실험도 추후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1 수치모의실험 결과 분석  

3.1.1 사례 A에 대한 수치모의 실험 결과 분석

대관령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대인 2002년 12
월 8일 0900 LST를 기준으로 수행한 WRF 수치모의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Fig. 8a는 사례A
에 대한 규준 실험의 수치모의로, 72시간의 총 누적강

수량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WRF모델이 실제 강수량 

분포를 어느 정도 잘 모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측 자료를 이용한 총 누적 강수분포도(Fig. 3)와 비

교하여 보았다. Fig. 8a를 보면, 해안 지역에서 산맥 정

상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고 해안 지

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 보면, 강릉(41 mm)에서 대관령(93 
mm)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급증하여, 누적 강수의 최

대역이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여, 관측된 누적강수량 

분포도(Fig. 3)의 큰 패턴과 잘 일치하고 있어 WRF모

델이 산악지형에 의한 강제 상승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릉의 관측 강수량이 69 

mm인 점을 볼 때 강릉에서는 다소 적은 강수량을 모

의하였고, 반면에 대관령에서는 관측 강수량인 77 mm
에 비해 다소 많은 강수량을 모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WRF모델이 영동산악 지역

의 대설 현상의 큰 흐름을 잘 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북쪽 산맥군의 지형이 제거된 경우의 총 누적

강수량(Fig. 8b)을 정상적인 경우인 규준 실험의 총 누

적강수량과 비교하여 보면, 강수량 자체가 아주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동한만 부근에 형성

되었던 강수역은 지형이 제거되면서 강수역이 거의 사

라져 버렸음을 알 수 있다. Fig. 8c는 총 누적강수량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산맥군이 있는 규준 실험의 총 강

수량에서 산맥군이 없는 경우의 총 강수량을 뺀 그림

이다. 이 그림을 보면, 특히 동해안 산간 지역으로 강수

량의 증가가 뚜렷함을 잘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동해 인

근 해상에서도 강수량의 증가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강릉에서는 총 누적 강수량이 

규준 실험의 경우, 41 mm, 북쪽 산맥군 지형이 제거된 

경우, 16 mm, 그리고 대관령에서는 규준 실험의 경우, 
93 mm, 북쪽 산맥군 지형이 제거된 경우, 6 mm로, 산
맥군이 존재함에 따라 산맥군이 없는 경우에 비해 총 

누적 강수량이 강릉과 대관령에서 각각 156 %와 

1,450 %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9a는 2002년 12월 8일 0900 LST의 규준 실험

a) b)

Fig. 10. Surface streamline vali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a) from the control simulation and (b) from the simulation
without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the Fig.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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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모의로, 지표에서의 바람장이며, 또한 지형고

도를 100 m 간격의 음영으로 보여준다. Fig. 9a와 이

에 대응되는 유선도(Fig. 10a)를 같이 보면, 북쪽 산맥

군의 풍상측 중앙 부근에서는 풍속이 약함을 알 수 있

으며, 대부분의 바람은 북쪽 산맥군의 양쪽을 우회하

여 강하게 흘러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쪽 

산맥군의 북동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흘러 나가면서 기

류의 방향이 함경북도에서는 북서풍, 동해북부 해상에

서는 북풍, 그리고 성진 앞바다에서는 북동풍, 그리고 

원산 부근에서는 동북동풍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a) b)

Fig. 11. The surface pressure field vali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a) from the control simulation and (b) from the 
simulation without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2 hPa intervals).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the Fig. 11b.

a) b)

Fig. 12. The vertical cross-sections of v-w vector following path A (a) from the control simulation and (b) from the simulation
without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Length scales for the wind vector are given at the botto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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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즉, 북쪽의 산맥군에 의한 

강한 저지 효과로 풍상측의 기류는 산맥을 잘 넘어 가

지 못하고 산맥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

아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rbes et al.(1987)에 의

하면 산맥에 의한 저지효과는 Froude 수(이하 Fr로 약

칭)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mith(1979, 1989)
의 경우, 하층 기류는 F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산에 의하여 저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

우 산맥에 의한 저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Fr의 크

기를 산출해보았다. Fr의 수식은 Fr=U/NH로 U는 산

맥으로 유입되는 풍속의 크기이고, H는 산의 높이이며

N은 Brunt -Väisälä 진동수로, N= 이다. 

수치모의 자료로부터 북쪽 산맥군의 풍상측 지역(산맥

군의 중심으로부터 약 280 km 풍상측에 위치한 평지)
에 대하여 관련 기상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북
쪽 산맥군으로 유입되는 풍속의 크기인 U는 ~8 ms-1,
은 ~0.017이었다. 그리고 H는 제일 높은 산의 고도에 

가까운 3,000 m로 하였다. 이 값으로 구한 Fr의 크기

는 ~0.16으로 산맥의 저지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동 지역에서도 다소 강한 북동 기류가 유입

되면서 태백산맥의 풍하측으로 기류가 넘어가고 있어 

태백산맥의 경사면 상공에서 지형 효과에 따른 강수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쪽 산맥군의 남

서쪽으로 흘러 나가는 기류는 북동풍에서 거의 북풍계

열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쪽 산맥군의 지

형이 제거된 경우의 바람장(Fig. 9b)과 유선도(Fig. 
10b)를 같이 보면, 한중 국경부근에서는 북서기류가 

지배적이며, 대륙에서 동해상으로 나와서는 풍속이 다

소 증가하였고 풍향은 지형이 있는 경우와 다르게 주

로 북풍계열의 기류가 지배적이다. 한편, 영동해안 쪽

으로는 북동 기류가 아닌 북서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 
북쪽 산맥군의 존재 유무에 따라 풍향이 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람장의 차이를 뚜렷이 보기 위하여, 규
준 실험의 바람장(Fig. 9a)에서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바람장(Fig. 9b)을 뺀 차이도(Fig. 9c)를 보면, 
강원도와 함경남도 앞바다에서는 동남동에서 서북서 

방향으로의 벡터 차가 뚜렷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벡

터 차는 지형이 높은 산악군의 존재가 북풍계열의 바

람을 주로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전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북쪽 산맥군

의 풍하측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한 쌍의 

와동을 볼 수 있는데, 즉, 청진 부근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고기압성 순환을, 그리고 평안도 안주를 중심

으로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순환을 볼 수 있다. 참고

로, 이러한 형태는 Smolarkiewicz와 Rotunno(1989)가 

낮은 Froude number(0.22)로 성층화된, 그리고 균일

한 3 차원 기류가 종모양 형태의 고립된 산을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free-slip 하층 경계 조건을 적용한 

a) b)

Fig. 13. Same as Fig. 12, except for the vertical cross-sections of vertical velocity (20 cms-1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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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수치모델을 수행하여 찾아낸, 풍하측에 형성된 

한 쌍의 와동과 비슷한 형태이다. 
북쪽 산맥군이 있는 규준 실험의 지상 기압장(Fig. 

11a)을 보면, 저지대인 나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등

압선이 돌출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1034 hPa 등압선은 청진과 블라디보스톡을 지나가

고 있으며, 1032 hPa 등압선부터 1026 hPa 등압선까

지 거의 반원(half-circle)형을 유지하면서 등압선들이 

동해상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며, 특히 영동지역으로

는 등압선들이 거의 E-W(동-서)로 배열된 형태가 되

어 있다. 따라서 영동지역으로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유지되거나 강해지게 된다. 반면에 북쪽 산맥군이 제

거된 경우의 지상 기압장(Fig. 11b)을 보면, 대륙 고기

압 세력이 산악 지형이 제거된 평지위로 확장하여, 함

a) b)

c)

Fig. 14. Same as Fig. 8, except for the potential temperatu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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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해안을 따라 균일하게 남동진하여 등압선의 모습

이 함경도의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그리고 거의 직

선 형태로 등압선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즉, 1036 
hPa 등압선은 원산 남쪽에서 나진 부근을 거의 직선 

형태로 지나가며, 바로 근접한 1034 hPa 등압선도 거

의 평행하게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등압선의 

배열 방향은 NNE-SSW로 산맥군이 있는 경우(E-W 
배열)와 비교하여 볼 때 동풍 성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등압선 배열이다. 따라서 풍상측 산맥군

의 존재로 등압선 배열 방향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맥

군이 있는 경우, 동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

며, 이와 같은 결과는 Fig. 9와 10의 지상 바람장과 유

선 분석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Fig. 12와 Fig. 13은 원주와 대관령 그리고 강릉을 

가로지르는 경로 A를 따른 바람 및 연직 속도에 대한 

각각의 연직단면도이다. 규준 실험의 바람 및 연직속

도의 연직단면도 (Fig. 12a와 Fig. 13a)를 보면, 태백산

맥의 풍상측으로 강한 상승 기류가 존재함을 잘 볼 수 

있으며 최대 상승 속도는 약 60 cms-1 정도이다. 한편,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바람 및 연직 속도의 연

직단면도(Fig. 12b와 Fig. 13b)에서는, 태백산맥의 풍

상측 산 경사면에서 상승 기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상승 운동역은 오히려 해안선 쪽에 위치해있음을 보여

준다. 즉, 북한 지역에 주로 중심을 둔 산맥군이 영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산맥군이 제거되면

서 영동 지역에서의 풍속도 약해지고 그리고 풍향도 

북풍계열로 바뀜에 따라, 태백산맥의 경사면을 타고 

상승하는 운동도 약해져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쪽 산맥군의 지형이 있는 경우의 온위장(Fig. 

14a)을 보면, 268 oK 등온위선은 함흥 연안에서 북위 

40도선을 따라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동쪽으로 

뻗고 있으며, 함경남도 해안부근의 산 경사면에서는 

온도 골(thermal trough)이 형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 부근의 차가운 북동 기류가 산 경사면에 의해 저

지되면서 이곳으로 한기 축적(cold air damming; Stauffer 
and Warner, 1987)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Fig. 9a 
참고). 이 시각의 지상 기압장(Fig. 15)을 보면 온도 골

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기압 능이 위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산 측면을 따라 들어온 찬 공기의 축적

으로 공기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역학적으로 기압이 

상승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뒤에서 언급할 Fig. 
16을 보면, 북쪽 산맥군의 고도가 높아 북쪽에서 내려

오는 기류가 거의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을 우회하여 돌

아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단열 압축에 

따른 기온 상승 효과와 그에 따른 국지적인 기압하강

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한기의 침입 및 저지에 

따른 기압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함경남도 연안에서 북위 40도선을 따라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동쪽으로 뻗고 있었던 268 oK 등온위선

은,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남쪽으로 많이 이동하였고, 
등온위선의 끝이 제일 많이 남하한 지점은 거의 강릉 

앞바다까지 도달하였는데, 이동 거리로 환산하면, 무
려 약 240 km 정도이다 (Fig. 14b). 이러한 등온위선의 

남하는 북쪽 산맥군의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대륙성 

고기압에서 불어 나오는 한기가 거침없이 평지를 따라 

남하하였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북쪽 산맥군의 

존재가 한기의 남하를 억제하였음을 잘 보여 주는 것

이다. 이러한 온위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규준 실험

의 온위장(Fig. 14a)에서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온위장(Fig. 14b)을 뺀 차이도(Fig. 14c)를 보면, 대부

분의 영역에서 약 0~18 oK 정도 높았으며, 북쪽 산맥

군에 가까울수록 온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북쪽 산

맥군의 남쪽 지역인 함경남도 해안 부근에서는 약 

10~12 oK 정도로 아주 크게, 그리고 강릉과 대관령 부

근에서는 약 6 oK 정도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북한 지

역에 위치한 산맥군이 대륙성 한대 고기압의 장출에 

따른 한기를 저지시킴에 따라, 특히 북쪽 산맥군의 남

Fig. 15. Sea level pressure field vali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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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인근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Fig. 
16는 북쪽 산맥군의 풍상측과 산 정상 부근 그리고 풍

하측에서의 바람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쪽 산맥

군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 그린 바람의 연직단면도

이다. 경로 B(북쪽 산맥군을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가로질러 흥남 앞바다를 지나는 경로)를 따르는 바람

의 연직단면도(Fig. 16a)를 보면, 풍상측 기류는 대기

의 저층에서 산정상이 있는 고도 사이에서 거의 저지

되고, 산맥군의 남쪽 경사면으로 하강기류 대신에 상

승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 기류는 북쪽 산

맥군을 우회하여 남하한 찬 공기가 동한만 쪽으로 유

입되면서 형성된 동풍 계열의 바람중 일부가 남쪽 경

사면을 상승함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Fig. 9a 
참고). 경로 C(북쪽 산맥군을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가로질러 단천 앞바다를 지나는 경로)를 따르는 연직

단면도(Fig. 16b)를 보면, 경로 B와 다르게 북쪽 산맥

군의 남쪽 경사면으로 상층의 기류가 하강하고 있으

며, 단천 앞바다에서 다소 강한 상승 기류가 고도 2 km 

a) b)

c)

Fig. 16 The vertical cross-sections of v-w vector valid at 0900 LST 08 December 2002, following (a) path B, (b) path C, 
and (c) path D, respectively. Length scales for the wind vector are given at the botto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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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로 D(북쪽 산맥군을 북서

에서 남동 방향으로 가로질러 무수단 앞바다를 지나는 

경로)를 따르는 연직단면도(Fig. 16c)를 보면, 산 정상

의 상공 부근에는 하강운동이 있으나, 경로 B의 경우

와 다소 유사하게 남쪽 경사면 부근 고도 1. 2 km 이하

에서는 상승 운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층의 공기가 

하강하여 나타나는 단열 압축에 따른 기온 상승 효과

가 남쪽 경사면의 저층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 경로 B를 따르는 바람

의 연직단면도(Fig. 17)를 보면, 수평적으로 균일한 흐

름을 보여주며, 연직적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경압대기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기류

가 동해상으로 나오면서 다소 풍속이 증가하고 눈에 

띄는 상하운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경로 C와 

D를 따르는 바람의 연직단면도(그림 생략)도 이와 유

사하다. 
Fig. 18은 온위의 연직단면도이다. 경로 B를 따르는 

온위의 연직단면도(Fig. 18a)를 보면, 270 oK 등온위

선까지 산맥에 막혀 저지되어 남쪽 경사면의 온위가 

북쪽 경사면의 온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북쪽 산맥군의 능선을 기준으로 남쪽 영역내에서

는 상대적인 한기역의 중심이 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

고 있다. 한편 동해상에서는 동해의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의 공급을 받아 불안정한 연직 구조

( ∂θ/∂z < 0)를 볼 수 있다. 경로 C를 따르는 온위의 연

직단면도(Fig. 18b)를 보면, 남쪽 경사면의 상층에서 

하강하는 등온위선(267 oK)이 고도 약 900 m까지 뻗

고 있다. 그러나 경로 B의 경우처럼, 북쪽 산맥군의 능

선을 기준으로 남쪽 영역내에서는 상대적인 한기역의 

중심이 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경로 D를 따르

는 온위의 연직단면도(Fig. 18c)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남쪽 경사면 하단에 한기역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 경로 B를 따르는 온

위에 대한 연직단면도(Fig. 19)를 보면, 산맥군이 있는 

경우(Fig. 18a)보다 등온선의 배열이 보다 단순함을 알 

수 있다.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북서쪽에 위치한 차가

운 대륙성 공기가 저지 받지 않고 그대로 남동쪽으로 

남하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계속 남동진한 찬 

공기는 동해상으로 나아감에 따라 해면 부근에서의 열

과 수증기의 공급으로 연직 구조가  불안정 또는 중립

적으로 변하여 점차 혼합층의 고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 경로 C와 D
를 따르는 온위의 연직단면도(그림 생략)도 대체로 이

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북쪽 산맥군을 제거한 경우, 차가운 공기가 

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옴에 따라 동해상에는 기단변질

로 인하여 많은 층적운과 적운 형태의 구름들이 생성

될 좋은 대기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영동지역에

서의 바람이 북동풍이 아닌 북풍이면, 태백산맥과 영

동지역이 놓인 축에 대하여 보다 더 평행에 가까운 방

향이 된다. 따라서 해상에서 생성된 구름이나 또는 해

수면으로부터 대기 경계층으로 방출된 수분이 영동 지

역으로 이류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아지게 되며 

또한 태백산맥의 강제 상승 효과가 약화되어 영동 지

역에 많은 눈이 내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훈

과 이태영(1994)의 수치모의 실험에서 이미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이미 적절한 한기 이류가 

있는 상황에서 산맥군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추가적인 

한기의 유입보다는 북동풍의 존재 유무 자체가 영동 

지역의 강설량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북쪽 산맥군

이 있는 규준 실험(영동지역에서 북동풍이 지배적임)
이 북쪽 산맥군이 없는 모의(영동지역에서 북풍이 지

배적임)보다도 강설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3.1.2 사례 B에 대한 수치모의 실험 결과 분석

대관령에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대인 

Fig. 17. Same as Fig. 16a, except for no topography of the
northern mountain complex. Length scales for the wind
vector are given at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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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0일 2100 LST를 기준으로 수치모의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Fig. 20a는 사례 B에 대한 규준 

실험의 수치모의로, 36시간의 총 누적강수량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해안 지역에서 산맥 정상 쪽으로 가까

이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상대적

으로 강수량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정량적으로 보면, 강
릉(29 mm)에서 대관령(95 mm)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급증하여, 누적 강수의 최대역이 산 정상 부근에 위치

하여, 관측된 누적강수량 분포도(Fig. 6)의 큰 패턴과 

잘 일치하고 있어 WRF모델이 산악지형에 의한 강제 

상승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

릉의 관측 강수량이 22 mm인 점을 볼 때 강릉에서의 

수치모의 결과는 양호함을 알 수 있지만, 대관령은 관

측 강수량인 45 mm에 비해 다소 많은 강수량을 모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WRF
모델이 영동산악 지역의 대설 현상의 큰 흐름을 잘 모

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0b는 산맥군의 지형

이 제거된 경우의 36시간의 총 누적강수량으로, 규준 

a) b)

c)

Fig. 18. Same as Fig. 16, except for vertical cross-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1 K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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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총 누적강수량과 비교하여 볼 때, 강수 패턴은 

비슷하나 강수량의 크기에 있어 다소 감소하였고, 원
산만 서쪽과 북쪽 부근에 있었던 강수역은 지형이 제

거되면서 강수역이 사라져 버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2002년 12월 8일의 사례A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총 누적강수량의 차이는 

Fig. 20c에서 잘 볼 수 있는데, 특히, 동해안 산간 지역

으로 강수량의 증가를 잘 볼 수 있다. 강릉의 경우, 규
준 실험에서 총 강수량은 29 mm, 북쪽 산맥군의 지형

이 제거되었을 때, 총 강수량은 25 mm로 16 % 정도 

증가하였고, 대관령의 경우, 규준 실험에서 총 강수량

은 95 mm, 북쪽 산맥군의 지형이 제거되었을 때, 총 

강수량은 58 mm로 64 % 정도 증가하였다. 
Fig. 21a는 20일 1200 LST의 규준 실험의 수치모의

로, 지표에서의 바람장이다. Fig. 21a와 이에 대응되는 

유선도(Fig. 22a)를 같이 보면, 북쪽 산맥군의 풍상측

에서는 풍속이 약함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바람은 

북쪽 산맥군의 양쪽을 우회하여 강하게 흘러 나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며, 특히 북쪽 산맥군의 북동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흘러 나가면서 기류의 방향이 함경북도

에서는 북서, 동해북부해상에서는 북풍, 그리고 청진 

앞바다에서는 북동, 그리고 원산 부근에서는 동북동풍

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북동계열의 바람은 태백산맥을 넘어 서해안에

서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치모의 자

료로부터 북쪽 산맥군의 풍상측 지역(산맥군의 중심으

로부터 약 280 km 풍상측에 위치한 평지)에 대하여 관

련 기상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북쪽 산맥군으

로 유입되는 풍속의 크기인 U는 ~3 ms-1, N은 ~0.018
이었다. 그리고 H는 제일 높은 산의 고도에 가까운 

3,000 m로 하였다. 이 값으로 구한 Fr의 크기는 ~0.06
으로 사례 A의 경우보다 더 산맥의 저지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 21b는 북쪽 산맥군의 지형이 제거된 경우의 수

치모의로 지표에서의 바람장이며, Fig. 22b는 이에 대

응되는 유선도이다. Fig. 21과 Fig. 22를 같이 보면, 북
쪽 산맥군을 제거한 경우, 한만 국경부근의 지역에서

는 북풍계열의 기류가 지배적이며 대륙에서 동해상으

로 갈수록 풍속이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영동해안 쪽

에서는 북동기류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형이 있는 규

준 실험의 경우에 비해 풍속은 상대적으로 작다. Fig. 
21c는 이러한 바람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지형이 

있는 정상적인 경우의 바람장(Fig. 21a)에서 북쪽 산맥

군의 지형이 제거된 경우의 바람장(Fig. 21b)을 뺀 차

이도이다. 이 그림을 보면, 북쪽 산맥군의 북동쪽 하단

에는 시계 방향의 고기압성 순환을, 그리고 남서쪽 끝 

부분에는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순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도 앞바다에서는 바람 

벡터의 차이(동남동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향함)가 뚜

렷이 확인된다. 이러한 패턴은 2002년 12월 8일의 그

림(Fig. 9c)과도 아주 유사하다. 즉, 이러한 바람 벡터 

차이는 지형이 높은 산악군의 존재로 동풍 계열의 바

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북쪽 산맥군이 있는 규준 실험의 지상 기압장(Fig. 

23a)을 보면, 저지대인 나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등

압선이 돌출하는 형태로, 1034 hPa 등압선은 청진과 

블라디보스톡을 지나가고 있으며, 1032 hPa 등압선부

터 1026 hPa 등압선까지 거의 반원(half-circle)형을 

유지하면서 등압선들이 동해상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

다. 특히 영동지역으로는 등압선들이 거의 E-W(동-
서)로 배열된 형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영동지역으로

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유지되거나 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앞의 사례 A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에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지상 기압장

(Fig. 23b)을 보면, 대륙 고기압 세력이 산악 지형이 제

거된 평지위로 확장하여, 함경도 해안을 따라 균일하

게 남동진하여 등압선의 모습이 함경도의 해안선과 거

Fig. 19. Same as Fig. 17, except for vertical cross-sections
of potential temperature (1 K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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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행하게 그리고 거의 직선 형태로 등압선이 배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즉, 1034 hPa 등압선이 원산과 블

라디보스톡을 거의 직선으로 있는 형태이며, 바로 근

접한 1032 hPa 등압선은 거의 평행하게 남동쪽에 위

치해 있다. 이러한 등압선의 배열 방향은 산맥군이 있

는 경우(E-W 배열)와 비교하여 볼 때 동풍 성분이 상

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등압선 배열이다. 따라서 

풍상측 산맥군의 존재로 등압선 배열 방향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맥군이 있는 경우, 동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Fig. 21과 22의 지

상 바람장과 유선 분석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참고

로 사례 A의 대하여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에 비해, 다
소 등압선이 동-서 방향 쪽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

은 일본 큐수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Fig. 24와 Fig. 25는 원주와 대관령 그리고 강릉을 

가로지르는 경로 A를 따른 바람 및 연직 속도에 대한 

각각의 연직단면도이다. 규준 실험의 바람 및 연직속

a)

c)

b)

Fig. 20. Same as Fig. 8, except for simulated distributions of 36h accumulated precipitation ending at 2100 LST 21 January
2008.



364 북한 지역의 산맥군이 영동 지역의 겨울철 강설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 연구

도의 연직단면도 (Fig. 24a 와 Fig. 25a)를 보면, 태백

산맥의 풍상측으로 강한 상승 기류가 존재함을 잘 볼 

수 있으며 최대 상승 속도는 ~140 cms-1정도이다. 한
편,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바람 및 연직속도의 

연직단면도(Fig. 24b와 Fig. 25b)에서는, 태백산맥의 

풍상측 산 경사면에서 상승기류가 다소 약해져, 최대 

상승 속도는 ~100 cms-1정도이다. 즉, 북쪽 산맥군이 

영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산맥군이 제거

되면서 영동 지역에서의 북동기류가 다소 약해지고, 
이에 따라 태백산맥의 경사면을 타고 상승하는 운동도 

약해져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26a는 지표면 부근에서의 온위 분포도이다. 

268 oK 등온위선은 함흥 연안에서 북위 40도선을 따

a) b)

c)

Fig. 21. Same as Fig. 9, except for being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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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동쪽으로 뻗고 있으

며, 함경남도 해안부근의 산 경사면에서는 온도 골이 

형성되어있는데 이러한 등온위선의 패턴은 앞의 사례 

A(2002년 12월 7-8일의 사례)와 거의 유사하다. 한편, 
지형이 제거된 경우인 Fig. 26b를 보면, 함경남도 연안

에서 북위 40도선을 따라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

로 동쪽으로 뻗고 있었던 268 oK 등온위선은,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남쪽으로 다소 이동하여, 등온위선의 

끝이 제일 많이 남하한 지점은 원산 남쪽 앞바다까지 

도달하였는데, 이러한 남쪽으로의 이동 거리는 사례A
의 경우(Fig. 14b)보다는 다소 짧았다. 규준 실험의 온

위장(Fig. 26a)에서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의 온위

장(Fig. 26b)을 뺀 차이도(Fig. 26c)를 보면, 사례 A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약 0~18 oK 

a) b)

Fig. 22. Same as Fig. 10, except for the result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a) b)

Fig. 23. Same as Fig. 11, except for the surface pressure field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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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높았으며, 북쪽 산맥군의 남쪽에 가까울수록 온

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북쪽 산맥군의 남쪽 지역인 

함경남도 해안 부근에서는 약 8 oK 내외(사례 A의 경

우, 약 10~12 oK)로 다소 크게, 그리고 강릉과 대관령 

부근에서는 약 1 oK 내외(사례 A의 경우, 약 6 oK)로 

작았다. 이러한 분포는 북쪽 산맥군이 대륙성 한대 고

기압의 장출에 따른 한기를 저지시켜, 특히 산맥군의 

남쪽 인근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한편, 경로 B를 따르는 20일 2100 LST의 바람의 연

직단면도(Fig. 27a)를 보면, 풍상측의 기류는 산맥을 

넘지 못하고 풍하측에서는 오히려 북쪽 산맥군의 남쪽

a) b)

Fig. 24. Same as Fig. 12, except for being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a) b)

Fig. 25. Same as Fig. 13, except for being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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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쪽으로 산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는 기류의 흐름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 C를 따르는 바람의 연직단

면도 (Fig. 27b)는, 풍상측에서 기류가 고도 1.2 km 부
근에서 저지되고, 산 정상의 풍하측에서는 산경사면을 

타고 공기가 약 1 km 고도까지 하강하는 흐름을 보여 

주나, 경로 B와 유사하게 남쪽의 산경사면에서는 오히

려 상승 운동이 존재하여 북쪽의 한기가 북쪽 산맥군

을 넘어 남쪽으로 쉽게 내려오지 못함을 보여 준다. 한

편, 경로 D를 따르는 바람의 연직단면도(Fig. 27c)를 

보면, 풍상측 고도 2 km 이상에 위치한 기류는 산맥을 

넘어 남쪽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으나, 산경사면 아래에서의 풍속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8은 경로 B를 따른 온위의 연직단면도이다. 

최대 272 oK 등온위선이 산 정상에 막혀 있고 산맥군

의 남쪽 경사면에 찬 공기의 중심역이 자리 잡고 있는

a) b)

c)

Fig. 26. Same as Fig. 14, except for being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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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패턴은 경로 C와 경로 D를 따른 온위의 연

직단면도(그림 생략)에서도 볼 수 있다. 

4. 종합 및 결론 

북한과 한중 국경부근에 중심을 둔 산맥군이 영동 

지역의 강설량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위하

여, 북동기류와 관련되어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두 가

지 사례에 대하여 산맥군의 지형이 있는 조건과 지형

이 없는 조건을 각각 주어 수치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산맥군의 존재가 강설량의 증감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사례 A의 경우,  총 누적강수량을 보면, 지형이 있을 

때에는 강릉과 대관령에서의 총 누적강수량이 41 mm
와 93 mm 이었으나, 지형이 없을 때에는 16 mm와 6 
mm로, 산맥군이 존재할 때가 산맥군이 없을 때에 비

하여, 두 지역 모두 156 %와 1,450 % 정도 크게 증가

하였고, 사례 B의 경우, 지형이 있을 때에는 강릉과 대

관령에서의 총 누적강수량이 29 mm와 95 mm 이었으

나, 지형이 없을 때에는 25 mm와 58 mm로 두 지역 모

a) b)

c)

Fig. 27. Same as Fig. 16, except for being valid at 2100 LST 20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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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6 %와 64 % 정도로 각각 증가하였다. 즉, 북쪽 산

맥군의 존재로, 사례별로 다소 크기의 차이는 있었지

만, 영동 지역에서  강수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특히 대

관령에서 강수량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 바람장을 살펴보면, 북쪽 산맥

군을 제거한 사례 A의 경우, 영동 해안에서는 북동 기

류가 북서 기류로 바뀌었고, 사례 B의 경우, 북동 기류

가 북북동 기류로 풍향 변화가 있었다. 즉, 역으로 해석

하면, 산맥군의 존재로 북동 기류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

어진다. 즉, 북쪽 산맥군이 제거된 경우,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평지로 바뀐 함경도 지역으로 그대로 확장하

여, 함경도 해안을 따라 균일하게 세력이 남동진하여 

지상 등압선의 모습이 함경도의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

게 그리고 거의 직선 형태로 등압선이 배열하게 된다. 
이러한 등압선의 배열 방향은 산맥군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동풍 성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등압선 배열이다. 반면에, 북쪽 산맥군이 있는 경

우, 안정한 대기 상태(Fr<< 1)에 있는 풍상측 기류가 

저지 효과로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산맥군의 가장자

리를 따라 돌아 흐르면서 동해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때, 지형적인 영향으로 등압선의 배열이 거의 반원

(half-circle)형을 유지하면서 동해상에 나란히 배열되

게 되며, 특히 영동지역으로는 등압선들이 거의 E-W

(동-서)로 배열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영동지역으로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유지되거나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풍상측 산맥군의 존재로 등압선 배열 방향이 달라져, 
산맥군이 있는 경우, 동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직속도의 연직단면도에서, 산 경사면에서의 최대 

상승역의 크기가 사례 A의 경우 약 60 cms-1, 사례 B의 

경우 약 140 cms-1 정도이었으나, 북쪽 산맥군이 제거

된 경우, 최대 상승역의 크기가 사례 A의 경우 약 0 
cms-1, 사례 B의 경우 약 100 cms-1 정도로 약화되었다. 
한편, 온위도에서는 두 사례 모두에서, 산맥군이 제거

됨에 따라 한기가 보다 더 남쪽으로 남하하였음을 잘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해상에는 기단변질로 인

하여 해상에 많은 층적운과 적운 형태의 구름들이 생

성될 가능성이 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산맥군이 제거

됨에 따라 동해상에서의 바람이 북동풍이 아닌 북풍 

또는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면, 해상에서 생성된 구름

이나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대기 경계층으로 방출된 수

분이 많아져도 영동 지역으로 이류되는 양은 상대적으

로 작아지게 된다. 또한, 이훈과 이태영(1994)의 연구

에서 영동지역에서 북풍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북동풍

이 지배적인 경우보다 강설량이 보다 적어진다고 하였

으며, 이 연구의 수치모의 실험에서도 북풍인 경우, 태
백산맥의 강제 상승 효과가 약화되어 영동 지역에 많

은 눈이 내리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미 적

절한 한기 이류가 있는 상황에서 산맥군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추가적인 한기의 유입보다는 북동풍의 존재 

유무 자체가 영동 지역의 대설을 결정짓기 때문에, 북
쪽 산맥군이 있는 경우(북동풍이 지배적임)가 산맥군

이 없는 경우(북풍이 지배적임)보다도 강설량이 더 많

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실험 결과를 통하여, 겨울철 대륙성 한

대 고기압의 세력이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북한과 한

중 국경부근에 위치한 산맥군의 존재로 동해와 영동지

역에서의 기류 흐름이 보다 북동 기류로 전향됨에 따

라 영동 지역에 보다 많은 눈이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후, 이러한 풍향 변화에 관한 역학적인 분석과 

관련 모델링을 통하여 지형에 따른 기류 변화를 추가

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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