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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반도에서 영동지역은 서해안 지방과 더불어 강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알려

져 있다. 영동지방에서 강설은 해양과 대기의 온도차, 지형적 효과, 강설을 유발하는 

기압배치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의 강설 사

례를 연구하던 중 강설 시작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비슷한 속도로 강설 시작시간이 남하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사례가 Topographic 

Kelvin wave일 가능성을 보았다. Topographic Kelvin wave는 해안가 근처에 급경사

면이 존재하고 Inversion layer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 

있어 급경사면이 해안가에 존재하고 있고 강설사례기간 inversion layer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번 사례가 

Topographic Kelvin wave였음을 살펴보기 위해 AWS와 위성사진, Radar자료, 

sounding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고 WRF model을 사용하여 이를 모의하였다. 먼저 

AWS자료를 사용하여 Pressure anomaly를 계산하였고 풍속자료를 살펴보았다. 강설 

시작시간에 Pressure anomaly가 최저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풍속 또한 

Pressure anomaly가 최저값이 나올 때 증가하고 비교적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증

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원산만에서 포항까지 500km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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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m/s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Radar echo는 지형의 직각 방향

으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동지방의 Topographic Kelvin wave의 속도를 계산

하기 위해 Sounding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구한 Topographic Kelvin wave

의 속도는 약 11m/s로 계산되었다. 관측자료와 방정식에서 구한 Kelvin wave의 

phase speed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강설이 

Topographic Kelvin wave에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강설이 시작되기 

전 Sounding자료에서 inversion layer가 존재하나 강설이 시작된 이후에는 

inversion layer가 소멸되거나 고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동지방에서는 관

측자료가 많지 않아 WRF model을 사용하여 원산만부터 포항까지 약 400km지점의 

inversion layer의 고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Topographic 

Kelvin wave를 모의하였다. 

 

주요어 : Topographic Kelvin wave, 강설,  

 

학번 : 2013-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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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idence of Topographic Kelvin wave 

propagating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peninsula  

 

 

Seokjun Lee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a lot of snowfall in East coast area. In east coast area snowfall is 

caused by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ocean and the atmosphere, 

Topographic effect, and synoptic effect. In this study, snowfall up to 16 and 17 

January, 2103 start time at constant speed, while working examples snowfall and 

found thae moving south. The beginning of snowfall with similar velocity came 

south to see as one that this case is topographic Kelvin wave effect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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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graphic Kelvin wave can be occur when exist inversion layer and 

escarpment near the coast line. East coast area has escarpment and inversion 

layer when before the snowfall start. So Topographic kelvin wave can occur in 

east coast area. I try to find topographic Kelvin wave by used AWS data, Satellite 

and Radar, Sounding data and WRF model. First, calculate pressure anomaly 

data and wind speed data by using AWS data. When the beginning of the snowfall 

I can find the pressure anomaly has lowest value. And when the pressure 

anomaly has lowest value wind speed value is increase and variations at intervals. 

Take a look at satellite images, cloud move to south 9.1 m/s. and radar echo is 

to be seen to occur in a direction orthogonal topographic. Sounding data can be 

used for the wave speed. And calculate 11m/s. Observation speed and obtained 

speed is similar so snowfall in this case caused by Topographic kelvin wave. 

 

Keywords : Topographic Kelvin wave, snowfall  

 

Student number : 2013-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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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Figure 1. 2013 년 1 월 16 일 21KST 부터 17 일 21KST 까지의 지상일기도 및 

850pha 일기도 1 월 16 일 09KST 의 지상일기도를 보면, 바이칼호 부근과 화북평원 

대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고기압은 중국 중부지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

리고 16 일 21KST 와 17 일 09KST 일기도를 살펴보면 한반도 상공에 기압골이 위치

하고 있어 강설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 7 - 

 

Figure 2. 2013년 1월 16일 1500KST부터 1월 17일 1500KST까지 천리안 위성

영상 1월 16일 원산만과 고성에 걸쳐 구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구름은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17일 12시경 영동지역이 모두 이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다. ．．．．．．．．．．．．．．．．．．．．．．．．．．．．．．．．- 8 -   

 

Figure 3. 2013년 1월 16일 15KST부터 1월 17일 15KST까지 레이더 영상. 시간

이 지날수록 강수 echo 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echo 가 지형에 직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9 -  

 

Figure 4. 1월 16일 18시부터 17일 15시까지 강릉, 동해, 울진에서의 Surface 

Pressure(왼쪽)와 Surface Pressure anomaly(오른쪽). Surface pressure를 나타낸 

그래프(오른쪽)에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16일 18KST부터 17일 15KST까지 관

측값을 이용하였다. y축은 Surface Pressure를 나타내며 단위는 hpa이다.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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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nomaly를 나타낸 그래프(왼쪽)에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은 

anomaly값을 나타낸다. 또한 붉은점은 anomaly가 최저가 되는 시점을 나타내며 저

위도로 갈수록 점점 뒤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 

 

Figure 5. 강릉, 동해, 울진에서 풍속변화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16일 18KST부터 

17일 15KST까지 나타내었다. y축은 풍속값을 나타내며 단위는 m/s이다. 또한 점선

은 Pressure anomaly가 최저값이 나타난 시점을 나타낸다. ．．．．．．．- 12 -  

 

Figure 6. 속초의 Skew T – Log P Diagram. 붉은선은 16일 21KST를 나타내고 파

란선은 16일 09 KST를 나타낸다. 09KST에 나타난 Inversion layer가 21KST에 사

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3 - 

 

Figure 7.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 붉은선은 17일 09KST를 나타내고 파란

선은 16일 21 KST를 나타낸다. 16일 21KST에 나타난 Inversion layer가 17일 

09KST에는 고도가 높아지고 또한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4 - 

 

Figure 8. Model domain for Domain1, Domain2, Domain3, Domain4 ．．．- 17 - 

 

Figure 9. Domain4에서 1번지역부터 9번지점까지 위치정보를 나타낸다 각 지점간 

거리는 50km로 1번지역부터 9번 지점까지 총 400km을 나누었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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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Hefter method to determine PBL height서 정의된 Inversion layer의 

조건 붉은선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가 되는 곳을 말하며 파란

선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되는 곳의 높이를 나타낸다. - 19 - 

 

Figure 11. 2번 구역에서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

은 높이를 나타내며 붉은점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나타

나는 고도다. 따라서 붉은점이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 20 - 

 

Figure 12. 6번구역에서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

은 높이를 나타내며 붉은점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나타

나는 고도다. 따라서 붉은점이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 21 - 

 

Figure 13. 각 지점에서(Fig. 9. 참고) 시간대별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위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2번구역에서 17일 00시에 Inversion layer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

간이 지날수록 Inversion layer가 상승하는 시점이 뒤에 나타난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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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영동지방은 서해안 지방과 더불어 한국에서 많은 눈이 내리는 다설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동지방은 겨울 내내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동

지방에 눈이 내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

부분 영동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형적인 효과(Topographic effect) 혹은 서해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안의 수온, 그리고 강설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압배

치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였다. 또한 김유진(2013)등은 대상수렴운이 영동지방에 많은 

강설을 유발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강설 사례를 분석하던 중 구름의 이동하는 

모습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일정한 속

도를 가지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현상이 겨울철 영동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름의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Wave가 북쪽에서 남쪽

으로 전파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여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이러한 현상이 

Topographic Kelvin wave의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opographic Kelvin wave A. E. Gill(1977)은 남아프리카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

하여 Topographic Kelvin wave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에서 발

생하는 Topographic Kelvin wave가 약 6m/s의 속도로 .이동 하였음을 밝히고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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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처에 1km 이상 급격한 경사면이 있어야 생성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

으로 Smith(1978)은 페루지역에서 발생한 Topographic Kelvin wave를 관측자료와 

Hydrographic data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Dorman(1985)은 Surface에서의 

wind 와 pressure 그리고 Sounding 자료를 분석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Topographic Kelvin wave를 밝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남아메리카등 해안가를 따라 급 경사면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형이 남북, 

혹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유사하게 한반도 

또한 영동 해안가를 따라 고도 1000m 이상의 급 경사면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Inversion layer가 존재한다면 한반도도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 할 수 있

는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AWS 지상관측자료 및 Sounding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에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적은 

Sounding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WRF model수행 결과를 자료를 이용하여 영동지역

에서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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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영동지역의 AWS observation, 천리안 위성영상, Radar, 상층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2013년 1월 16일부터 17일 까지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현상은 16일 12시 원산만을 시작으로 21시 강릉 이남지역, 17일 03시 울진을 지나 

07시경 영동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Topographic Kelvin wave가 

남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16일 15시부터 영동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17일 07시까지를 기준으로 진단·분석 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Surface Pressure값과 Wind speed, direction의 값

은 지상 AWS data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되는 AWS 선정 기준은 영동지역 가

장 고위도 지방에 위치한 대진의 AWS를 시작으로 약 40Km의 간격으로 선정 하였으

며, 선정된 AWS는 양양(국제공항), 강릉, 동해, 울진(죽변), 영덕등 총 6개의 AWS 

data를 사용 하였다.  

또한 본 사례에서 wave가 관측된 지점은 원산만인데 비해 한반도에서는 고성보

다 고위도 지역에 대한 자료를 획득 할 수 없고, Sounding data 또한 속초와 포항 2

곳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획득 할 수 밖에 없어 Wave를 제대로 관측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WRF model을 사용하여 보다 조밀한 data를 획득하였으며, 

WRF Model을 사용하기 위하여 ERA-Interim 자료를 사용하였다. Topographic 

Kelvin wave에 대한 운동학적인 분석은 A. E. Gill(1982)의 연구와 CLIVE E. 

Dorman(1985)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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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l 

 

 

대기 하층에 Inversion layer가 발생하고 inversion layer가 해수면 근처의 급경

사면보다 낮은 고도에 존재하고 있을 때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 할 수 있

어 대기 하층에서 wave가 관측된다(Gill 1977). 따라서 Topographic Kelvin wave의 

지배 방정식은 Shallow water equation으로부터 유도 할 수 있다. 

∂u

∂t
− fv =  −g

∂h

∂x
− bu                            (1) 

∂v

∂t
+ fu =  −g

∂h

∂y
− bv                            (2) 

∂h

∂t
=  −H (

∂u

∂x
 +  

∂v

∂y
)                             (3) 

 

  Shallow water equation에서 u는 동서방향 y는 남북방향, h는 System의 두

께, H는 고도 g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내고, f는 코리올리의 힘을 나타내고 b는 점성력

을 나타낸다. 위 방정식을 이용하여 대기중에서 점성력을 무시하고 Topographic 

Kelvin wave를 지배하는 방적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fv =  −
∂P

∂x
                             (4) 

dv

dt
+ fu =  −

∂P

∂y
                           (5) 

dH

dt
+ H (

∂u

∂x
+  

∂v

∂y
) = 0                        (6) 

 

여기서 x는 서쪽, y는 남쪽, f는 코리올리의 힘이고, H는 inversion layer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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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말한다. 또한 Topographic Kelvin wave의 Phase speed는  

                                         c =  √𝑔`𝐻                            (4)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opographic Kelvin wave는 밀도가 서로 다른 지표

면과 Inversion layer사이에 전파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g`을 사용해 구한다  

                              g’ = g
(𝜃−𝜃0)

𝜃0
 

위의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𝜃0 는 inversion layer에서 하층부의 

potential temperature를 말하고 𝜃는 inversion layer의 상부에서 potential 

temperature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및 Model 자료를 이용하여 

Phase speed를 구함으로써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제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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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bservation 

 

 

4. 1. Synoptic overview 

 

 

2013년 1월 16일 12UTC 화북평원 지방에서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확장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는 바이칼호 주변에서 발달하여 만주지역으로 확장하

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 고기압은 중국의 해안가를 따라 점차 장출 하

였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또한 지상 일기도의 

기압 배치를 보면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할 위성사진은 천리안 적외영상이다. 천리안 적외영상은 원산만 

동쪽에서 존재하던 구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분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름은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나 시간대에 따른 구름의 분

포 변화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본 연구에서는 이동한다고 표현하겠다. 

2013년 1월 16일 15(KST) 동해안에 구름대가 만들어져 있으며 구름대의 경계면은 원

산만 남동쪽에 내려와 있다. 이 구름대는 21시까지 강원도 강릉 이남지역까지 이동 

하였고, 익일 03시까지 동해를 지나 울진까지 이동 하였다. 이 후 구름대는 포항과 부

산을 통과하여 영동지역과 대한해협까지 이동 하였다.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구름대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500km의 거리를 약 9.1m/s의 속도로 이동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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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2013년 1월 16일 21KST부터 17일 21KST까지의 지상일기도 및 850pha 일기도 

  1월 16일 09KST의 지상일기도를 보면, 바이칼호 부근과 화북평원 대륙성 고기압이 위치하

고 있으며 이 고기압은 중국 중부지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16일 21KST와 17일 

09KST 일기도를 살펴보면 한반도 상공에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어 강설을 내리게 할 수 있

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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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6 1500KST>               <2013.01.16 1800KST>             <2013.01.16 2100KST> 

 

 

       

<2013.01.17 0000KST>            <2013.01.17 0300KST>              <2013.01.17 0600KST> 

 

 

       

        <2013.01.17 0900KST>               <2013.01.17 1200KST>             <2013.01.17 1500KST> 

Fig. 2. 2013년 1월 16일 15KST부터 1월 17일 15KST까지 천리안 위성영상 1월 16일 원산

만 과 고성에 걸쳐 구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남동으로 이동하

며 17일 12시경 영동지역이 모두 이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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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위성자료를 살펴보면 16일 15KST 2013년 1월 16일 15(KST) 동해안에 구

름대가 만들어져 있으며 구름대의 경계면은 원산만 남동쪽에 내려와 있다. 이 구름대

는 21시까지 강원도 강릉 이남지역까지 이동 하였고, 익일 03시까지 동해를 지나 울

진까지 이동 하였다. 이 후 구름대는 포항과 부산을 통과하여 영동지역과 대한해협까

지 이동 하였다. 구름의 이동 모습을 확인해보면 원산만에서 강릉 남부지역까지 빠르

게 이동을 하였고, 강릉 이남지역에서 울진부근까지 구름이 천천히 이동 하였으며, 이

후 다시 빠르게 남하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구름대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500km의 거리를 약 9.1m/s의 속

도로 이동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2013년 1월 16일 1500KST부터 1월 17일 15KST까지 레이더 영상.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 echo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echo가 지형에 직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 10 - 

 

수 있다. 

 

또한 Radar자료를 살펴보면 강수 echo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남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3. 또한 레이더 echo가 지형에 직각으로 형성되어 남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opographic wave가 형성되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추

측해 볼 수 있다. 

  

4. 2. AWS observation 

 

 

본 연구에서는 지상 자료 분석을 위해 AWS data를 사용 하였으며 AWS 선정기

준은 기압값을 측정 할 수 있는 AWS 중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간격이 비교적 일정

한 강릉, 동해, 울진(죽변)등 3곳의 AWS data를 사용 하였다. 

2013년 1월 16일 18시부터 17일 15시까지의 기압변화를 보면 각 지역별 기압 

변화가 거의 일정하게 증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압의 변화에 일 변화량이 같

이 계산되어 나타나 각 지역별로 기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없다. 따

라서 이러한 일 변화량을 제거해 주기 위해 Pressure anomaly값을 구하였다. 

Pressure anomaly값을 구하기 위하여 영동지역에서 기압값을 측정 할 수 있는 모든 

AWS의 기압값을 평균하여,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감하여 Pressure anomaly값을 구

였다. 영동지방의 기압값을 비교 할때 강릉, 동해, 울진 등 총 3지역의 AWS 기압관

측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결과는 Fig.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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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월 16일 18시부터 17일 15시까지 강릉, 동해, 울진에서의 Surface Pressure(왼쪽)와 

Surface Pressure anomaly(오른쪽). Surface pressure를 나타낸 그래프(오른쪽)에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16일 18시부터 17일 15시까지 관측값을 이용하였다. y축은 Surface 

Pressure를 나타내며 단위는 hpa이다. Surface pressure anomaly를 나타낸 그래프(왼쪽)에

서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은 anomaly값을 나타낸다 또한 붉은점은 anomaly가 최저가 

되는 시점을 나타내며 저위도로 갈수록 점점 뒤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를 살펴보면 Surface Pressure의 일 변화량은 약 7hpa정도 차이가 나타

나지만 이는 어느 한 지점이 아닌 대부분의 관측지점에서 비슷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

에 일 변화량에서 나타난 최저기압이 강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설을 유발하는 요인은 이러한 일 변화량을 제거한 Surface Pressure anomaly값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Fig. 4. 에서 볼 수 있듯이 Surface Pressure anomaly의 최저값

은 강릉지역에서 16일 20시경 최저점을 보이고 동해는 21시 울진은 17일 03시경에 

최저가 되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강설 시작시간을 살펴보면 강릉 21

시 통해 23시 울진 03시로 강설이 시작되는 시간과 Surface Pressure anomaly의 최

저값이 나타나는 시간이 비슷하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강설은 Surface Pressure 

anomaly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풍속자료를 살펴보면 Pressure anomaly가 최저가 관측된 시간을 전후하여 풍속

이 증가 하였으며 이후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풍속이 증가와 감소하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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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 5. 강릉, 동해, 울진에서 풍속변화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16일 18시부터 17일 15시까지 

나타내었다. y축은 풍속값을 나타내며 단위는 m/s이다. 또한 점선은 Pressure anomaly가 최

저값이 나타난 시점을 나타낸다. 

 

4. 3. Soungings 

 

 

영동지역에서 Sounding Data를 확보 할 수 있는 속초와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각 지점에서의 분석 시점은 속초는 Wave가 지

나간 직후인 16일 21KST의 자료를 사용 하였고, 포항은 17일 09KST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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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속초의 Skew T – Log P Diagram. 붉은선은 16일 21KST를 나타내고 파란선은 16일 

09 KST를 나타낸다. 09KST에 나타난 Inversion layer가 21KST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속초의 Skew T – Log P Diagram그래프에서 파란선은 1월 16일 09KST의 

연직 온도분포를 나타낸 선이고 붉은선은 16일 21KST의 연직 온도분포를 나타낸 선

이다. 속초의 Skew T – Log P Diagram을 살펴보면 16일 09KST(파란선) 약 700hpa 

부근에서 Inversion layer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21KST(붉

은선)에서는 700hpa 부근에서 Inversion layer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Wave가 속초

를 통과하면서 Inversion layer를 소멸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2.에서 16일 

21KST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속초상공에 구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속초

의 Skew T – Log P Diagram에 나타난 값을 이용하여 Kelvin wave의 Phas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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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방정식 c =  √𝑔’𝐻 , g` = g
(𝜃−𝜃0)

𝜃0
에 대입하여 Phase speed를 구하면 

(𝜃0 = 272.5𝐾,     ∆𝜃 = 3𝐾,      𝑔 = 10𝑚/𝑠2,      𝐻 = 2000𝑚) 약 15𝑚/𝑠의 속력이 나

온다. 

 

 

Fig. 7.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 붉은선은 17일 09KST를 나타내고 파란선은 16일 

21 KST를 나타낸다. 16일 21KST에 나타난 Inversion layer가 17일 09KST에는 고도가 높아

지고 또한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그래프에서 파란선은 1월 16일 21KST의 연직 

온도분포를 나타낸 선이고 붉은선은 17일 09KST의 연직 온도분포를 나타낸 선이다.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을 살펴보면 16일 21KST(파란선)에서 약 800hpa에

서 Inversion layer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7일 09KST(붉은선)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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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약 675hpa 부근으로 Inversion layer가 상승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Wave가 발달하면서 Inversion layer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속초와 다르게 포

항에서 Inversion layer가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속초의 경우에 해안선에 가까이 위

치해 있고 해안선 근처에 급경사면이 존재하고 있어 Wave가 그대로 내려가지만 포항

의 경우에는 속초보다 관측지점이 해안선에서 멀리 위치해 있고 주위에 급경사면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Inversion layer를 충분히 소멸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포항의 Skew T – Log P Diagram을 이용하여 Kelvin wave의 Phase speed를 구하면 

(𝜃0 = 274𝐾,     ∆𝜃 = 2𝐾,      𝑔 = 10𝑚/𝑠2,      𝐻 = 2600𝑚) 약 11𝑚/𝑠의 속력이 나온

다. 속초와 포항에서 구해진 Wave의 phase speed는 앞서 보여준 위성사진과 

Radar자료에서 나타난 Phase speed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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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WRF Model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Topographic Kelvin wave의 경우에는 강릉부터 고성까지 

짧은 구간의 Data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직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속초와 포항 2곳에서 Sounding data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측 간격이 12시간으로 시

간간격이 길고 관측지점이 적어 Wave를 찾아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RF 모델을 사용하여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Wave의 증거들을 

더 찾아내려 한다. 사례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모델은 WRF V3.5.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4개의 영역을 설정 하였고 모의 시간은 2013년 1월 16일 15KST부터 

1월 17일 21KST까지 30시간에 대해 모의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모

델의 초기 입력 자료 및 경계자료는 ERA-Interim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영역의 수

평 격자 간격은 Domain1 (D1)이 27km (238 x 180), Domain2 (D2)가 9km (238 x 226), 

Domain3 (D3)는 3km (337x286), 그리고 Domain4 (D4)는 1km(265 x 481)이다. 구름 

미시 물리 모수화는 WSM (WRF Single Momentum) 6 Class 기법을 사용하였고, 적운 

모수화 과정은 Kain-Fritsch scheme을 사용하였다. 적운 모수화는 대기를 너무 안정

시키고 10km 이하의 격자 크기에서 적운 대류 모수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수화될 

규모와 분해될 규모 사이에 분명한 규모 분리가 어려워 27km의 해상도를 가진 

Domain 4에서만 사용하였고 Domain1과 Domain 2, Domain3에서는 사용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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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WRF model configuration 

 

 

Fig. 8. Model domain for Domain1, Domain2, Domain3, Domain4 

 

Medel WRF V 3.5.1 

Domain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Resolution 27 km 9 km 3 km 1 km 

Dinemsion 238 x 180 238 x 226 337 x 286 265 x 481 

Vertical layer 35 layer 

Grid nesting 2way - Nesting 

Initial condition ERA – interim ( 6 – hourly 1° × 1°) 

Microphysics WSM 6 scheme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N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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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방에서 발생한 Topographic Kelvin 

wave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AWS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WS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

점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며 각 지점마다 거

리가 조금씩 달라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무

리가 있다. 따라서 WRF model의 결과물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6일 15시

경 구름대가 모여있는 지역의 남쪽 끝 부

분을 1번구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경상

북도  포항까지 총 400km의 구간을 9개

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찰하였다. 각 지

역간 거리는 50km로 나누었다. 

 

 

4. 4. 1 Inversion layer 

 

 

Inversion layer는 Topographic Kelvin wave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하다. 대기중 Inversion layer는 Topographic Kelvin wave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A. E. Gill(1977) 급경사면에 trap된 disturbance가 상층으로 에너지가 전달

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nversion layer는 Hefter method to 

determine PBL height에서 정의한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Fig. 9. Domain4에서 1번지역부터 9번

지점까지 위치정보를 나타낸다 각 지점

간 거리는 50km로 1번지역부터 9번 지

점까지 총 400km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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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역을 Inversion layer의 기준으로 잡았다. 

 Fig. 10. Hefter method to determine PBL height서 정의된 Inversion layer의 조건 붉은

선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가 되는 곳을 말하며 파란선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되는 곳의 높이를 나타낸다. 

 

Fig. 10. 에 의하면 약 2000m의 지전에서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지역의 Inversion 

layer를 나타내어 각 지역에서 변화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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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2번 구역에서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높이를 나

타내며 붉은점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나타나는 고도다. 따라서 붉

은점이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Fig. 11. 의 그래프에서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높이를 나타내며 단위는 m

이다. 위 그래프에서 점은 정의한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이 

되는 지점으로 Hefter method to determine PBL height에서 정의한 Inversion layer

의 높이를 나타낸다. 2번구역에서 평균적인 Inversion layer는 약 2000m에 존재하고 

있고 17일 00시경부터 03시경까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인 지점

은 존재하나 Inversion layer가 매우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난 와 

값을 이용하여 Kelvin wave의 Phase speed를 나타내는 방정식, 에 대입하여 Phase 

speed를 구하면 평균적으로 약 16m/s의 속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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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6번구역에서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높이를 

나타내며 붉은점은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 나타나는 고도다. 따라서 

붉은점이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Fig. 11. 의 그래프에서 x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높이를 나타내

며 단위는 m이다. 위 그래프에서 점은 정의한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가 

0.005K 이상이 되는 지점으로 Hefter method to determine PBL height에서 정의한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6번 구역을 살펴보면 1600m 정도를 유지하던 

Inversion layer가 17일 03시를 시작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

기서 나타난 와 값을 이용하여 Kelvin wave의 Phase speed를 나타내는 방정식, 에 

대입하여 Phase speed를 구하면 평균적으로 약 18m/s의 속도가 나온다. 이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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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 T – Log P Diagram을 이용하여 구한 Phase speed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Inversion layer의 높이가 상승하는 시점도 저위도로 갈

수록 뒤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확인했던 Skew T – Log P 

Diagram에서도 속초보다 포항에서 더 늦게 이러한 현현상 발생한 것과 같은 현상을 

모의하였다. 

 Fig. 13. 각 지점에서(Fig. 9. 참고) 시간대별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 x축은 시간을 나타

내고 y축은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낸다. 위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2번구역에서 17일 

00시에 Inversion layer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Inversion 

layer가 상승하는 시점이 뒤에 나타난다. 

 

Fig. 13. 은 각 지역에서 시간대변 Inversion layer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16일 15시부터 17일 12시까지 나타내었고 y축은 각 지

역의 Inversion layer의 높이를 나타냄으로 4개의 지역에서 Inversion layer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보았다. (Fig. 9. 참고)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2번구역에서는 17일 

00시에 Inversion layer가 2000m에서 3200m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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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17일 03시 3100m까지 상승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Inversion layer가 상

승하는 지점이 점차 저위도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nversion layer가 가

장 높이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속도를 구하면 17일 00시 2번구역부터 09시 8번구

역까지 9시간동안 300km를 이동하였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약 9.2m/s정도의 phase 

speed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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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Surface pressure 자료와 Sounding자료를 사용하여 

Topographic Kelvin wave의 Phase speed를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구름의 이동속도와 Radar echo의 이동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Sounding 

자료에 나타난 Topographic Kelvin wave의 속도는 속초와 포항 각각 15m/s, 11m/s

의 속도가 나왔으며 위성에서 구름의 이동속도와 Radar echo의 이동속도는 약 

9.1m/s의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WRF model을 사용하여 살펴본 

두곳에서의 Phase speed는 각각 16m/s, 18m/s의 속도가 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Skew T – Log P Diagram을 통해 구한 Topographic Kelvin wave의 속도와 비슷하

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WS의 기압 및 풍속 자료를 살펴보면 Pressure anomaly가 강릉, 동해, 

울진순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남하하고 있고, Skew T – Log P Diagram을 살

펴보면 Inversion layer의 높이가 Wave발달하면서 상승하는 점과 WRF model의 결

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Inversion layer의 높이가 최고가 되는 시점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점차 남하하고 있는 결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현상은 Topographic Kelvin 

wave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강설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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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발생한 

강설사례에도 위성영상과 Radar echo가 비슷한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영동지방에서

는 이러한 1000m이상되는 급경사면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Topographic Kelvin wave가 영동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동지방에서 

Topographic Kelvin wave가 종종 발생할수 있는 현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 

 

 

 

 

 

 

 

 

 

 

 

 

 

 



- 26 - 

 

Reference 

 

Ahn. N. N., and A. E. Gill, (1981) Generation of coastal lows by synoptic-

scale waves, Quari. J. Roy. Meter. Soc., 107, 51-503 

Dorman, C. E., 1985: Evidence of Kelvin Waves in California`s Marine Layer 

and Related Eddy Generation . Mon. Wea. Rev., 113, 827-839. 

Gill, A, E., 1977: Coastally trapped waves in the atmosphere. Quart. J. Roy. 

Meteor. Soc., 103, 431-440. 

Miller, A., 1968: Wind Profiles in West Coast temperature inversions, Rep. 

4, Dept. Meteor., San Jose State University, San Jose, CA 95192, 57 pp. 

Bosart, L., 1983: Analysis of a California Catalina eddy event. Mom. Wea 

Rev., 111, 1619-1633. 

Clark, J., 1994: The role of kelvin waves in evolution of the Catalina Eddy. 

Mon. Wea. Rev., 122, 838-8 

 

 


	1.     서론 
	2.     자료 및 방법 
	3.     Model 
	4.     Observation   
	4.1.    Synoptic overview 
	4.2.    AWS observation  
	4.3.    Soundings  
	4.4.    WRF Model  
	4.4.1.    Inversion layer 


	5.     요약  
	6.     References  


<startpage>12
1.     서론  1
2.     자료 및 방법  3
3.     Model  4
4.     Observation    6
 4.1.    Synoptic overview  6
 4.2.    AWS observation   10
 4.3.    Soundings   2
 4.4.    WRF Model   16
  4.4.1.    Inversion layer  18
5.     요약   24
6.     References   2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