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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호수가 강수의 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관측 자료와 

수치 실험을 통하여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에서 일어나는 

강수 일변화의 특징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3B42 위성 자

료를 사용하였다. 빅토리아 호수의 강수는 호수 서쪽에서 최대 강수율을 

보이며, 11월에 가장 높은 강수율을 보인다. 강수 일변화의 물리적 및 역

학적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10년간의 관측 기간 중 강수 일변화가 뚜렷

하게 나타나는 2015년 10월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모형을 이용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호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호수가 있는 수치실험(LAKE)과 호수가 없는 수치 실험

(NOLAKE)을 수행하였고, 호수의 수심이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기 위하여 호수의 수심이 일정한 수치 실험(CONSTANT)을 수행하였다. 

일몰 후 육지의 기온이 감소함에 따라 육지와 호수 사이의 비열 차로 인

해 기온 차이가 커지며, 호수 위로 바람이 수렴한다. 이로 인해 0700 LT

부터 1000 LT에 대류권계면까지 깊은 대류가 발달하여 강한 강수가 발생

한다. 호수로 인해 강해진 싸락눈의 용융이 강수 강화에 기여한다. 반대 

기작으로 주간에는 호수보다 육지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호수 위에서 바

람이 발산하여 호수 주변부에 대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호수 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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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은 적게 나타나며 호수 주변에서 비교적 많은 강수량이 나타난다. 

또한 호수의 수심이 일정한 실험에서는 실제 지형을 사용한 실험에 비해 

호수면 온도 분포 일변화는 작고, 강수 일변화와 강수 기작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강수율은 적게 모의된다. 

 

 

주요어 : 빅토리아 호수, 호수 효과, 강수 일변화, WRF 모형 

학   번 : 2016-2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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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호수는 육지와 다른 알베도, 큰 열 전도도와 열용량, 낮은 표면 

거칠기 등을 가진다. 육지와 다른 호수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지로부터 불어온 공기가 호수를 지날 때 수분을 공급 받아 공기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호수 효과라 한다. 호수 효과는 인근 지역 

날씨와 기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선행되었다(Bonan, 1995; Scott and Huff, 1996; Subin et al., 

2012; Gu et al., 2016). 

특히, 북미 지역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오대호(Great Lakes)와 Great 

Salt Lake의 호수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Changsnon and 

Jones, 1972; Jiusto and Kaplan, 1972; Bates et al., 1993; Lofgen, 1997; Steenburgh 

et al., 2000; Kristovich and Spinar, 2005; Alcott and Steenburgh, 2013). 늦은 가

을과 겨울철에 한랭전선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오대호를 지

날 때 호수에 의해 한랭 전선 후면의 공기가 호수로부터 수분과 열을 공

급받아 대기가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한 대기가 대류를 강화시키고, 구름

이 발달하여 풍하측에 많은 강설 현상이 일어 난다. 이와 반대로 여름철

에는 육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호수로 인하여 대기가 안정

화 되어 대류 활동이 억제되고, 구름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강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Bates et al., 1993; Scott and Huff, 1996; Notar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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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an, 2013; Bergmaier et al., 2017).  

호수 효과는 호수의 위치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호

수의 면적, 수심, 모양 등에 의하여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나 강도가 결

정된다. 지금까지 호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 고위도에 위치한 오

대호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반면, 저위도의 호수는 중 고위도의 호수와 

달리 얼음이 얼지 않는 호수로서 저위도의 호수에 의한 호수 효과 특성

이 중 고위도의 호수에 의한 호수 효과 특성과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적도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는 면적이 크고, 동아프리카의 수

분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에 의한 호수 효

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Thiery et al., 2015; Camberlin et al., 

2018).  

빅토리아 호수는 동아프리카의 중요한 물 공급원으로서 우간다, 케

냐, 탄자니아 세 나라에 걸쳐서 위치한다. 적도 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 

(69000 km2)을 가지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fresh water lake)이다. 

Figure 1a은 빅토리아 호수의 수심을 나타낸다. 평균 수심은 35 m이고 최

고 수심은 84 m로 비교적 얕은 수심을 가진다(Argent et al., 2014). 호수의 

지형은 서쪽이 상대적으로 얕고, 동쪽이 상대적으로 깊은 비대칭적인 모

습을 보인다(Fig. 1a).  

Anyah and Semazzi (2009)는 빅토리아 호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간격의 

타원형 모양 수심을 설정한 이상 실험과 실제 지형을 이용한 실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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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Figure 1. The lake depth (m) of Lake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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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호수의 연직 온도 분포와 호수 표면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지

만 이상 실험과 실제 지형 실험의 연직 온도 분포 비교와 모델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심의 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공간 

분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Sun et al. (2014)는 수치실험을 통

해 빅토리아 호수의 초기 표면 온도의 증가가 강수량의 증가를 야기함을 

보였다. 하지만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초기 온도 변화

에 의한 강수량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호수 수심 변화가 강수량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빅토리아 호수의 

수심이 호수의 수평 온도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강수 

분포와 강수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빅토리아 호수의 

강수 특징을 이해하고, 관측 자료와 수치 실험을 통하여 호수에서 

일어나는 강수 일변화의 특징 및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빅토리아 

호수가 강수 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호수가 있는 

실험과 호수가 없는 실험의 수치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강수 일변화에 

호수의 지형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호수의 실제 지형을 

이용한 실험과 호수의 수심이 일정한 수치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2장에서는 관측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며, 3장에서는 수치 실험의 설계 

및 검증을, 4장에서는 수치 실험 결과를 통해 빅토리아 호수의 강수 

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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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측 자료 분석 

 

빅토리아 호수 지역의 강수 분포와 강수율을 분석하고, 수치 모형 

실험과 비교하기 위하여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2.1 관측 자료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열대강우관측위성)은 미국

의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과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1997년 11월 27일에 쏘

아 올린 위성으로, 350 km의 고도에서 적도 중심 경사 궤도 (inclined 

orbit)를 따라 관측한다. TRMM에는 Lighting Imaging Sensor (LIS), TRMM 

Microwave Imager (TMI), Clouds and the Earth’s Radiation Energy system 

(CERES), Visible Infrared Scanner(VIRS), Precipitation Radar (PR) 총 5개의 관

측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http//trmm.gsfc.nasa.gov). 본 연구에서 사용된 

TRMM 산출물은 3B42이며 마이크로파를 관측하는 TMI센서로부터 다중 

강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마이크로파와 Infrared (IR),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Center (GPCC)의 매달 누적 강우량 자료를 결합하여 최적 추

정 강우량 및 평균 제곱 미터 강수 오차 추정치를 형성한 자료이다

(Huffman et al., 2007; Tian et al., 2007; Huffman and Bolvin, 2013; E. Cattan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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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RMM 3B42의 공간 범위는 0.25  간격으로 남위 50 부터 북위 50

까지 이며, 3시간 간격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토리아 호수 지역의 강수 공간 분포와 강수율을 분

석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0년 간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2.2 빅토리아 호수의 강수 특성  

 

Figures 2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평균한 빅토리아 호수 지역

의 월별 강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지역 강수는 호수의 수문학, 열역

학, 지형, 열대 수렴 구역(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대규모의 

공기 흐름과 호수풍의 영향을 받는다(Asnani, 1993; Sun et al., 2014; Argent 

et al., 2015). 호수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열대 수렴 구역은 

3–5월의 긴 우기(long rain)와 10–12월의 짧은 우기(short rain)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Nicholson, 1996; Argent et al., 2015; Vanderkelen et 

al 2018).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TRMM 

3B42 자료에서도 3–5월과 10–12월의 두 번의 우기가 나타나며, 특히 4월

과 11월에 강한 우기의 모습을 보인다(Figs. 2c–e and 2j–l, Figure 5). 또한 

건기와 우기 모두 호수 위 서쪽 지역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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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 변화에서는 10년 평균 강수율과 마찬가지로 호수 위 서쪽에

서 최대 강수가 나타난다. 건기 중 가장 낮은 월별 강수율을 보인 7월과, 

우기 중 가장 높은 월별 강수율 분포를 보인 11월의 연별 강수율 분포 

변화를 Fig. 3과 Fig. 4에 각각 나타냈다. 건기인 7월에는 연별로 큰 변화 

없이 호수 위의 서쪽 부근에서 최대 강수율을 보이며, 호수 위의 강수율

도 10년 평균값에 근접한다(Fig. 5). 하지만 우기인 11월에는 호수 위 서

쪽에서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지만 연별 편차가 크며, 특히 다른 해에 비

하여 2006, 2011, 2015년도의 강수율이 높게 나타난다. 7월, 11월과 마찬가

지로 모든 달에서 강수량의 편차가 있으며(Fig. 5), 강수량이 연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우기 동안의 월별 강수 공간 분포가 10년 평균 강수율과 다른 양상

을 보이므로, 10년 평균 값이 빅토리아 호수의 뚜렷한 강수 공간 분포를 

대표할 수 없었다. 이에 호수 위에서 강한 강수가 일어나며 강수의 일변

화가 뚜렷한 2015년 10월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빅토리아 호수의 호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ure 7a는 2015년 10월의 월 평

균 강수율을, Figure 8a는 월 평균 강수율의 일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s. 2와 마찬가지로 호수 위의 서쪽 부근에 강수가 집중되어 분포하며, 

이른 아침에 강한 강수가 나타난 뒤 오후시간에 강수가 감소하는 뚜렷한 

일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10월의 경우, 700 hPa과 500 hPa에

서 정동풍의 종관 바람장을 형성하는 것을 재분석 자료를 통해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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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비교적 복잡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므로 

호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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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nthly and 10-year averaged precipitation rate (mm d–1) from 

TRMM data over the period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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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nthly averaged precipitation rate (mm d–1) in July from 

TRMM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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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ame as Fig. 3 except for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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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nually averaged (gray) and 10-year averaged (black) 

precipitation amounts (mm) averaged over the lake area from 2006 to 2015. 



 

 13 

 

제 3 장 수치 실험 설계 및 검증 
 

3.1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Research/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UCAR/NCAR)에서 개발된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version 3.8.1을 사용하였다. WRF 모형은 완전 압축

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격자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를 

사용한다. 

Figure 6은 수치 실험에 사용된 계산 영역이다. 빅토리아 호수를 중

심으로 각각 9, 3, 1 km의 수평 격자 간격을 갖는 3개의 둥지 격자 체계

를 고려하였으며, 45층의 연직 격자를 고려하였다. 가장 바깥쪽 영역의 

시간 간격은 40초이며 내부의 영역에서는 각각 1/3의 비율로 감소하여 

domain 2에서는 13.333초, domain 3에서는 4.444초이다. 초기 자료와 측면 

경계장 자료는 격자 간격 0.25°×0.25°의 수평 해상도와 6시간의 시간 간

격을 가지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FNL 재

분석 기상 자료를 이용하였고, 해수면 온도 자료는 0. 5°×0.5°의 수평 해

상도와 24시간 시간 간격을 가지는 NCEP의 일평균 해수면 온도 자료인 

Real-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RTG_SST) 자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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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ree nested domains used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and 

terrain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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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의 총 적분 시간은 2015년 9월 28일 00 UTC부터 2015년 11월 

2일 00 UTC까지이며 초기 72시간은 spin up time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물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적운 대류 모수화는 가장 바깥쪽 

영역에서 Grell-Freitas Ensemble (Grell and Freitas, 2014) 모수화를 사용하였

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에서는 적운 대류 모수화를 사용하지 않았

다. 구름 미세 물리과정은 WSM6 (Hong and Lim, 2006)를 사용하였고, 행

성 경계층 모수화는 YSU planetary boundary layer (Hong et al., 2006)를, 장/

단파 복사 모수화는 RRTMG (Iacono et al., 2008)를, 지표물리과정 모수화

는 Noah 모형(Ek et al., 2003)을 사용하였다. WRF 모형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Skamarock et al. (2008)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먼저 호

수가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지형과 실제 토지 이용

도를 사용한 LAKE 실험과 호수를 육지로 대체한 NOLAKE 실험을 수행

하였다. 빅토리아 호수의 주변 영역은 경작지(cropland)와 상록활엽수림대

(evergreen broadleaf forest)로 이루어진 북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바

나(savanna)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NOLAKE 실험에서는 토지의 연속성

을 고려하고, 경작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표의 토

지 유형이 water로 되어 있는 영역을 savanna로 교체하였다. 세 번째로 

호수의 수심이 일정한 CONSTANT 실험을 진행하였다. CONSTANT 실험

에서는, 비대칭적인 호수의 지형이 호수의 수면 온도와 강수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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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mes and corresponding descriptions of experiments. 

Experiments Description 

LAKE Real lake depth and land cover are used 

NOLAKE Land cover on the lake area is replaced by savanna. 

CONSTANT Real lake depth is replaced by averaged lake depth (3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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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빅토리아 호수의 평균 수심인 35 m로 

일정한 깊이를 고려하였다(Fig. 1b). 

 

3.2 WRF LAKE 모형  

 

WRF에 포함되어 있는 호수 모형은 일차원 모형이다. 호수 격자 기

둥은 호수 얼음 위의 눈으로 이루어진 5개 층을 포함하여, 각각 10개의 

물과 토지로 분류되어 총 2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WRF의 전처리 

중 지형 자료를 생성 하는 과정에서 각 격자의 호수 수심 정보를 가져온

다. 이때 호수는 깊이 50 m를 기준으로 하여 “깊은 호수(deep lake)”와 

“얕은 호수(shallow lake)”로 나뉜다(Oleson et al., 2013). 강수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호수 온도(Subin et al., 2012)는 호수 깊이에 따라 달리 계산

된다(Subin et al., 2012; Gu et al., 2013; Oleson et al., 2013). 

 WRF의 호수 모형이 깊은 호수에서 수온을 과소 모의하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Martynov et al., 2010; Gu et al., 2013; Argent 

et al., 2015).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호수 모형 교정(calibration)을 통해 깊

은 수심의 호수 모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었지만, 이는 고위도에 

위치한 오대호를 기준으로 수정되었다(Martynov et al., 2010; Subin et al., 

2012; Gu et al., 2013).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서 

WRF의 호수 모형을 관측과 비교했을 때 호수 온도를 더욱 낮게 모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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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Sun et al., 2014; Sun et al., 2015; 

Argent el al., 2015). 호수의 온도가 과소 모의되기 때문에 육지와 호수 사

이의 온도 기울기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 호수풍의 강도와 강수가 과소 

모의 된다(Argent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을 통해 호수를 얕은 호수로 두었을 때 가

장 관측에 가까운 결과가 모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WRF 호수 

모형에서 얕은 호수와 깊은 호수를 결정하는 기준 깊이를 50 m에서 100 

m로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빅토리아 호수의 모든 지점이 얕은 

호수로 설정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3.3 수치 모의 결과 검증 

 

Figure 7은 2015년 10월 TRMM 자료를 이용한 평균 강수율(Fig. 7a)과 

LAKE 실험(Fig. 7b), NOLAKE 실험(Fig. 7c)의 수치 모의 결과이다. Figs. 7a

와 7b의 평균 강수율의 공간 분포를 비교해 보면, 호수의 남서쪽 부근에 

강한 강수가 나타나며 호수를 둘러싼 육지에서도 강수가 나타나는 공간 

패턴을 잘 모사하고 있다. Figure 8은 호수 위에서의 평균 강수율의 일변

화를 나타낸다. 모형이 관측에서 보이는 강수율을 과소 모의하고 있지만, 

0600 LT 과 1000 LT 사이에 최대 강수가 나타나고 오후에 감소하는 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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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패턴을 잘 모사하고 있다(Fig. 8). Li et al. (2009)와 Cattani et al. (2016)은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TRMM 3B42 위성 자료의 강수 추정 

능력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수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동아프

리카의 복잡한 지형과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성 때문에 이 지역의 정확한 

강수량을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다소 과대 추정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수치 모형이 관측과 비교하여 강수율을 다소 과소 모의하

고 있지만 공간 분포와 일변화 패턴을 잘 모사하므로 수치 실험 결과를 

이용한 분석이 빅토리아 호수의 강수 일변화의 특징을 조사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20 

 

Figure 7. Monthly averaged precipitation rate (mm d–1) in October 

2015 in the (a) TRMM data, (b) LAKE case (PLAKE), (c) NOLAKE case 

(PNOLAKE), (d) PLAKE–PNOLAKE, and (e) (PLAKE–PNOLAKE)/P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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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urnal variations of the monthly averaged precipitation rate 

(mm d–1) over the lake area based on the (a) TRMM data and (b) WRF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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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토의 

 

4.1 호수가 강수 일변화에 미치는 영향 

 

빅토리아 호수가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AKE 

실험과 NOLAKE 실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s 9와 10은 각각 

LAKE와 NOLAKE 실험의 0000 LT부터 2200 LT까지 2시간 간격의 2-m 

온도와 10-m 풍속을 나타낸다. 이 지역의 10월 평균 일출 시각인 0630 

LT 이후부터 LAKE와 NOLAKE 실험 모두 육지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증가한다. NOLAKE 실험과 달리 LAKE 실험에서는 낮 

시간의 태양 복사에너지에 의해서 육지와 호수 영역의 열적 불균형이 

나타나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호수에 고기압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지에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 영향으로 인해 호수풍이 발생한다.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1400 LT에 호수 위에서 육지로 

발산하는 강한 순환이 발생하며 이는 1800 LT까지 유지된다(Figs. 9g-j). 

일몰 시간인 1830 LT 이후에는 호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열이 낮은 

육지의 온도가 호수 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이에 육지에서 호수 위로 

수렴하는 순환이 형성되어 0600 LT에 호수 위 서쪽 부근으로 

수렴한다(Fig. 9d). 2015년 10월의 종관풍이 주로 동풍이기 때문에 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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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urnal variations of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2-m 

temperature (°C) and 10-m wind vectors of the LAKE case averaged over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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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same as Figs. 9 except for the NOLAK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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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이 호수의 중심이 아닌 서쪽 지역에서 나타난다. NOLAKE 실험의 

온도 분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일변화를 하며(fig. 10), 

호수 남쪽 영역의 사바나 영역의 영향을 받아 2-m 온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s 11과 12는 각각 LAKE, NOLAKE 실험의 시간별 강수율과 10-

m 풍속을 나타낸 그림이며 Figure 13은 두 실험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LAKE 실험에서는 호수와 육지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호수로 

바람이 수렴하는 0600 LT부터 1000 LT까지 호수의 서쪽 부근에서 강한 

강수대가 나타나며(Figs. 11d–f), 가장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0800 LT 이후 

호수 위에서 바람이 발산하면서 강수대가 흩어진다. 발산류가 뚜렷이 

형성된 1200 LT 이후 부터는 호수 위에서의 강수량은 줄어들고 호수 

주위 육지에서 강수가 내린다(Figs. 11h–j). LAKE 실험에서는 호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렴과 발산에 의해 강수의 공간 분포가 결정되지만, NOLAKE 

실험은 강수의 공간 패턴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2). 이는 LAKE 실험과 NOLAKE 강수율 차이를 나타낸 Fig. 

13에서 뚜렷이 확인 할 수 있다. LAKE 실험에서는 0600 LT 부터 1000  

LT까지는 호수의 서쪽과 남서쪽에서 강수가 집중되고(Figs. 13d–f), 

NOLAKE 실험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강수대가 

이동한다(Fig. 13). LAKE 실험에서는 오전에 강한 강수가 나타나고 

오후에 감소하는 뚜렷한 강수 일변화를 보이지만 NOLAKE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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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강수 일변화가 보이지 않는다(Fig. 8b). NOLAKE 실험에서는 오전 

호수 위 강수량이 LAKE 실험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Fig. 8b), 호수 

위와 호수 밖의 영역 모두에서 보다 많은 강수량이 발생한다(Table 2).  

Figure 14는 LAKE와 NOLAKE 실험의 호수 영역 2-m 온도, 지표면 

온도, 현열속, 잠열속의 일변화를 각각 나타낸 그림으로, LAKE 

실험에서는 NOLAKE 실험에 비해 주간(야간)에 호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높게) 나타난다. LAKE 실험에서는 낮 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NOLAKE 실험에 비해 많은 잠열이 방출되며 현열 속의 

일변화는 거의 없다(Figs. 14c-d). NOLAKE 실험의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LAKE 실험에 비해 뚜렷한 일변화를 보인다(Figs. 

14 a-b). 

강수의 일변화 중 강수가 강한 시간과 약한 시간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수가 강한 시간인 0700–1000 LT과 강수가 약한 시간인 

1300–1600 LT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Figures 15, 16, 17은 3가지 실험에서의 

강수가 강한 시간 (a, c, e)과 강수가 약한 시간 (b, d, f)의 수평 누적 

강수량 분포, 연직 속도의 단면, 수물질의 연직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때 연직 속도의 단면(Fig. 16)은 최대 강수가 나타나는 Fig. 15의 빨간색 

선을 따라 자른 x-z 단면이며, 파란색 선은 호수가 위치한 지역이다.  

NOLAKE 실험과 달리 LAKE 실험의 강수가 강한 시간에는 호수 위 

서쪽 지역에서 강한 연직 상승류가 발생하여 깊은 대류가 발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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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권계면까지 깊게 성장한다(Fig. 16a, Fig. 17a). 강수를 구성하는 입자는 

싸락눈(graupel)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높은 고도에서 생성된 

싸락눈이 녹으면서 호수 위 강수가 된다. NOLAKE 실험에 비해 LAKE 

실험에서는 주로 싸락눈의 발달로 인해 많은 강수가 내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7a). 강수가 약한 시간에는 LAKE와 NOLAKE 실험 모두 

호수 영역에서 생성된 하강류가 발산하여 호수 위에서 대류가 억제되고 

그 주위 육지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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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NOLAKE CONSTANT 

Lake area 148 183 82 

Land area 132 153 114 

Table 2. Precipitation amounts (mm) over the lake and lan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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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iurnal variations of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rate (mm d–1) and 10-m wind vectors of the LAKE case 

averaged over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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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same as Fig. 11 except for the NOLAK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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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fferences in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 rate 

(mm d–1) and 10-m wind vectors between the LAKE and NOLAKE cases 

averaged over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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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iurnal variations of the (a) 2-m temperature (°C), (b) skin 

temperature (°C), (c) sensible heat flux (W m–2), and (d) latent heat flux (W 

m–2) over the lak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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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he 3-h accumulated 

precipitation rate (mm d–1) over the period (a), (c), (e) 0700–1000 LT 

and (b), (d), (f)1300–1600 LT in (a), (b) LAKE, (c), (d) NOLAKE and 

(e), (f) CONSTANT simulations, respectively. The red line marks the 

location of the vertical cross sections in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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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Vertical cross sections of the 3-h averaged vertical velocity (mm 

s-1) and wind vectors averaged over the period (a), (c), (e) 0700–1000 LT 

and (b), (d), (f) 1300–1600 LT along the red line in Fig. 15 in the (a), (b) 

LAKE, (c), (d) NOLAKE and (e), (f) CONSTANT simulations, respectively. 

The blue line in each panel indicates the lak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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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ertical profiles of 3-h averaged hydrometeor mass contents 

over the period 0700–1000 LT in the (a) LAKE, (b) NOLAKE and (c) 

CONSTA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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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수의 지형이 강수 일변화에 미치는 영향 

 

Figures 18과 19는 각각 LAKE, CONSTANT 실험의 2시간 간격의 

호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그림이며, Figure 20은 두 실험의 호수 표면 

온도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LAKE와 CONSTANT 실험 모두 동풍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높아지는 수평 온도 분포를 

형성한다(Figs. 18, 19). LAKE 실험의 표면 온도는 호수의 수심이 깊은 

호수 북동쪽 위에서 가장 높고, 표면 온도의 일변화는 수심이 얕은 호수 

경계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18). LAKE 실험과 달리 

CONSTANT 실험에서는 1200 LT 부터 1800 LT까지는 호수 위 남서쪽에서 

높은 호수면 온도를 보였고, 2000 LT 부터 1000 LT까지는 호수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Fig. 19). CONSTANT 실험에서는 기존에 수심이 

얕았던 호수 경계 영역에서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두 실험의 호수 경계 영역에서 큰 온도차이가 발생한다(Fig. 20). 또한 

호수 남서쪽의 일부 영역에서 CONSTANT 실험의 표면 온도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LAKE 실험의 표면 온도가 높으며 

두 실험의 표면 온도 차이 일변화는 거의 일정하였다(Fig. 20).  

Figure 21은 CONSTANT 실험의 시간별 강수율과 10-m 풍속을 나타

낸 그림이며, Figure 22는 LAKE 실험과 CONSTANT 실험간의 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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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iurnal variations of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skin 

temperature (°C) of the LAKE case averaged over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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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same as Fig. 18 except for the CO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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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Differences in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skin temperature 

(°C) between the LAKE and CONSTANT cases averaged over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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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율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LAKE 실험과 CONSTANT 실험 모두 이

른 오전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린 후, 오후에 감소하는 강수율의 일변화

를 보인다(Fig. 8b). 하지만 호수 위의 강수율은 LAKE와 CONSTANT 실

험에서 각각 148 mm d–1,  82 mm d–1로 LAKE 실험이 약 55% 높게 나타

나는 큰 차이를 보인다(Table 2). 두 실험은 0400 LT 부터 1000 LT 일 때 

LAKE 실험이 CONSTANT 실험에 비해 호수 위 중심으로 강한 수렴과 

강한 강수 수평 분포 차이를 보이며(Figs. 22c–f), 1400 LT 부터 0200 LT까

지는 호수 위에서 풍속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Figs. 22a–b, Figs. 

22h–l). LAKE 실험은 호수 위 서쪽 지역에서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는데, 

이는 CONSTANT 실험에 비해 높은 호수 표면 온도와 동풍의 영향을 받

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LAKE 실험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시간과 비교하면 CONSTANT 

실험은 호수 위에서 연직 상승류의 속도가 약하게 나타나며, LAKE 실험

에 비해 대류의 깊이가 얕게 성장한다(Figs. 16a, e). 강수가 강한 시간에 

생성된 연직 수물질 분포를 보면, LAKE 실험은 CONSTANT 실험에 비해 

모든 수물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s. 19a, c). 특히 호수 위에서 수렴

으로 인한 강한 대류가 발생하게 될 때 작은 물방울과 얼음 입자들이 결

합하여 싸락눈이 형성되고, 싸락눈이 녹으면서 CONSTANT 실험에 비해 

강수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강수가 약한 시간에는 두 실험 모두 호

수 위에서 하강류가 발산하여 대류가 억제되고 주위 육지에서 상승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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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비슷한 기작을 보이지만, CONSTANT 실험은 LAKE 실험에 비

해 육지에서 약한 상승 운동이 일어난다(Figs. 16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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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same as Fig. 11 except for the CO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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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 same as Fig. 13 except for between the LAKE and 

CONSTANT cases. 



 

 44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TRMM 3B42 자료를 이용하여 건기 우기 

모두 빅토리아 호수의 서쪽 부근에 강한 강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호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강수 분포 및 일변화 특성이 

10년 평균 강수 기후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고, 강수 일변화가 뚜렷한 

2015년 10월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서쪽에서 뚜렷한 강한 

강수가 형성되며 아침과 오후에 각각 최대 최소 강수량이 관측되는 

뚜렷한 일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정확한 기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규모 

수치 모형인 WRF 모형을 이용한 3가지 수치 실험을 통해 빅토리아 

호수의 일변화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호수가 존재할 때 일몰 후 야간에 육지에 비해 호수의 온도가 

높아져 호수 위에서 바람이 수렴하고 강한 상승 운동으로 인해 

대류권계면까지 대류가 성장하여 강수가 형성되었다. 반대로 일출 

이후에는 육지의 온도가 호수의 온도보다 높아져서 호수 위에서 발산이 

일어나고 호수 주변에서 대류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호수 위 강수량은 

적었으며 호수 주변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났다.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 

깊은 대류로 인해 형성된 싸락눈에 의한 강수가 강화되었다. 호수가 

제거된 실험에서는 주풍인 동풍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하는 강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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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깊이의 호수를 고려한 실험에서는 실제 지형의 호수와 달리 

호수 온도 분포의 일변화는 크지 않으나, 오후 시간에 호수 위 

남서쪽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실제 깊이의 

호수를 고려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강수 일변화의 기작은 동일하지만 

보다 적은 강수가 모의 되며, 특히 수물질 중 싸락눈이 강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차원 호수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호수의 온도 

차이가 호수 표면류에 미치는 영향과 호수의 연직 흐름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호수로 인해 싸락눈이 증가된 것이 강수율에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는데, 호수가 미세물리적 관점에서 어떤 기작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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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urn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over 

Lake Victoria 
 

 

Hyejeong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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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lakes on the diurn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is of observation data and numerical 

simulations on Lake Victoria, which is located in East Africa. This study 

uses satellite data fro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3B42 

between January 1, 2006 to December 31, 2015. Strong precipitation over 

Lake Victoria is spatially concentrated in the western region. In terms of 

temporal variation, the maximum precipitation rate is observed in November.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onvective mechanisms of precipitation, a 

simulation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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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for October 2015. From the 10-year observation data, October 

2015 was chosen for its clear diurnal variation in precipit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simulations with the lake (LAKE) and without the lake 

(NOLAKE) was performed. Further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ke 

depth and precipitation distribution were conducted using the with lake 

simulation of constant lake depth (CONSTANT). As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decreases after sunset,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land 

and lake increases. Winds converge on the lake and an upward flow occurs. 

Deep convection develops up to the troposphere interface causing strong 

precipitation. Furthermore, the lake enhances precipitation through melting 

of graupel. In contrast, during daytime hours,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is 

higher than that of the lake. Winds flow out of the lake, and convection 

occurs around the lake perimeter. For this reason, precipitation is low over 

the lake, but high in surrounding areas. In the CONSTANT case, the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lake shows a small diurnal variation. The 

CONSTANT case showed a similar diurn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and 

mechanism as the LAKE case, but the rainfall amount is less simulated. 

 

Key words: Lake Victoria, Lake effects, Diurnal variation of precipitation, 

WR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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