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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eme heavy snowfall episodes have been investigated in case of accumulated

snowfall amount larger than 50 cm during the past ten yea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sociation of low-level stability with heavy snowfall in the Yeongdong region. In general, the

selected 4 events have similar synoptic setting such as the Siberian High extended to East Sea

along with the Low passing by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ventually inducing easterly in

the Yeongdong region. Specifically moist-adiabatically neutral layer has been observed during

the heavy snowfall period, which was easily identified using vertical profiles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observed at Sokcho, whereas convective unstable layer has been formed

over the East sea due to relatively warm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bout 8~10
o
C and lower

temperature around 1~2 km above the surface, obtained from RDAPS. Difference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between 850 hPa and surface as well as difference between air and sea

temperatures altogether gradually increased before the snowfall period. Instability-induced

moisture supply to the atmosphere from the East sea, being cooled and saturated by the upper

cold surge, would make low-level ice cloud, and eventually move inland by the easterly flow.

Heavy snowfall will be enhanced in association with low-level convergence by surface friction

and upslope wind against Taebaek mountain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w

level stability in the Yeongdong region using the radiosonde sounding and RDAPS data, which

should quantitatively be examined through numerical model as well as heat and moisture supply

from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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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내륙으로 산

악이 위치하고 있는데, 영동지역은 동쪽에는 동해, 서

쪽에는 태백산맥이 위치한 복잡한 지형 때문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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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대설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 (홍성길,

1980; 전종갑 등, 1994; 정관영 등, 1999)에 의하면 영

동지역 대설은 시베리아에서 연해주 방향으로 확장하

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남해안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남북방향 배열로 인한 동풍유입이 대설유발의 중요한

필수 조건임을 지적한 바 있다. 최광용과 김준수 (2010)

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여부는 한반도 대설발생에

지배적인 요소이지만, 이동성저기압의 출현은 대부분

울릉도와 북동해안 (강릉, 속초) 대설형과 관련있음을
NCEP/NCAR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훈과 이

태영 (1994)은 종관배치의 지속성, 하층류의 방향과

속도, 기단변질 효과, 지형의 규모 등을 영동지역 폭

설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재규와 김유

진 (2008)은 태백산맥의 지형을 제거함에 따라 영동지

역에 집중되던 강설량이 감소하고, 영서지역의 강설량

이 증가함을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수치모의를 통해 설명하였다. 

한편, 안정도 측면의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

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한랭건조한 공기의 남

하로 인해 해수면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SST)

와 850 hPa의 온도차가 증가하여 열과 수증기가 해수

면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공급되어 대설 현상이 발생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박용대 등, 1979; Anderson

and Nilson, 1990; 서은경과 전종갑, 1991; 이훈과

이태영, 1994; 전종갑 등, 1994; 최만규, 1994; 안중배

와 조익현, 1998; 김지언 등, 2005). 특히 최만규 (1994)

는 영동지역 대설이 해수면 온도가 높을 때 동해상에

상층 한기가 남하하여 대기 불안정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으며, 안중배와 조익현 (1998)은 UCD/LINL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MAS (Mesoscale Atmosphere

Simulation) 모형을 사용하여 SST의 변화에 따른 영

동지역의 강설량 변화분석을 통해 SST의 상승으로 인

한 증발-응결-수렴-바람의 되먹임 과정으로 내륙의 강

설이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Kocin and Uccellini

(1990)는 대설현상에 대해 충분한 수증기의 공급과 안

정도의 상호작용의 부산물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대설

강도는 해양과 내륙의 온도차, 산악효과, 바람장의 수

렴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Kraus and

Businger (1994)은 해양은 현열·잠열의 형태로 내부

에너지를 대기에 공급함으로써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지언 등 (2005)도 영동대설

을 종관적인 패턴에 따라 난기형, 산악형, 한기 해안

형으로 나누어 동해상의 현열속과 잠열속의 특성과

영동대설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박지훈 등

(2009)은 정적 안정도의 변화를 통해 영동지역의 눈

구름은 대류불안정과 관련됨을 확인하였고, 영동지역

의 대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 하층의 안정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의 안정도의 중요성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설기간 중 하층 대기의

열역학적인 구조에 대한 관측적인 분석은 아직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동지역의 특정

대설 사례 일을 선정하여, 속초 고층기상관측자료와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설기간 및 전후의 하

층 대기의 안정도 특징과 대설현상과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늦겨울 (2~3월)의 강릉지역 신적설

량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한 사례 당 50 cm이

상 관측된 2005년 3월 4~5일 (EXP1), 2010년 2월

10~13일 (EXP2), 2010년 3월 6~10일 (EXP3), 2011년

2월 10~12일 (EXP4)의 4개 사례를 선정하였고, 각 사

례별 대설 기간과 대설 전후의 안정도 특징을 분석하

였다. 한 사례의 기준은 이동성 저기압의 출현 여부

를 기준으로 강설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로 정

의하였으며, 2010년 3월 6~10일 사례는 저기압이 두

번 출현하였으나 처음 저기압의 강설 종료 시각과 두

번째 저기압의 강설 시작시각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

아 한 사례로 정의하였다. 분석기간은 사례 일을 중

심으로 전후에 2일씩 추가하여 Table 1과 같이 설정했다.

먼저 속초 (북위 38.25o, 동경 128.57o) 관측소의 고

층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온위와 상당온위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4개의 사례 중 EXP2 (2010년 2월

10~13일) 와 EXP4 (2011년 2월 10~12일)는 대설기간

Table 1. List of analysis and snow periods, site, and variable

for each case. Analysis sites are SC (Sokcho) and East Sea.

Episode
Analysis Period 

(snowfall period)
Site Variable

Sounding 

number

EXP1
2005/3/2~7

(2005/3/4~5)

SC θ, θ
e

12

East Sea θ, θ
e

12

EXP2
2010/2/8~15

(2010/2/10~13)

SC θ, θ
e

17

East Sea θ, θ
e

15

EXP3
2010/3/4~12

(2010/3/6~10)

SC θ, θ
e

18

East Sea θ, θ
e

18

EXP4
2011/2/8~14

(2011/2/10~12)

SC θ, θ
e

17

East Sea θ, θ
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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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각각 2회와 5회의 추가관측을 수행하여 이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고층기상관측자료가 없는 동해영역 (East Sea)은 위

성영상을 고려하여 구름의 위치를 판별한 후 (Fig. 1

의 회색 박스 영역) RDAPS 30 km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온위 (θ ; potential temperature)와

상당온위 (θe ;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의 연직

분포를 분석하였다. RDAPS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 모델로 2010년 말부터 자료제공이 중지되어

EXP4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온위와 상당온위는 RDAPS의 각 층의 기온,

고도, 혼합비 자료를 이용하여 식 (1)과 (2)를 통해 계

산하였다.

(1)

(2)

여기서 변수 T, p는 기온과 기압을 나타내고, 건조

공기의 기체상수 (Rd)는 287 JKg
−1

K
−1이며, 정압비열

(cp)은 1004 JKg−1K−1 이다. L는 잠열, ws는 이슬점온

도의 포화혼합비를 의미한다.

영동지역 대설현상과 동해안의 대기 상하층간의 상

당온위 차이와 해기차 (해수면과 대기 하층의 기온

차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RDAPS의 대기 하층의 기온 자료와 0.5o× 0.5o의 해

상도를 갖는 NOAA OI SST (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일평균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EXP1, EXP2, EXP3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NCEP/

NCAR 재분석 자료의 각 고도의 바람자료를 이용하

여 대설 분석기간 동안 동해상의 각 고도의 평균 바

람장을 구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신적설량 및 종관상태 분석

각 사례별 강릉 (GN), 속초 (SC), 동해 (DH), 대관령

(DG), 춘천 (CC)에서 관측된 신적설량 (cm 3hr−1)의 시간

변화 (Fig. 2)와 각 사례기간동안 총 관측된 신적설량

(Table 2)에 의하면, 4가지 대설사례 모두 춘천에 비

해 영동지역 (주황색 선; 강릉, 속초, 동해 평균)과 대

관령에 강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월

10~13일 (EXP2)은 다른 사례에 비해 춘천에 약 15 cm

정도의 비교적 많은 강설량이 관측되었지만, 이는 영

동지역의 평균 강설량보다 약 1/5, 대관령 평균 강설

량에 비해 약 1/7 수준이었다.

영동지역에 대설관측기간 동안 종관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4가지 사례 중 EXP1의 지상 일기도를

Fig. 3에 제시하였다 (강설이 관측된 기간의 지상일기

도는 (c)~(f)이다). 화북지방 부근의 고기압이 화중지

방과 연해주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3일 00 UTC

에는 화남지방 남쪽 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저기압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일본 남해상을 통과하였다. 영동

지역에 대설이 관측된 4일에는 동진하는 이동성 저기

압 후면 (한반도 남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함으로써 시

베리아 고기압의 남동진으로 인한 한기 유입과 남해

상의 저기압으로 인해 영동지역에 동풍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사례들 또한 Fig. 3과

대체로 유사한 종관패턴을 나타냈다. 

 각 사례기간동안 최대 신적설량이 관측된 시간대

의 구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성영상 (낮: 가시

영상, 밤: 적외영상)을 Fig. 4에 제시하였다. 위성영상

은 2005년 3월 말부터 제공된 MTSAT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위성영상을 사용하였으며, EXP1

(Fig. 4(a)) 사례의 경우만 NOAA 위성영상을 사용하

였다. 최대 신적설량이 관측된 시간대에도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EXP4 (Fig. 4(d)) 사례의 경우 적외영상에

θ T
1000

p
------------⎝ ⎠
⎛ ⎞

Rd

cp

-----

=

θ
e

θ e

Lws

cpT
---------

=

Fig. 1. The study domain and analysis sites with topography

in the Yeongdong region. Squared gray boxes are the region

for the analysis representative for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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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층이 밝게 나타나 높은 구름임을 알 수 있지만

대체로 다른 사례들의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구름층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절

에서 고층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한 상대습도와 바람의

시간에 따른 연직구조 분석 (Fig. 5)을 통해 보충 설

명하였다.

3.2. 영동지역의 열역학적인 연직 구조

Fig. 5는 속초지점의 고층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고도변화에 따른 상대습도와 바람의 시간 변화를 나

타낸 것인데, 풍향·풍속은 깃발로, 상대습도는 색

(coloring)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상대습도와 바람은

50 m간격으로 평균하여 나타낸 값이다. 강설이 관측

된 기간은 검은색 상자로 표시하였고, 투명한 흰색 선

은 영동지역에서 최대 강설량이 관측된 시간대를 의

미한다. 전반적으로 상대습도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강설기간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강설이 관측된 기간을 전후로 2 km이내의 하

층바람은 서풍계열에서 동풍계열로 바뀌었지만, 상층

은 강설전후와 상관없이 서풍계열 바람에 영향을 받

았다. 그리고 4가지 사례 모두 흥미로운 점은 대설 기

간 중에는 대부분 5 m s−1 이하의 약한 풍속을 나타냈다. 

상대습도 (RH)가 약 90% 이상인 습윤한 층을 구름

층이라 가정할 경우, 강설기간 동안 주로 2~3 km까지

하층운이 존재하면서, 최대 강설량이 관측되는 시간

대 (투명한 흰색 선)에는 상층 4~5 km까지 구름이 연

직으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가지 에피소

드 중에서는 EXP2의 경우가 강설기간동안 구름층이

거의 5 km 고도까지 높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EXP3과 EXP4의 경우는 약 2 km고도에서 습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풍향 역시 동풍 (약 2 km 이하)

Table 2. Observed accumulated snowfall amount (cm) for

four chosen episodes.

Case SC GN DH DG CC

EXP1 

(2005/3/4~5)
66.4 59.8 111.3 79.4 0.3

EXP2 

(2010/2/10~13)
78.4 76.1 57.8 99.7 14.9

EXP3 

(2010/3/6~10)
50.5 57.3 31.3 91.2 5.3

EXP4 

(2011/2/10~12)
44.9 91.1 100.8 64.2 0.8

Fig. 2. Temporal variations of snowfall amount of Sokcho (SC), Gangneung (GN), Doghae (DH), Daegwalleung (DG), and

Chuncheon (CC) for four chosen episodes. Orange line indicates average snowfall amount of SC, GN, and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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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풍 (약 2 km 이상)계열로 바뀌고 있다.

Fig. 6은 속초지점의 고층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례별 온위 (왼쪽)와 상당온위 (오른쪽)의 연직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파선은 강설 전 (BS; Before Snow),

실선은 강설 중 (DS; During Snow), 점선은 강설 후

(AS; After Snow)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강설 전

에서 강설 기간으로 바뀔 때 온위는 안정에서 약한

안정으로 변하는 반면에, 상당온위는 안정에서 중립

으로 변하고 있음을 각 사례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P1 (Fig. 6(a))의 경우, 온위구조 (왼쪽)는 3 km고도

까지 강설 전 (파선)과 강설기간 (실선)이 거의 유사

하지만 3 km이상의 고도에서는 안정에서 약한 안정으

Fig. 3. Surface weather maps for the EXP1 episode (3~5 Mar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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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고 있다. 또한 강설이 종료된 후에는 각 층의

온위가 전체적으로 5 K가량 증가하였다. 상당온위 (오

른쪽)는 습윤단열적으로 안정 ( )인 상태에

서 강설이 시작되면서 거의 5 km 고도까지 중립

( )으로 변하고 있는 데, 대설 분석기간 이전

에 하층의 중립인 상태가 점차 발달하여 대설기간 동

안 상층까지 구름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P2 (Fig. 6(b))의 경우, EXP1에 비해 3 km이하

고도에서 온위의 변동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

다. 온위는 강설기간 이전에 5 km까지 안정하던 대기

가 강설기간 중에 2~3 km 고도층까지 안정층이 약화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상당온위에서는 습윤단열

적으로 중립을 보이는 층이 2~3 km까지 발달함을 알

수 있고, 강설 전반부(2월 10~11일)에 구름상부에는

강한 안정층이 존재하였다. EXP3 (Fig. 6(c))는 EXP1

과 EXP2와 유사하게 강설전보다 강설기간에 온위 연

직구조가 안정에서 약한 안정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상당온위도 마찬가지로 강설기간에 습윤단열적으로

중립인 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EXP4

(Fig. 6(d))의 온위 역시 정적으로 안정에서 약한 안정

구조로, 상당온위는 습윤단열적으로 안정에서 중립으

로 변하였으나 변화 정도는 약했다. 

Fig. 7은 기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S,

DS, AS 각각의 기간 동안 고도별 평균한 온위와 상

당온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 실선은 BS의

평균, 빨간색 실선은 DS의 평균, 녹색 실선은 AS의

평균을 나타내고, 색칠 (shading)된 부분은 각 기간의

고도별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Fig. 6에서 분석한 내

∂θ
e
∂z⁄ 0>

∂θ
e
∂z⁄ 0≈

Fig. 4. Satellite image (VIS or IR) at the peak snowfall time for each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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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같이 온위는 강설기간에 안정에서 약한 안정

으로, 상당온위는 안정에서 중립으로 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재현되고 있다. 내륙의 상당온위 연직구조

를 통해 강설기간 동안 고도에 따른 상당온위의 변화

가 없음 ( )을 알 수 있다. 내륙에서의 상층

연직 상당온위 구조에서 대설을 유발할 수 있는 대류

불안정을 확인할 수 없고, 위성사진 (Fig. 4)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눈구름은 동해상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dθ
e

dz⁄ 0≈

Fig. 5. Temporal variations of vertical profiles of RH (color shading) and wind field (flag) for each episode obtained from

radiosonde soundings at Sokcho.



216 영동지역 대설 사례의 대기 하층 안정도 분석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2권 2호 (2012)

동해상의 연직 열역학적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

서 고층관측자료가 없는 동해안은 RDAPS 자료를 이

용하여 눈구름이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해영역

(Fig. 1의 파란영역)을 Fig. 6~7과 유사하게 온위와 상

당온위의 연직구조를 분석하였다. 

 Fig. 8은 동해안 분석영역 (Fig. 1의 파란색 영역)

을 평균한 온위 (왼쪽)와 상당온위 (오른쪽)의 연직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처럼 넓은 영역 (총 17

개 지점)을 평균하게 되면 소규모의 특징적인 현상이

약화될 수 있으나, 동해영역의 분석 지점을 비교한

결과, 남·북간의 온도 차이는 존재하나 연직적인 온

위나 상당온위의 구조는 유사하여 대상영역을 면적 평

균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4개의 사례 중에서 2011년

사례 (EXP4)는 2절에 언급했듯이 RDAPS 자료가 없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EXP1의 온위는 Fig. 6(a)와 유사한 연

직경도를 보이면서 정적으로 안정한 연직구조를 보인

반면에, 상당온위의 연직구조는 Fig. 6(a)와 달리 영동

지역에 대설이 관측되기 이전 (파선)부터 약 2 km 고

도까지 대류 불안정층이 존재함 (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EXP2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온위는 동해상에서도 안정한 구조를, 상당온

위는 대설 전부터 대설기간까지 온도의 변동은 있지

만 연직구조상에서는 1.5~2 km 고도까지 대류불안정

층이 유지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EXP3 역시 대설 전에 동해상의 대류 불안정층을 확

인할 수 있었지만 대설기간 중에는 해수면 근처를 제

외하고는 1.5~2 km 고도까지 습윤단열적을 중립인 층

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동해상에서 따뜻한 해수온도

와 대기하층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유발된 강한 대류

불안정으로 수증기가 해양에서 대기로 공급되고 나아

dθ
e

dz⁄ 0<

Fig. 6. Vertical profiles of potential temperature (θ, left)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θe, right) obtained from

radiosonde soundings at Sokcho. Dashes line is before snowfall (BS), solid line is during the snowfall event (DS), and dotted

line is after snowfall (AS).

Fig. 7. Vertical profiles of level-averaged potential

temperature (θ, left)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θe, right) at Sokcho. Line denotes its mean, and shading its

standard deviation (blue: BS, red: DS, gre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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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증기 냉각에 의한 눈구름의 생성, 그리고 동풍

기류에 의한 영동지역으로의 유입 및 기류 수렴에 의

해 대설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해기차와 상당온위의 연직차이

앞 3.2절에서 제시된 대설발생 가설에 의하면 동해

상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의 남하로 인해 대류 불안정

이 발생하고, 수증기와 열이 공급되면서 수증기 냉각

에 의해 눈구름이 생성된다. 온도의 연직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해기차, 상·하층간의 정량적인 온도차와

상당온위차 등을 Figs. 9과 10에 제시하였다. 해기차

란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해수면 온도와 850 hPa층의 온도차 (SST − T850 hPa)

와 해수면온도와 해상 (2 m)의 온도 차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당온위차

(θe 2m− θe 850 hPa)는 해상 (2 m)과 850 hPa에 해당하는

상당온위의 차이를 의미한다. Fig. 9는 해수면온도와

850 hPa층과의 온도차와 해수면온도와 2 m 고도의 온

도차를 각각 나타낸 것인데, EXP1의 경우 대설기간

이전부터 두 종류의 해기차 모두 양의 값 (해수온도

가 공기온도보다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설

기간 이전에는 서풍계열의 영향 (Fig. 9(a) 상단 참조)

으로 동해상의 높은 해기차가 영동지역에 영향을 주

지 못하였지만, 2005년 3월 4일에 풍계가 동풍으로

바뀌면서 2일 동안 50 cm 이상의 대설을 유발하게 된

다 (Fig. 9(a) 막대그래프 참조). 그리고 강설이 종료

된 후 해기차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2는 2010년 2월 8일 12 UTC부터 해기차가 점차

증가하고, 9일 00 UTC부터는 하층에서 (지면에서

850 hPa까지) 동풍계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

한 해기차 (SST - T850 hPa)가 약 10 K가 이상인 조건에

서부터 영동지역에 강설이 시작되었다. EXP3도 EXP2

와 유사하게 두 종류의 해기차 모두 대설 전부터 증

가하기 시작하여 강설이 종료된 후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Vertical profiles of potential temperature (θ, left)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θ
e
, right) over the East sea

obtained from RDAPS. Dashes line is BS, solid line is DS,

and dotted line is AS. 

Fig. 9. Temporal variations of difference between SST and

850 hPa temperature (diamond black line) and that between

SST and surface temperature (square black line), along with

wind vectors (700 hPa, 850 hPa, 925 hPa, 1000 hPa, and

surface) over the East sea and snowfall amount (bars) of

inland area (SC, GN, DH, DG,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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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는 해수면으로부터 2 m지점과 850 hPa사이의

상당온위의 차이 (θe 2m− θe 850 hPa)를 나타낸 것이며,

EXP1은 Fig. 9(a)와 유사하게 분석기간 이전부터 대

류 불안정 (θe 2m> θe 850 hPa)이 존재하였지만 서풍계열

의 영향으로 영동지역에는 강설이 유발되지 않았고

대설이후에는 상당온위차 역시 해기차처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P2와 EXP3의 경우, EXP1과 달

리 대설이전 기간부터 점차 상당온위차이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설 기간 중에는 지면근처의 상당온위가

850 hPa 상당온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하층간의 대기 하층의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

라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8~10oC)으로부터 수증

기와 열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고, 동해상 하층

대기 (약 2 km 이하 고도)에서 수증기의 냉각으로 인

해 눈구름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하층의 풍향이 서풍

계열에서 동풍계열로 바뀌는 조건일 때, 눈구름이 영

동지역으로 진입하면서 지표마찰에 의한 기류수렴과

산맥에 의한 상승작용으로 영동지역 대설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유추되는 메커

니즘을 Fig. 11에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영동지역에 엄청난 양의 대설 (Work)을 내리게 하는

에너지 (Energy)는 동해상에서 유발되는 대류 불안정

에 의해 동해로부터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 (Source)라

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2000년 이후부터 50 cm이상의 대설이 관측된 4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속초의 고층기상자료와 RDAPS 자

료를 이용하여 대기의 열역학적인 안정도와 대설현상

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4가지 사례 모두 상대적

으로 따뜻하고 습윤한 동해상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는 조건에서 이

동성저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동풍이

유발되는 유사한 종관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속초와

동해안영역의 연직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동지역

은 강설 전에 습윤 단열적으로 안정하던 대기가 강설

기간동안 중립화되었지만, 동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위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유입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1~2 km이내까지 습윤단열적으로 불

안정층 (상당온위의 연직감소)이 발달함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해기차 (SST-T850 hPa)는 대설기간동안 대략

10oC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대설기간 전부터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강설종료 후 급격히 감소하

였다. 대설기간동안 해상 (2 m)과 850 hPa의 상당온위

차이는 대설기간동안 거의 양의 값을 나타내 대류불

안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으로 한

기가 유입되어 하층 불안정을 생성하게 되고, 해수면

으로부터 수증기와 열의 공급에 의해 눈구름이 발달

되고, 종관 특성상 유발된 동풍에 의해 눈구름이 내

륙으로 진입하면서 영동지역에 대설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동지역에 관측되

Fig. 10. The same as in Fig. 9, except for difference

between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between 850 hPa

and surface (circle black line). 

 Fig. 11. The simplified schematic diagram of the

summarized understanding obtained from observation-based

analysis (θ
e
;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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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설의 정량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하층 불안정에

의해 동해에서 대기로의 에너지 수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설기간 중 동해상

의 현열·잠열속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대설의 원

인 (source)역할을 하는 동해상의 관측이 필요하며, 모

델링 연구를 통해 동해상 하층의 안정도 변화가 영동

지역 대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추가적으

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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