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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and heavy snowfall over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several numerical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Numerical model used in this 
study is WRF, and sea surface temperature data were FNL(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 Prediction-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RTG(Real Time Global analysis), and OSTIA(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There were produced on the basis of remote sensing data, such as a variety of satellite and in situ 
observation.

The analysis focused on the heavy snowfall over Honam districts for 2 days from 29 December 2010. In comparison 
with RTG and OSTIA SST data, sensible and latent heat fluexes estimated by numerical simulation with FNL data 
were higher than those with RTG and OSTIA SST data, due to higher sea surface temperature of FNL. General 
distribution of RTG and OSTIA SST showed similar, however, fine spatial differences appear in near western coast of 
the peninsula. Estimated snow fall amount with OSTIA SST was occurred far from the western coast because of higher 
SST over sea far from coast than that near coast. On the other hand, snowfall amount near coast is larger than that over 
distance sea in simulation with RTG SST. The difference of snowfall amount between numerical assessment with RTG 
and OSTIA is induced from the fine difference of SST spatial distributions over the Yellow sea. So, the prediction 
accuracy of snowfall amoun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ST distribution not only over near coast but also over far 
from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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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환 유정우

1. 서  론

대기 대순환 구조상 중위도 편서풍 지역에 위치한 한

반도는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발달하는 차가운 대륙성 기

단의 영향을 받는다.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온난 다습

한 서해를 통과하면서 변질되어 호남 지역을 포함한 서

해안 영역에 대규모 강설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강설은 기단의 변질뿐 아니라 지형적 영향을 받아 지역

에 따른 강설발생과 강설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

한 적설량 예보가 어렵다 (Jeon 등, 1994; Jeong, 1999).

한반도 지역의 대규모 강설은 크게 영동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영동 지역의 강설 형태는 해양 

및 대기의 환경과 지형의 영향을 받아 주로 발생하고 재

해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Kang과 Ahn, 

2008; Yamamoto, 2012).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

반도 서해안 지역의 강설 발생 기원은 다양한 관측과 수

치실험을 통하여 알려졌는데, 주로 기단 변질과 그에 따

른 수증기의 유입으로 이루어진다 (Lee와 Lee, 2003; 

Cheong 등, 2006; Cha 등, 2011). 따라서 대설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와 해양표면 상호 간의 

열과 수증기 교환과정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대기와 해양의 온도차이가 대설에 미치는 영향은 관

측과 수치실험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Ahn과 

Cho (1998)는 대설사례 수치모의 시 적절한 해수면 온

도의 중요성을 보였다. 이러한 해수면 온도 자료는 위성 

및 관측 자료의 종류 및 정확도에 따라 그 결과에도 큰 차

이를 보인다. 특히 수심이 얕은 서해안에서는 해수면 온

도 자료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Lee와 Lee 

(2006)는 서해안 인접지역의 강설은 해양-상층 대기의 

온도차로 인한 바다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다고 하였다. 해수면 온도 자료의 차이는 적운 

형성에 기여하여 서해 연안 지역에 내리는 적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rk 등 (2011)은 3차원 대기 역학 

모형을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 경도를 가진 해수면에 대

한 민감도 실험에서 수평 경도의 변화량에 따른 대기의 

안정도와 열플럭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Jung과 

Park (2013)은 OSTIA 수온 자료의 과거 평균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하여 해수면 온도 민감도에 대한 영향

을 조사하였다. Cha 등 (2011)은 2007년 12월 30일의 

대설 사례에 대한 수치연구를 통하여 연안 지역의 해수

면 온도 경도가 호남 지역 대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OSTIA와 같은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가 강설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동일한 해상도에서 시간의 변

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의 변화 또는 일정한  온도 경도에 

따른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안선 부근의 해수

면 온도 분포가 아니라 서해 전체 또는 큰 온도 경도에 따

른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기관에

서 제시하고 있는 해수면 온도자료를 상세히 비교하고, 

해안선 부근의 미세한 해수면 온도 변화가 서해안 대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강설을 일으키는 원인 

중 대표적인 요인인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에 의하여 나

타나는 강설 사례일을 선정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

하고 있는 해수면 온도를 상호 비교하여 이들이 가지는 

해수면 온도 분포 차이가 서해 연안 지역 적설량에 미치

는 영향을 수치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사례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의 따

뜻한 해수면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단이 변질되고, 연

직 불안정이 증가하면 강한 연직 대류와 눈구름이 발생

한다. 따라서 호남지방 대설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기단

의 확장과 해수면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은 2010년 12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전라남도 정읍

을 중심으로 대규모 강설 사례이다. Fig. 1은 2010년 12

월 29~30일 총 48시간 동안의 누적 최심적설량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정읍(34.5 cm)을 중심으로 목포(24.9 

cm), 광주(24.7 cm) 등 서해 연안 지역 및 호남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렸다. 풍하측 지역인 남원(11.5 cm), 청주

(7.1 cm), 대전(6 cm) 등 남해안과 내륙으로 갈수록 눈

이 적게 내려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

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강설을 일으키는 수증기량이 감

소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Lee 등 (201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서해 중앙부에서의 해수면 온도 분포와 지형

의 영향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 사례일인 2010년 12월 29일과 30일 09 

LST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 Fig. 2 이다. 대설이 

발생한 29일에는 시베리아의 중심기압이 1052 hP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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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weather charts present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or (KMA) at 09 LST 29 and 30 December 2010. 

Fig 1. Snowfall amount occurred over Honam districts for 
24 hours from 12 LST 29 December  2010. Unit is 
cm and dashed line indicate the cross section line for 
analysis.    

매우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기압은 남

동쪽으로 강하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풍상측 전

면에 약하지만 저기압이 발달하여 연직 대류에 의한 수

증기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30일에는 전날 발달한 저

기압이 동해로 물러가지만 세력이 강화되면서 서해안 연

안에는 강한 기압경도가 나타나며, 북서풍이 강화된다. 

이러한 북서풍은 호남 지방의 지속적인 눈구름을 유입시

킨다. 

동아시아의 종관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보조 일기도를 분석하였다. Fig. 3은 대설 사례일

인 10월 29일 09LST의 (a)850 hPa 유선장, (b) SSI, (c) 

500 hPa의 지위고도의 변화, (d)500 hPa의 와도를 나타

낸 것이다. 850 hPa 유선 및 등풍속선을 보면 일본 동쪽 

해상의 저기압과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사이에 한반도

가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특히 남

서해안에서 10 m/s 이상의 강풍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SSI 지수는 값이 적을수록 대기가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불안정 지수로, 3 이하의 값이 나타나는 남한 전체에서 

대기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500 hPa 24시간 지위고

도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서해상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위고도가 큰 폭으로 하강하고 

있다. 500 hPa 고도의 와도 분포를 보면 북한을 중심으

로 발달한 저기압성 흐름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호남 지

역에 강한 양의 와도가 존재하여 기압골이 다가와 지상

에 저기압을 발달시킨다. 

3. 강설 수치 실험 모의 

본 연구에서는 서해 연안 지역 적설량에 미치는 해수

면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해안 및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

치모형은 미국 대기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WRF(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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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uxiliaries charts for analysis of synoptic meteorological environment. a) Stream and isotach at 500 hPa, b)Showalter 
Stability Index for 925~70 hPa c) Change of 500hPa geopotential height, and d) Vorticity field at 500 hPa.

Research and Forecasting)이다 (Skamarock 등, 2008). 

WRF는 Arakawa-C 격자로 구성된 3차원 대기역학 모

형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현업 및 연

구용 기상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치 실험에 적용된 수치 격자는 둥지 격자 구조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표현하기 위하

여 가장 큰 격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포함하

고 있으며, 마지막 둥지는 대설이 발생한 한반도 서해안

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둥지의 격자수는 각각 112 × 

112, 139 × 115, 169 × 184 이고, 수평 해상도는 18 km, 

6 km, 2 km이다 (Fig. 4). 그리고 실험에 적용된 물리옵

션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대기-해수 상호작

용에 따른 강설량의 정확도 분석이기 때문에 미세 구름

물리와 적운대류에 대한 물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6개

의 수증기 상태를 예단하는 WDM6(double moment 6 

class)을 구름 물리과정으로 적용하였으며, 적운대류 과

정은 아격자 규모의 강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Kain-Fritch 스킴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기 경

계층은 YSUPBL, 복사과정은 SSR(simple shortwave 

radiation) 스킴과 RRTM 스킴을 적용하였다. 초기조건

과 경계조건은 NCEP-FNL 재해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례기간은 앞서 살펴본 29, 30일의 강설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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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28일 12UTC ~ 31일 00 UTC까지 60시간이

다. 또한 초기 12시간을 Spin-up 시간으로 설정하고, 분

석은 이후 48시간 계산 결과를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한반도 지역 내 연직 종관 관측 풍속 및 기온 자료

를 이용해 Observation Nudg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Observation Nudging 방법은 관측값과 수치모의값의 

오차에 대한 완화항(relaxation time)을 계산하여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모델 초기장의 해상도 향상 및 spin-up 

현상을 완화시켜 준다. 

Fig. 4. Model domains for this study. There are one mother 
domain(d01) and two nested domains(d02 and d03). 
Domain (d03) with finest horizontal resolution is 
mainly used for analysis.  

Domain 1 Domain 2 Domain 3

Horizontal grid 112 x 112 139 x 115 169 x 184

Resolution 18 6 2 

Vertical layers 34  Layers

Physical

process

WRF Single-Moment 6-class scheme

RRTM scheme

Dudhia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YSU scheme

Kain-Fritsch scheme

Initial data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Time period 2010.12.28.12 UTC ~ 2010.12.31.00 UTC

Table 1. Configuration of numerical model WRF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해수면 온도 자료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서해안 대설현

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온도 자료의 정

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수

면 온도 자료는 초기조건으로 사용된 재해석 자료 이외

에 RTG, OSTIA 자료를 상호 비교하였다. RTG 해수면 

온도 자료는 NCEP Marine Modeling and Analysis 

Branch(MMAB)에서 2차원 자료 동화를 적용하여 생산

되는 1일 자료이다. 해상도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 대상지

역인 한반도 서해안에는 0.5° 공간해상도의 자료가 생산

된다. 자료는 NOAA 위성과 해상 관측를 상호 조합하여 

생성되며 실제 관측자료와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0.6~1.2°C 정도로 나타난다(Thiebaux 등, 

2003).

반면 OSTIA는 영국 기상청(MET office)에서 개발

한 고해상도 격자 자료로 기상 및 해양 물리 연구에 적용하

기 위하여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 

(GODAE) high-re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 pilot 

project(GHRSS-PP)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Stark 등, 

2007). EnviSat, NOAA, SEVIRI, AQUA, TMI 등 다

양한 위성에서 관측한 적외 및 극초단파 자료를 바탕으

로 작성되며, 수온과 염분자료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1일을 주기로 해수면 온

도와 해빙의 분포를 제시한다. 이 해수면 자료의 공간해

상도는 0.05° 이며, 열대 대서양 상에서 실시된 관측 자

료와는 0.39°C 의 RMSE와 0.17°C이 bias를 보인다 

(Stark 등, 2008). 

Fig. 5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29일 해수면 온도 자료

와 각 해수면 온도 자료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NL 해수면 온도 자료를 보면 서해안에서 위도에 따라 

일정하게 수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후

치 해수면 자료를 중심으로 재해석 기온 자료와 상호 결

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RTG와 OSTIA 

해수면 자료는 FNL에 비하여 서해안의 해수면 온도를 

낮게 제시한다. 또한 위도에 따른 변동성 역시 기후치를 

중심으로 한 FNL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공간해상도

가 가장 좋은 OSTIA와 FNL 해수면 온도는 서해상과 

서해 연안 지역에서 최대 4°C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R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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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NL b) RTG c) OSTIA

d) RTG-FNL e) OSTIA-FNL f) OSTIA-RTG

       

Fig.5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of a) FNL b) RTG, and c) OSTIA and their difference at 29 December 2010.    

와 FNL의 경우에도 비슷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공간 

분포 차이는 대기-해양 상호 작용 강도의 변화를 유도하

고 이는 서해안 강설량의 차이로 연결된다.

RTG와 OSTIA의 분포를 보면, 실제 관측 자료와 다

수의 위성자료를 상호 결합하여 작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서해 및 남해안의 연안 지역

을 중심으로 온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자료의 

공간 해상도 뿐 아니라 자료동화에 적용하는 위성의 차

이에 의한 것이다. 특히 쓰시마 난류가 지나가는 남해안

의 해수면 온도의 차이가 2°C 이상 나타나고, 서해안에

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OSTIA가 RTG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서해 연안에 가까울수록 RTG의 해수면 온도

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미세 해수면 온도의 분포 차이 

역시 연안 지역 강설량에 영향을 준다. 

4.2 해수면 온도 자료에 따른 기상장 분석

수치실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인 기상 관

측소의 기상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수치 실험 결과를 검

증하였다. 검증은 서해 연안 지역의 기상 관측소 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Fig. 6은 29일과 30일의 천안, 목

포, 진도에서 관측한 기온 및 풍속 관측값을 FNL, RTG, 

OSTIA 해수면 온도를 적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한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기온의 경우, 비록 많은 기온 상승은 아니지만 일

출 등의 요인에 의한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

으로 다소 과대모의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변화 

경향성은 잘 모의하고 있다. 또한 광주, 군산, 남원, 대전, 

목포, 보령, 서산, 전주, 진도, 천안 총 10 개 기상대의 관

측치와 OSTIA 결과값을 통계 분석한 결과,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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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oral variation of simulated and observed temperature and wind speed at three observation sites (Cheonan, Mokpo, 
           Jindo) for 48 hours from 00 LST 29 December 2010. Shading indicate observatio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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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Wind Speed

R2 RMSE( ) IOA R2 RMSE(ms-1) IOA

FNL 0.73 1.86 0.75 0.59 3.73 0.51

RTG 0.75 1.55 0.80 0.63 3.52 0.53

OSTIA 0.76 1.61 0.80 0.66 3.38 0.55

Table 2. Statistics of estimated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speed for episode period

FNL RTG OSTIA

00

LST

12

LST

Fig. 7. Distribution of estimated surface air temperature and wind vectors with different SST data at 00 LST (upper panels) and 
12 LST(lower panels) 30 December 2010. 

(R2)는 평균 0.75, IOA (Index of Agreement)는 0.80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으며, RTG와 FNL의 결과

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결과를 보였다. 

풍속의 경우에 지역별로 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풍속의 시간 변동 경향은 세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비록 다소 과대 모의되기는 하였지만, 대설이 강화되는 

30일 00 LST~ 03 LST의 강풍 발달은 잘 나타난다. 특

히 복잡한 해안의 영향을 받는 진도에서 모의된 풍속의 

시간 변화는 관측치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온과 

마찬가지로 10 개 기상대의 관측치와 OSTIA의 통계분

석 결과는 상관 계수(R2)는 평균 0.66, IOA는 0.55로 기

온의 예측 정확도보다는 떨어지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

한 강설 사례임을 감안하면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2는 서로 다른 해수면 온도 자료를 적용한 수치

모의 결과와 10개 관측소의 기온과 풍속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비록 RTG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OSTIA를 적용한 수치모의 결과가 다

른 결과에 비하여 더 좋은 통계적결과를 보였다. 

Fig. 7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해수면 온도 자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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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NL-Snow fall b) RTG-Snow fall c) OSTIA-Snow fall

d) FNL Total Prec. e) RTG Total Prec. f) OSTIA Total Prec.

Fig. 8. Distribution of 48 hours accumulated snow fall amount for different SST cases and vertically accumulated precipitation 
           including snowfall at 12 LST 29 December 2010. 

한 수치실험에서 계산된 30일 00 LST와 12 LST의 지표

면 기온과 바람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기온과 바람 

등 기상학적인 차이는 연구 대상일의 강설량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게 야간 서풍이 

불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륙으로 유입되고 내륙에서 수렴

하는 지역도 보인다. 주간이 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

장하면서 서풍이 점차 북서풍으로 변하며 야간에 비해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NL에 비해 RTG

와 OSTIA에서 주・야간 모두 바람이 약 1~2 ms-1 정도 

약하게 나타났다. 기온을 보면, FNL의 사례가 다른 사례

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RTG와 OSTIA를 

적용한 사례의 경우,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남서 해안선 부

근에서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온의 차이는 

서해안의 해수면 온도 분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8은 수치실험을 통하여 모의된 48시간 지면 적설

량과 29일 12 LST의 대기중에 형성된 총 강수량의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총강수량은 미시물리에 의하여 생성

된 강수, 강설, 그리고 적운 대류에 의하여 형성된 강수의 

합으로 대기중에 응결되어 나타난 강수의 총합을 의미한

다. 우선 한반도에 내린 눈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강설의 분포는 관측값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FNL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설량이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라남도 북부에서 강하고 지리산 부근



RTG OSTIA

Latent Heat
00 LST

Latent Heat
12 LST

Sensible
Heat  

00 LST

Sensible
Heat

12 LST

Fig. 9. Estimated sensible and latent heat flux at ocean surface using RTG (Left panels) and OSTIA (right panels) SST data 
at 00 LST and 12 LST 30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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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많은 적설이 발생하였다. 

반면 RTG와 OSTIA를 적용한 경우 강설 분포는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양적으로 RTG를 적용한 경우 

크게 나타나며, 전라북도 지역에도 강설이 나타났다. 또

한 관측자료에서 적설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RTG와 OSTIA에서는 

30 cm 가량 나타난 것과 달리 FNL에서는 40 cm에 가

깝게 나타나 관측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 중에서 형성되는 총 강수량 분포를 보면 (Fig. 

8d, e, f), 48시간 적설량 분포와 비슷하게 FNL의 사례

에서 많은 총강우량을 보인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연안 지역의 48시간 누적 적설량은 

OSTIA의 사례가 RTG의 사례 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서해상의 총강수량은 RTG보다 OSTIA의 사례

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서해상의 해수면 온

도 분포 차이에 기인한다. 즉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안선에서 먼 곳에서는 OSTIA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서는 RTG의 해수면 온도가 높다. 

따라서 OSTIA의 경우,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시베리아 

기단의 차가운 공기가 해안선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상

대적으로 강한 불안정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강수형성이 

활발하다. 그러나 해안선에 접근하면서 대기 중의 수증

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해수면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해안선 부근의 강수 및 강설 형성은 약화된다. 따

라서 이러한 해수면 온도의 미세한 공간적인 분포가 연

안 지역의 강설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3 해수면 온도 자료에 따른 열속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TG와 OSTIA 해수면 

온도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지만 미세한 차이가 연안 지

역의 강설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

기 위하여 대설기간 중 서해지역의 수평적인 현열과 잠

열플럭스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9는 대설이 발생한 30일 00 LST와 12 LST의 잠

열과 현열 플럭스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플럭스의 

분포는 두 경우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00 LST와 12 

LST 모두 현열 플럭스보다는 잠열 플럭스가 크게 나타

난다. 이러한 플럭스의 차이는 대기와 해양의 기온에 의

하여 급격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이러한 큰 잠열 

플럭스가 강한 눈구름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열플럭스의 공간 분포를 보면, 주간에는 복잡한 양

상을 보이지만 야간에는 공간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다. 

이는 야간에 비하여 주간의 강한 풍속에 따른 온도 이류

와 지형에 따른 바람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RTG와 OSTIA의 해수면 온도에 따른 열플럭스의 전

체적인 공간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해안선에서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Fig.10은 RTG 사례와 OSTIA 사례에서 계산된 29일과 

30일 00 LST의 현열과 잠열플럭스의 차이를 나타낸 것

이다. 주간의 경우 지형과 강한 바람에 의하여 분포가 매

우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야간의 

열플럭스 분포 차이 (OSTIA-RTG)를 분석하여 해수면 

온도 분포가 강설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두 해수

면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열플럭스의 차이는 남해를 

제외하고, 약 40 W/m2이하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서해상의 열플럭스 분포 특성이다. 

잠열과 현열 플럭스의 공간 분포를 보면, 북동-남서방향

으로 원해에서는 OSTIA의 열플럭스가 크게 나타나고, 

연안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작게 나타난다. 특히 잠열 플

럭스의 차이가 현열 플럭스의 차이 보다 크고 이러한 분

포 특성은 29일 12 LST 에도 나타난다. 

이는 앞서 Fig.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OSTIA의 경우, 

서해의 원해지역에서 강한 잠열 플럭스가 나타나고 이에 

의하여 강한 눈구름이 나타나는데 비하여 RTG의 경우 

근해에서 높은 잠열 플럭스가 발달한다. 따라서 서해 연

안 지역의 강한 강설을 나타낸다. 즉 서해 먼 바다의 높은 

해수면 온도는 잠열플럭스를 강화시켜 강수 또는 강설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안 지역의 강설가능수량이 감소한다. 

반면 먼 바다에서 잠열플럭스가 작은 RTG의 경우, 강설

가능수량을 유지한 채 연안으로 접근하여 육지지역에 강

한 강설을 일으킨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은 강설량은 서

해의 평균 해수면 온도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의 미세한 

공간적인 분포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서

해상의 강설량이 연안 육지지역의 강설량에도 영향을 주

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해양상의 해수면 온도 분포에 따른 

열플럭스의 예측 정확도가 강설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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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erence of latent heat flux(left panels) and sensible heat flux(right panels) betwee OSTIA case and OSTIA case 
at 00 LST 29 and 30 December 2010.

하면서 형성된 적운이 서해 연안 지역에 강설을 유발시

키는 사례일을 선정하여, 서해상의 해수면의 미세한 온

도 분포 차이가 연안 지역의 강설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

치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특성을 가

진 FNL과 RTG, OSTIA 해수면 온도의 차이가 유발시

키는 적설 및 누적 강수량 분포와 연직구조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한반도 기

상대 관측자료를 이용해 Observation Nudging 방법을 

사용하여 오차를 줄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FNL의 해수면 온도 자료는 해상도가 높은 RTG와 

OSTIA의 해수면 온도보다 3~4 가량 높게 나타난다. 

또한 RTG와 OSTIA의 자료를 적용할 수치계산에서 관

측치와 더욱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표면의 기

온과 바람벡터의 수평분포를 비교했을 때, FNL에 비해 

RTG와 OSTIA에서 산출한 기온이 낮으며 바람도 약하

게 나타났다. 수치모의 결과로  나온 물리적 눈깊이와 격

자점에 내린 눈의 합을 누적한 값은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인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측 자료와 유사한 수평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누적 강수량의 분포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FNL은 다른 실험에 비해 누적 적설량은 10 

cm, 누적 강수량은 10 mm 높게 나타났다. 

RTG와 OSTIA는 비슷한 해수면 온도 분포를 하고 

있으나, 서해상에서 약간의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 

OSTIA는 서해안의 해안선에서 먼 바다에서 RTG의 해

수면 온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해안에 가까운 곳

에서는 RTG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온

도 분포는 강수 및 강설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OSTIA의 

경우, 해수면 온도가 높은 먼 바다에서 강한 잠열 및 현열 

플럭스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에 의하여 강

수 및 강설이 이들 지역에 집중되며 연안 지역의 강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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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RTG의 경우 강수와 

강설이 상대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육지의 강수 및 강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해수면 온도 분포의 공간적인 차이가 연안 지

역의 강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수치모의 실험을 통해,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 서해 연안 지역의 강설 분포와 강도의 차이를 살펴본 

사례연구로 서해의 해수면 온도 분포와 연안 지역의 강

설량의 분포를 살펴 본 것이다. 비록 특정 사례를 중심으

로 분석되었지만, 서해안의 미세한 해수면 온도 분포의 

정확도가 연안 지역의 강설량 예측 정확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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