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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연구에서는지난 36년동안(1973/74-2008/09) 우리나라겨울철강설자료와북반구대기순환장을분석하여대설유형별지

상종관기후패턴의특징을밝히고자한다. 동아시아기압배치및대설지역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우리나라대설발생사례를크

게 4가지종관기후범주, 세부적으로 17가지유형으로세분하 다. 지상종관기후자료분석에서각대설유형마다한반도주변에

나타나는기압과바람벡터아노말리핵들의위치및강도차이가뚜렷하게나타난다. 특히, 시베리아고기압의장출과이동성저기압

의통과여부가이러한차이점에중요한 향을미친다. 반구규모종관기후패턴으로북극진동의음의모드또한한반도겨울철대

설발생증가에 향을미친다. 이러한종관기후분석결과들은단기또는계절대설예보향상에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주요어：지역규모대설유형, 지상종관기후분석, 기압아노말리핵, 북극진동

Abstract：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heavy snowfall types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fresh

snowfall data and atmospheric circulation data during the last 36(1973/74-2008/09) snow seasons and to identify typical

surface synoptic climate patterns that characterize each heavy snowfall type. Four synoptic climate categories and

seventeen regional heavy snowfall types are classified based on sea level pressure/surface wind vector patterns in East

Asia and frequent spatial clustering patterns of heavy snowfall in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Composite

analyses of multiple surface synoptic weather charts demonstrate that the locations and intensity of pressure/wind

vector mean and anomaly cores in East Asia differentiate each regional heavy snowfall type in Korea. These differences

in synoptic climatic fields are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 surge of the Siberian high pressure system and the

appearance of low pressure systems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hemispheric atmospheric circulation,

synoptic climatic patterns in the negative mode of winter Arctic Oscillation (AO) are also associated with frequent

heavy snowfall in the Republic of Korea at seasonal scales. These results from long-term synoptic climatic data c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short-range or seasonal prediction of regional heavy snow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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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겨울철 강수는 연 강수량의 10% 이하를

차지하지만 봄철 수자원, 산불 저감 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Choi and Kwon, 2008).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해 봄철 적설이 녹는 시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

시아, 서유럽, 미국록키산맥지역에서앞당겨지고있

어 이 지역들의 수자원 계절 주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Choi et al., 2010). 한편겨울철갑자기발생하는

폭설은교통마비, 농작물시설재배피해등많은사회

경제적손실을가져온다(Choi and Kwon, 2008). 최근

의 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해의 한겨울에는

불규칙하게 대설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

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겨울철에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따뜻한 해양에서 수증기를 머금어

눈구름을 형성하여 한반도 주요 지형에 의해 강제 상

승하면서 우리나라에 대설을 자주 발생시킨다(Lee,

1979). 우리나라기상청에서는일기예보모델산출종

관일기도에근거하여우리나라대설을예보하고있으

나, 강수의 경우 모델 예측 결과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설 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상된

일기 예보 모델의 개발 이외에도 과거의 대설 자료에

대한 기후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설의 발생

이 단기간 현상임에 비추어 지형이나 해양 등의 고정

되어 있는 정적 요소보다는 시베리아 기단과 같이 단

기간에 복잡한 변동 양상을 보이는 동적인 요소에 대

한모니터링이일차적으로중요하다. 

지금까지의우리나라대설에관한연구는대부분동

북아시아주변의개별적인대설사례의일기도를분석

한기상학적접근방법을따랐다(Seo and Jhun, 1991;

Jhun et al., 1994; Lee and Lee, 1994; Lee, 1999;

Jeong, 1999; Yu and Kim, 2005). 이러한기상학적연

구들은 한반도 대설 시 나타나는 개별 악기상에 대한

특징은 잘 기술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대설에 관한 종

관 기후학적 패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 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몇몇 연구들만

이기후학적관점에서장기간신적설자료를분석하여

대설의 지리적 분포나 대설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압 배치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

(Kim, 1979; Lee, 1979; Choi, 1985, 1990; Lee and

Chun, 2003; Cheong et al., 2006). 이 연구들은 한반

도 대설 지역이 대기순환 및 지형의 상호작용에 따라

주로태백산맥서쪽지역, 소백산맥북서부지역, 동

북부 해안 지역, 울릉도 지역 등으로 경험적으로 구분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종관 기후학적 분석 결과로

Lee(1979)는 한반도 대설 지역은 이동성 저기압과 시

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등 기압배치에 따라 나타나는

풍향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 다. Kim(1979)의 연구

도 장기간의관측지점별일별 10cm 이상의 대설 통계

를 정리하여 대설 지역 분포에 대해서 언급하 으나,

각 대설 지역 유형별로 개별적인 대기 연직 분포의 특

징을 밝히는 기상학적 분석 방법에 그 연구 범위가 제

한되었다. Choi(1985)는 앞선 두 연구에 비하여 상세

하게상층제트기류의위치와블러킹고기압(blocking

high) 출현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두 지역의 대설을 유발하는 대기순환 패턴이

상이함을 보 으나 지역 규모 대설 분석에 그 연구 범

위가 국한되었다. 이외에 Cheong et al.(2006)도 발생

기구에 따른 우리나라 대설 발생 형태를 구분하 으

나, 개별 기상학적 사례 위주의 종관 일기도를 분석하

다. 이와 같이 풍향분석이나 개별 기상학적 사례에

대한 일기도 분석 내용 만으로는 우리나라에 넓은 지

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규모 이상의 대

설예보를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

최근의 대설의 형태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반구적 규모에서 특정 해에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령,

2009/10년 강설 계절 동안에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여러지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폭설이발생하여큰피

해를 가져왔다(http://climate.rutgers.edu/snowcover

/). 이러한반구규모의폭설발생과관련하여일부연

구에서는엘니뇨의 향에대해서조사하 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에

의한겨울철강설면적의차이는뚜렷하지않다고보고

되었다(Clifford et al., 2009). 우리나라 규모에서도 엘

리뇨 발생시 강화되는 고기압성 흐름에 의해 적도 열

대해상으로부터의수증기이류가한반도대설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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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다는 기상학자들의 주장도 일부있지만, 장

기간의자료분석에따르면엘니뇨와겨울철강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간 지연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Choi and Kwon, 2008). 동아시아대설발생시

에는 겨울철 극 소용돌이(circumpolar vortex)가 사행

하여시베리아고기압이장출하는패턴이자주관찰된

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한랭건조한시베리아고기압

이한반도주변해상을관통하면서변질되거나눈구름

을 지닌 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대설이

자주 발생함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열대지역해상의기압진동에의한원격상관의 향

보다는 북극지방의 대기순환이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

에 더 지배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대설 예보의 향상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의 종관 기후 분석뿐만 아니라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과같은북반구규모의기후진동과의

관련성을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6년 겨울철 동안(1973/74-

2008/09)의 관측 기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설

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동아시아 역 지상 종관 기

후 패턴과 극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기순환과 한반도

대설 발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

라 61개 지점에서 관측한 신적설 자료를 바탕으로 지

역 규모 대설 지역을 구분하고, 각 대설 지역 형성 시

에 해수면 기압과 지상 바람장 평균과 아노말리 평균

장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관 기후 패턴의 특징을

밝히고자한다.

2. 자료와방법

1) 지상 종관 기후 자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설일을 추출하기 위해 기상

청 산하 61개 지점에서 36년 강설계절 동안(1973/74-

2008/09) 관측한 일별 신적설 자료를 분석하 다. 기

존연구들에서도밝혀진바와같이(Lee, 1979), 장기간

평균 강설 계절 총 강설량을 살펴보면 울릉도, 동북

부해안지역, 소백산맥북서사면지역은 50cm 이상으

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지임을 잘 알 수 있다

(Figure 1). 본 연구에서 지역 규모 대설 발생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NCEP/NCAR

reanalysis I 일평균 자료(Kalnay et al., 1996)를 사용

하 다. NCEP/NCAR reanalysis I 자료는지표기상관

측자료와위성자료를모델을사용하여재분석한자료

이다. NCEP/NCAR reanalysis I 자료는 전 지구를 포

괄하기위해평면적으로 2.5°×2.5°간격의 144×73 개

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 연직방향으로는 총 17

개의층으로구분되어있다. 재분석자료사용시지상

자료의 경우에는 변수에 따라 (예, 기온) reanalysis II

(Kanamitsu et al., 2002) 등의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나기압장자료의경우에는자료의연속

성에 문제가 지적되지 않아 reanalysis I 자료가 많은

종관기후연구에널리사용되어왔다. 특히기압장자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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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ng-term average (1973/74-2008/09)
winter total snowfall (cm) at 61 weather s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우리나라 61개 관측지점의 겨울
철 장기간(1973/74-2008/09) 평균 총 강설량.

45-3대지.1최광용  2010.7.1 8:59 AM  페이지321



료의 경우에는 reanalysis I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기간을 1979년이전(1948-현재)까지연장할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CEP/NCAR reanalysis I의 일

평균해수면기압과지상 10m 바람벡터(u+v wind) 자

료를분석하 다. 

2) 지역 규모 대설 시 종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상청 대설 주의보, 경보,

특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별 신적설이 5cm,

10cm, 20cm인경우를대설사례로추출하 다. 특히,

61개 관측지점 중 5cm 이상의 신적설을 나타내는 모

든대설일을동아시아지역의기압배치와대설의공간

분포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이를 위해 일

차적으로대설시전형적으로나타나는기압배치에관

한기존연구들(Lee, 1979; Choi, 1985; Cheong et al.,

2006)을 참고하여 5cm 이상의 대설을 나타낸 모든 사

례들을크게시베리아고기압이한반도방향으로장출

하고 한반도 지역이 고기압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

(HH),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고

저기압이우리나라를지나간경우(HL), 시베리아고기

압의 장출없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간 경우(LL),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고 한반도 지역이 고기압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LH) 등 크게 4개의 지상 종관 기

후 상태 범주로 구분하 다. 종관 분석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장출과저기압의한반도통과여부를구분하기

5cm 이상또는 10cm 이상의대설이발생한모든경우

의 동아시아와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간 역(80-200°

E, 20-70°N)의해수면기압과지상 10cm 바람장의평

균도와 편차 평균도를 분석하 다. 평균도는 각 격자

별로연구기간동안 5cm 이상또는 10cm 이상의대설

을 나타내는 모든 사례의 해수면 기압과 지상 바람벡

-`322`-

최광용·김준수

Figure 2. Climatology (upper panels) and anomaly (bottom panels) fields of sea level pressure and surface
wind vector on heavy snowfall days with equal to or greater than 5cm (left panels; 1265 cases) (a) and 10cm
(right panels; 680 cases) (b) of daily fresh snowfall over the 1973/74-2008/09 winter periods at one or more
weather stations among 61 weather s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973/04-2008/09 겨울 기간 동안 우리나
라 61개 기상관측지점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점에서 일별 신적설 5cm 이상(왼쪽; 총 1265회) (a) 또는 10cm 이상(오른
쪽; 총 680회) (b)를 나타낸 모든 대설일의 해면 기압 및 바람벡터의 지상 평균장(위)과 아노말리평균장(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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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단순평균한값을지도화한것이다. 편차평균도

는겨울철이진행되면서대설일마다평균종관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대설 발생일의 장기간(1948-

2009) 일별 평균 값을제거하여아노말리값을 산출한

후 같은 대설 유형에 모든 사례들의 아노말리 값을 평

균하여지도화한다. 

이러한방법으로그려진연구기간동안나타난모든

5cm 이상 또는 10cm 이상의 대설일의 지상 종관기후

평균도와 편차도를 살펴보면, 한반도 대설 시에는 전

형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

는패턴이나타남을알수있다(Figure 2). 특히기압과

지상 바람벡터의 편차 평균도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

의 장출에 따라 중국 화북지역(105-115°E, 35-45°N)

에 양의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 핵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역의 공간 평균

일별 기압 아노말리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날 때를 시베

리아 고기압이 장출한 경우로, 그 반대를 그렇지 않은

경우로분류하 다. 본연구에서경위도 10°간격의대

상 역의 아노말리 최대값이나 최소값 대신 경위도

아노말리공간평균값을분석한이유는시베리아기압

의 확장 패턴은 재해석 자료의 최소 단위인 경위도

2.5°간격을넘어서넓은지역에걸쳐나타나기때문이

다. 한편 기존연구 결과들에 따르면(Lee, 1979;

Cheong et al., 2006) 한반도 대설은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서도발생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서해안을포

함한 우리나라 역(120-130°E, 30-40°N)의 공간 평

균 일별 기압 아노말리 값도 분석하 다. 일반적인 이

동성 저기압의 크기가 경위도 2.5°간격의 NCEP/

NCAR 자료보다작기때문에이동성저기압중심이이

자료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경위

도 10°간격의넓은 역의평균아노말리가음의값을

나타낸다면 저기압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

라서 이 한반도 역의 일별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 값

이 음의 값을 나타낼 때를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

를통과하고있는경우로, 그반대를그렇지않은경우

로분류하 다. 부가적으로시베리아고기압이만주지

역으로확장하여북동풍의 향을받는사례나북서태

평양상에 저기압이 발달하여 동고서저 형태로 한반도

주변 계절풍 강화에 향을 미치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120-130°E, 40-50°N과 140-150°E, 30-40°N

두 공간 역의 해수면 기압장도 분석하 다. 각 공간

역은 남북위 10°간격으로, 2.5°×2.5°크기의 총 16

개격자들로구성되어있다. 상세한각공간 역별기

압장분석을위해 36년강설계절동안의각 역별일

별 최고, 평균, 최저 기압값과 일별 아노말리 최고, 평

균, 최저값도추가적으로분석하 다.

그 후, 대설 지역 구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

(Kim, 1979; Lee, 1979; Choi, 1990)과 Figure 1에 나

타난 우리나라 대설 지역을 바탕으로, 앞에서 분류한

각 동아시아 기압 배치 범주(HH, HL, LL, LH)에 속하

는대설발생일중울릉도, 동북부해안, 소백산맥북

서부,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과 남해안 지역 등의 크게

5가지강설지역또는이들의결합지역에나타난대설

유형으로세분하 다. 본연구에서는특정한두개관

측지점에서나타나는경우들로넓은지역에걸쳐발생

하는 지역 규모의 대설 사례를 중심으로 대설일을 추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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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ather stations that belong to each snowfall region classified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분류된 각 강설 지역에 속하는 기상 관측지점.

Snowfall region Stations

Ulleung Island region Ulleungdo

Northeastern coastal region Sokcho, Gangneung

Western Taebaek range inland region Chuncheon, Hongcheon, Yangpyeong, Wonju, Seoul, Icheon, Suwon, 

Cheonan, Cheongju, Chungju, Jecheon

Northwestern Sobaek range inland region Buyeo, Boeun, Daejeon, Gumsan, Jeonju, Imshil, Jeongup, Namwon, Gwangju

Southern coastal region Haenam, Wando, Jangheung, Goheung, Yeosu, Nam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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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분석하 다. 지역 규모의 대설일을 추출하기

위해각지역별(Table 1)로 50% 이상의관측지점에서

5cm 이상의 대설이 발생한 날짜만을 선택하 다. 대

관령과 인제의 경우에는 전체 5cm 이상의 대설발생

빈도에는 고려되었으나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대설뿐

만아니라 동지역이대설발생시에도동시에대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설 지역 구분

시에는 제외되었다.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대설 지역

구분 시, 습윤한 공기가 냉각된 육상에 상륙하여 국지

적으로 해안지역에만 나타나는 강설 사례는 배제하기

위해 해안에 인접한 관측지점들(강화, 인천, 서산, 보

령, 부안, 군산, 목포등)은분석에서제외하 다. 동

북부 대설 지역에는 속초, 강릉 관측지점이 포함되었

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과 소백산맥 북서부 대설 지역

을구분하기위해보은-보령간연결선을중심으로그

이북은 태백산맥 서쪽 지역으로 구분하 다.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간 평균 겨울철 강설량이 3cm

이상이고해안에인접한관측지점만을선택하 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역 지상 종관 패턴과 우리나

라 대설 발생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설 유형을 세

분하여, 각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상 종관

패턴을 분석하 다.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론

상으로는 총 80개 (지역 결합 총 20가지 대설 지역×

기압배치 4가지범주) 지역규모대설유형구분이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61개 관측지점에서 적어도 하

나의 관측지점에서 5cm 이상의 대설이 발생한 총 발

생사례(1,265회)의최소 0.5% 이상의발생빈도를보이

는 지역 규모 이상의 대설 유형만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이때추출기준이되는발생빈도비율(%)에따라

분류되는 세부 유형의 수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으

나, 0.5%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서지역의 저기압

이동에의한대설유형까지포함하게된다. 각대설역

규모 대설 유형을 추출한 후 유형별 대설일의 종관 기

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와 북태평양을

포함한 역(80-200°E, 20-70°N)의지상기후요소들

의 평균장과 아노말리 평균장을 지도화 하 다. 여러

종관기후요소들중찬공기의이류와관련된일별해

수면 기압과 지상 10m 바람벡터(u+v)를 중점적으로

분석하 다. 특히, 아노말리도는 각 대설 유형에 해당

하는 날짜들의 격자별, 일별 해수면 기압 또는 지상

10m 바람벡터 기후학적 평균(1948-2009)값에서의 편

차값을 평균한 것이다. 해수면 기압 및 바람벡터의 아

노말리장을분석하여시베리아고기압이한반도방향

장출 시 한기 이류와 한반도 주변의 저기압 아노말리

패턴을분석하 다. 여러사례들의아노말리를평균한

편차평균도를살펴봄으로써특정해, 특정날짜, 특정

관측지점에대설을유발한기상학적인사례가아니라

대설일에지배적으로나타나는보편적인종관기후상

태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설 지역별

로적어도 50% 이상의관측지점에서대설을기록한지

역 규모 이상의 대설 사례들을 모두 평균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넓은지역에걸쳐발생하는대설의보편적인

종관기후상태를잘보여줄수있다.

3) 북극진동과 한반도 대설 발생 상관성 분석

북반구규모의대기순환진동현상이한반도대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별 또는 계절 평균

북극진동 자료를 NCEP/NCAR 해수면 기압장 자료에

서 추출하 다. 북극진동은 20°N 이북의 해수면의 기

압장 아노말리장을 경험적 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시제1 모드로추출

되는 기압 변동 패턴이다(Thompson and Wallace,

1998, 2000). 일별북극진동자료는자료전체존재기

간(1948-2009)의평균기압을제시한해수면일별 20°

N 이북 공간 평균 기압 아노말리 자료를 바탕으로

Thompson and Wallace (1998)가 제안한 방법을 사

용하여직접계산하 다. 그후월별또는계절별북극

진동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들과 각 기압배치별

(HH, HL, LL, LH)로 61개 관측지점 중 적어도 1개 이

상의 관측지점에서 일별 신적설이 5cm 이상인 모든

대설 발생일의 전국 평균 신 적설량 또는 대설 발생빈

도와 시간 격차를 둔 시간 지연(lead-lag)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대설시의북극진동의공간분포패턴

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1 표준편차 이상의 대설

발생빈도를 보이는 해당 월의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

공간패턴을장기간(1948-2009) 평균적인겨울철(12-2

월) 북극진동 관련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의 EOF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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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의분포패턴과비교하 다. 

3. 우리나라대설의시공간적패턴과

대설유형구분

1) 대설의 시공간적 패턴

지난 36년 강설 계절 동안 61개 관측지점 중 최소 1

개 이상의 지점에서 5cm 이상의 대설이 발생한 경우

는총 1,265일이다. 이중 10cm 이상의대설발생빈도

는 총 680일로 전체 대설 발생일의 약 54%를 차지하

고, 20cm 이상의 대설 사례도 총 280일로 약 21%를

차지한다. 61개관측지점중 5cm 이상의대설발생빈

도는연구기간동안울릉도에서총 470일로가장많이

발생하 고, 10cm 이상의 대설일도 236회에 달한다.

대관령지역에서도이와유사하게 5cm 이상의대설일

은 총 431일, 10cm 이상의 대설일은 234일 발생하

다. 36년 강설 계절 평균 5cm 이상의 대설 발생 빈도

를 61개 관측지점별로 살펴보면 이 두 지역은 대표적

인다설지임을알수있다(Figure 3a). 이두지점은매

년 강설계절 5cm 이상의 대설이 평균 12일 이상 발생

한다. 그러나, 두지역의대설발생매커니즘은상이하

여 대관령 지역의 대설은 태백산맥 지형에 의해 한랭

습윤한 공기가 강제 상승하여 발생하나, 울릉도는 변

질된 한랭 습윤한 해양을 지나면서 대설의 형태로 나

타난다. 이외의 우리나라 다설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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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Long-term average frequency of heavy snowfall days (≥ 5cm) and (b) daily maximum snowfall
records (cm) at 61 weather s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1973/74-2008/09 snow seasons. 우리
나라 1973/74-2008/09 강설계절 동안 61개 기상 관측 지점에서의 (a) 장기간 겨울철 평균 대설일(5cm 이상)의 발생빈
도와 (b) 연구기간 최대 일최심 적설 기록(c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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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동해안 지역과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도 대설의

강도에 따라 지역적 차별성을 보인다. 강릉과 속초를

포함한 북동해안 지역에서 5cm 이상의 대설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140일, 정읍, 임실, 부안을포함한소백

산맥 북서사면 지역에서 176일 발생하 다. 반면

20cm 이상의 대설의 경우에는 소백산맥 북서지역 (11

회)보다 북동해안 지역(38회)에서 대설의 발생빈도가

약 3배이상높게나타난다. 즉, 대설발생빈도는소백

산맥북서부지역이더높으나, 연구기간최대최심적

설량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설의 강도는 북동 해

안지역이소백산맥북서부지역보다더큼을알수있

다(Figure 3b). 북동해안이 대설 강도가 더 큰 이유는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의 사면 경사가 더 급하고, 해양

과의 거리가 더 근접하여 좁은 해안 지역에 강설현상

이집중되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울릉도, 북동해안 지역,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을 제

외하면, 우리나라 나머지 대부분의 관측지점에서는

5cm 이상의 대설 발생일은 연평균 3일 이하로 발생빈

도가상대적으로낮다(Figure 3a). 특히소백산맥과태

백산맥의 지형조건으로 찬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의

바람의지 지역에 속하는 남지역 및 남해안 지역의

대설 발생빈도는 연평균 1일 이하로 매우 낮다. 부산,

통 , 여수 등의 남부 해안지역에서는 저위도에 위치

하여 기온이 상대적으로 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강설보다는 강

우의형태로나타난다(Choi and Kwon, 2008). 저위도

에위치한제주도에서도해발고도가낮은해안저지대

의 경우에 겨울철에도 한반도 지역에 비하여 기온이

높아 대설 발생빈도가 매우 낮다. 제주도 저지대에서

는 5cm 이상의 대설일은 지난 36년 전체기간 동안 총

8회미만으로강설계절동안의연평균대설발생빈도

는 0.5일 이하이다. 국지적으로 한라산 고산지대에는

지형에 의한 기류의 강제 상승과 높은 해발고도에 의

한기온하강으로대설이자주발생한다. 

2) 지역 규모 대설 유형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동아시아에 한파와

대설을 유발하여 한반도 겨울 몬순 기후 특징을 결정

하는 중요한 동적 기후 시스템이다. 시베리아 고기압

의 중심부는 겨울철에 주로 해발고도가 높고 눈 피복

으로 덮여 있는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몽고와 그 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역(80-100°E, 40-60°N)에 자리잡

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기압은 기상학적 겨

울철(12-2월) 평균적으로 1,040hPa 이상의 값을 나타

낸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세력은 극지방의 찬 공기의 저기압성

흐름을나타내는극소용돌이의사행에따라중위도지

역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igure 2), 우리나라대설시에는극소용돌이가사행

하여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면 그

기압 아노말리 중심부가 화북지방(105-115°E, 35-

45°N)에 나타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북부지

역으로장출할때에는화북지방뿐만아니라한반도북

부 둥베이 지역(120-130°E, 40-50°N)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기도 한다. 장기간(1973/74-2008/09) 기상학적

겨울철(12-2월)동안의이두지역평균해수면기압은

1,025hPa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최대 1,044hPa까지

증가한 사례도 관찰된다. 이외에도 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관통하게되면진행방향에따라우리나라의

대설의공간적분포에 향을미치게된다.

연구기간동안 5cm 이상모든대설일(1,265회)을시

베리아 기단의 장출과 이동성 저기압의 출현에 따라

구분한 4개기압배치형범주(HH, HL, LL, LH)에속하

는 겨울철 대설 발생빈도 통계와 발생지점 누적 수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발생빈도와 계절내 변동성에 차이

를 관찰할 수 있다(Table 2, Figure 4). 시베리아 기단

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한 경우(HH+HL)는 전체 대

설 발생일의 66%(832회)를 차지한다. 그 중 44%(554

회)는 한반도에 저기압의 출현 없이 시베리아 고기압

장출 시(HH) 대설이 발생한 경우이다(Table 2). 시베

리아고기압이확장한상태에서이동성저기압이한반

도를 지나가면서 대설을 나타내는 종관상태 (HL)는

22%를 차지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대설이 발생한 경우(LL 범주)는 22%(264회)에, 그리고

저기압이 지나가지 않은 종관 상태(LH)는 14% 이하로

상대적으로 그 발생빈도가 낮다. 이 결과들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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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961-1970) 대설 시 일본 기상청에서 발간하는 천

기도에 나타난 기압배치를 직접 수작업으로 분류한

Lee(1979)의 연구 결과(가령, 저기압 통과시 대설

18%)와유사하다. 계절내변동측면에서, 저기압출현

없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 하 을 때 대설 발생지

점 수의 변화를 보면 겨울철 전 기간(12-2월)에 걸쳐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Figure 4a). 반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나타난 대설의 경우에는 주로 1

월 하순-2월 중순에만 발생지점 수가 증가하고, 3-4

일의계절내주기성을나타낸다(Figure 4c). 이러한결

과들을 종합하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여부는 우

리나라 대설의 시공간적 발생 패턴에 가장 지배적인

종관기후조건임을알수있다. 

시베리아고기압의장출여부와한반도지역의저기

압출현여부에의해분류된 4가지기압배치범주별로

50%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대설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전체 대설일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들을 세분

하면 총 17개 지역 규모 대설 유형을 관찰하게 된다

(Table 2). 시베리아고기압이장출하고한반도상에저

기압의 출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HH 범주) 대설 지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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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Cumulative daily numbers of stations with heavy snowfall events (≥ 5cm) among 61 weather

s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1973/74-2008/09 snow seasons for each surface pressure type:

(a) Siberian high surge without migratory low pressure over Korea (HH type), (b) Siberian high surge with

migratory low pressure over Korea (HL type), (c) migratory low pressure over Korea without Siberian high

surge (LL type), and (d) neither migratory low pressure over Korea nor Siberian high surge (LH type). 지상 종
관 범주별 (HH, HL, LL, LH) 우리나라 61개 관측 지점 중 1973/74-2008/09 겨울철(11-4월) 일별 누적 총 대설 발생 지점
의 수의 시계열. (a)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 한 상태에서 이동성 저기압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HH 범주), (b) 시베리아 고기
압이 장출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한 경우(HL 범주), (c)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동성 저기
압이 한반도를 통과한 경우(LL 범주), (d)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 약화된 상태에서 이동성 저기압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LH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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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라 울릉도 대설형(279회), 북동해안 대설형(54

회), 북동해안및울릉도복합동해대설형(25회), 소백

산맥북서부지역대설형(9회) 등세부적으로 4가지지

역 규모 대설 유형이 관찰된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

출이뚜렷하지 않고 한반도상에 이동성 저기압의 출현

한 상태(LL 범주)에서는 울릉도 대설형(37회), 북동해

안 대설형(23회),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 대설형(8회),

태백산맥 서쪽 지역 대설형(6회), 태백산맥 서쪽 지역

과소백산맥북서부복합대설형(6회) 등세부적으로 5

가지 지역규모 대설 유형이 관찰된다. 시베리아 고기

압이 장출하고 한반도에 저기압이 출현한 경우(HL 범

주)에는 울릉도 대설형(42회), 북동해안 대설형(28회),

동해대설형(6회), 소백산맥북서부지역대설형(11회),

태백산맥 서쪽 지역 대설형(12회), 소백산맥 북서부와

울릉도 지역 복합 대설형(6회) 등 6가지 세부 유형이

관찰된다. 시베리아고기압의장출이뚜렷하지않으나

한반도에 고기압이 자리잡은 경우(LH 범주)에는 울릉

도 대설형(82회), 북동해안 대설형 (22회) 등 2가지 유

형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다설 지역 중 5cm 이상의

지역 규모 대설은 주로 울릉도나 북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성 고기압 한반도 통과 시

에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도 넓은 범위에 걸쳐 대설이

발생할수있음을알수있다. 

4. 우리나라대설발생시

지상종관기후패턴

1) 동아시아 해수면 기압/지상 바람벡터 평균과 아
노말리 분포

우리나라 지역 규모 대설 유형별 동아시아 지상 종

관 기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압배치에 따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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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regional (at ≥50% of stations in each region) heavy snowfall types (≥5cm of daily
fresh snowfall) based on the combinations of pressure patterns in East Asia and snowfall reg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1973/74-2008/09 snow seasons. 우리나라 1973/74-2008/09 강설 계절 동안 동아시아 기
압 배치와 강설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규모(각 지역별 50%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발생) 대설(일별 신적설 5cm 이상) 발생 유형.

Pressure
pattern

No Yes Yes No Total

Snow region (HH) (HL) (LL) (LH)

a. Ulleungdo type 279(22.1%) 42(3.3%) 37(2.9%) 82(6.5%) 440(34.8%)

b. Northeastern coastal region type 54(4.3%) 28(2.2%) 23(1.8%) 22(1.7%) 127(10.0%)

c. (a+b) East Sea type 25(2.0%) 6(0.5%) * * 31(2.5%)

d. Northwestern Sobaek range 9(0.7%) 11(0.9%) 8(0.6%)
*

28(2.2%)
inland region type

e. Western Taebaek range inland 
*

12(0.9%) 6(0.5%)
*

18(1.4%)
region type

f. (d+e) Western inland region type * * 6(0.5%) * 6(0.5%)

g. (a+d) Northwestern Sobaek range and 
*

6(0.5%)
* *

6(0.5%)
Ulleungdo combination type

All other combinations less than 0.5% of 187 173 184 65 609
total 1265 heavy snowfall (25cm) cases 

Total 554(43.8%) 278(22.0%) 264(20.9%) 169(13.4%) 1265(100%)

Siberian high surge

Migratory low pressure
over Korea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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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4개의종관기후범주(HH, HL, LL, LH)에속하는

우리나라 17개 지역 규모 대설 유형에 해당하는 대설

발생일의 해수면 기압 및 지상 바람 평균장과 각 날짜

들의장기간평균을제거한아노말리의평균장을살펴

보았다. 연구기간 동안 5cm 이상의 모든 대설일 평균

적으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

여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국전역이 1,024hPa 이

상의 고기압을 나타내고, 북태평양에는 1,012hPa 이

하의저기압이넓은지역에발달한다(Figure 2). 4개의

종관기후범주별로는이와같은서고동저의기압배치

가한반도를중심으로시베리아고기압과북태평양저

기압의접근범위에따라차이를보인다 (Figure 5-8).

HH 범주의 종관 상태에서는 대체로 시베리아 고기압

의 더 강하게 발달하여 전체적인 서고동저 패턴이 동

쪽으로 더 치우친 형태를 보인다. HL 범주의 종관 상

태에서는 북태평양에서 서쪽방향으로 한반도를 향해

뻗은 혀 모양의 저기압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여 시베

리아고기압과북태평양저기압세력이한반도를중심

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LL 범주의 종관 상태에서는

북태평양 저기압은 강하게 발달하나 시베리아 고기압

이세력이약화되어다소서고동저의기압배치가한반

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있는 패턴을 보인다.

LH 범주의종관상태에서는약화되고변질된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서해 북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태평양저기압도다소동쪽으로치우친양상을보인

다. 각 범주별로 세분된 지역규모 대설 유형별로 아노

말리평균도를살펴보면같은종관상태범주내에서도

고기압과 저기압 핵의 위치와 강도가 모두 다르게 나

타난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과같다. 

(1)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 장출-한반도 상 이동성
저기압 미출현시 대설 형(HH)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하고 한반도 해수면 기압장

의 아노말리가 양의 값을 나타나는 고기압일 때(HH)

나타나는지역규모대설유형들의평균도를살펴보면,

4가지 세부 유형 공통적으로 화북지방에 1,036hPa 이

상의 시베리아 고기압 중심이 자리잡고 있으며, 북태

평양상에는 동서방향으로 1,000hPa 이하의 저기압 중

심대가나타난다(Figure 4). 대체로시베리아고기압의

강도가 북태평양 상에서 뻗어나온 기압골의 강도보다

더높게나타난다. 그러나해수면기압및바람벡터아

노말리 평균장을 분석하면, 울릉도 대설형, 북동해안

대설형, 동해대설형, 소백산맥북서부지역대설형등

4가지 지역 규모 대설 유형별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나타나는 양과 음의 아노말리 핵들의 위치 및

강도가상이함을알수있다. 그결과한반도를중심으

로 아노말리 평균도에는 서고동저 및 북고남저 또는

그 중간적인 형태의 다양한 기압배치 유형이 나타난

다.

울릉도 대설형(HHa)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이한반도상까지확장하여 1,024hPa 이상의해수면기

압을 나타내며 북태평양상에 발달한 1,000hPa 이하의

강한 저기압성 흐름이 북서태평양 방향으로 장출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동고-서저의 기압배치 유형을 보인

다(Figure 5a). 이때한반도는서쪽화북지역에자리잡

은시베리아고기압중심지역을위주로+5hPa 이상의

강한 양의 고기압 아노말리 핵이 나타난다. 또한 일본

열도의 동쪽 서태평양상(150-160°E, 35-45°N)에서는

-5hPa의 강한 음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관찰된다. 한

반도는 이 양의 아노말리 핵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

어시베리아의건조한북풍계열의한기의유입 향을

받게된다. 

북동해안 대설형(HHb)의 경우에는 울릉도 대설형

에 비하여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확장하여

오호츠크해까지그세력을미치며, 북서태평양상에장

출한저기압의일부가일본남해상으로자리잡은형태

를 보인다(Figure 5b). 그 결과, 아노말리 평균도에서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5hPa 이상의

아노말리가 만주지역까지 확장하여 나타나며, 서태평

양상의저기압아노말리가두개의핵으로분리되어알

래스카열도에한개의강한저기압아노말리가자리잡

고, 일본남해상(135-145°E, 25-35°N)에는또다른약

한 저기압 아노말리가 발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북

동해안 지역에 북동풍 또는 동풍 형태의 한기가 유입

되는패턴을보인다. 

북동해안 및 울릉도에 모두 대설이 발생하는 동해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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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limatology (left panels) and anomaly (right panels) fields of sea level pressure/surface wind vector
for each regional (at 50% or more of stations) heavy snowfall (with 5cm or more of daily snowfall) type (see
Table 2) that appeared under the Siberian high surge and anomalous high pressure pattern in the Republic of
Korea (HH type) over the 36 snow seasons (1973/74-2008/09). Shaded portions in the left panels represent
high pressure regions, while shaded portions in the right panels illustrate low pressure anomaly cores. 우리나
라에서 지난 36년(1973/74-2008/09) 강설 계절 동안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하고 한반도에 고기압의 향을 받을 때 (HH
형) 나타난 지역 규모(50%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발생) 대설일들(신적설 5cm 이상; 표 1 참조)의 해수면 기압 및 지상 바람 벡
터의 평균장(왼쪽)과 아노말리 평균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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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형(HHc)은 기압배치가 북서고-남동저로 북동해

안대설시의북고-남저패턴과울릉도대설시의서고-

동저패턴의중간적인특징을보인다(Figure 5c). 전체

적인기압아노말리분포는북동해안대설형과유사하

나, 동해 대설형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세력이 더 강하게 발달한다. 화북지방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기압은 1,040hPa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발달하고, 고기압아노말리핵은중국북부전역(100-

120°E, 40-50°N)에 걸쳐 넓게 나타난다. 일본 남서해

상(130-160°E, 20-40°N)에 발달하는 저기압성 아노

말리핵도더넓은지역을차지하고있다. 반면일본열

도 북부 지역의 고기압 아노말리 세력은 약화되어, 한

반도를 중심으로 북서고-남동저 기압배치를 보인다.

5m/s 이상의 북풍 계열의 한기가 동해상으로 잘 유입

되는기압배치를나타낸다.

소백산백 북서 지역 대설형(HHd)시에는 다른 세가

지 대설 지역 유형과는 달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서

고-북동저 형태의 기압배치를 보인다(Figure 5d).

+5hPa 이상의 시베리아 고기압 장출에 의한 양의 아

노말리 핵이 중국 남부지역(110-120°E, 20-30°N)으

로까지확장된다. 반면, 동해북부지역에는-3hPa 이

하의 음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나타나 우리나라 남서

지역으로북서풍의한기가유입된다. 이때우리나라는

두고·저기압의세력의균형지역에나타나해수면기

압 아노말리도 0의 값을 보인다. 이외에, 극동 지역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150-170°E, 50-60°N)에는 북태

평양상의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시베리아 고기

압의 일부가 극동지역으로 확장함에 따라 +10hPa 이

상의매우강한고기압아노말리핵이나타난다. 이고

기압 아노말리의 동쪽에는 -10hPa 이하의 매우 강한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자리잡아 날짜변경선을 중심으

로매우강한북풍계열의한기를유입시키고있다. 강

한 이 두 고·저기압 아노말리 핵은 한반도를 중심으

로나타나는기압배치유형의동쪽으로의진행속도를

둔화시킨다.

(2) 시베리아 고기압 장출-한반도 상 이동성 저기
압 출현시 대설형(HL)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한 상태에서 이동성 저기압

이출현하 을때(HL 범주)에는이동적저기압이출현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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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ame as Figure 5, but for regional heavy snowfall types with the migratory low pressure system over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Siberian high surge pattern (HL type).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하고 한반도에 이동
성 저기압이 출현했을 때 (HL형) 나타나는 지역 규모 대설 유형의 해수면 기압 및 지상 바람벡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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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았을때(HH 범주)와유사한서고-동저형의평

균기압배치형태를보이나한반도를중심으로동쪽에

발달한 저기압의 세력이 더 강하게 발달하여 고기압

세력과 대등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Figure 6).

이기압배치유형에서는종관규모의이동성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대설을 가져다 준다. 이 기압배

치유형에서나타나는지역규모대설유형에는 HH 범

주에속하는 4가지유형이외에태백산맥서쪽지역대

설형(HLe)과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과 울릉도 복합 대

설형(HLg)도 포함된다. 해면 기압 아노말리장을 분석

하여 보면 모든 지역 규모 대설 유형 공통적으로 일본

열도나 동해상에 중심이 -5hPa 이하의 강한 음의 아

노말리 핵이 관찰된다. 특히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하

면서 저기압 아노말리는 -10hPa 이하까지 낮아지는

유형도 관찰된다. 중국화북 지방과 북서태평양에는

+5hPa 이상의 양의 고기압 아노말리 핵이 나타난다.

각 지역 규모 대설 유형별로 아노말리도를 살펴보면

이동성 저기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HH 범주)와 유

사한다양한기압배치패턴이나타난다. 

울릉도 대설형(HLa)은 동일 기압 배치 유형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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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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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대설 지역 유형에 비하여 동해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저기압 아노말리 핵의 강도가 강한

것이특징적이다(Figure 6a). 해수면기압평균도를살

펴보면, 대설 시 북태평양에 발달하는 중심 기압

1,000hPa 이하의 강한 저기압이 50°N를 기준으로 일

본열도까지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울릉도

에는저기압아노말리가장자리를중심으로강한북서

풍이 분다. 전반적으로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고-동

저형태의기압배치를나타낸다.

북동해안대설형(HLb)의경우에는저기압이한반도

에 나타나지 않은 기압배치형(HHb)과 유사하게 동해

를 중심으로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 유형을 보인

다(Figure 6b). 화북지방에발달한시베리아기압이다

소한반도북부지방으로장출한형태를보이므로둥베

이 지역까지 양의 기압 아노말리 역이 나타난다. 저

기압이 한반도에 나타나지 않은 기압 배치형(HHb)에

서 나타났던 일본 남해상의 저기압은 그 세력을 우리

나라 지역까지 확장한다. 그 결과 반시계 방향의 강한

동풍계열의한기가우리나라 동북부해안지역을향

하여불어들어온다. 이때우리나라남부지방은약한

저기압아노말리의 역에속하게된다. 

동해 대설형(HLc)의 경우에는 북동 해안 대설형

(HLb)과 유사하게 북서고-남동저형의 기압배치를 보

이나, 시베리아 지역의 고기압이 다소 약화되고, 북태

평양상의 저기압 중심이 160°E지역으로 서진하 다

(Figure 6c). 시베리아 고기압 양의 아노말리는 6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저기압 아노말리는

50°N 이북시베리아및오호츠크해지역, 우리나라동

해 남부와 일본열도 남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해면

기압 평균장을 살펴보면, 일본 남해상에 발달한 저기

압 세력이 강화되어 강한 북풍계열 바람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으로 불어들어 온다. 저기압이 출현하지

않은 기압배치형(HHc)와 비교하여, 북태평양 160-

180°E, 30-40°N 역에+3hPa 이상의양의아노말리

핵이발달한다.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 대설형(HLd)의 경우에도 저

기압이 출현하지 않은 유형(HHd)과 유사하게 남서

고-북동저 형태의 기압배치를 나타낸다(Figure 6d).

가장 특징적인 점은 동해 북부 상에 발달한 저기압 세

력이강화되어음의아노말리핵이-10hPa 이하로매

우큰편차를보인다는점이다. 이저기압세력은한반

도까지확장하여우리나라도-5hPa 이하의음의아노

말리 역에 속하게 된다. 해수면 기압 평균도에서도

북태평양상에 발달한 1,000hPa 이하의 저기압 중심핵

의 일부가 분리되어 일본열도 중부지역(130-140°E,

30-40°N)에 나타난다. 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지역까지확장하고울릉도지역은이저기압아노말

리의 중심세력권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저기압 세

력을중심으로반시계방향으로부는북서풍이우리나

라소백산맥북서사면을향하여한기를이류시킨다.

태백산맥서쪽지역대설형(HLe)의경우에도서고-

동저형의 기압패턴을 보이나 저기압이 한반도 북부지

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역이 해수면 기압 음의 아

노말리핵의중심부에속하게된다(Figure 6e). 반시계

방향으로회전하는이저기압아노말리와중국남부지

역까지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향으로 태백산맥

서쪽지역을포함한한반도북부지역에북서풍이강하

게불어들어간다.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과 울릉도 복합 대설형(HLg)

의 경우에는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대설형(HHd 또는

HLd)의 경우와 유사하게 남서고-북동저 형태의 기압

배치유형을보인다(Figure 6f). 그러나, 소백산맥북서

부 대설형에 비하여 오호츠크해 상에 996hPa 이하의

매우낮은저기압중심이자리잡아동해안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hPa 이하의 강한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발달한다. 화북지방을중심으로발달한시베리아고기

압 중심 지역도 중국 남동부 지역으로 길게 뻗은 형태

로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소백산맥 북서부에는

강한북서풍이불어들어가고울릉도는이동성저기압

의 향하에놓이게되어대설이발생한다. 

(3)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 후퇴 - 한반도 상 이
동성 저기압 출현 시 대설형(LL)

이 종관 기후 유형에 속하는 지역 규모 대설형은 공

통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서쪽으로 후퇴하

여 화북지방(105-115°E, 35-45°N)의 해수면 기압이

1,024hPa 이하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Figure 7).

북태평양상에 발달하는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988-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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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ame as Figure 5, but for regional heavy snowfall types with the migratory low pressure system over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Siberian high surge pattern (LL type).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이 뚜렷하지 않고
한반도에 이동성 저기압이 출현했을 때 (LL형) 나타나는 지역 규모 대설 유형의 해수면 기압 및 지상 바람벡터 패턴.

45-3대지.1최광용  2010.7.1 9:0 AM  페이지334



1,000hPa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에도 이동

성저기압이통과하여기압이 1,016hPa 이하로낮아진

다. 아노말리 평균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베리

아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에서 강한 음의 아노말리 핵

들이 나타나 서저-동저 형태의 아노말리 기압배치를

나타낸다. 북태평양상에발달하는저기압의가장자리

를 따라 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분다. 일본 열도 북

부지역으로이저기압의세력이확장하면서한반도에

는강한북풍계열의바람이불어들어간다. 이종관상

태범주에서는한반도를통과하는저기압의위치에따

라울릉도대설형, 북동해안대설형, 소백산맥북서지

역 대설형, 태백산맥 서쪽 지역 대설형, 그리고 그 복

합형인소백산맥과태백산맥서부지역대설형등 5가

지형태의지역규모대설형으로세분된다. 

울릉도 대설형(LLa)의 경우에는 중심기압 1,000hPa

이하의 강한 저기압이 북태평양 상의 큰 규모의 저기

압에서 분리되어 일본 북동해상(150-160°E, 40-50°

N)에 위치한다(Figure 7a). 이 저기압 가장자리에서

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된다.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장에서도 일본 동쪽의 북서태평

양상에-10hPa 이하의강한음의아노말리핵이나타

나고, 그주변을따라반시계방향의바람벡터아노말

리가관찰된다. 

북동해안 대설형(LLb)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

(120-130°E, 30-40°N)의 해수면 기압이 1,016hPa 이

하이고, 한반도 남쪽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반 시계

방향의 기류 흐름으로 북동풍이 우리나라 북동해안으

로불어들어간다(Figure 7b). 해수면기압아노말리장

을 살펴보면, 이 저기압 아노말리의 일부가 일본열도

남부지역으로발달하여우리나라남서해상 (125-145°

E, 30-40°N)에도 -7hPa 이하의 강한 음의 아노말리

핵이나타난다. 

소백산맥북서부지역대설형(LLd)의경우에는저기

압이 한반도 중부 지역을 통과하여 40°N을 중심축으

로 동해상에 -7hPa 이하의 매우 강한 음의 아노말리

핵이관찰된다(Figure 7c). 음의아노말리구역은동해

상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까지 띠 모양의 넓은 지

역에 걸쳐 나타난다. 이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자리잡

은 우리나라 소백산맥 북서 지역을 향하여 북서풍이

불어들어간다. 

태백산맥서쪽지역대설형(LLe)의경우에는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통과하여 이 저기압의

남서쪽가장자리를따라부는강한북서풍이우리나라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 습한 한기를 이류시킨다(Figure

7d).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장에서도 -9hPa 이상의 강

한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동해 북부지역에 나타난다.

이대설유형에서는시베리아북부지역에-15hPa 이

하의 매우 강한 음의 아노말리가 관찰되고, 아노말리

구역이 띠 모양으로 우리나라 동해 북부 지역까지 연

결되어나타난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과 소백산맥 북서부 지역 복합

대설형(LLf)의 경우에는 오호츠크해 상에 북태평양에

서 분리된 저기압이 자리잡아 -5hPa 이하의 음의 아

노말리핵이나타난다(Figure 7e). 태백산맥서쪽지역

대설형(LLe)과 유사하게 -10hPa 이하의 강한 음의 아

노말리 핵이 시베리아 지역에 나타난다. 시베리아 고

기압의중심위치가남쪽으로이동하여 80-90°E, 40-

50°N 역에 나타나고 중국의 남서해안까지 그 세력

이 뻗어있다. 따라서 HHd 유형과 유사하게 남서고-

북동저기압배치를보이나, 시베리아고기압의세력은

매우 약하다. 한반도 역은 사실상 중립적인 상태를

보인다. 화북지방에 동서방향으로 불던 서풍 계열의

바람은 오호츠크해의 저기압의 향으로 북서풍으로

전환되어우리나라서쪽지역으로불어들어간다. 

(4)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질-한반도 상 이동
성 저기압 미출현시 대설형(LH)

이 유형에 속하는 대설 지역 유형들의 해수면 기압

장을살펴보면공통적으로시베리아기압이매우약해

지고변질되어한반도지역으로장출한패턴을보인다

(Figure 8). 중국 화북지역(105-115°E, 35-45°N)에는

해수면 기압이 대체로 1,024hPa 이하의 값을 나타내

며, 음의기압아노말리패턴을보인다. 북태평양지역

의 저기압도 다소 동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역

(120-130°E, 30-40°N)에는 약한 양의 기압 아노말리

가 나타난다. 이 종관 기후 범주에는 울릉도 대설형과

동북 해안 대설형 등 2가지 지역 규모 대설 유형만 관

찰된다.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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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대설형(LHa)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중심지역이 서해까지 확장하여 한반도에는 고기압을

나타내나 그 중심 기압은 겨울철 평균에 비하여 낮은

기압배치를 보인다. 한반도 역에 양의 아노말리 핵

이 나타나고 북서와 북동 방향으로는 두 개의 음의 기

압아노말리핵들이자리잡고있다(Figure 8a). 중국과

한반도사이의서해를중심으로변질된시베리아고기

압의 중심이 자리잡아 시계방향의 바람벡터가 나타나

고, 일본 북동해상에는 강한 저기압 아노말리가 나타

나 동해상으로 북풍 또는 북서풍이 울릉도를 향하여

분다. 

북동해안 대설형(LHb)의 경우에는 울릉도 대설형

(LHa)과 유사하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서해상

에 나타나지만, 그 중심 세력이 매우 약화되어 화북지

방의 경우에는 -5hPa의 강한 음이 기압 아노말리 핵

이 나타난다. 북태평상의 저기압도 그 세력이 동쪽으

로 후퇴하여 북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의 기압

아노말리 값을 보인다(Figure 8b). 특히, 북한, 둥베이

지역, 일본 열도 북부 지역에 5hPa의 양의 아노말리

핵이 나타난다. 동해상에는 주로 약한 북풍 계열의 바

람이분다.

2) 우리나라 대설 발생시 반구규모 북극진동의 패턴

북극진동은 극지방과 중위도 지역의 기압 아노말리

장에 나타나는 주요 기압 진동 현상으로 중위도 기후

패턴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mpson and Wallace, 2001). 일별 북극진동 지수

와 우리나라 대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여부와 저기압의 한반도 통과

여부를고려한 4가지기압배치유형에속하는적어도

1개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일별 5cm, 10cm, 20cm 이

상대설발생지점수및 61개지점일평균강설량과일

별, 월별, 또는 겨울철(12-2월) 해수면 북극진동 지수

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 다. 일별북극진동이한반도

기후에 향을주는시간차를고려하기위하여대설일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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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ame as Figure 5, but for regional heavy snowfall types under a high pressure condi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surge of weakened Siberian high (LH type). 변질되고 약해진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
도로 장출하고 저기압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 (LH형) 나타나는 지역 규모 대설 유형의 해수면 기압 및 지상 바람벡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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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10일 이전까지 1일 간격으로 선행하는 북극진

동 지수와의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산출하 다. 월별 자

료의 시간 지연(lead-lag) 상관은 12-2월의 자료 내에

서조사되었다. 

일별 상관분석 결과, 모든 기압 배치 유형에서 이전

10일이전까지모든북극진동지수와의피어슨상관계

수는 ±0.15 이내 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낮게 나타

난다(Figure 9a). 대조적으로 12-2월월평균북극진동

지수와 월 총 5cm, 10cm, 20cm 이상 대설 발생지점

수와 대설 일의 61개 지점평균 강설량과몇몇 경우에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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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 between the numbers of stations with heavy snowfall or regional

average snowfall on heavy snowfall days (≥5c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x days (x = 0-10) leading daily

Arctic Oscillation (AO) indices, and (b) the cases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onthly

total numbers of stations with heavy snowfall and monthly (December-February) average AO indices during the

1973/74-2008/09 snow seasons. 1973/74-2008/09 강설 계절 동안 (a) 우리나라 대설(신적설 5cm 이상)을 나타내는 관
측지점 수와 0-10일 전의 일별 북극진동 지수와의 피어슨 상관 계수와 (b) 대설을 기록한 월별 총 관측소 수와 기상학적 겨울
철(12-2월) 월평균 북극진동 지수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사례. (**: significant at the 99% level, *: significant at the 9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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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Figure

9b). 가령, 12월평균북극진동지수와 1월 10cm 이상

대설 발생 지점 수(r=-0.352) 또는 2월 20cm 이상 대

설 발생지점 수(r=-0.374)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95%이상 유의수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2월

평균북극진동지수도 2월 5cm 이상대설발생지점수

(r=-0.345)와 99%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결과들은 우리나라에

서 1월 10cm 이상의 대설 발생지점과, 2월 5cm 또는

20cm 이상의 대설 발생지점이 증가하는 것은 0-2개

월 이전의 음의 북극진동의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대설이자주발생하는해의북반구북극진

동이평년에공간적으로어떻게다른행태를보이는지

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수면 기압장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1948-2009) 평균적인 겨울철(12-2월) 북극진

동 패턴과 연구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설이 자주 발생

한 겨울철 해당 월들의 평균적인 기압 아노말리 평균

장을 비교하 다(Figure 10). 장기간 평균적인 겨울철

북극진동패턴으로는경험적직교함수의제 1모드에서

북극해와 중위도 지역 특히,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중

심으로 서로 상반된 아노말리핵들이 나타난다(Figure

10a). 북극진동이 양의 모드를 보일 때는 고위도는 평

균적으로 음, 중위도에서는 양의 아노말리 핵들이 장

기간 겨울철 평균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에 대설 발생빈도가 +1 표준편차 이상 되는 겨울

철 해당 월들의 북반구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장의 평

균도를살펴보면강한음의북극진동시전형적으로나

타나는 지상 기압 패턴이 관찰된다(Figure 10b). 구체

적으로북극해를중심으로+4hPa의강한해수면기압

의 강한 양의 아노말리 핵이 자리잡고 있으며, 북태평

양을 중심으로 -5hPa 이하의 강한 음의 아노말리 핵

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겨울철 북극진동

패턴과 비교하여 북극해와 북대서양의 기압진동은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북극해 뿐만 아니라 경도

90°E를중심으로한시베리아지역을포함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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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ong-term (1948-2009) average winter (December-February) Arctic Oscillation (AO) pattern

indicated by the first mode of the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in the Northern Hemisphere (20-90°N)

sea level pressure anomaly fields (a) and the average Northern Hemisphere sea level pressure anomaly field

for winter(December-February) months with abnormal (+1 standard deviation) high frequency of heavy

snowfall events over the 1973/74-2008/09 periods in the Republic of Korea. Dotted lines indicate negative

anomalies, while solid lines represent positive anomalies. 북반구(20-90°N) 해수면 기압변동의 경험적 직교함수
(EOF) 제1모드로 산출한 장기간(1948-2009) 평균적인 겨울철 (12-2월) 북극진동(AO)의 공간 분포 패턴 (a)과 우리나라에서
1973/74-2008/09년 겨울철(12-2월) 동안 대설이 자주(+1 표준편차 이상) 발생한 달의 평균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 분포 (b).

(a) (b)

45-3대지.1최광용  2010.7.1 9:0 AM  페이지338



도 양의 기압 아노말리 구역이 나타나고, 북태평양지

역의 저기압 아노말리 핵의 강도도 겨울철 평균 변동

폭에비하여훨씬높게나타난다. 이때시계방향의운

동 형태를 보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화와 반시계

방향의운동행태를보이는북태평양의저기압의강화

는극지방의한기를한반도를포함한동아시아지역에

유입시켜따듯한해상에서눈구름형성에유리한반구

규모의종관기후패턴을형성한다. 

이러한결과들을종합하면, 북극진동패턴의모니터

링은일별단위의정확한적설량의예보보다는월평균

또는 계절 평균 수준에서 평년에 비하여 대설 발생일

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정도의 겨울철 대설

예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북극진동에 대한 초기 분석 자

료로차후에더상세한후속연구들이필요하다. 가령,

음의북극진동상태에서도상대적으로낮은대설발생

사례도 관측되는데(Figure 9b), 이것은 분석하는 시간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차후에 북극진동이 어떤 시간 주기로

한반도대설에 향을주는지에대하여상세한연구가

보완되어야할것이다.

5. 요약및결론

본 연구는 지난 36년 간(1973/04-2008/09)의 강설

계절 동안 나타난 우리나라 지역 규모 이상의 대설 유

형을 분류하고, 각 대설 유형별 동아시아 해수면 기압

및 바람벡터 그리고 반구 규모의 북극진동의 종관 기

후장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대설 예보 향상을 위한 기

후학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

거 다른 대설에 관한 기상학적 연구와는 달리 넓은 지

역에 걸쳐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역 규모 이상의 여러

대설 시의 평균 종관 기후도를 작성하여 평균과 아노

말리에나타난상세한기후학적패턴을처음으로논의

하 다. 주요한 연구 내용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대설 발생 시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의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 한반도를 중심

으로 서쪽에는 고기압의 양의 아노말리 핵이, 동쪽에

는 저기압의 음의 아노말리 핵이 나타나는 서고-동저

의기압배치를보인다. 특히, 이동성저기압출현시의

대설발생빈도에비해 2배이상시베리아고기압의한

반도 방향 장출에 의한 대설 발생빈도는 겨울철에 전

기간동안높게나타난다. 즉, 시베리아고기압의한반

도 방향으로의 장출은 한반도 대설 발생에 향을 미

치는가장지배적인종관기후패턴임을알수있다.

둘째, 동아시아 주변의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여

부 및 한반도 이동성 저기압통과 여부를 고려하여 우

리나라대설을유발하는종관기후상태를 4가지범주

(HH, HL, LL, LH)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지역규모

이상의 대설 지역 결합형까지 고려하면 총 17개 지역

규모 대설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의 세력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거나 변질된 경우

(HH, LH) 서고-동저의 기압배치가 다소 동쪽으로 이

동한다. 반대로 북태평양 저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한

경우(LL, HL)에는 서고-동저의 기압배치가 다소 동쪽

으로 치우치고,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발달하는 저기

압아노말리핵의강도가증가함을알수있다.

셋째, 세분된 17개의 지역규모 대설 유형별로 시베

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에 자리잡은 저기압의 강도와

확장패턴이다르게나타났다. 아노말리평균도에서도

양과 음의 해수면 기압 아노말리 핵의 위치와 강도가

각 지역규모 대설 유형마다 상이하 다. 대체로 울릉

도 대설형은 서고-동저, 동북 해안 대설형은 북고-남

저, 동해안 복합형은 북서고-남서저, 소백산맥 북서

지역대설형은남서고-북동저등의지상기압배치상

태를 보인다.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의 지역 규모 대설

의발생빈도는상대적으로드물지만, 이동성저기압의

통과가 이 지역의 지역 규모 대설 발생에 중요한 향

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넷째, 반구적 규모의 대기순환 종관 기후 패턴과 관

련하여북극진동지수와우리나라대설발생과의연관

성은 일별 수준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월

별또는계절별수준에서는일부통계적으로유의미한

상관성이확인된다. 공간적으로시베리아지역까지장

출한극지방의양의기압아노말리와북태평양에강하

우리나라 대설 시 지상 종관 기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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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발달하는저기압아노말리패턴은북극진동의음의

모드를형성하여우리나라대설발생빈도를증가시키

는 종관 기후 패턴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극

지방의북극진동아노말리에관한정보는예년대비대

설 발생의 증감 정도 수준의 계절 예보에 활용 될 수

있는가능성이있음을가리킨다.

이연구에서밝혀진우리나라대설발생시동아시아

지역의기압배치평균과아노말리핵의위치에대한정

보들은 단기 대설 예보에, 북극진동과 같은 반구 규모

의 대기 순환에 대한 정보는 계절 단위의 대설 예보에

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주

로 해면 기압과 지상 바람벡터 자료를 중심으로 대설

지역성을 특징짓는 종관 기후 패턴을 밝히는 데 그 초

점을두었다. 따라서차후에는극소용돌이나제트기류

또는 남극진동 등 반구 규모의 상층 종관 기후 패턴과

우리나라 대설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약 62%가 산악지역으로 국지적 규모의

우리나라강설자료를바탕으로수자원분포등에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기간의 강도가 높은 대설은 큰 피

해를 주지만, 적당한 양의 강설은 인간과 식생의 봄철

수자원 확보 및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저감에 큰 도움

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강설관측 지점은 대개 해발고

도가 낮은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지형이 복잡한 국지 지역의 대설 정확도가 떨어진

다. 따라서산악지역의대설관측지점을증가시켜산

악 지역의 중규모 관측망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조 한관측망은고해상도대설지도를작성하

여 대설 시 산악 등산객에 대한 통제 및 대피 방법을

세우고인명피해를줄이는데반드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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