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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rain over the Gangwon region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rainfall, most of which are concentrated o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either part of Yeongdong and Yeongseo regions. According to its regional distribu-
tion, heavy rain events over the Gangwon region may be classified into Yeongdong and Yeong-
seo heavy rain in which rainfalls of more than 110 mm (6 hrs)−1 (heavy rain warning) have been
observed in at least one of the weather stations over only Yeongdong or Yeongseo region, but
over the other region the rainfalls are less than 70 mm (6 hrs)−1 (heavy rain advisory). To dif-
ferentiate between Yeongdong and Yeongseo heavy rain, 9 cases for Yeongdong heavy rain and
8 cases for Yeongseo heavy rain are examined on their synoptic and mesoscale environments
using some meteorological parameters and ingredients. In addition, 8 cases are examined in
which heavy rain warning or advisory are issued in both Yeongdong and Yeongseo regions.
The cases for each heavy rain type have shown largely similar features in some meteorological
parameters and ingredients. Based on an ingredient analysis, there are three common and basic
ingredients for the three heavy rain types: instability, moisture, and lift.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distinct and important process producing strong upward vertical motions may discrimi-
nate among three heavy rain types very well. Yeongdong heavy rain is characterized by strong
orographic lifting, Yeongseo heavy rain by high instability (high CAPE), and heavy rain over
both regions by strong synoptic-scale ascent (strong 850 hPa Q-Vector convergence, diagnos-
tics for ascent). These ingredients and diagnostics for the ingredients can be used to forecast-
ing the potential for regional heavy rain. And also by knowing which of ingredients is
important for each heavy rain type, forecasters can concentrate on only a few ingredients from
numerous diagnostic and prognostic products for forecasting heavy rai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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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원도 지역은 태백산맥과 동해의 직·간접적 영향
으로 호우, 대설, 강풍 등 다양한 종류의 재해기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방방재청
의 재해연보를 이용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최근 15년
(1996~2010) 동안 강원도가 전국에서 기상재해 피해
액이 가장 크고 인구대비 인명손실도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정일웅 등, 2007; 박기준 등, 2010; 이재
규 등, 2011). 특히 강원도에서 최근 10년(2001~2010)
동안 기상재해 피해액은 대부분 호우와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호우에 의한 총 피해액: 약 2조 3천억
원), 지역별로는 산지와 그 인접 지역(피해액의 크기
순서로 평창군, 인제군, 양양군, 정선군, 홍천군 등)에
서 높게 나타났다(이재규 등, 2011).
강원지역 호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호우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호우 사례에 따라 호우 발달
메커니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석과 유
재훈(2002)은 영동지역 호우와 영서지역 호우 사이에
는 발달 메커니즘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강원지역 호우 가운데 일부는 중규모 기상
현상이나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하는 기상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호우 사례는 수치모델의 발달
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정일웅
등(2007)과 이재규 등(2011)은 강원지역의 호우 피해
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호우 예보 가이던스
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호우를
진단/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상 인자(호우인자)의
선정과 정량적인 호우 점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검표에 사용할 정량적인 값뿐만 아
니라 호우인자마저도 호우의 발달 메커니즘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경우 호우 예
보 가이던스와 점검표의 개발과 작성을 위해서는 호
우의 특성, 즉 호우의 발달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중요하다.
소수의 연구자는 한반도 지역의 호우인자로 다양한
역학적 요소와 열역학적 요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동규와 박정균(2002)과 김진철 등(2008)은 한반도
호우에서 하층의 습윤도와 수렴, 하층 난기이류(바람
순전), 상층 소용돌이도, 상하층 제트, 연직 상당온위
변화가 호우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영철 등(2000)은 호우 사례에 대한 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BRN(Bulk

Richardson Number), 그리고 SRH(Storm Relative
Helicity)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CAPE가 6월에는
1000 J Kg−1 이하 7월에는 2000 J Kg−1 이상의 값이
많고 BRN은 50 이상이며, SRH는 60~150 m−2 s−2의

값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호우인자를 이용한 호우 점검표의 작성과 예
보 활용은 현업에서 지방 기상청의 예보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발표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조서환 등(2002)은 11개의 객관적 기상 변수와 예보
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호
우 점검표를 만들었다. 이 점검표를 호우 사례에 적
용했을 때 호우 진단 가능성이 높았고 또 호우 발생
12시간 전에도 이 점검표를 이용할 때 호우 예측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노준우(2003)는 호우를 유
발하는 강제력 항으로 각각 15개의 역학적 변수와 열
역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호우가 발생하기 12시간 전
에 나타나는 종관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재병(2001)
과 이재병 등(2004)은 호남지방 호우에 대해서 종관
과 중규모적 예측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호
우 사례를 먼저 종관 특징에 따라 3가지 유형(synoptic,
meso-high, frontal)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
여 습수, 수렴, 온도와 습도 이류, 제트, 그리고 열역
학적 변수를 호우인자로 사용하여 호우 예측을 시도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이재병(2001)과 이재병 등(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요
호우인자를 조사할 때 호우와 연관된 종관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addox et al.(1979)
과 Doswell et al.(1996) 등은 호우가 다양한 종관 환
경에서 관측될 수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몇몇 호우에
서는 뚜렷한 종관적 특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Woodcock(1980)은 호우와 호우인자 사이의 관계성은
종관 패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위의 관계성은 비
슷한 종관 패턴을 가지는 호우 사례에 대해서 구해져
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onrad(1997)는 종관 환경에
따라 호우인자가 서로 다름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종
관 패턴 혹은 종관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은 호우의
발달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호우인자 연구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예보관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많은 수의 기상인자를 다룬다는 것
이다. 물론 호우인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호우가 복
잡한 기상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그러
나 호우인자를 찾는 과정이 호우와 연관된 전형적인
대기의 특징을 찾는 과정이 되면서 호우인자는 중복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세분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면
에서 Doswell et al.(1996)은 ingredients 기반의 방법
론을 제안한다. 여기서 ingredients란 직접적으로 호우
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물리 과정이나 물리량을 의미
한다. 이 방법은 호우와 호우인자 사이의 통계적 관
계성 보다는 이들 사이의 물리적 연결, 즉 호우의 기
본적인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와 호우를 일으키는 물
리적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강원지역 호우 가운데 호우 특보(주의보와 경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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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사례는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높은 강우
율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난다. 여기서 강우율은 강수
효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수증기량과 공기의 상승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호우 사례를 조사할 때
공기의 상승에 기여하는 주된 물리량과 물리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강원지역 호우에 있어서 공기의 상승에 기
여하는 요소는 간단하게 대기 불안정, 지형치올림
(orographic lifting), 그리고 종관 역학적 강제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Doswell et al., 1996; Lin et al.,
2001; Wetzel and Martin, 2001). 이 연구에서는 영동
지역 호우와 영서지역 호우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
하여 두 종류의 호우 각각에 대해서 호우인자를 조사
하고 이 호우인자로부터 ingredients의 차이, 즉 두 종
류 호우에 있어 발생 메커니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10년(2001~2010) 동안의 강원
지역 호우 사례를 3가지 호우(영동호우, 영서호우, 영
동·영서호우)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서 먼저
호우 특보(주의보와 경보)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관측
된 사례를 선정하고 강우량의 지역적 분포 특성, 즉
영동과 영서 지역의 강우 분포 차이를 이용하여 위의
3종류의 호우로 분류한다. 그리고 3가지 호우 유형에
기여하는 주된 ingredients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기
상요소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각각의 호우 유형에 대
한 기상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중
요한 ingredients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기상요소
와 ingredients를 이용하여 영동호우와 영서호우의 특
성을 비교한다. 4장에서 주된 결과를 요약하고 이들
결과가 강원지역 호우를 예보하는 예보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의한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호우 사례 분류

강원 지역 호우 사례는 10년간(2001~2010년) 강원
지역 11개 지점(속초, 강릉, 동해, 철원, 춘천, 홍천,
원주, 영월, 태백, 대관령, 인제)의 시간 강수량 자료
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
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지
역에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경우 각각 영동호우, 영

서호우라 정의하였다. 영동지역의 강수자료는 그 지
역을 대표하는 속초, 강릉, 동해 자료를 사용하였고,
영서지역은 철원, 춘천, 홍천, 원주 자료를 사용하였
다(Fig. 1). 이렇게 강원도 지역을 영동과 영서지역으
로 나눈 이유는 두 지역의 강수 메커니즘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진석과 유재훈, 2002). 반면
인제, 대관령, 영월, 태백은 영동과 영서지역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동과 영서의 강우 메커니즘이 함
께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11개 지점 가운데 7개 지점 시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영동, 영서지역에 발생한 호우특보에 해당
하는 강수량 자료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영
동, 영서호우 사례를 분류하였다.
호우 특보의 기준은 2011년 5월에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기상청, 2011). 과거의
기준은 80 mm (12 hr)−1 이상(주의보)와 150 mm (12 hr)−1

이상(경보)이었으나, 최근 70 mm (6 hr)−1 이상 혹은
110 mm (12 hr)−1 이상(주의보), 110 mm (6 hr)−1 이상
혹은 180 mm (12 hr)−1 이상(경보)으로 강화되고 세분
화 되었다. 특이한 점은 현재의 호우특보기준이 12시
간 누적 강수량뿐만 아니라, 6시간 누적 강수량 자료
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우특보기준이 강화
되었기 때문에, 호우특보의 빈도는 과거 기준을 적용
했을 때 보다 현재 특보기준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또한 강원지역 최근 10년(2001~2010년) 강수량 자료
분석에서 호우특보의 빈도는 12시간 누적 강수량보다
6시간 누적 강수량을 사용했을 때 그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동호우, 영서호우

Fig. 1. Topography of the Gangwon region and locations of
weather  stations used in this study.

Table 1. Warning and advisory criteria for heavy rain.

Warning and advisory criteria for heavy rain

Past Present

Advisory More than 80 mm (12 hr)−1 More than 70 mm (6 hr)−1 or 110 mm (12 hr)−1

Warning More than 150 mm (12 hr)−1
More than 110 mm (6 hr)−1 or 180 mm (12 hr)−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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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분류할 때 호우특보의 기준으로 6시간 누적
강수량 자료를 사용한다.
강원지역 호우 사례를 분류하기 위하여 먼저 강원
지역에 강수 사례가 나타난 경우 각 지점별로 호우특
보에 해당하는 강수자료를 조사한다. 그리고 이 자료
를 이용하여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세 지점(속초, 강릉,
동해)의 어느 한 지점에서만 호우경보에 해당하는 강
수량이 관측되었을 때 영동호우 사례로 분류한다. 이
경우 영서를 대표하는 네 지점에서는 호우 주의보 혹
은 경보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지 않았다. 반대
로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네 지점(철원, 춘천, 홍천, 원

Table 2. Features associated with maximum 6-hour rainfall in the study area for 9 cases of Yeongdong heavy rain.

List
number

Date Time (KST) Station
Precipitation

amount mm (6 hr)−1
24 hour predicted precipitation

(RDAPS30) mm (6 hr)−1

1 2002.07.05 052100-060200 Sokcho 124.0 -
2 2002.08.31 1800-2300 Gangneung 399.5 -
3 2003.09.13 0000-0500 Gangneung 193.0 185.3
4 2004.07.04 1400-1900 Sokcho 186.0 081.3
5 2004.08.19 0800-1300 Donghae 154.5 061.5
6 2005.09.06 1300-1800 Gangneung 121.5 024.4
7 2005.10.18 1900-2400 Gangneung 112.5 020.5
8 2006.07.10 1400-1900 Donghae 133.0 15.
9 2006.10.23 1000-1500 Gangneung 216.5 030.6

Table 3. Features associated with maximum 6-hour rainfall in the study area for 8 cases of Yeongseo heavy rain.

List
number

Date Time (KST) Station
Precipitation

amount mm (6 hr)−1
24 hour predicted precipitation

(RDAPS30)  mm (6 hr)−1

1 2002.08.06 0000-0500 Cheorwon 182.5 -
2 2003.08.20 0100-0600 Chuncheon 112.5 38.3
3 2006.07.12 1200-1700 Chuncheon 129.5 122.1
4 2006.07.27 1600-2100 Hongcheon 144.0 20
5 2007.08.09 1300-1800 Hongcheon 96. 30~40
6 2010.08.14 142200-150300 Cheorwon 113.0 10.1
7 2010.09.09 092100-100200 Chuncheon 103.5 3
8 2010.09.21 1800-2300 Wonju 182.5 10

Table 4. Features associated with maximum 6-hour rainfall in the study area for 8 cases of Yeongdong · Yeongseo heavy rain.

List
number

Date Time (KST) Station
Precipitation

amount mm (6 hr)−1
24 hour predicted precipitation

(RDAPS30) mm (6 hr)−1

1 2001.07.15 0500-1000 Chuncheon 158.5 -
2 2003.08.24 0000-0500 Cheorwon 88. 103.8
3 2003.09.18 1000-1500 Chuncheon 089.5 48.
4 2006.07.16 0100-0600 Hongcheon 143.0 086.6
5 2008.07.24 1400-1900 Cheorwon 151.5 146.9
6 2009.07.09 1100-1600 Hongcheon 148.0 079.4
7 2009.07.12 0900-1400 Hongcheon 119.5 136.0
8 2009.08.12 0100-0600 Cheorwon 134.0 071.3

주)의 어느 한 지점에서만 호우경보에 해당하는 강수
량이 관측되고 영동지역(3지점)에서는 호우특보(호우
주의보와 경보)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지 않았
을 때 영서호우 사례로 분류한다. 그러나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서 함께 호우특보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
측되었을 때 이 경우는 영동·영서호우라고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서 어려운 점은 강수 사례가 장시간 즉,
며칠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강수 사례가 단일
강수 사례인지 아니면 복수의 강수 사례인지 정확한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우특보에
해당되는 강수도 여러 시간대에 걸쳐 관측된다. 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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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강수 사례에서 6시간 누적 강수량이 호우 특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위의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강원지역의 10년간(2001~

2010년) 강수를 분류한 결과 영동호우는 9사례, 영서
호우는 8사례, 영동·영서호우는 8사례로 각각 나타
난다. Tables 2~4에 분류된 호우 사례에서 6시간 누
적 최대강수량이 나타난 날짜, 시각(6시간 구간, KST),
지점, 6시간 누적 강수량을 보여준다. 선정된 총 25
개 호우사례는 7월~10월 사이에 분포한다. 영동호우
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월별 2~3개로 고르게 분포
하며 반면, 영서호우와 영동·영서호우는 7월과 9월
사이에 분포하며, 각각 8월(8사례 중 4사례)과 7월(8
사례 중 5사례)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영동호우의 경
우에는 10월에도 호우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영동호우의 경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고루 분
포하나 최근 5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서호우
와 영동·영서호우는 2010년과 2009년에 각각 3사례
로 최근에 보다 많이 나타난다. 호우사례 분포에서
일변화를 살펴보면 영서호우는 오후부터 다음날 오
전 5시(13시부터 다음날 5시)에 주로 분포한다(Fig.
2). 여기서 일분포는 각각의 호우사례에서 6시간 누
적 강수량이 최대인 시간대를 조사하고 이 시간대의
일 빈도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다. 위의 결과로부터
영서호우가 지면가열에 의한 대기불안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영동호우와 영
동·영서호우의 일분포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강원지역 호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2006년 7월 16일 사례에 잘 나타난다. 이 사례의 경
우 강수는 대략 15일 새벽에 시작되어 19일 새벽까
지 계속된다. 또한 호우특보의 경우 15일에 강릉과
동해에서 호우경보 그리고 춘천에서 호우주의보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었고, 16일에는 홍천에서
호우경보 그리고 동해, 철원, 원주에서 호우주의보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5일
과 16일을 하나의 강수 사례로 판단하고 영동·영
서호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영서호우의 경우 2007년
8월 9일과 2010년 9월 9일 사례는 약 100 mm에 가

까운 강수량을 보였으나(강수량이 호우경보에 해당
되지 않음), 사례 수가 적어 추가로 분류하고 선정
하였다.
위의 호우 사례에서 6시간 누적 강수량 예보가 얼
마나 어려운지 조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생산한
RDAPS30(공간분해능: 30 km)의 24시간 예측 강수자
료(6시간 누적 강수량)를 조사하였다. 이 자료는 수치
모델이 24시간 전에 예측한 강원 지역 6시간 누적 강
수량의 공간분포에서 최대값이다. 영동호우의 경우 수
치모델 예측 평균 강수량(59.8 mm (6 hr)−1)은 관측 평
균 강수량(159.6 mm (6 hr)−1)의 약 37%이며 이 값은
RDAPS30 강수자료가 존재하는 7사례에 대해서 평균
한 값이다. 그리고 영서호우와 영동·영서호우의 경
우 각각 7사례에서 수치모델이 관측 강수량의 약 27%
와 약 77%를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동·영서호
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영동호우와 영서호우가 예
측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2.2 기상 조건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영동호우와 영서호우의 발
달 기작에 있다. 즉, 영동호우와 영서호우의 주된 강
수 기작은 무엇이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보관이 영동호우와 영서호우를 예보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기상요소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호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기상요소를 예보
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상 자료를 중심으로 조
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요소는 방대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일부 기상요소를
선택하여 조사한다. 이들 기상요소는 Table 5에 나타
나 있다. 그리고 이 기상요소를 중심으로 3가지 호우
유형(영동호우, 영서호우 그리고 영동·영서호우)과

Table 5. Meteorological parameters used in representing the
selected heavy rain events for this study.

Variable Abbreviation

700 hPa dew-point depression
Mixing ratio
850 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K-index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500 hPa Abs. Vorticity
500 hPa Pot. Vorticity
500 hPa Div. Q
850 hPa Abs. Vorticity
850 hPa Div. Q 
850 hPa Convergence
200 hPa Divergence
Precipitation water
Strom relative helicity

Dd700
ω
EPT850
Kind
CAPE
AV500
PV500
DQ500
AV850
DQ850
C850
D200
PW
SRHFig. 2. Diurnal Distribution of Yeongseo heavy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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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호우인자와 ingredients를 조사한다.
Table 5에 나타난 기상요소의 목록은 국지적 기상
조건과 종관적 조건을 보여주는 기상 요소를 포함한
다. 국지적인 기상 요소는 라디오존데, 수직측풍장비,
그리고 부이의 관측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열역학
적 특성과 바람 자료이다. 예를 들어 K-index, CAPE,
SRH, 혼합비, 총가강수량 그리고 하층제트는 라디오
존데 고층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상과 상
층 풍향과 풍속은 부이와 수직 측풍 장비에서 얻는다.
그러나 관측 자료가 없거나 기상요소의 분포(습수
와 상당온위)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수치모델 가운
데 하나인 RDAPS30의 00 hr 예보장을 사용한다. 종
관적인 기상 요소는 종관 역학에 기인하는 연직 운동
에 대한 강제항 혹은 진단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하층 발산과 절대 소용돌이도, 위치 소용돌이도,
Q벡터의 발산을 이용한다.

RDAPS30 예측자료는 공간분해능이 30 km × 30 km
이고 시간분해능이 3시간인 자료이나, FAS에서는 0000
과 1200 UTC에만 예측자료를 제공한다(임병환 등,
2002). 이 연구에서는 분석장으로 00 hr 예보장을 사
용한다. 따라서 각각의 호우 사례에서 6시간 최대 강
수량이 나타난 기간 내에 RDAPS30 00 hr 예측자료
가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호우 사례에서 최대
강수(6시간 강수량)가 나타난 시간과 수치모델이 자
료를 생산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강수
량이 나타난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RDAPS30
00 hr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몇 사례에서는 호우
시간과 수치모델 분석장 사이에 최대 약 6시간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조사에서 RDAPS30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이
모델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지역 모델 가운데 보다
더 장기간(2003년부터~현재)의 수치모델자료를 제공
하고 있고 또 예보관이 기상청의 FAS(Forecaster’s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이들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병환 등, 2002). 따
라서 FAS를 이용하면 RDAPS30 자료를 쉽게 시각화
하고 특징적인 공간분포에 대해서 정량적 값을 추출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각각의 호우 사례
에 대해서 RDAPS30 자료를 FAS를 이용하여 기상 요
소 값의 공간분포를 조사하고, 시각적 조사(visual
examination)를 통해 공간분포의 특징에 대한 정량적
값을 추출한다.
위에서 선택한 기상 요소와 호우 발달 메커니즘과
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ingredients 기반의 방
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강원지역 호우와 관련된
주된 ingredients는 충분한 수분의 공급과 강한 상승
속도이고, 또한 공기의 상승에 기여하는 주된 ingredients

는 대기 불안정, 지형치올림, 그리고 종관 역학적 강
제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기의 습윤도는 혼합
비, 습수 그리고 가강수량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가강
수량과 지상 혼합비는 고층 자료가 있는 경우 단열선
도에서 구한다. 그러나 영동 호우의 경우는 동해 부
이 관측 자료로부터 상대습도, 기온, 그리고 기압을
이용하여 지상 혼합비를 구한다. 상층 700 hPa에서의
습수는 RDAPS30 자료를 사용한다.
대기불안정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안정도 지수
인 CAPE와 K-index를 사용하고 또한 상당온위(EPT)
와 위치소용돌이도(PV)를 조사한다. CAPE, K-index
와 EPT는 단열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데 호우가 나타
나는 위치에 따라 속초와 오산의 고층 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한다. 고층 관측은 오산에서 하루 4회(0000,
0600, 1200, 1800 UTC), 속초에서 하루 2회(0000, 1200
UTC)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속초의 경우 2005년까
지 0600과 1800 UTC에도 수치모델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자료도 조사에 사용하였다. PV는 RDAPS30
의 500 hPa 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대류운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람시어(wind shear)를 조사
하기 위하여 단열선도에서 구한 SRH를 조사한다.
호우에 미치는 강원지역의 지형효과는 산의 경사도,
산 쪽으로 부는 바람의 산에 수직인 바람 성분 그리
고 혼합비와 관련되어 있다. 산에 수직인 바람 성분
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 정보와 바람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바람 자료를 동해부이와 강
릉 수직 측풍 장비의 관측 자료를 사용한다. 동해부
이는 동해상(37.5oN, 130oE)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
의 영향이 없고 수직 측풍 장비에 비해서 관측 기록
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악 지역에서 상당
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
산악 주변의 바람을 대표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수직 측풍 장비는 하층 대기에서 바람의 연직
분포를 잘 보여주나 최하층 바람 자료가 지형의 영향
을 받는 단점과 관측 기록이 짧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관측 기기의 바람 자료를 이
용하였다. 부이 바람 자료가 없는 경우 RDAPS30 혹
은 RDAPS10 바람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관규모 상승에 기여하는 기상 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절대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리고 상·하
층 발산에 대한 RDAPS30 자료를 분석한다. 절대소
용돌이도와 Q벡터 발산은 대기의 하층과 중층을 조
사하기 위하여 850과 500 hPa 자료를 그리고 상·하
층 발산은 200과 850 hPa 자료를 분석한다. 이들 기
상요소는 호우 사례가 발생한 지역에서 뚜렷한 수치
모델 값이 나타난 경우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뚜렷한 분포 특징을 보이는 지역의 위치와 이
지역의 최대값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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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영동호우

영동호우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기간(2001~
2010년) 동안에 나타난 9개의 호우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호우가 예상될 때 예보관들이 주목해야 할 기
상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각각의 사례에 대하
여 종관일기도와 기상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특징
들을 Table 6에 요약한다. 표에서 빈칸은 자료가 없
음을 의미한다. 영동호우와 관련된 종관일기도의 특
징 가운데 하나는 태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는 것이다. 9개 사례 가운데 7개 사례가 태풍과 관
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
생한 사례이다. 그 가운데 3개의 사례는 태풍중심으
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태풍 전면에서 발
생했고, 4개의 사례는 태풍 중심에 가까운 영향권 내
에서 발생했다. 즉,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영동
호우는 태풍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영동 호우 9개 사례 가운데 나
머지 2개의 사례는 모두 10월에 발생했다. 이들 가
운데 2006년 10월 23일 사례는 동해에서 발달하는
저기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김인혜 등, 2012).
그러나 2005년 10월 18일 사례에서는 지상과 상층
일기도의 영동지역 부근에서 저기압을 발견할 수 없
었고, 단지 위성영상에서 작은 대류운의 발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동호우와 관련된 바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발생한 6개의 호우 사례는 강릉 수직 측풍 바람
자료에서 지상과 대류권 하층에서 모두 동풍 계열의
풍향을 보였고 500 m 고도에서의 풍속은 10 m s−1 이
상의 값을 보였다. 또한 수직 측풍 바람 자료가 없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의 2개의 호우 사례에서도 동

해 부이 자료에서 동풍 계열의 풍향과 10 m s−1 이상
의 풍속을 보였다. 수직 측풍 자료와 부이 자료가 없
는 2003년 9월 13일 사례는 RDAPS30 자료에서 마
찬가지로 동풍 계열의 바람과 10 m s−1 이상의 풍속
을 보였다. 그래서 영동 호우의 바람 특성은 지상과
대류권 하층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과 강한 풍속(10 m
s−1 이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수직 측풍 바람 자
료와 부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2개의 사례에서 풍향
이 일치하지 않는데 2004년 7월 4일 사례의 경우 곡
률이 큰 저기압 중심이 속초 부근을 통과 하면서 풍
향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2006년
10월 23일 사례의 경우는 6시간 최대 강수량이 나타
난 바로 다음시간에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
었기 때문에 이 또한 관측 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9월 6일 사례의 경우 부이 자료
도 존재하지 않고 RDAPS30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서
RDPAS10 자료를 사용했다.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볼 때 영동호우의 바람특성은 위의 결
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요소 가운데 종관적 바람장에 기인하는 상승류
를 조사하기 위하여 절대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
리고 PV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들 요소는 상승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 분석에 중요하다. 절대소
용돌이도(500 hPa) 분포에서 뚜렷한 양의 값(약 10~
25 × 10−5 s−1)이 강원지역 부근에 나타나며, 영동 지역
은 절대소용돌이도 분포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
리고 500 hPa의 Q벡터 발산에서 7개 사례 가운데 4
개 사례에서 음의 값(−15~−30 × 10−16(km2s)−1)이 나타
나고, 나머지 3개 사례(2005년 9월 6일 사례, 2005년
10월 18일 사례, 그리고 2006년 7월 10일 사례)에서
는 오히려 양의 값 혹은 0에 가까운 값이 나타난다.
반면 500 hPa의 PV는 7개 사례 모두에서 1~3 PVU의

Table 6. An estimate of some meteorological parameters used to manifest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Yeongdong heavy rain.
* and ** denote RDAPS30 and RDAPS10 data, respectively.

Synoptic-scale features Instability Moisture Wind (m s−1)

Case
Synoptic
system

DQ500
(km−2s−1

× 10−16)

AV500
(10E-5 s−1)

Kind
PV500
(PVU)

EPT
850
(K)

Dd
700

PW
(mm)

ω
(g

kg−1)
Buoy

Wind
Profiler

2002.07.05 typhoon - 301 10.3 16 ESE 12.0
2002.08.31 typhoon 27 324 49.2 17 E~ESE 15.8
2003.09.13 typhoon −15.6 12~16 32 1~1.5 333 1 55.4 E 15*
2004.07.04 typhoon −30 14~16 38 1 345 1~2 59.6 17 SW~WSW 12.8 SE 10~15
2004.08.19 typhoon −30 16 27 1~1.5 326 0~1 54.5 19 S~SSE 11.7 NE~ENE  20
2005.09.06 typhoon - 23** 27 1~1.5** 323 0** 46 13 NE 15.8** NNE 15
2005.10.18 20 19 27 1 306 10 20.9 08 E~ENE 10.3 ENE 10
2006.07.10 typhoon 5~25 18 31 1~3 336 1~3 60.6 15 N 10.7 ESE 10~15
2006.10.23 −30~−50 20 2~2.5 1 10 N~NNE 16.1 N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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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영동 호우가 일부
는 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바람장에 기인하는 상승류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강한 PV(상
층 불안정)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50 hPa EPT는 306~350도 사이에 넓게 분포하며 계
절과 관련된 변화를 보인다. 즉 여름철에 높고 가을

철에 낮은 값을 보인다.
강한 호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의 공
급이 필요하다. 영동 호우 사례와 관련된 대기의 습
윤도에서 700 hPa 습수는 2005년 10월 18일 사례를
제외하고 0~2 사이이고 지상의 상대 습도와 혼합비
그리고 가강수량은 각각 약 90% 이상과 8~19(g kg−1)

Fig. 3. Time-height cross section of horizontal wind observed by wind profiler at Gangneung for (a) 1400-1900 KST 4 Jul.
2004; (b) 0800-1300 KST 19 Aug. 2004; (c) 1300-1800 KST 6 Sep. 2005; (d) 1900-2400 KST 18 Oct. 2005; (e) 1400-1900
KST 10 Jul. 2006; (f) 1000-1500 KST 23 Oct. 2006 (adapted from KMA). Solid lines are drawn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vertical domain associated with easter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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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약 20~60 mm를 보인다. 여기서 혼합비와 가강수
량은 EPT와 같이 계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
기서 지상 혼합비는 동해 부이 자료의 상대습도, 기
온, 그리고 기압을 이용하여 구한 값이다. 대기불안정
도 조사에서 CAPE 값은 없거나 작아 표에서 제외하
였고 K-index는 자료가 존재하는 5사례 가운데 2사례
가 35 이상 그리고 3사례가 30 이하 값을 보였다. 따
라서 영동 호우 사례가 공통적으로 수분의 공급이나
대기불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한편 2005년 10월 18일 사례에서는 지상일기도나
상층일기도에서 영동지역 부근에 저기압 중심을 발견
할 수 없었고, Q벡터의 발산도 큰 양의 값을 보이고,
그리고 700 hPa 습수도 10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례는 RDAPS30에서 모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동호우에서 바람의 연직 분포에 나타난 특징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강릉 지역의 수직 측풍 바람
자료를 조사하였다. Fig. 3은 6개 영동호우 사례 각각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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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6시간 누적 강수량이 최대인 시각(6시간
동안)의 바람 자료이다. 이 그림에서 풍향이 0도에서
170도 사이인 경우 동풍 계통의 바람으로 정의하고
이 바람이 관측된 영역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Fig. 3에서 2004년 7월 4일 사례를 제외한 5개 사례
의 공통된 특징은 동풍 계통의 바람이 고도 약 4 km
이상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0월 18
일 사례를 제외한 5개 사례에서 고도 1~2 km 이상의
풍속은 약 40 kts 이상이다. 그리고 하층 1 km 이하

(이 논문에서 하층 대기라 함)에서는 6개 사례 모두
에서 약 20 kts 이상이다. 여기서 하층 1 km 고도는
대략적으로 태백산맥의 고도이고 하층 1 km 이하의
풍속은 태백산맥 고도 아래에서의 값이다. 따라서 영
동호우에서 바람의 연직 분포에 나타난 특징은 지상
에서 고도 약 4 km까지 동풍 계통의 풍향과 지상부
터 상층 약 4 km까지 나타나는 약 20~40 kts 이상의
강풍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풍향과 풍속을 보다 자세히 조사해 보면 고도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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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m 이하에서 주 풍향이 북동인 사례와 남동인 사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 풍향이 북동인 3개의 사례
(2004년 8월 19일 사례, 2005년 9월 6일 사례 그리
고 2006년 10월 23일 사례)에서 하층 대기의 바람은
약 30 kts 이상으로 주로 북풍에 가깝고 상층 1~2 km
에서는 북동풍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사례에서 최
대 강수량은 모두 강릉에서 관측된다. 이러한 연직
풍향의 변화는 영동지역에서 대설이 발생할 때 자주
나타나는데 산맥에 의한 저지 효과로 설명되어왔다
(정광범 등, 2004; 조구희 등, 2004; 이재규와 김유진,
2008).

한편 주 풍향이 남동인 2개의 사례(2004년 7월 4일
사례와 2006년 7월 10일 사례)에서 고도 1~2 km 이
상의 바람은 주로 남동풍이다. 그러나 2004년 7월 4
일 사례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는 고도가
1400 KST에 약 5 km로부터 1900 KST에는 약 2 km로
점차 낮아지고 하층 대기에서는 풍향이 북동에서 남
동으로 급변하는 변화경향을 보인다. 이 사례에서 6
시간 누적 최대강수량은 속초에서 관측되고 최대시간
강수량은 1700 KST에서 67 mm hr−1이다. 전계학(2011)
은 이 호우 사례는 태풍 민들레가 온대저기압화 과정
을 거쳐 한반도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통과해 가
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례에서
강릉에서는 최대시간강수량(17 mm hr−1)이 1200 KST
에 관측되었고 이 때 바람자료에는 고도 약 5 km까
지 동풍 계열의 바람 그리고 하층 대기에서는 약 15~
20 kts의 북동풍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온대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 호우 사례에
서 속초의 하층 바람은 강한 북동풍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RDAPS30 모델 분석장의 바람도 비슷한 결과
를 보인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2006년 7월 10일 사
례로 하층 대기의 풍향이 주로 동풍이며 6시간 누적
최대강수량은 동해에서 관측된다.
위 수직측풍바람 분석에서 특이한 사례는 2005년

10월 18일 호우이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는 고
도는 약 4 km로 다른 5개 사례와 비슷하나 고도 1 km
이상에서의 풍속은 약 10~20 kts로 다른 호우 사례에
비해 매우 약하다. 하층 대기의 풍향은 대부분 동풍
에 가깝고 풍속은 10~25 kts이다. 그리고 이 사례는
위의 대기 안정도, 습윤도, 종관 역학장 분석에서 언
급한 것처럼 PV를 제외하고 호우 가능성을 진단할 어
떤 특징적 요소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호우
사례는 종관이나 중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한 사례이다.
영동지역에서 지형에 의해서 강제된 공기의 상승
속도(w)는 태백산맥의 동쪽 경사도와 그 경사면에서
의 바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h(x, y)는 고도이고 는 수평 바람벡터이다.
는 태백산맥의 경사도를 벡터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벡터 식은 다음과 같이 스칼라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U는 태백산맥이 위치한 방향(북북서에서 남남
동 방향)에 수직인 하층 바람의 풍속이고 그리고 ∂h
∂n−1는 태백산맥에 수직인 방향의 동쪽 경사도이다.
바람이 동해에서 태백산맥 쪽으로 불어 들어올 때 w
는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 지형에 의한 공
기의 상승속도는 산맥의 경사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면 산맥에 수직인 바람의 풍속에 비례한다. 영동 호
우 사례에서 최대 강수량이 강릉에서 관측된 경우 고
도 2 km 이하의 바람에 나타난 특징은 약 30 kts 이상
의 강풍과 대부분 북동풍과 북풍인 풍향이다. 이러한
조건은 위의 지형치올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
건과 대체로 일치한다(Lin et al., 2001). 그러나 고도
약 1 km를 경계로 나타나는 풍향의 변화(위쪽은 북동
풍이 그리고 아래쪽은 북풍이 우세함)는 산맥에 의한
저지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수치모델을 이용한 사례 모의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영동 호우는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고
고도 약 4 km까지 10 m s−1 이상의 동풍 계열 바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영동 호우 사례는 산악
효과에 기인하는 강수 형태의 특징을 보인다. 물론 강
한 동풍 계열의 바람은 종관 및 중규모 시스템의 발
달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영동호우 사례의 일
부는 절대 소용돌이도와 Q벡터의 발산에서 발달된 저
기압의 영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동 지역
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높은 PV값이다. 따라
서 영동 호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상 요
소의 주된 특징은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 그리고 1~
3 PVU의 PV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500 hPa의 Q벡터
발산이 −15~−30 × 10−16(km2s)−1이다.

3.2 영서호우

영서호우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기간에 나타
난 8개의 호우 사례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
에 대하여 종관일기도와 기상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Table 7에 요약한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지상 일기도의 특성은 대부분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
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화남지역 혹은 동중국

w = Dh
Dt
------- = VH ∇h⋅

VH

∇h

w = U∂h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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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열대 폭풍우(Tropical Storm, TS) 혹은 위험 열
대 폭풍우(Severe Tropocal Storm, STS)가 위치한다는
것이다. 8개 사례 가운데 6개 사례에서 한반도는 지
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 고기압은 상층
100~300 hPa까지 잘 발달되어 있고 이동 속도가 느리
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사례의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지상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0년 8월 14일
사례에서는 만주지역에 중심을 둔 지상 저기압의 가
장자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고, 2010년 9월 21일
사례에서 약한 지상 기압골이 한반도 중부지역을 통
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도 상층 일기도
(200~500 hPa)에서는 남고북저의 기압패턴을 보이며,
즉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리고 8개 사례 가운데 6개 사례에서 TS 혹은 STS
가 화남지역 혹은 동중국해에 위치한다. 이러한 특징
은 화남지역 혹은 동중국해로부터 한반도 쪽으로 다
량의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바람의 특징(이 논문에 제시되
지 않음)을 살펴보면 오산 단열선도에서 8개 사례 모
두에서 상층 약 200 hPa 이상까지 남서~서풍이 나타
나고 3개 사례(2003년 8월 20일 사례, 2006년 7월 27
일 사례, 2010년 9월 9일 사례)에서는 925 hPa 이하에
서 veering이 나타난다. 또한 8개 사례 모두에서 850 hPa
에 25~50 kts의 강한 남서풍이 나타난다. 이러한 바람
자료는 화남지역 혹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TS 혹은
STS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
리나라 중부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500 hPa의 절대소용돌이도, Q벡

터 발산, 그리고 PV의 특징을 살펴보면 절대 소용돌
이도는 대부분 13 × 10−5 s−1 이하의 값을 보이고, Q벡
터의 발산은 두 사례에서만 −5~−10 × 10−16(km2s)−1의

값을 보이고, PV는 세 사례를 제외하고 1 PUV 이하
의 값을 보인다. 단 1개 사례(2003년 8월 20일 사례)
가 절대 소용돌이도와 PV에서 높은 양의 값을 그리
고 Q벡터 발산에 큰 음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이 사
례를 제외하면 영서호우 사례와 종관규모 상승과 연
관된 기상 요소(절대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리고
PV)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을 찾기 어렵다. 한편 상·
하층 발산과 수렴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3년 8월 20
일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850 hPa에서 약
5 × 10E-5 s−1 이상의 수렴이 나타나고 일부 사례에서
300 hPa의 상층 발산이 나타난다. 그러나 몇몇 하층
수렴은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 나타난다. 특히 2010년
9월 21일 사례는 해당 호우 시각에 가까운 시간(1200
UTC)의 자료 값을 조사해야 하나 RDAPS30의 자료
가 없어 0000 UTC의 자료 값을 사용했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안정도 지수(K-index, CAPE)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약 35 이상의 K-index와
약 1000 J kg−1 이상의 CAPE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CAPE는 시간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최대 강
수량의 발생 시각 전과 후 값(6시간 간격의 CAPE 값)
가운데 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 K-index의 경우 1개
사례(2002년 8월 6일 사례)에서만 31이고 그 외의 모
든 사례에서 34 이상의 값을 보인다. K-index가 35~40
일 때 뇌우 발생 가능성은 80~90%이다. CAPE는 전
체 8개 사례 가운데 2개 사례(2003년 8월 20일 사례

Table 7. An estimate of some meteorological parameters used to manifest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Yeongseo heavy rain.

Synoptic-scale features Instability Moisture

Case
Synoptic
system

DQ500
(km−2s−1

× 10−16)

AV500
(10E-5 s−1)

C850,
D200

(10E-5 s−1)
Kind

CAPE
(J kg−1)

PV500
(PVU)

EPT
850
(K)

Dd
700

PW
(mm)

SRH
(m−2 s−2)

2002.08.06 not trough with TS 31 1212 344 53.1 229
2003.08.20 not trough with TS −10 20 - 34 0155 1.5 339 1~2 58.8 238

2006.07.12 not trough with STS - 9.2
02.9

-
36 2250 0.7 346 1~2 62.2 109

2006.07.27 not trough - 13
04.5
03.9

37 0972 1~1.5 341 1 61.6 440

2007.08.09 not trough with TS - 10
05.3
4.

39 4513 - 339 3~5 60.7 231

2010.08.14 trough - 9.2
14.8
12.1

38 0935 - 353 1~3 64.1 391

2010.09.09 not trough with TS - 13
10.0
04.2

34 0022 0~1 343 0~1 55.5 253

2010.09.21 weak trough with TS 0−6 4
7.
-

40 1727 1 341 2~3 66.8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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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0년 9월 9일 사례)를 제외하고 6개 사례에서
약 1000 J kg−1 이상의 값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Thompson et al.(2003)의 Supercell에 대한 sounding
관측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 결과는 Supercell의 약

75%에서 800 J kg−1 이상인 CAPE가 관측되었다는 것
이다. 또한 다수의 수치 모델 연구는 convective storm
의 강도와 CAPE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Weisman and Klemp, 1982; Kirkpatrick et

Table 8. An estimate of Kind, CAPE (J kg−1), EPT850 (K), SRH (m−2 s−2), and PW (mm) for 24 hours before maximum
rainfalls are observed in Yeongseo heavy rain events. These values are obtained from Radiosonde observation at Osan.

Heavy rain event
(KST)

Meteorological
parameters

Time

00 hr -06 hr -12 hr -18 hr -24 hr

2002.08.06
0300

Kind 31 36 38 36 25
CAPE 1212 1189 1476 1282 1259
EPT850 344 345 346 342 346
SRH 229 165 171 281 419
PW 53.1 56.1 53.3 53 53.5

2003.08.20
0300

Kind 34 38 34 31 36
151 152 0CAPE
340 345 338 338 341EPT850
238 93 215 61 141SRH
58.8 63.2 57.2 55.2 53.4PW

2006.07.12
1500

Kind 36 38 39 38 27
CAPE 2250 135 83 773 93
EPT850 343 343 348 344 337
SRH 109 303 106 141 45
PW 62.2 61.6 61.6 61.9 55.3

2006.07.27
2100

Kind 37 36 37 36 24
4 972 10 1 1CAPE

345 342 341 337 334EPT850
332 440 392 98 136SRH
61.6 63.6 58.5 56.3 50.5PW

2007.08.09
1500

Kind 33 39 37 38 42
4513 3049CAPE
344 347 345 346 342EPT850
231 415 294 239 218SRH
60.7 59.8 58.7 61.7 58.2PW

2010.08.14
0300

Kind 38 38 36 28 17
935 0 746 1168 26CAPE
353 344 343 342 343EPT850
411 391 100 211 61SRH
64.1 61.4 56.7 58.1 47.3PW

2010.09.09
2100

Kind 34 35 30 32 30
16CAPE
338 338 330 333 334EPT850
253 175 58 117 108SRH
55.5 60.1 54.0 53.7 53.6PW

2010.09.21
2100

Kind 40 34 30 28 34
0 1727 18 0 4CAPE

343 340 338 337 338EPT850
438 366 231 110 132SRH
66.8 56.5 46.7 44.8 54.8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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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2011).

영서호우 사례와 관련된 대기의 습윤도에서 700 hPa
습수는 2007년 8월 9일 사례(3~5도)를 제외하고 0~2
도 사이이다. 가강수량과 850 hPa EPT는 모든 사례에
서 각각 약 55 mm 이상 그리고 339 K 이상이다. 그
리고 SRH는 5개 사례에서 100~300 m−2 s−2 사이의 값
을 보인다. 따라서 영서호우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
면 대기 불안정(1000 g kg−1 이상의 CAPE)과 충분한
수분 공급(55 mm 이상의 PW) 그리고 하층 수렴(약
5 × 10E-5 s−1 이상의 850 hPa 수렴)이다. 한편 CAPE
값이 작은 2003년 8월 20일 사례는 종관규모 상승과
연관된 기상 요소(절대 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리
고 PV)에서 뚜렷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 호우 사
례는 상층 소용돌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2010년 9월 9일 사례에서는 CAPE 값도 작고 상
층의 절대 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리고 PV에서도
종관규모의 상승과 관련된 어떤 특징도 찾을 수 없었
다. 그러나 뚜렷한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이 나타나
고 가까운 시간대에 서해상에 지상 저기압이 나타난
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키가 작은 지상 저기압 시스
템과 연관시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영서호우 사례에서 호우에 앞서 나타나는 징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호우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동안 대
기의 불안정도, 습윤도, 그리고 SRH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하여 오산 지역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
로부터 산출한 6시간 간격의 기상 요소 값(Kind, CAPE,
EPT850, SRH, PW)을 수집하였다(Table 8). 최대 강
수량(6시간 누적)이 관측되기 24시간 전부터 가강수
량은 8개 호우 사례 모두에서 대부분 약 50 mm 이상
이고 850 hPa EPT는 2개 사례(2006년 7월 27일 사례
와 2010년 9월 9일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 340 K
이상이다. K-index는 최대 강수량이 관측되기 6~12시
간 전부터 35 이상의 값을 보인다. 그리고 SRH는 최
대 강수량이 나타나기 6시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 경향은 CAPE의 변화 경
향과 유사하다. CAPE는 8개 사례 가운데 2개 사례에
서 24시간 동안 약 150 J kg−1 이하의 값을 보이고, 반
면 6개 사례에서는 일부 시간대에 1000 J kg−1 이상의
CAPE가 관측된다. 이들 사례 가운데 4개 사례에서는
최대 강수량이 나타나는 시간 혹은 그 6시간 전에서
만 약 1000 J kg−1 이상의 값이 관측된다. 따라서 가
강수량, 850 hPa EPT 그리고 K-index는 영서호우에
대한 12~24시간 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
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높은 CAPE 값이 15 KST 부
근에서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8월 20일 사례
에서도 높은 CAPE 값(2235 J kg−1)이 최대 강수량이
나타난 시각으로부터 약 9시간 후(8월 20일 1500 KST)
에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APE가 태양에 의한

지표면 가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서호우에서 여름철 태양의 강한 지표면 가
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서호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포하
며 대체로 8월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 때 한반도 중
부 지역은 대체로 일본 남쪽에 위치한 키가 큰 고기
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지상부터 상층 약 200 hPa
까지 남서풍이 우세하고, 850 hPa에서 25~45 kts의 강
한 남서풍이 나타난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기상 요소
의 주된 특징은 1) 대기의 불안정(CAPE: 약 1000 J
kg−1 이상, K-index: 약 35 이상, 그리고 850 hPa EPT:
약 340 이상)과 2) 충분한 수증기 공급(가강수량: 약
55 mm 이상) 그리고 3) 강한 하층 수렴(850 hPa 수렴:
약 5 × 10E-5 s−1 이상)이다.

3.3 영동·영서호우

영동·영서호우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기간
에 나타난 8개의 호우 사례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각
의 사례에 대하여 종관일기도와 기상요소를 분석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Table 9에 요약한다. 영동·영서호
우는 대부분 지상 저기압 시스템이 한반도 중부 지역
을 통과할 때 나타난다. 전체 8개 가운데 7개 사례에
서 지상 저기압이 중부 지역을 통과하며 이들 저기압
은 상층 925~500 hPa까지 발달한 저기압이다. 그리고
3개 사례(2003년 8월 24일 사례, 2003년 9월 18일 사
례 그리고 2009년 8월 12일 사례)에서 한반도에서 먼
곳에 TS 혹은 STS가 나타난다. 특히 2009년 7월 9일
사례에서는 500 hPa에서 북만주 지역에 한랭저기압의
중심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이한 사례는 2006년 7월 16일 사례로 한반도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고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
패턴을 보인다. 이 사례에서 강원지역에 강한 강수(5
mm hr−1)는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나타났으
며 주된 호우는 영동지역에서 7월 15일 그리고 영서
지역에서는 7월 16일에 관측되었다. 이러한 강수의 지
역적 시차는 이 호우 사례가 중부 지역을 동서 방향
으로 통과하는 저기압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
미한다. 즉 이 호우 사례는 단일 기상 시스템이 아니
라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상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호우 사례는
엄격히 분류하면 영동·영서호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동·영서호우와 관련하여 500 hPa의 절대 소용돌
이도와 Q벡터 발산을 분석하였으나 특별한 점을 찾
기 어려워 이들 값을 850 hPa에서 조사하고 또한 500
hPa의 PV도 조사하였다. 절대소용돌이도와 Q벡터의
발산은 한 사례(2006년 7월 16일 사례)를 제외하고 각
각 18~30 × 10−5 s−1와 약 −10~−32 × 10−16(km2s)−1의 값
을 보인다. 그리고 PV는 모든 사례에서 1~2 PU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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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인다. 따라서 종관규모 상승과 연관된 기상 요
소(절대소용돌이도, Q벡터 발산, 그리고 PV)와의 밀
접한 관계성을 고려할 때 영동·영서호우 사례가 발
달한 저기압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이러한 결론은 상·하층 발산과 수렴의 분석 결
과와도 일치한다. 하층 수렴 분석은 모든 사례에서
850 hPa에서 약 10 × 10−5 s−1 이상의 강한 수렴을 보
이고, 상층 발산 분석은 두 사례(2003년 8월 24일 사
례와 2003년 9월 28일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
례에서 약 7 × 10−5 s−1 이상의 200 hPa 발산을 보인다.
영동·영서호우 사례에 나타난 Q벡터 발산의 특징
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850 hPa Q
벡터 발산의 분포를 자세히 조사하였다(Fig. 4). 이를
위하여 호우가 나타난 시각과 가능한 일치하는 시간
대의 RDAPS30 00 hr 예보장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예보장이 12시간 간격(0000와 1200 UTC)으로 생산되
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호우 시각과 최대 3
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Q벡터 수렴은 한반도 중
부 지역 가까이에서 5~30 × 10−16(km2s)−1으로 큰 값을
보인다. 그러나 Q벡터 수렴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
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최대 강수량이 관측된 위치
에서 남서쪽 가까이에 나타난다. 2003년 9월 18일 사
례(Fig. 4b)의 경우 Q벡터 수렴의 중심 지역이 뚜렷
하고 최대값이 25 × 10−16(km2s)−1이고 한반도 중부 지
역에 위치한다. 반면 2003년 8월 23일 사례(Fig. 4a)
의 경우 Q벡터 수렴의 중심 지역도 뚜렷하지 않고
5 × 10−16(km2s)−1 이상의 값이 한반도 남서쪽에 위치

한다.
또한 영동·영서호우 사례에 나타난 절대소용돌이
도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850 hPa 절대소용돌이도의 분포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Fig. 5). 이를 위하여 위의 분석(850 hPa Q벡터 발산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절대소용돌이도
분포에서 17 × 10−5 s−1 이상인 지역이 비교적 일관되
게 나타나며 영서 지역의 북서쪽에 뚜렷하게 나타난
다. 최대값은 18 × 10−5 s−1 이상이고 그 위치는 최대
강수량이 관측된 위치에서 북서 혹은 서쪽 가까이에
나타난다. 비록 절대소용돌이도와 Q벡터 발산에서 최
대값이 나타나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절대소용돌이
도는 영서 지역의 북서쪽, Q벡터 발산은 남서쪽) 대
부분 사례에서 저기압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
라서 이러한 조사로부터 영동·영서호우는 종관 역학
에 기인하는 강한 상승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영동·영서호우와 관련된 안정도 지수(K-index,

CAPE)의 특징은 K-index와 CAPE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K-index에서는 두 사례
(2003년 8월 24일 사례 그리고 2003년 9월 18일 사
례)를 제외한 6개 사례에서 34 이상의 값을 보인 반
면에 CAPE는 2개 사례(2006년 7월 16일 사례의 2718 g
kg−1과 2009년 7월 12일 사례의 910 g kg−1)를 제외하
고 6개 사례에서 약 700 J kg−1 이하의 값을 보인다.
그리고 850 hPa의 EPT는 모든 사례에서 339 이상이
고 가강수량도 한 사례(2003년 8월 24일 사례)를 제

Table 9. An estimate of some meteorological parameters used to manifest the features associated with Yeongdong · Yeongseo
heavy rain.

Synoptic-scale features Instability Moisture

Case
Synoptic
system

DQ850
(km−2s−1

× 10−16)

AV850
(10E-5 s−1)

C850,
D200

(10E-5 s−1)
Kind

CAPE
(J kg−1)

PV500
(PVU)

EPT850
(K)

PW
(mm)

SRH
(m−2 s−2)

2001.07.15 trough 38 0708 343 61.3 151

2003.08.24
trough

with STS
0−9 18

10.0
-

25 0027 1 339 50.1 218

2003.09.18
trough

with TS
−25 19

09.5
-

32 0014 1 339 54.9 464

2006.07.16
not

trough
−12 16

08.5
08.5

40 2718 1 342 63.2 166

2008.07.24 trough −12.5 18
09.5
06.5

34 0520 1.5 345 63.7 337

2009.07.09 trough −32 26
11.0
10.0

37 0008 1.5 345 70.2 829

2009.07.12 trough −20 21
14.5
15.5

39 0910 1.8 343 54.1 428

2009.08.12
trough

with TS
−10 21

09.5
07.5

36 0008 1.5 352 64.4 384



260 영동과 영서 호우의 특성 비교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3호 (2013)

Fig. 4. Distribution of Q-vector divergence (km−2 s−1 × 10−16) at 850 hPa from the 00 hr forecast of RDAPS30 at (a) 1200 UTC
23 Aug. 2003; (b) 0000 UTC 18 Sep. 2003; (c) 1200 UTC 24 Jul. 2008; (d) 0000 UTC 9 Jul. 2009; (e) 0000 UTC 12 Jul. 2009;
(f) 0000 UTC 12 Aug. 2009. These figures are obtained from FAS system of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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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Absolute Vorticity (× 10−5 s−1) at 850 hPa from the 00 hr forecast of RDAPS30 at (a) 1200 UTC 23 Aug.
2003; (b) 0000 UTC 18 Sep. 2003; (c) 1200 UTC 24 Jul. 2008; (d) 0000 UTC 9 Jul. 2009; (e) 0000 UTC 12 Jul. 2009; (f) 0000
UTC 12 Aug. 2009. These figures are obtained from FAS system of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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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약 55 mm 이상이다. SRH는 8개 사례 가운데
5개 사례에서 300 m−2 s−2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그리고 대기 하층의 바람은 850~700 hPa 사이에서 약
30 kt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특히 3개 사례에
서는 50 kts 이상의 강풍이 나타난다(하층 바람 자료
는 논문에 제시하지 않음). 이들 자료는 모두 오산에
서 관측한 고층자료에서 추출한 값이다.
영동·영서호우 사례에서 영동 지역에 호우가 나타
난 시각의 동해 부이 바람을 조사해 보면 한 사례
(2006년 7월 16일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동풍 계통
의 5 m s−1 이상의 바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영
동·영서 호우 사례가 중부 지역을 통과하는 저기압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반면 2006년 7월 16일 사례는 지상 기압 분포,
지상 바람, CAPE 등에서 다른 사례들과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동·영서호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포하고 주로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 호우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통과
하는 발달한 저기압과 관련되어 있다. 관련된 기상 요
소의 주된 특징은 1) 850 hPa 절대 소용돌이도와 Q벡
터의 발산이 각각 18 × 10−5 s−1 이상과 −10 × 10−16

(km2s)−1 이하이고 500 hPa의 PV는 1 PVU 이상이며,
2) K-index가 약 34 이상, SRH가 300 m−2 s−2 이상,
그리고 850 hPa의 EPT가 약 340 K 이상이며 3) 가강
수량은 약 55 mm 이상이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2011년 개정된 호우 특보 기준에 따
라 10년(2001~2010) 동안의 강원지역 호우 사례를 수
집하였다. 이 호우 사례를 영동과 영서지역의 강수 분
포 차이를 이용하여 3가지 호우(영동호우, 영서호우,
영동·영서호우)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호우 유형별로 각각의 사
례와 관련된 기상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
하여 호우 발달에 기여하는 주된 ingredients를 조사
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상요소와 ingredients를 이용하
여 영동호우와 영서호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영동호우는 여름과 가을에 나타나고 고도 약 4 km
까지 10 m s−1 이상의 동풍 계열 바람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미국, 일본, 대만
지역의 지형성 호우에서 나타난 특징과도 잘 일치하
고 있다(Lin et al., 2001). 즉 영동 호우는 산악에 의
한 강한 지형치올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강한 동풍 계열의 바람은 종관 및 중
규모 시스템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영동 호
우 사례의 일부는 절대 소용돌이도와 Q벡터의 발산

에서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을 보이고 여름철 일부 사
례에서는 하층 불안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영동 지역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높은 PV
값이다. 따라서 영동 호우를 예보할 때 예보관들이 주
목해야 할 주요 기상요소는 풍향과 풍속(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 그리고 500 hPa의 높은 PV(1~3 PVU)이다.
영서호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포하며 대체로 8
월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 때 한반도 중부 지역은
대체로 일본 남쪽에 위치한 키가 큰 고기압의 가장자
리에 위치하고, 지상부터 상층 약 200 hPa까지 남서
풍이 우세하고, 850 hPa에서 25~45 kts의 강한 남서풍
이 나타난다. 영서호우와 관련된 기상 요소의 주된 특
징은 1) CAPE가 약 1000 J kg−1 이상, K-index가 약
35 이상, 그리고 850 hPa의 EPT가 약 340 이상이며
2) 가강수량이 약 55 mm 이상이고 3) 850 hPa의 수렴
이 약 5 × 10E-5 s−1 이상)이다. 따라서 영서 호우를 예
보할 때 예보관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기상요소는
CAPE(약 1000 J kg−1 이상), 가강수량(약 55 mm 이상),
그리고 850 hPa 수렴(약 5 × 10E-5 s−1 이상)이다.
영동·영서호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분포하고 주
로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 호우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는 발달한
저기압과 관련되어 있다. 관련된 기상 요소의 주된 특
징은 1) 850 hPa 절대 소용돌이도와 Q벡터의 발산이
각각 18 × 10−5 s−1 이상과 −10 × 10−16(km2s)−1 이하이
고 500 hPa의 PV는 1 PVU 이상이며, 2) K-index가 약
34 이상, SRH가 300 m−2 s−2 이상, 그리고 850 hPa의
EPT가 약 340 K 이상이며 3) 가강수량은 약 55 mm
이상이다. 따라서 영동·영서 호우를 예보할 때 예보
관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기상요소는 종관 규모 상승
과 관련된 850 hPa 절대 소용돌이도와 Q벡터의 발산
(각각 18 × 10−5 s−1 이상과 −10 × 10−16(km2s)−1 이하)과
대기의 습윤도(가강수량이 약 55 mm 이상), 그리고
높은 PV(500 hPa에서 1 PVU 이상)이다.

Ingredients 기반의 접근에서 보면 deep moist
convection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대기 불안정, 충
분한 수분, 그리고 치올림(lift)이다(McNulty, 1995;
Doswell et al., 1996; Schultz and schumacher, 1999).

즉 대기가 조건부 불안정해야 하고, 자유대류고도가
나타날 정도로 대기가 충분히 습윤해야 하며, 공기덩
이를 자유대류고도까지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Doswell(1987)과 McNulty
(1995)는 공기덩이를 자유대류고도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치올림은 종관규모 과정이 아니라 중간규모
과정(불연속 경계면, 차등가열, 지형효과)에서 제공된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강원지역 호우에 나타난 3개의
유형에 적용해 보면 영동호우에 기여하는 공통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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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ngredients는 지형에 의한 강한 치올림과 상층 대
기의 불안정(높은 PV)이고 영서호우는 대기 불안정
(높은 CAPE), 충분한 수분 공급, 하층 수렴에 의한 치
올림 그리고 영동·영서 호우는 종관규모의 역학적
강제력에 의한 강한 치올림, 충분한 수분 공급, 상층
대기의 불안정(높은 PV)이다. 즉 강원지역 호우는 호
우 유형에 따라 호우에 기여하는 몇 가지 ingredients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동호우, 영서호우, 그
리고 영동·영서호우는 각각 지형에 의한 강한 치올
림, 대기 불안정(높은 CAPE), 그리고 종관규모의 역
학적 강제력에 의한 강한 치올림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호우 예보에서 ingredients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하
는 경우 앞으로 나타날 강수에 대해서 어떤 ingredients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
보관은 결정적인 ingredients를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
함으로서 예보 업무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고 물리
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예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원
호우의 경우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호우 사례들은 기
본적인 ingredients를 공유하는 한편 호우 유형에 따
라 ingredients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집중 분석은 강수를 일으키는 물리과정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적 호우의 가능성(즉 호우 유형)
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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