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8, No. 4 (Jun. 2018), pp.27~40
https://doi.org/10.9798/KOSHAM.2018.18.4.27

ISSN 1738-2424(Print)
ISSN 2287-6723(Online)
www.kosham.or.kr

기상방재

대설을 동반한 2011년 2월 11일 극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지형
조건에 따른 WRF 민감도 실험
WRF Sensitivity Experiments of the Polar Low Development
Accompanied by Heavy Snowfall on 11 February 2011 to
Orography Specification
이재규* · 김유진**
Lee, Jae Gyoo*, and Kim, Yu Jin**
Abstract
To study the effects of mountainous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Japanese Islands on the polar low development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East Sea on 11 February 2011, a series of sensitivity experiments for full-mountain and no-mountain
cases was conducted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The results of the sensitivity experiments showed
that the existence of the northern mountainous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is
polar low and clearly indicated that the northern mountainous areas had larger effects on the development and movement paths
of the polar low than the southern mountainous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had. In addition, it could be seen that the effects
of the mountainous areas in the Japanese Islands located at the leeward side on the development and movement paths of the polar
low were relatively much smaller compared to the effects of the mountainous areas i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Polar Low, Sensitivity Experiments, Heavy Snowfall, WRF, Orographic Effect

요

지

2011년 2월 11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극저기압 사례를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효과가 극저기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산악이 있는 조건과 산악을 제거한 조건으로 WRF 모델을 각각 설정하여 일련의
WRF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실험 결과, 한반도 북쪽 산맥군의 존재는 이 극저기압이 발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한반도 남쪽 산맥군보다 북쪽 산맥군이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지형 효과는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있어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극저기압, 민감도 실험, 대설, WRF, 지형 효과

1. 서 론
강원도 영동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대설로 많은 기상재해
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대설로 인한 재해 피해는 주로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하는데, 농업과 관련해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잠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며, 어업 분야에서는
수산 증⋅양식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Kim et al., 2015).
이 지역에서의 대설현상은 주로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한 한기의 유입과 남해상을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
하며, 또한, 동해안에 인접한 산맥군의 지형적인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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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대설현상이 강화되기도 한다(Park and Joung, 1984;
Lee and Lee, 1994; Lee, 1999, 2001; Lee and Lee, 2003).
한편, 하층의 강한 경압 불안정과 상층의 한랭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양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을 극저기압
(Polar low) 혹은 극 중규모 저기압(Polar mesoscale cyclone)이
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 대설이 종종 발생
하기도 한다(Lee et al., 1998; Park and Lee, 2005; Kim et
al., 2013; Lee et al., 2016). 특히, 2011년 2월 11~12일에는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극저기압의 직⋅간접적인 영향으
로 영동 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 최고 133 cm의 대형 폭설이
내렸고, 이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과 군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재산 피해액은
약 350 억 원이었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2).
이와 같이 해양이나 연안 지역에 큰 기상재해를 일으키는
극저기압은 약 200~1,000 km의 수평규모를 가지는 강렬한
해양성 저기압이며, 해상 바람은 거의 14 m s-1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접한 해안 지역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을 내리게 해, 막대한 기상재해를 일으킨다
(Rasmussen and Turner, 2003). 이에 따라 극저기압이 빈번히
발달하는 고위도해역(바렌츠 해, 노르웨이 해, 래브라도 해,
알래스카의 걸프 만, 동해)을 중심으로 극저기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Harley, 1960; Rasmussen, 1985; Asai,
1988; Carlson, 1991; Heinemann and Claud, 1997; Rasmussen
and Turner, 2003).
극저기압에 대한 종관 분석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해 위성영
상 및 관측 자료와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연구(Rasmussen,
1981; Nordeng and Rasmussen, 1992; Douglas et al., 1991;
Moore et al., 1996; Fu et al., 2004; Brümmer et al., 2009;
Linders and Saetra, 2010; Forsythe and Haynes, 2015)가
수행되었고, 또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극저기압의 생성과
발달 기구를 조사하는 연구들과(Grønås and Kvamstø, 1995;
Yanase et al., 2002; Guo et al., 2007), 그리고 극저기압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과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열과
잠열 플럭스(flux), 해수 온도, 경압 불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
한 민감도 수치실험들이 이루어졌다(Sardie and Warner, 1985;
Albright et al., 1995; Bresch et al., 1997; Heinemann, 1998;
Yanase et al., 2004; Yanase and Niino, 2005, 2007; Føre
and Nordeng, 2012; Kolstad et al., 2016; Kolstad and
Bracegirdle, 2017). 뿐만아니라 Krisjánsson et al. (2011)은
동부 그린란드의 산악 지형이 덴마크 해협에서 발달한 극저
기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산악
지형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극저기압의 강도가 약화되거
나 사라졌으며, 그린란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위치한 아이슬
랜드의 북서쪽에 위치한 동부 그린란드 산악 지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린란드
의 지형이 ‘풍하저기압(lee cyclone)’을 형성하는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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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산악 지형이 하층 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극저기압
이 발달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2011년 2월 11~12일 동해안 지역으로 최고 133
cm의 대형 폭설을 동반한 극저기압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연
구들을 살펴보면, Lee et al. (2016)은 종관일기도와 적외영상,
그리고 ERA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Re-Analysis) 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
하여 종관 분석을 수행하였고, 소용돌이도 방정식의 수지분
석을 통하여 하층 수렴과 상층 발산에 의한 상승운동에
의하여 대기 하층에서 극저기압의 소용돌이도가 증가하였
음을 정성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Y.J. Kim et al. (2017)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고해상도 수치모
의를 수행하여 극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태풍의 눈과 유사
하게 맑은 구역이 위치하며, 이 구역의 대기 하층에서는
건조한 하강 기류가 지배적이었음을 밝혔고, 극저기압의 중심
으로 도달하는 공기덩어리의 유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M.K.
Kim et al. (2017)은 물리과정과 관련된 극저기압의 발달 메커니
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WRF 수치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응결열(condensational heating)이 극저기
압을 빠르게 발달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며, 표면 열 플럭스
(surface heat flux)는 대기 하층의 성층을 불안정하게 하여
적운대류가 일어나기 쉽도록 주위 대기를 변화시켜 극저기
압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Krisjánsson et al. (2011)은
그린란드의 산악 지형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극저기압의
강도가 약화되거나 사라졌으며, 그린란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위치한 동부 그린란드 지역의 산악 지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음을 보여줌으로써 산악 지형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반도 산맥군의 지형 효과와 관련하여
Lee and Kim (2008)은 태백산맥의 존재가 한기 영역을 형성
하고 연직 운동을 강화시켜 영동 지역의 강설량을 증가시킴
을 보여주었으며, Lee and Kim (2009)은 한반도의 북쪽 산맥
군은 동해와 영동 지역에서의 기류 흐름을 보다 북동 기류로
전향하게 하여 영동 지역에 보다 많은 눈이 내렸음을 밝혀,
한반도의 산악 지형 효과가 영동 지역의 강설 분포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Nagata et al. (1986)과
Nagata (1991)는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에 의한 저지 효과
(blocking effect)에 따른 기류의 분류 및 풍하측에서의 기류의
합류에 따른 수렴으로 동해상에서 대상수렴운(Convergent
Cloud Band)이 생성됨을 밝혀,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의
존재가 동해상에서의 대류운 발달에 중요함을 언급하였으
며, Kim and Lee (2015)는 한반도 지형이 동해상의 대상수렴
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RF 수치모델을 이용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대상수렴운의 생성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반도 북쪽 산맥군의 지형 효과임을
밝힌바 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극저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물리 과정에 대한 민감도 수치실험들이 수행되었지만(M.K.
Kim et al., 2017), 대기 하층 경계면인 한반도 산악 지형에
대한 민감도 수치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M.K. Kim et al. (2017)의 후속 작업으로, 대설을
동반한 2011년 2월 11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극저기
압을 대상으로 한반도 산맥군의 지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WRF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며, 더불어 극저기압이 이동하는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이 극저기압의 발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WRF 수치모델 설정 및 실험 방법
2.1 WRF 중규모 수치모델
이 연구에서 민감도 수치실험을 위해 사용한 수치모델은
WRF V3.6.1 모델(Skamarock et al., 2008)이다. Fig. 1은
동해 바다(37.5°N, 132.3°E)를 중심으로 설정된 모의 영역을
보여주며, 총 3개의 수치모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초기 및
경계장은 공간해상도가 0.25°×0.25°인 ECMWF에서 제공하
는 ERA-Interim 재분석 자료(6시간 간격)를 이용하였다.
수치실험의 초기 시작은 2011년 2월 10일 0600 UTC이며,
총 54시간 수치 적분하였다. 설정된 모델의 구름물리 과정은
WRF Double-Moment (WDM) 6-class 기법(Lim and Hong,
2010)을 사용하였고, 행성경계층 과정은 Yonsei University

planetary boundary layer 기법(YSU; Hong et al., 2006)을,
지표 물리과정으로는 Noah Land Surface Model (Chen and
Dudhia, 2001)을, 복사 모수화 방안으로는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GCM (RRTMg; Iacono et al., 2008)을 사용하
였다. 적운 모수화 과정은 new Kain-Fritsch 기법(Kain, 2004)
을 D1과 D2에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치모델의 모델 영역
및 물리적인 설정, 모델의 초기 및 경계 자료 등은 Y.J. Kim
et al. (2017)의 수치모델 설정과 동일하며, 여기서 보여주는
수치실험의 결과는 분해능이 가장 좋은 모의 영역 3 (2 km)의
결과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지역의 지명은 Fig. 1의
영역 3에 나타내었다.

2.2 민감도 실험 설계
산악 지형이 극저기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민감도 실험을 설계 하였다. 우선 일곱
가지 민감도 수치실험의 구성과 실험명을 Table 1에 설명하
였다. Fig. 2에서 주황색 직사각형 영역은 지표면 고도가
0 m로 설정되어 산악 지형이 제거된 영역을 나타낸다.
먼저, 규준(Control; CNTL)실험은 정상적인 지표면 고도
를 하층 경계 조건으로 설정한 실험으로 이 연구에서 비교기
준이 되는 실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층 경계면인 산악
지형이 극저기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이하 모든 실험에서 지표면 고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준실
험의 설정과 같다.

Fig. 1. Geographic Representation of Domain1 (D1), Domain2 (D2), Domain3 (D3), for the WRF Sensitivity Experiments
(from M.K. Kim et al., 2017, their Fig. 2). Topography (m)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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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ensitivity Experiment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Low-level Bounda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Islands
Surface conditions
Exp.

Northern Mountains

Southern Mountains

Honshu Mountains

Kyushu Mountains

CNTL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R_Korea

Removed

Removed

Included

Included

R_North

Remov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R_South

Included

Removed

Included

Included

R_Japan

Included

Included

Removed

Removed

R_Honshu

Included

Included

Removed

Included

R_Kyushu

Included

Included

Included

Removed

Fig. 2. The Open Rectangle with Orange in D3 Indicates the Area Where the Height of the Surface
is Set to be Zero for (a) R_Korea, (b) R_North, (c) R_South, (d) R_Japan, (e) R_Honshu and (f) R_Kyushu
Experiments. Topography (m)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ure

한편,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관련된 실험으로, R_Korea
실험은 Fig. 2a에서 보듯이 중국 동북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지표면 고도를 0 m로 설정하여 한반도 및 그 부근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실험이다. 여기서 지형 제거 영역을 중국
동북 지역을 포함한 이유는 백두산 부근의 산맥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R_North 실험은 강원도 이북 지역의
지표면 고도를 0 m로 설정하여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실험(Fig. 2b)이며, R_South 실험은 한반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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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강원 이남 지역의 지표면 고도를 0 m로 설정하여
한반도 남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실험(Fig. 2c)이다.
일본의 산악 지형과 관련된 실험으로 R_Japan 실험은
일본열도 전체의 지표면 고도를 0 m로 설정하여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실험(Fig. 2d)이며, R_Honshu 실험은 일본
열도 중에서 혼슈의 지표면 고도만을 0 m로 설정하여 혼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실험(Fig. 2e)이며, R_Kyushu
실험은 일본열도 중에서 규슈의 지표면 고도만을 0 m로 설정

하여 규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실험(Fig. 2f)이다.
일본지역의 지명은 Y.J. Kim et al. (2017) 논문의 Fig. 2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WRF 수치모델에서 산악 지형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WPS 과정의 geogrid.exe를 구동한 결과로 나오는
geo_em.d0* 자료를 NCL (NCAR Command Language)을
이용하여 변경해야할 영역을 설정하고, 지형의 고도를 나타
내는 변수(HGT_M)의 값을 0 m로 변경하여 다시 geo_em.d0*
자료에 저장한다. 그리고 WPS 마지막 과정인 metgrid.exe
구동을 마친 다음에 WRF 과정의 real.exe를 구동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wrfinput_d0* 자료에서 설정한 영역의 지형
고도가 0 m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후, run.exe를 구동하여
WRF 모델을 실행하였다.

2.3 2011년 2월 11일 사례 종관 개요
2011년 2월 11일 사례는 11일 0900 UTC에 동해 남부
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동진하여
11일 2100 UTC에 주고쿠 앞바다에서 전형적인 극저기압으
로 강하게 발달하였으며(Fig. 3a), 극저기압의 중심에는 구름
이 없는 맑은 지역이,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나선형의 발달된
적운 띠가 형성되었다(Fig. 3b). 이 극저기압 사례에 대한
자세한 종관 사례분석은 Lee et al. (2016)과 Y.J. Kim et
al. (2017)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두 연구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수치모의 결과 분석
참고로 동일한 수치모델 설정으로 이 사례의 극저기압에

대한 수치실험 연구(Y.J. Kim et al., 2017)에서 이미 수치모델
의 모의능력을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극저기압이 가장 발달
했던 2011년 2월 11일 2100 UTC의 민감도 실험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1 유선 분석과 바람벡터 차이
규준실험의 2월 11일 2100 UTC의 1,000 hPa 고도 유선분
석도(Fig. 4a)를 보면,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남하하는 기류가
북쪽 산맥군의 영향으로 산맥군의 왼쪽(기류의 흐름을 기준)
을 돌아 북동 계열의 기류로 바뀌면서 동해 북부 해상을
거쳐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황해도와 중부 이남 지역,
나아가 규슈, 그리고 극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해당하는 주고
쿠 서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북서 기류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동 기류와 북서 기류가 만나는 수렴역이 영동
해안과 동해 남부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수렴역을
따라 발달된 대류운이 형성되었다.
한편,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의
유선도(Fig. 4b)를 보면, 북쪽 산맥군이 제거됨으로써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편북 기류가 북한 지역과 동해상을 거쳐
주고쿠 지역으로 큰 풍향 변화 없이 그대로 흘러, 극저기압은
규준실험에 비해 보다 멀리 풍하측 남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해상에서의 기류 방향이 모두
NNW 방향으로 같아, 규준실험(Fig. 4a)에서 보여주었던
동해 중부 및 동해 남부 해상에서의 강한 수렴역이 한반도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Fig. 4b)에서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규준실험(Fig. 4a)에서 모의되었던 주고쿠
앞바다에 위치한 소용돌이는 형성되지 못하고 주고쿠 내륙
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Fig. 3. (a) Surface Weather Chart and (b) Composited Image from MTSAT-2 Satellite at 2100 UTC 11 February
2011. The Red Arrow in Fig. 3a Indicates the Polar Low and Extratropical Cyclone, Respectively
대설을 동반한 2011년 2월 11일 극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지형 조건에 따른 WRF 민감도 실험 31

Fig. 4. The Simulated 1,000 hPa Streamline and Wind Speed Field Valid at 2100 UTC 11 February 2011, from the (a)
CNTL, (b) R_Korea, (c) R_North, (d) R_South, (e) R_Japan, (f) R_Honshu, and (g) R_Kyushu Experiments. Wind Speed
(m s-1)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Right of the Fig. 4a

북쪽 산맥군만을 제거한 R_North 실험의 유선도(Fig. 4c)
는 앞에서 언급한 R_Korea 실험의 유선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R_North 실험과 R_Korea 실험의 유선
도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을 제거한
효과와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효과가 극저기압
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쪽 산맥군만을 제거한 R_South 실험의 유선도(Fig. 4d)
를 보면, 북쪽 산맥군의 산악 지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북쪽 산맥군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는 규준실험의 유선도
(Fig. 4a)와 거의 유사하게 강한 북동 기류가 유입되고 있으
며, 극저기압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한반도 이남 지역의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보다 강한
북서 기류가 주고쿠 앞바다 쪽으로 유입되어 저기압의 중심
위치가 규준실험(Fig. 4a)에 비해 보다 남동쪽에 위치한 점이
다. 그리고 규준실험(Fig. 4a)에서 볼 수 있었던 수렴역은
영동 해안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고성 부근에서
극저기압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뒤에서
언급할 반사도의 그림(Fig. 8a)을 보면, 이 수렴역을 따라
발달된 선형 에코가 위치한다. 정리하면, 북쪽 산악 지형이
남쪽 산악 지형보다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열도의 지형 고도를 0 m로 설정한 R_Japan
실험의 유선도(Fig. 4e), 그리고 혼슈 지역의 지형 고도만을
0 m로 설정한 R_Honshu 실험의 유선도(Fig. 4f), 그리고
규슈의 지형 고도만 0 m로 설정한 R_Kyushu 실험의 유선도
(Fig. 4g) 모두, 규준실험의 유선도(Fig. 4a)와 거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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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즉, 극저기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효과는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음을 알 수 있다.
산악 지형의 존재로 변형된 바람장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R_Korea, R_North, R_South 실험의 지상 10 m 고도에
서의 바람장과 규준실험의 바람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벡터
차이도를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동 해안의 발달된 에코와 극저기
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가 풍하측
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큼에 따라, 일본열도의 지형 효과 실험의 바람장과
규준실험의 바람장의 벡터 차이도를 보이지 않았다. 참고로
각 실험별 지상 10 m 고도에서의 바람장은 앞에서 언급한
유선도를 참고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람장을
생략하였다. 한반도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의
지상 바람과 규준실험의 지상 바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Fig.
5a를 보면, 한반도 산악 지형을 제거한 효과로 동해상에서는
규준실험에 비해 훨씬 강한 서풍 기류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규준실험에서의 강한 북동 기류가 R_Korea 실험의 바람장
에서는 강한 편북 기류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유선도 Figs.
4a and 4b 참조). 또한 극저기압이 위치한 영역 부근에서도
R_Korea 실험의 지상 바람과 규준실험의 지상 바람의 차이
벡터가 큼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에 따른
바람장의 변형으로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경로에 큰 영향
을 끼쳤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한반도 산악 지형 중에서 북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Fig. 5. The wind difference charts at 10 m above the sea level at 2100 UTC 11 February 2011, between (a) R_Korea and
CNTL experiments, (b) R_North and CNTL experiments, and (c) R_South and CNTL experiments. Wind speed (m s-1)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right of the figure. A length scale for the wind vector is given at bottom
of the figure.

R_North 실험의 지상 바람과 규준실험의 지상 바람의 벡터
차이도(Fig. 5b)와 남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South 실험
의 지상 바람과 규준실험의 지상 바람의 벡터 차이도(Fig.
5c)를 비교해 보면, Figs. 5b가 5c보다 5a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산악 지형 중에서 북쪽 산악
지형의 영향이 남쪽 산악 지형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큼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2 해면 기압장
Fig. 6은 극저기압이 가장 발달했던 2011년 2월 11일
2100 UTC의 해면 기압장을 각 실험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산악 지형을 하층 경계면으로 한 규준실험
(Fig. 6a)의 해면 기압장에서는 일본 주고쿠 지역 앞바다에
중심기압이 995 hPa인 극저기압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백두산 부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지형 고도를 0 m로
설정한 R_Korea 실험의 경우(Fig. 6b)에는 발달한 극저기압
대신에 주고쿠 지역으로 약화된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산악 지형이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경로에 큰 영향
을 주었음을 잘 보여준다.
R_Korea 실험(Fig. 6b)이 다른 실험에 비해 제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규준실험과 R_Korea 실험의 해면 기압장을
Fig. 7에 나타내어 주요 시간별로 극저기압의 중심기압 값과
중심위치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11일 0400 UTC에는 규준실험(Fig. 7a)과 R_Korea 실험
(Fig. 7e)의 수치실험 결과가 서로 유사하며, 3시간 뒤인
0700 UTC에는 규준실험의 경우(Fig. 7b), 1011 hPa 등압선이
R_Korea 실험의 경우(Fig. 7f)에 비해 부산 앞바다 쪽으로
더 확장하였다. 1100 UTC에는 규준실험의 경우(Fig. 7c)
닫힌 1009 hPa 등압선이 부산 앞바다에 위치한 반면에,
R_Korea 실험의 경우(Fig. 7g), 닫힌 1010 hPa 등압선은

주고쿠 앞바다와 내륙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닫힌 등압선의
위치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해상에서 지배적인
북동풍 바람이 한반도 산악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북풍
계열의 강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저기압을 보다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이 시간 이후, 규준실험의
경우, 부산 앞바다에 위치하였던 저기압은 최성기인 2100
UTC까지 느리게 동진하면서 따뜻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 공급을 원활히 받게 되어, 지속적으로 발달(Figs.
6a and 7d)하여 중심기압이 약 995 hPa 정도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R_Korea 실험의 경우, 1500 UTC (Fig. 7h)에 주고
쿠 앞바다와 내륙에 1007 hPa의 닫힌 등압선이 각각 위치한
다. 1600 UTC (그림생략)에는 주고쿠 앞바다에 위치한 소규
모 저기압은 사라지나, 내륙에 위치한 소규모 저기압은 아주
느리게 남동진하여, 2100 UTC (Fig. 6b)에는 기압골 형태로
약화되어 극저기압으로 발달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
여 규준실험의 중심 기압값에 비해 약 15 hPa 높다. 이와
같이 한반도 산악 지형이 제거되면서 동해상에서의 지배적
인 북동풍 바람이 북풍 계열의 강한 바람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저기압은 보다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여, 주고쿠
내륙에 위치하게 되면서, 1500 UTC 이후부터는 지면 저항과
표면으로 부터의 열과 수증기 플럭스가 차단됨에 따라 저기
압은 더 이상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한반도 북쪽 산맥군을 제거한 R_North 실험의 해면 기압
장(Fig. 6c)을 보면, 중심기압이 1005 hPa인 소규모 저기압이
주고쿠 지역에 위치하여, R_Korea 실험의 경우(Fig. 6b)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저기압의 위치는 R_Korea 실험에서
약화된 기압골이 위치한 곳이며, R_Korea 실험보다 약 2
hPa 정도 기압이 낮을 정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을 제거한 효과와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을
제거한 효과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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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Sea Level Pressure Field.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 6a

Fig. 7. The Simulated Sea Level Pressure Fields Valid at (a, e) 0400 UTC, (b, f) 0700 UTC, (c, g) 1100 UTC, and (d,
h) 1500 UTC 11 February 2011 from the Control Experiments (top panel) and from R_Korea Experiments (bottom panel).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ure

반면에, 한반도 남쪽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South 실험의
경우(Fig. 6d), 저기압 중심(998 hPa)이 주고쿠 내륙에 위치하
여 규준실험(Fig. 6a)에 비해 약 90 km 정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준실험에 비해 중심기압이 3 hPa 정도 높다. 중심기
압 값으로 비교해 볼 때, R_South 실험이 R_North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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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규준실험에 가깝다. 다만 규준실험과 비교하여
이렇게 중심위치와 중심기압 값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쪽 산악 지역을 제거함으로써 지면 저항이 약화되
어 중부 이남 지역 및 동해 남부 해상으로 북서 기류가 보다
강화되어 이 극저기압을 주고쿠 앞바다에서 보다 더 남동쪽인

주고쿠 내륙 쪽으로 좀 더 이동시켰고, 이에 따라 내륙에서
지면 저항의 증가와 표면으로 부터의 열과 수증기 플럭스가
차단되어 더 이상 저기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반도 전체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수치실험과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을 제거한 수치실험 모두 극저기압의
중심기압과 이동경로가 거의 유사하였다. 한편, R_North
실험(Fig. 6c)과 R_South 실험(Fig. 6d)결과를 비교해 보면,
R_South 실험의 경우(Fig. 6d), 998 hPa 로 닫힌 저기압으로
모의되는 반면에 R_North 실험(Fig. 6c)에서는 중심기압이
1005 hPa인 소규모 저기압으로 모의하여, R_South 실험이
R_North 실험에 비해 규준실험에 보다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는 남쪽 산맥군을 제거한 경우, 규준실험에 비해 발달
강도가 다소 약하지만 극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
며, 북쪽 산맥군을 제거한 경우, 극저기압이 발달하지 못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극저기압의 생성과 발달에 있어
북쪽 산맥군이 존재하여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전체 산맥군 중에서 강원도 이남의 산맥군보다 강원도 이북
의 북쪽 산맥군이 극저기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훨씬 큼을 잘 알 수 있다.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Japan 실험의 경우(Fig.
6e), 극저기압의 중심위치가 주고쿠 해안선에 위치하며, 중
심기압은 994 hPa으로 규준실험에 비해 1 hPa 낮았으며,
중심위치는 규준실험에 비해 약 35 km 정도 남쪽에 위치하여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심위치의 작은
차이는 풍하측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저지 효과가 사라

지면서 지면 저항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편북
기류가 보다 쉽게 유입되어 규준실험의 경우에 비해 중심위
치가 약간 남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혼슈의 산악 지형만 제거된 R_Honshu 실험의 경우(Fig.
6f), 중심 위치는 주고쿠 해안선에 위치하며, R_Japan 실험의
경우(Fig. 6e)와 유사하며, 다만 중심기압은 996 hPa로 규준
실험에 비해 1 hPa 정도 높았다. 규슈의 산악 지형만 제거된
R_Kyushu의 경우(Fig. 6g), 이동경로에 놓인 주고쿠 지역의
산악 지형의 영향을 받아 중심위치는 주고쿠 앞바다에 위치
하였으며, 중심기압은 995 hPa로 규준실험의 경우(Fig. 6a)
와 같았다. 따라서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효과
는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음을
알 수 있다.

3.3 반사도(reflectivity)
Fig. 8은 수치실험결과를 1.5 km 고도에서의 레이더 에코
강도(dBz)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규준실험의 반사도(Fig.
8a)를 보면, 북동 기류가 태백산맥을 만나 저지 효과로 강화
된 에코가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것과, 또한 주고쿠 연안에서
극저기압에 대응하는 발달된 나선형 에코와 극저기압 중심
부근에서의 맑은 구역도 같이 볼 수 있다.
한편,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의
반사도(Fig. 8b)를 보면, 극저기압에 대응하는 나선형의 발달
된 에코 대신에 주고쿠 연안과 일본열도 내륙으로 흩어진

Fig. 8.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Reflectivity (at 1.5 km height) Chart. Reflectivity (dBz)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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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약화된 에코들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규준실험의 반사도
(Fig. 8a)에서 볼 수 있었던 동해연안의 선형 에코가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코 분포는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North 실험의 반사도(Fig. 8c)에서
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남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South 실험의 반사도(Fig.
8d)를 보면, 북쪽 산맥군의 산악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극저기압에 대응하는 나선형의 에코 형태(규준
실험의 경우보다는 다소 약화된 형태임.)를 볼 수 있으며,
중심위치는 주고쿠 해안선의 남동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준실험에서 영동 해안 지역을 따라
위치하였던 선형 에코(1,000 hPa 고도에서의 수렴역의 최대
크기는 약 345 × 10-5 s-1이며, 선형 에코의 수렴역의 평균
크기는 약 70 × 10-5 s-1임.)는 강원도 고성 부근에서 극저기압
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뻗은 선형 에코(1,000 hPa 고도에서의
수렴역의 최대 크기는 약 365 × 10-5 s-1이며, 선형 에코의
수렴역의 평균 크기는 약 70 × 10-5 s-1임.)로 변형되었으며,
더욱 조직화되고 발달된 에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에코가
발달하면서 에코 위치가 보다 동쪽에 위치하게 된 것은
한반도 남쪽 산악 지형을 제거함에 따라 지면 저항이 감소하
여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보다 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게
되어 북동 기류와 북서 기류가 만나는 수렴의 강도(그림
생략)가 강해 졌으며, 또한 수렴역이 다소 동쪽에서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Fig. 4d 유선도 참조).
한편,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Japan 실험의
반사도(Fig. 8e), 그리고 혼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 제거한
R_Honshu 실험의 반사도(Fig. 8f), 그리고 규슈의 산악 지형
만 제거한 R_Kyushu 실험의 반사도(Fig. 8g) 모두에서, 극저
기압에 대응되는 발달된 나선형 에코와 영동 해안을 따라
형성된 에코들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에코 분포는 규준실험
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이 지형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규준실험의 결과와 유사함은, 극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발달에 있어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4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상대와도)
 

극저기압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대 소용돌이도( 
)의
 

형태와 세기에 하층 경계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Fig. 9에 상대 소용돌이도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상대 소용돌이도 분포도는 기압장에 비해 중소규모
적인 소용돌이 현상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925 hPa 고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 고도에서 상대소용
돌이도 값이 최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규준실험의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a)를 보면, 앞의 유선도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동 기류와 북서 기류가 만나는 동해안
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선형으로 길게 위치한 양의 상대소용
돌이도 역(200 × 10-5 s-1이상인 선형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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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약 105 km이며, 평균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크기는
310 × 10-5 s-1이고, 선형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최대 크기는
약 700 × 10-5 s-1임.)이 있으며, 또한, 발달한 극저기압 중심
주위로 강한 양의 소용돌이도 역(최대 약 695 × 10-5 s-1)이
나선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한편, 한반도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의 상대소
용돌이도 분포도(Fig. 9b)에서는, 북쪽 산맥군이 제거됨으로
써 이 산맥군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형성되었던 강한 북동
기류는 사라지고 대신에 중국 북동 지역에서의 북풍 계열의
기류가 북한 및 동해상을 거쳐 주고쿠 지역으로 뚜렷한
풍향 변화 없이 그대로 유입됨에 따라, 동해상에서는 상대적
으로 약한 양의 소용돌이도 역이 바람 방향에 따라 열을
지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동해안 앞바다 부근의 60
× 10-5 s-1이상인 선형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길이는 약 360
km이며, 평균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크기는 80 × 10-5 s-1이고,
선형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최대 크기는 약 165 × 10-5 s-1임.).
또한, 규준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극저기압 중심 주위의
강한 양의 소용돌이도 역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대신에 주고
쿠와 시고쿠 지역 부근으로 산발적으로 약한 양의 소용돌이
도 역(최대 약 490 × 10-5 s-1)이 흩어져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북쪽 산맥군만을 제거한 R_North 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c)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만 차이점은
R_North 실험의 경우, 한반도 남쪽 산악 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관계로 황해도 이남 지역에서는 소규모적인 양의
상대소용돌이도 역들이 R_Korea 실험의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이 형성된 점이다.
앞에서 보인 유선도(Fig. 4)와 해면 기압장(Fig. 6)을 같이
참조하여 분석하면, 규준실험의 경우, 강한 북동 기류의
유입으로, 남북방향에 따른 동서방향의 바람성분의 변화량
(  : 바람시어(wind shear))이 크게 증가하여 소용돌이
도의 증가로 이끌어 극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있는 바람장인
반면에, R_Korea와 R_North 실험의 경우, 북쪽 산악 지형이
제거됨에 따라 동해상에서 북동 기류가 편북 기류로 바뀌어,
편북 기류의 유입에 따른 바람시어가 크게 감소하여 소용돌
이도의 감소로 이끌어 극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없는 바람장
으로 변하였고, 더욱이 편북 기류의 유입으로 저기압은 동해
남부 해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남쪽으로 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일본열도에 상륙하였다. 이로 인해 지면 마찰의
영향과 해면으로 부터의 수증기와 열 플럭스가 차단됨에
따라 극저기압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기압골로 약화되었다.
남쪽 산맥군만을 제거한 R_South 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d)에서는, 북쪽 산맥군의 산악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동해상에서는 강한 북동 기류가 규준실험
의 경우처럼 유입되고 있으며, 극저기압에 대응되는 강한
양의 소용돌이도 역(최대 약 530 × 10-5 s-1)이 주고쿠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보다 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어, 이 두 기류가

Fig. 9. Same as Fig. 4, Except for the 925 hPa Relative Vorticity Field. Relative Vorticity (10-5 s-1)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the Scale at Bottom of the Fig. 9a

만나는 수렴역은 규준실험의 경우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하
여 강원도 고성 부근에서 극저기압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길게 형성되었으며, 이 수렴역을 따라 선형의 강한 양의
상대소용돌이도 역(동해안 앞바다 부근의 200 × 10-5 s-1이상
인 선형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길이는 약 345 km이며, 평균
상대소용돌이도 역의 크기는 320 × 10-5 s-1이고, 선형 상대소
용돌이도 역의 최대 크기는 650 × 10-5 s-1임.)이 형성되어있
다. 한편, 일본열도 전체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Japan
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e), 그리고 혼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Honshu 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f)를 보면, 두 실험 모두 극저기압 소용돌이의
중심이 주고쿠 지역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어, 규준실험의
경우에 비해 약 50 km 정도 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규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Kyushu 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g)에서는, 규준실험의 경우와
유사하게 극저기압 소용돌이의 중심이 해안선에서 약간
벗어난 앞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극저기압 중심위
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R_Japan 실험과
R_Honshu 실험의 경우, 극저기압의 이동경로에 놓인 주고
쿠 지역의 산악 지형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산악저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면 저항을 적게 받게 되어 극저기압이 보다
쉽게 풍하측인 남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규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 제거한 R_Kyushu 실험의 경우, 이동
경로에 놓인 주고쿠 지역의 산악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규준실험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세 실험 모두 뚜렷한 극저기압의 소용
돌이도 패턴과 동해상에 위치한 선형의 소용돌이도 열을
잘 보여줌에 따라 규준실험의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도(Fig.
9a)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
의 지형 효과는 풍상측에 위치한 한반도 산맥군의 지형
효과에 비해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잘 보여준다.

4. 요약 및 결론
2011년 2월 11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극저기압
사례를 대상으로 한반도 산악 지형 및 극저기압의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이 극저기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WRF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정상적인 지표면 고도를 하층 경계 조건으로
설정한 실험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규준실험(CNTL 실험),
2)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Korea 실험, 3) 강원도
이북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North 실험, 4) 강원도
및 강원 이남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South 실험
그리고 5) 일본열도 전체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Japan
실험, 6) 혼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Honshu 실험,
7) 규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Kyushu 실험이다.
극저기압이 가장 발달한 2011년 2월 11일 2100 UTC의
WRF 민감도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유선과 바람벡터 차이,
해면기압장, 반사도, 925 hPa 상대소용돌이도를 각각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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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R_North 실험과 R_Korea 실험 모두에서, 북쪽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중국 북동 지역에서의 편북 기류가
북한 지역과 동해상을 거쳐 일본 주고쿠 내륙으로 큰 풍향
변화 없이 그대로 흘러, 저기압은 규준실험에 비해 보다
더 멀리 풍하측 남쪽 내륙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지면
저항과 해양으로부터의 열과 수증기 공급의 차단으로 인해
더 이상 전형적인 극저기압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한 채
기압골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전체 산악 지형
을 제거한 효과와 한반도 북쪽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효과가
극저기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같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남쪽 산맥군만을 제거하여 북쪽 산맥군이 남아있는
R_South 실험의 결과에서는 북쪽 산맥군의 영향으로 동해
상에서는 규준실험과 거의 유사하게 강한 북동 기류가 유입
되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약 3 hPa 정도 높지만 뚜렷한
극저기압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규준실험과의 작은 차이
점은 한반도 이남 지역의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보다
강한 북서 기류가 주고쿠 앞바다 쪽으로 유입되어 저기압의
중심위치가 규준실험에 비해 약 90 km 정도 보다 남동쪽에
위치한 점이다. 그리고 규준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동해안
수렴역은 영동 해안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고성
부근에서 극저기압을 향하여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
극저기압에 동반된 동해안 수렴역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남쪽 산악 지형, 특히 태백산맥의 역할도 중요함을 같이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Lee and Kim (2009)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일본열도 전체의 산악 지형을 제거한 R_Japan 실험,
혼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Honshu 실험, 규슈
지역의 산악 지형만을 제거한 R_Kyushu 실험 모두, 발달한
극저기압을 모의한 규준실험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
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R_Japan 실험과 R_Honshu 실험
의 경우, 풍하측 산악 지형이 제거됨으로써 저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면 저항을 적게 받아, 편북 기류가 보다 쉽게
유입되어 규준실험의 경우에 비해 극저기압의 중심위치가
약 35 km 남쪽에 위치한 정도의 작은 차이가 났다.
결론적으로, 북쪽 산악 지형의 존재가 극저기압의 발달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지면 조건임을 잘 보여주었으며, 북쪽
산악 지형이 남쪽 산악 지형보다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경
로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열도의 산악 지형 효과는 극저기압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한반도 산악 지형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쪽
산맥군의 지형 효과가 편북 기류를 북동 기류로 바뀌게
하면서 하층 바람시어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소용돌이도가
증가하게 되어 풍하측인 동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더욱 발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극저기압이 보다 남쪽인 동해 남부 해상
에서도 발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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