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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lassification of snowfall type based on development mechanism is proposed using previous snowfall studies, operational 
experiences, etc. Five types are proposed: snowfall caused by 1) airmass transformation (AT type), 2) terrain effects in a 
situation of expanding Siberian High (TE type), 3) precipitation systems associated with extratropical cyclones (EC type), 
4) indirect effects of extratropical cyclones passing over the sea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ECS type), and 5) 
combined effects of TE and ECS types (COM type). Snowfall events during 1981-2001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5 
types mentioned above. For this, 118 events, with at least one station with daily snowfall depth greater than 20 cm, are selected. 
For the classification, synoptic weather charts, satellite images, and precipitation data are used. For TE and COM types, 
local sea-level pressure chart is also used to confirm the presence of condition for TE type (this is done for events in 1990 
and thereafter).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109 out of 118 events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he 5 types. In the remaining 
8 events, heavy snowfall occurred only in Ullung Island. Its occurrence may be due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chanism: 
airmass transformation, mesoscale cyclones and/or mesoscale convergence over the East Sea, etc. Each type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location of snowfall and composition of precipitation (i.e., dry snow, rain, and mixed precipitation). The 
AT-type snowfall occurs mostly in the west coast, Jeju and Ullung Islands whereas the TE-type snowfall occurs in the East 
coast especially over the Young Dong area. The ECS-type snowfall occurs mostly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some east cost area (sometimes, whole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cyclones). The EC- and COM-type 
snowfalls occur in wider area, often whole south Korea. Precipitation composition also varies with the type. The AT-type 
has a snow ratio (SR) higher than the mean value. The TE- and EC-type have SR similar to the mean. The ECS- and COM-type 
have SR values smaller than the mean. Generally the SR values at high latitude and mountainous areas are higher than those 
at the other areas. The SR value inform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cipitation composition. An SR value larger than 10 
means that all precipitation is composed of snow whereas a zero SR value means that all precipitation is composed of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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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폭설은 그 특성상 집중호우에 비해 인명피해는 상

대적으로 작지만 재산피해는 여름철 집중호우 못지않

게 그 규모가 크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강설도 

도시 지역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한편 강설

에 대한 적절한 예측은 폭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겨울철 강설현상을 보다 정확히 예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강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강설 현상에 대한 연구는 호우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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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극적이었으나, 대체로 종관 규모 기상 조건이 강

설 발생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강설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

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성삼 (1979)은 강설 빈도

에 따라 한반도 대설권을 영동, 내륙, 울릉도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전종갑 등 (1994)은 이와 비슷하게 한반도 

대설권역을 대관령중심 영동, 울릉도, 군산중심 서해안

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치 분석도 병행하였다. 정관영 등 

(1999)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강설 권역을 동해안 

지역, 서해안 지역, 중부 내륙지방, 영남 중동부 지역, 
영남 남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대

표적인 종관 기압계 유형을 설명하였다. 강설량 분포에 

따른 이러한 유형 분류는 기후학적 측면이나 지역 특성

을 규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러한 유형분류가 강설 

예측에 있어서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설 발생기구에 대한 이해

와 그러한 발생기구에 의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한반도 강설 발생기구에 대한 연구로 Park and Joung 

(1984)은 기단변질에 대해서, 이훈․이태영 (1994)은 

영동 지역 폭설의 발생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Lee and 
Park (1996)은 한반도에 중규모 기압골이 발달하는 기

구를 제시하였고, 안중배․조익현 (1998)은 대설의 발

생과 강도가 지형조건, 종관상태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와 연관되어있음을 밝혔다. 이재규 (1999, 2001)
는 통계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영동 대설시 대관

령과 강릉지역의 강설량 차이를 보이는 종관 구조적 

특징을 조사하여 모식도를 제안하였고 수치 모형을 통

해 강릉의 강설량이 대관령보다 많음을 보이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은경 (1991)은 한반도 남

동해상의 저기압과 연관된 대설 사례 연구를 하였고, 
Lee et al. (1998)과 서은경 (1991)은 시베리아 고기압

의 확장과 저기압의 한반도 남쪽 통과가 같은 시점에 

일어날 때의 강설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강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강설 발생 기구를 근거

로 하여 강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 1981-2001년

까지 21년간의 118 개 강설 사례에 대해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2. 한반도 강설 현상의 발생 기구

여기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강설 현상들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발생기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의 강설 현상은 대체로 온대 저기압과 연관

된 유형과 시베리아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경

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연

관된 경우는 주어진 종관 기상 조건 하에서 지형, 지표

의 영향 등에 의해 강설이 발생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다. 예를 들어 기단 변질에 의한 서해안 또는 울릉도에

서의 강설과 영동지역에서 지형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강설 현상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연관된 유형이다. 

가. 기단 변질과 연관된 강설(AT 유형)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상으로 북쪽으로부터 한기가 남하할 때 발생하는 것

으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

형이라 하겠다. 이 유형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차가운 대류권 하부 공기가 따뜻한 해상을 이동해 가

는 과정에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분을 공급받아 불

안정해질 때 혼합층이 형성되고 그 상부에 층적운 계열

의 구름이 형성되면서 강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

에 여기에서는 이 유형의 이름을 기단변질형 (Air-mass 
transformation type, AT type)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 

유형의 강설은 서해안 지역, 제주도, 울릉도 등에서 주

로 나타난다. 그 한 예를 Fig. 1에 제시하였다. 기압패

턴은 서고동저의 모습을 보이고, 대륙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남부까지 발달해 있으며, 강한 저기압

이 일본 동쪽의 태평양에 발달해 있어 한반도 부근은 

등압선이 남북으로 조밀하게 놓여 기압 경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a). 이 때문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해상에는 강한 북풍 계열의 하층 바람이 불게 

되어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남북으로 연장된 띠 모양의 

구름이 조밀하게 발달해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b). 
이 구름으로 서해상, 제주도, 울릉도 등이 구름에 덮이

게 되며, 강수 현상을 가져왔다 (Fig. 1c). 이 사례에서

의 기단 변질을 간접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주도와 

북경의 고층자료를 Fig. 2에 보였다. 북경의 고층자료

는 13일 11 UTC의 것을 제주도(고산)의 고층자료는 

25 시간 후인 14일 12 UTC의 것을 보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13일 11 UTC에 베이징 지역은 하층에서 상층

까지 전층에서 건조한 것을 보여준다. 14일 12 UTC 
제주(고산)의 고층자료는 900 hpa-700 hpa 구간이 포

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가 베이징에서 고

산까지 하루에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해안을 

지나면서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 상태를 포화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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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ijing

     (b) Jeju

Fig. 2. Skew-T Log P diagram for (a) Beijing at 11 UTC 13
and (b) Gosan (Jeju) at 12 UTC 14 January 2001.

(a) 2001. 1. 14. 12UTC

(b) 2001. 1. 14. 12UTC

(c) 24-h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Fig. 1. A snowfall event of airmass transformation type: (a)
surface weather chart, (b) satellite image for 12 UTC 14 
January, and (c) 24-h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for 14 January 2001.

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례에 대해 기단 변질 과정을 Park and 

Joung (1984)이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한기 남하 시 

황해의 풍상측인 북경과 풍하측인 고산에서 관측된 기

온과 습도를 통해 기단 변질의 모습을 분석한 바 있으

며, 초기 풍상측의 가온위 (θvO)와 해수면 가온위 (θvI) 
차이와 구름이 형성된 이류 거리의 관계를 제시하였

다. 이들에 따르면 북서풍이 부는 경우 중국본토 동해

안 지방과 황해 해수면의 가온위 차가 8oC보다 큰 경

우에 풍상측 해안에서 출발한 공기는 해상을 6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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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989. 1. 14. 00 UTC

   (b) 1989. 1. 14. 12 UTC

Fig. 3. Synoptic surface weather charts for (a) 00 and (b)
12 UTC 14 January 1989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통과하면 기단변질을 거쳐 대기 하층이 가열되고 다습

해져 충분히 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공군기상대에서는,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동

쪽에 위치한 저기압과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중심기

압 차이가 30 hpa 이상이고, 서해를 가운데 두고 동서

의 기압차이가 8 hpa 이상이며, 서해의 해수면 온도와 

850 hpa 고도의 기온이 24oC이상 차이가 날 때 한반도

에 전형적인 겨울철 기단 변질형 강설이 나타난다는 

예보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나.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지형성 강설

   (TE 유형)
지형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강수 발생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지형성 강

설은 영동지역 강설의 경우이며, 그 외에도 저기압 통

과 시 지형의 영향에 의한 강수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형의 영향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영동 지역 폭설이라 하겠

으며, 그 발달 기구는 기괴의 고도 상승에 의한 단열 팽

창 냉각이다. 여기에서는 이 유형을 동해안 지형성 강

설 유형 (East-coast terrain effect type, TE type)으로 

부르기로 한다.   
Fig. 3은 TE type의 종관 패턴이다. 이 사례는 이훈

과 이태영 (1994)이 분석한 사례 중 하나로써 1989년 

1월 14일에 발생하였다. 00 UTC에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과 중국대륙에 넓게 자리잡은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반도 북부에 고기압이 자리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 종관일기도에서는 동해안으로 북

서풍이 들어올 수 있는 기압배치가 형성이 된다는 것

이다. 12 UTC에는 고기압의 남하로 기압배치 형태도 

남하하여 영동지역이 그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그러나 00, 12 UTC 종관 일기도로는 대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종관 일기도보다는 국지 일기

도에서 그러한 기압 변화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오전 

9시 (00 UTC)에는 한반도 중부와 북부에 약한 기압골

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Fig. 4a), 오후 3시 (06 
UTC)에는 한반도 전체에서 중규모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놓이는 등

압선이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태백산맥에 

수직으로 강한 하층 바람이 가능한 구조를 보였다 

(Fig. 4b). 저녁이 되면서 한반도 북부의 골은 약화되

고 있으나 중부와 남부의 골은 오후 3시의 것과 비슷하

게 여전히 강하였다 (Fig. 4c). 강수의 발생은 동해안 

지역의 바람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영동지역의 등압선이 남북방향으로 되어있는 오전

에는 강설이 나타나지 않다가 (Fig. 4a), 중규모 기압골

의 발달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오후 3시에

는 강한 강설이 발생하였다 (Fig. 4b). 동해안 지역의 

기압 경도가 약화 되거나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강설

도 약해지거나 멈추었다. 
Fig. 4에서 본 바와 같이 영동 지역에서 폭설이 나타

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북동 기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 한반도에 중규모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적절히 

갖추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훈과 이태영, 1994; 
Lee and Park, 1996). 이 중규모 기압골의 발달로 동해

상에서는 태백산맥과 직각에 가까운 바람이 발달하게 

되고, 영동 지역 산악에 의해 강한 강제 상승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규모 기압골은, Lee and Park 
(1996)에 따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연해주 방향으로 



정성훈․변건영․이태영  37

Fig. 4. Distribution of surface pressure, winds, and 3-h precipitation for 14 January 1989: (a) early stage, (b) active stage,
(c) dissipating stage. From 이훈․이태영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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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 2. 15. 00UTC

(b) 2001. 02. 15. 00UTC

(c) 24-h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Fig. 5. Same as Fig. 1, except for snowfall type associated
with precipitation systems of extratropical cyclone for 00
UTC 15 February 2001.

확장할 때 한반도 지형의 역학적, 열적 효과에 기인하

여 발달함을 밝혔으며, 풍하 측의 지형고도가 높을 때 

강수량도 많음을 밝혔다.

다. 온대 저기압에 의한 강설의 발생

   (EC, ECS 유형)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중 많은 경우가 온대 저

기압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온대 저기압과 연관된 강설 

발생은 저기압의 순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종관 규모 과정들은 매우 잘 알려진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온대 저기압의 통과 경로에 따라 강설량의 

분포와 강수의 특성이 크게 다르고, 주요 강수 발생 과

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는 온대 저기압과 연관된 강설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1) 온대 저기압 강수계에 의한 강설, 2) 온대 

저기압의 간접 영향에 의한 강설이다. 전자는 온대 저

기압이 한반도 상공위로 지나가면서 형성된 온난전선

과 한냉전선의 강수계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후
자는 저기압이 한반도 남쪽의 해상을 통과하면서 저기

압 중심을 기준으로 북동부 지역의 남동풍 내지 동풍

이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분 공급과 동시에 지형 효과

가 겹침으로써 한반도 남부 또는 남한 전체에서 강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온대저

기압 유형 (Extratropical Cyclone type, EC type)으로 

그리고 후자를 남쪽 해상 저기압 유형 (Extratropical 
Cyclone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ECS 
type)으로 부르기로 한다. 후자의 유형에서는 저기압 

순환에 따른 저기압 중심기준 북동부의 강수계도 중요

한 강설 기구가 될 수 있으며 남쪽으로부터의 많은 양

의 수분 공급과 지형효과가 강한 강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저기압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저
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때도 강설 발생에 지형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강설의 발생은 역시 전선들과 연관된 강수계에 의

한 것이 주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EC type의 한 예를 Fig. 5에 보였다. 저기압의 중심

이 중부 지방을 통과하면서 중부 지역에 비교적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하였고 남한 전체에서 강수가 있었

다. 저기압의 중심이 서해에 있었던 2001년 2월 15일 

00 UTC의 위성사진에서는 국지적으로 발달한 구름의 

존재를 볼 수 있으나, 온대저기압의 전형적 조직화된 

구름의 분포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아직 저기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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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년 1월 20일 00 UTC

(b) 2001년 1월 20일 00 UTC

(c) 24-h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Fig. 6. Same as Fig. 1, except for snowfall type associated
with the cyclone passing over the sea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for 20 January 2001.

상대적으로 구름이 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가면서 뚜렷한 저기

압의 조직을 보였다. Fig. 6은 ECS type의 한 예를 보

인 것이다. 저기압이 남쪽 해상을 통과하고 있으며 남

부 지방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Fig. 6a). 
또, 그와 관련된 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모습을 위성사

진에서 볼 수 있다 (Fig. 6b). 동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구름은 고기압 주변에서 발달한 구름 때이고 강수는 

약하게 중부지방에 내렸다. 남해 해상에 발달한 구름

이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이고 동해상

의 구름과 연관되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상

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한기와 온대 저기압 동쪽의 

난기 간에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의 강수는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Fig. 6c).  

라. TE 유형과 ECS 유형의 복합형 (COM 유형) 

앞에서 제시된 발생 기구들이 복합하여 강설을 가

져오는 사례들도 많다. 그러한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과 한반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이 동시에 발생할 때 발생한다. 그러

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내륙에 나타나는 중규모기압

골과 남해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한반도 전체에서 강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

에서는 이 유형을 복합형 (combined type, COM type)
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훈과 이태영 (1994)은 영동지역을 포함한 

남한 전체에서 폭설이 발생한 1990년 1월 30일 - 2월 1
일의 사례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는 상황에서 남

해상의 온대 저기압 (유형 4)과 한반도 중규모 기압골 

(유형 2)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Fig. 7 and 8). 동일한 사례를 연구한 서은경 (1991)은 

지상과 850 hpa 면에서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저기

압은 동남동풍의 온난 습윤한 공기를 동해안으로 유입

시켰으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분속의 수렴이 

뚜렷함을 밝혔다. 
이 유형의 다른 한 예 (1994년 2월 11-12일 사례)를 

Fig. 9에 보였다. 1994년 2월 11일 12 UTC에 제주도

의 남동쪽 300-400 km의 해상에 동진하고 있는 종관 

규모 저기압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 쪽 대륙에서

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시베리아 고기압 가장자리의 기압 능이 동해와 중

국 남부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9b, c 
일기도에 따르면 이 경우는 남쪽의 저기압과 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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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snowfall type based on developing mechanism. and data use for the classification.

Snowfall type Developing mechanism Major area of precipitation Data used for the 
classification

Air-mass
Transformation (AT) type

Destabilization of 
low-level air through airmass 
transformation, and
turbulent mixing

West coast, Jeju and Ullung 
islands

Satellite images,
weather charts,
Precipitation data

East-coast terrain effect 
type (TE) type

Destabilization through
airmass transformation 
+ Lifting by terrain 

East coast, especially, Young 
Dong area

Synoptic weather charts, 
local sea-level
pressure (SLP) maps, 
precipitation data

Extratropical Cyclone 
(EC) type

Precipitation systems 
associated with 
extratropical cyclone 
+ terrain effects

Broad area around the cyclone 
path

Weather charts,
satellite images, 

EC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ECS) 
type

Precipitation systems over the 
northeastern part of 
extratropical cyclone
+ active moisture transport 
  from the south 
+ terrain effects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hole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cyclone path

Weather charts,
satellite images,
precipitation data 

Combined (COM) type  Combined processes of ECS
and TE type snowfalls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Young Dong area, often 
whole south Korea

Weather charts,
satellite images,
local SLP maps, 
precipitation data

Fig. 7. Surface weather chart for combined type snowfall
(Type 5) for 00 UTC 31 January 1990 using NCEP-NCAR
reanalysis data. 

기압골이 완전히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고 TE와 ECS 
유형의 두 가지 조건이 중첩되고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두 유형의 강수가 동시에 나타나

고도 있으나 주된 강수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

고 있다 (Fig. 9d, f).  

여기에서 제시된 5가지 유형은 지금까지의 강설 연

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5 가지 외에도 다른 

강설 발생 기구를 갖는 유형이 제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만 강설이 발생하는 경우

는 기단변질 과정 외에도 동해상의 중규모 사이클론 

또는 수렴이 그 원인일 수 있다 (Lee et al. 1998). 따라

서 이 연구에서의 유형 분류가 아직은 모든 경우를 고

려한 분류가 아니며, 새로운 발생기구가 제시되면 추

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발생기구에 따른 한반도 강설 사례의 
  유형 분류

여기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강설 발생 기구에 근거

하여 한반도에서의 강설 사례들을 5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Table 1): 1) 기단변질형 (AT형), 2) 동해안 

지형성 강설 유형 (TE형), 3) 온대 저기압 강수계 유형 

(EC형), 4) 온대 저기압의 간접 영향 유형 (ECS형), 5) 
복합형 (COM형) (Table 1). 본 연구에서 고려한 118
개 사례 중 109개 사례가 이 5 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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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990. 1. 31. 03 UTC                                                (b) 1990. 1. 31. 06 UTC

                             

                                 (c) 00-03 UTC 31 Jan. 1990                                     (d) 03-06 UTC 31 Jan. 1990

Fig. 8. Sea-level pressure for (a) 03 UTC and (b) 06 UTC 31 January 1990, and 3-h precipitation amount for (c) 00-03 UTC
and (d) 03-06 UTC 31 January 1990.

으로 나타나 상당히 의미 있는 유형 분류로 판단된다. 

가. 유형별 사례 분포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1년간의 11, 12, 1, 2월 

(82개월)에 전국 75개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

다. 전국의 관측 지점 중 어느 한 지점이라도 20 cm 이
상의 강설을 기록한 날을 강설사례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총 11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Table 2). 
선정된 118개의 강설 사례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5

가지 유형을 적용한 결과, 기단변질형 (AT형)이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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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994. 2. 11. 12UTC 

                                             (b) 1994. 2. 11. 06 UTC                   (c) 1994. 2. 12. 06 UTC  

        

 
              (d) 19940211                                                       (e) 19940212

Fig. 9. (a) Synoptic surface chart for 12 UTC 11 February 1994, (b and c) sea-level pressure over the Korean peninsula for
06 UTC 11 and 12 February 1994, respectively, and (d and e) daily precipitation amount for 11 and 12 February 199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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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nual frequency of heavy snowfall for 1981-2001.

Year  Number of heavy snowfall  events*
1981 10
1982 12
1983 6
1984 8
1985 8
1986 9
1987 5
1988 1
1989 8
1990 6
1991 7
1992 5
1993 3
1994 4
1995 -
1996 4
1997 4
1998 5
1999 2
2000 3
2001 8
total 110

*event with at least a station with snowfall depth greater than 20 
cm.

Table 3. Frequency of heavy snowfall occurrence for each
snowfall type for 1981-2001.

Snowfall type Number of events

Type 1 (AT type) 42
Type 2 (TE type) 23
Type 3 (EC type) 14
Type 4 (ECS type) 16
Type 5 (COM type) 14
Others 9
Total 118

로써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시의 동해안 지형성 강설형 (TE
형)이 23회로써 기단변질형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

이고 있다 (Table 3). EC와 ECS 유형을 합치면 저기압 

관련 사례는 총 30개로써, 이중 14개는 저기압이 한반

도를 관통한 것이며, 나머지 16개는 저기압이 남쪽 해

상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복합형은 14개로써 

이 역시 작은 편은 아니라 하겠다. 한편, 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사례도 9회 발생하였으며, 이 사례 중 8회

가 한반도 내륙 지역에는 강설이 없고 울릉도에만 20 
cm 이상의 강설을 기록한 날이다. 이들은 기단변질에 

의해서 강설이 발생한 것이거나 동해상의 중규모 사이

클론 또는 수렴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Lee 
et al. 1998), 여기에서는 울릉도만의 지역적 강설이며 

구분의 불확실성 등 때문에 일단 기타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나머지 1회의 사례는 1983년 2월 2일의 경우

로서 일기도상에서 특이한 강설 기구를 찾지 못하였

다. Table 4는 각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의 목록이다.

나. 유형별 강수 구성과 분포의 특성

Table 1에 제시된 다섯 가지 유형을 더 자세히 설명

하기 위하여 각 유형 별로 4-5 개의 전형적 사례를 골

라 평균적 강수 분포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사례

는 필요에 의해 Table 4에 없는 20 cm 미만 사례도 사

용하였다.
1) 기단변질에 의한 강설

이 유형의 강설 발생시의 강수 특성을 보기 위하여 4
개의 전형적 사례 (1983.12.23., 1991.1.3., 1991.12.27., 
1996.11.30)에 대해 평균 강수량, 신적설량 그리고 snow 
ratio를 Fig. 10에 보였다. Snow ratio (SR)는 SR=강설

량 깊이/강수량 깊이로 정의되는데 강수의 구성 특성

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강설의 수치예보에 필요

한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Byun et al. 2006). SR 값이 

10을 넘으면 강수는 건성 눈으로서 고체 강수로만 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보다 적은 값 (예, 2)이면 

빗물과 고체 강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SR 값
이 0이면 강수는 빗물로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Byun et al. (2006)에 따르면 한반도 강설에서 SR 값
은 50 이상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0oC 이하에서 평균 

15.4의 값을 갖는다. 또, 눈이 녹을 수 있는 온도인 0oC 
∼1oC에서의 SR 값은 6.7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10a에 따르면 이 유형에서 강수량은 주로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설량과 강

수량의 분포로 볼 때 강수는 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

인다. Fig. 10c에 따르면 이 유형의 강수는 주로 건설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해를 지나면

서 습기를 동반하여 강설의 조건을 갖추긴 하였으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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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se dates of each snowfall type.

연도 AT type TE type EC type ECS type COM type Others

1981
 1. 2.∼ 4.
 1.25.∼26.

 2.25.
-  1. 1.

 1.15. - -  1.19.
 1.21.

1982
 1.18.
12. 5.
12.12.

12.17.∼18.

 1. 7.
 1.15.∼16.

 2. 5.
- -  2.24.  1.29.

12. 6.

1983  2.18.
12.25. - - -  1.30.

12.30.
 1.20.
 2. 2.

1984
 1. 4.∼ 5.

 1.27.  
12.22.
12.24.

-  1. 3. -  2.17.  1.19.

1985 12.15.∼17.  2.13.  1.14.
 2. 9. - -  1. 4. 

 1. 7.

1986  1. 4.
 1.24.

 1.21.
1.31.∼2.1.

 2. 5.
 2.15.

 2.18. 12.19. - -

1987  2. 3.
 2.27. 12. 6.  2. 2.  1.12. - -

1988 12.16. - - - - -

1989
 1.27.
 2. 2.
 2.10.

 1.14. -  1.20.
 1.25.  1.11.∼12. -

1990  1. 3.  2. 4. - -  1.30.∼2.1.
12.11. -

1991 12. 8.
12.28.∼29. 12.26.  2. 7.  2.15.

12.25. - -

1992  1.23.
 1.13.
 1.30.
12.28.

-  1.31. - -

1993 - -  2.16.  1.15.∼16. - -
1994 -  1.19.  2. 9. -  2.11.∼12. -
1995 - - - - - -
1996 12. 1.  2.16.∼18. - - - -
1997  1. 6.∼ 7. - -  2. 3.  1. 5. -

1998 - -  2. 9.
 2.28.  1.14.∼15.  1. 8. -

1999  2.12.
12.25. - - - - -

2000  1.31.  1.24.∼25. - - - -

2001  1.14.∼15. -  1.13.
 2.15.

 1. 7.
 1.20. 

 2.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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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cipitation (mm)                       (b) snow depth (cm)                         (c) snow ratio

Fig. 10. Accumulated amount of (a) precipitation (mm), and (b) snow depth (cm) averaged over 4 cases (23 December 1983,
3 January 1991, 27 December 1991 and 30 November 1996) of Type 1, and (c) snow ratio.

 (a) precipitation (mm)                       (b) snow depth (cm)                         (c) snow ratio

Fig. 11. Same as Fig. 10, except for 4 cases (13 January 1992, 17 February 1996, 28 January 1999 and 12 January 2001)
of Type 2.

온이 낮아 건설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지형성 강설

이 유형에서의 강수 특징을 보이기 위하여 4개 사례 

(1992.1.13., 1996.2.17., 1999.1.28., 2001.1.12)의 평

균 강수량과 신 적설량의 분포를 Fig. 11에 보였다. 이 

유형의 주된 강수 지역은 영동지역임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수의 구조상 당연한 결과로 보인

다. 이 강수 분포에서 강수 구성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

기 위하여 SR 값을 Fig. 11c에 보였다. 대체적으로 내

륙지역에서는 평균값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지방, 남부

지방에서는 습설 경향을 가지고 있다.

 3) 온대 저기압 강수계에 의한 강설 유형

이 유형에 속하는 5개 사례 (1987.1.11., 1994.2.8., 
1997.12.10., 1998.2.9., 2001.2.14)의 평균 강수량, 신
적설량 그리고 SR 값을 Fig. 12에 보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주된 강수지역이 남서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저기압 통과에 기인하였고 

사례 선정시 뚜렷한 내륙 통과시로 선정하였기에 중부 

지역의 강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기압의 경로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 강설 기구에서

는 저기압에 동반한 전선의 영향이 우선됨을 알 수 있

다. 즉 지형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그림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Fig. 11c의 SR 값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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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cipitation (mm)                       (b) snow depth (cm)                          (c) snow ratio

Fig. 12. Same as Fig. 10, except for 5 cases (11 January 1987, 8 February 1994, 10 December 1997, 9 February 1998 and
14 February 2001) of Type 3. 

  (a) precipitation (mm)                      (b) snow depth (cm)                         (c) snow ratio

Fig. 13. Same as Fig. 10, except for 5 cases (18 January 1989, 14 February 1991, 2 February 1997, 19 January 2001 and
23 February 2001) of Type 4.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
부 해안지역은 비가 내린 경우가 있음으로 인하여 SR 
값이 작았다.

4) 온대 저기압 간접 영향에 의한 강설

이 유형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는 5개 사례(1989.1. 
18., 1991.2.14., 1997.2.2., 2001.1.19., 2001.2.23)에 

대한 평균 강수량, 신적설량, SR 값의 공간 분포를 

Fig. 13에 보였다. 이 유형에서의 강수량은 주로 남부

에서 나타나며, 저기압의 간접영향에 의한 동풍으로 

영동 지역에서 산악효과로 인한 강수가 많음을 보인

다. 또한 이 유형에서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주로 

남해쪽에서 동해쪽으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진행

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특

징으로는 다른 유형과 달리 주로 남부 지방에는 비가 

주로 내리고 중부 및 남부 내륙에만 강설이 내렸다. 이
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에 기인함을 간접

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13c의 SR값은 다른 유형

에 비해 습설임을 알 수 있다. 영동 지역의 경우도 동일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건설이지만 다른 유형과 비교해

서는 습설이다. 

5) 복합형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시의 지형성 

  강설과 온대 저기압 간접 영향 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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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cipitation (mm)                      (b) snow depth (cm)                          (c) snow ratio

Fig. 14. Same as Fig. 10, except for 5 cases (30 January 1990, 10 December 1990, 11 February 1994, 7 January 1998 and
6 January 2001) of Type 5.

이 유형의 5개 사례 (1990.1.30., 1990.12.10., 1994.2. 
11., 1998.1.7., 2001.1.6) 평균 강수량, 신적설량, SR 
값을 Fig. 14에 보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강수가 있었으며 특히 영동지역에 많은 강수가 

있었다. 두 유형 모두 영동지역에 강수를 가져올 수 있

는 경우인데, 두 원인이 영동지역의 강수를 복합적으

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Fig. 14c의 SR값은 평이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 지역은 비와 눈이 동시

에 분석되어 SR값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5.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 현업 경험 등에서 제시된 

강설 발생 기구에 근거하여 한반도 강설 유형을 5가지

로 분류하였다: 1) 기단변질에 기인한 강설 (AT형), 2)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시의 동해안 지형성 강설 (TE
형), 3) 온대 저기압 강수계에 의한 강설 (EC형), 4) 온
대 저기압의 간접적 영향에 의한 강설 (ECS형), 5) TE
형과 ECS형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강설 (COM형). 

그 같은 분류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강설 사

례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1981년부

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20 cm 이상의 신적설량을 보

인 118개 사례를 선택하였다. 일기도, 위성사진, 강설

량의 분포 등을 이용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형성 강설형 (TE형)과 복합형 (COM형)은 종관일기

도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추정되는 사

례 (1990년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지일기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118개의 강설 사례 중 109개의 사례

를 앞에서 언급한 5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나머지 8개의 사례는 울릉도에만 내린 강설

로서 동해상의 기단변질과 함께, 동해상의 중규모 저

기압 또는 수렴 현상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각 유형은 강설 지역, 강수 구성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T형은 서해안, 제주도, 울릉도

에서 주된 강설 발생 요인이었으며, TE형은 영동지역

의 강설, ECS형은 주로 남부지방과 영동지역에 강설

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C형과 COM형은 전

국 규모로 강설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로 판단된다. 특
히 COM형은 영동지역에 강한 강설을 가져오고 있다. 
EC, ECS, COM형에서 나타난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함으로 인하여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됨에 따라 뒤이어 AT 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경

우가 많았다.
SR값의 분포는 당연하지만 위도가 높을수록, 내륙

일수록 값이 높았다. AT형과 TE형에서 복잡한 분포를 

보였고, 나머지 형에서는 앞의 두 형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분포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산악지역에서 평균

값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ECS, COM형에서

는 주로 평균값보다 작았으며, TE, EC형에서는 평균

값과 비슷하였고, AT형에서는 평균값보다 큰 값을 보

였다. 
본 조사에서는 발생기구에 근거하여 사례들을 구분

하였으나 그 분류는 상세한 사례 분석보다는 주로 일

기도와 위성사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례 (예, 
복합형)의 유형 분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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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은 종류의 사례들이 있듯이 추

가적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많은 강설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강설 유형의 전반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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