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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강원도 영동지역은 지리적으로 태백산맥과 동해 사이

에 위치한 약 20 km의 좁은 해안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영서지방과는 기후학적으로 매우 다른 특

징을 나타낸다. 또한 산간, 해안, 바다 등이 복합된 지형

적 특성으로 국지적 기상변화가 심하다(Ahn et al., 
2007). 최근 2014년 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영동

지역에서 누적 강설이 북강릉 196 cm, 속초 132.7 cm로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N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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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noptic structur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eavy snowfall (Bukgangneung: 31.3 cm) that occurred in the 

Yeongdong area on 20 January 2017 was investigated using surface and upper-level weather charts,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reanalysis data, radiosonde data, and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cloud product. The cold dome and warm trough of approximately 500 hPa appeared with 
tropopause folding. As a result, cold and dry air penetrated into the middle and upper levels. At this time, the enhanced 
cyclonic potential vorticity caused strong baroclinicity, resulting in the sudden development of low pressure at the surface. 
Under the synoptic structure, localized heavy snowfall occurred in the Yeongdong area within a short time. These results can 
be confirmed from the vertical analysis of radiosonde dat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IS clou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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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겨울철 대설현상이 국지적인 형태로 발생함에 따

라 국민 생활과 산업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heong et al., 2006). 
강원도 영동대설과 관련된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면 

Jhun et al.(1994)은 종관 분석을 통하여 영동지역 대설

현상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과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

기압의 종관패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Lee(1999)
는 강릉과 대관령 강설을 비교한 수치모의를 통하여 상

승·하강 구역, 저기압 발달을 조사하였고, Kwak and 
Yoon(2000)은 영동대설의 지역별 종관 특성에서 강릉

은 남서풍, 속초는 북서풍이 유입될 때 대설이 내린다고 

하였다. Chung et al.(2004)은 영동지역 대설과 관련하

여 겨울철 강수량과 하층바람을 비교하여 한기해안형, 
산악형, 난기형으로 분류하였다. Cho et al.(2004)은 겨

울철 영동지역 대설 유형과 기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

동지역 겨울철 강수와 종관 기상 패턴의 연관성을 규명

하였고 Ahn et al.(2007)은 영동지역 14개 대설 사례를 

MODIS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강수량과의 관계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영동지

역의 정적 안정도의 변화를 통해 영동지역의 눈구름과 

대류불안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기 하층의 안정도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Park et al., 2009), Nam et 
al.(2014)은 대설과 유사한 종관 조건하에서 대설과 대

비되는 중설 및 소설 사례들을 포함하여 대류불안정 및 

에너지 관점에서의 대기 열역학적인 구조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한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국제공

동연구프로젝트(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periments 
for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ICE-POP 2018)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로부터 2015년 

12월에 공식 승인을 받았다. ICE-POP 2018은 세계기상

기구 산하의 WWRP (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의 연구프로그램(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RDP)으로 개최장소인 평창 및 강원도 영동지

역에 겨울철 강설을 유발하는 기상 요소 및 중규모 역학

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집중관측 및 수치모델 등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

구센터는 ICE-POP 2018의 성공적인 강설연구 수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겨울철(12월, 1월, 2월) 강원도 

영동지역(강릉, 속초, 대관령, 면온)에서 라디오존데(고
층관측) 집중관측을 실시하였다. 2016년 12월부터 2017
년 3월까지 강원도 평창지역의 대관령을 중심으로 집중

관측은 이루어졌다. 특히 2017년 1월 20일 영동지역에 

발생한 대설 현상은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한 한대 저

기압(polar low)의 영향으로 1일 이내에 18 hPa의 기압 

강하와 함께 뇌전이 발생하였고 단시간에 10 cm 이상의 

강설이 북강릉에서 관측되었다. 한대 저기압은 주로 한

랭전선 후면에서 발생하며 크기는 200~1000 km 정도로 

종종 대류운이나 콤마(comma)형 구름과 함께 나타나며

(Fu et al., 2004), 겨울철 해양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따

뜻한 해수면 위로 찬 공기가 이류할 때 형성되는 작지만 

강한 저기압이다(Reed, 1979). 
한대 저기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Kuo et 

al.(1995)은 상층의 저기압성 요란과 잠열 방출간의 내

부 작용이 저기압을 급격하게 발달시키는 중요한 원인으

로 제시하였고 국지적인 수증기 공급과 상층의 중규모 

요란과 관련된 하층의 경압 불안정으로 인해 지상 저기

압이 급격하게 발달한다(Hoskins et al., 1985; Kurz, 
1994). 동해에서 저기압 발달은 시베리아로 부터의 한랭 

공기의 이류에 의한 경압 불안정파와 관련이 있으며 대

류 활동, 위치 소용돌이도(potential vorticity)의 이류 등

이 저기압 발달과 관련성이 있으며(Jung et. al., 1984), 
위치 소용돌이도 이류와 관련된 대류권계면 접힘

(tropopause folding) 현상과 500 hPa에서의 단파 기압

골(shortwave trough) 그리고 대기 하층에서의 수분 이

류(moisture advection)에 의해 지상 기압골에서 한대 

저기압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3). 
Robber(1993)는 IPV (Isentropic Potential Vorticity)
를 이용하여 저기압 발달을 조사하였으며 대류권계면 근

처에 접해있는 성층권 하부에 큰 IPV값이 대류권으로 침

투하면서 급격히 저기압을 발달시킴을 보였고 큰 IPV 값
은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을 동반하며, 낮은 권계면 고도

는 지상과 큰 기온차이를 보여 강한 연직불안정을 만들

고, 저기압성 와도를 하부로 증폭시켜 지상 (극)저기압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Uccellini et al., 1985). 이러한 대

류권계면 접힘 현상은 500 hPa 부근에서 나타나며, 일기

도에서 차가운 공기핵을 가진 절리(cutoff) 저기압의 형

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Thorpe, 1985, Lee et al., 
2002). 등온위면에서의 위치 소용돌이도는 지상 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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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발달의 상호 관련성과 역학적 구조를 추정 할 수 

있다(Hoskins et al., 1985). 하층 대기의 위치 소용돌이

도 이상은 지상의 온도이상(thermal anomaly)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온위의 수평 이류로 나타낼 수 있다

(Reed and Sanders, 1953). 특히 925 hPa 면은 지오포

텐셜 고도가 모든 격자점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면서 

지상과 가장 근접하며 온위의 수평 분포를 파악할 수 있

다(Le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단시

간에 많은 적설이 관측된 2017년 1월 20일 대설 사례에 

대하여 라디오존데 자료,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재분석 자료,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의 구름 산출물 자료 등을 이용하여 대기의 연직구조, 눈
구름 발달 특성 및 운동학적·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대설 사례의 기작에 대한 규

명으로 겨울철 대설 예보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종관기상 및 ECMWF 재분석 자료

2017년 1월 20일 급격히 발달한 한대 저기압의 생성

과 발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

상·상층 일기도를 사용하였다. 종관장의 기압계 이동과 

발달 및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과 지상 저기압과의 관련

성 및 열역학적·운동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ECMWF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ERA-5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0.7°× 0.7°의 수평 해상도

를 가지는 전구 자료로서 상층 자료는 등압면 자료와 등

온위면 자료가 있다. 등압면 자료는 1000 hPa~1 hPa까
지 37개의 연직층과 같은 공간해상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온위면 자료는 265~850 K까지 15개의 연직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하층 및 중·상층 기압골의 이동과 발

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영동지역의 유인관측소 지점인 

북강릉(130°E, 37.8°N)을 중심으로 등압면 자료 중 지

위고도(gpm), 바람의 동서(u) 및 남북 성분(v), 연직 바

람 성분(ⲱ), 기온( ), 상대 소용돌이도, 위치 소동돌이

도, 수렴과 발산, 연직속도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1986)의 정의에 따

라 위치 소용돌이도가 1.6 PVU (Potential Vorticity 
Unit, 10-6m2s-1K kg-1)인 곳을 역학적 대류권계면으로 

정의하고 권계면 고도의 변화와 한대 저기압의 발달 유

무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305K 등온위면은 상부 대류

권과 성층권이 접하는 부근의 대류권계면의 모습이 잘 

반영이 된다(Lee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에 

대설을 발생시킨 저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상층 대기의 

등온위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ECMWF 재분석 자

료의 등온위면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300K의 등온위

면 자료가 제공되며 2017년 1월 20일의 등온위면 위치 

소용돌이도와 바람장을 3시간 간격(03, 09, 15, 21 
KST)으로 분석하였다. 

동해상 및 영동지역 주변으로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

기 전과 한대 저기압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강설이 관측 

되었을 때 대기의 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온위, 
바람성분인 풍속(ws), 동서풍(U), 남북풍(V)과 역학적 

대류권계면(1.6 PVU)의 위치를 분석했다. 

2.2. 지상 및 고층 관측 자료

강설 분포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상청의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강수량 및 강설 자료를 이

용하였다. 이를 위해 영동지역의 위치한 주요 지상 관측 

지점인 5개소(속초, 양양, 북강릉, 동해, 삼척)를 선정하

였으며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의 깊이인 최심 

신적설 자료와 총 누적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단시간에 많은 눈이 관측된 북강릉의 강설 분포 및 분석

에는 일 강수량, 시간 강수량, 3시간 누적 강수량 그리고 

3시간 최심 신적설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의 연직구조 분석 및 강설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

여 라디오존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해기상연구센터

가 위치한 강릉에서 강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까지 3
시간 간격으로 고층관측을 수행하였다. 라디오존데 자료

로부터 단열선도 및 상대습도(%), 풍향, 풍속, 상당온위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ϴe) 등의 기상 요소

를 분석하여 대기의 열역학적 특성을 추정하였으며 특히 

3시간 간격으로 발생되는 관측 공백시간의 상대습도 및 

상당온위 값은 내삽(interpolation)하여 이용하였다.

2.3. 위성 자료

위성은 구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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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관측 채널의 특징을 이용하여 대

기의 역학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Adler and Fenn, 
1981). 영동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동대설을 유발하는 구름의 특성 정보를 시·공간적으

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위성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MODIS에서 제공되는 구름 산출물 자료를 

사용하여 구름의 광학적 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현재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iministration, NASA)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

는 MODIS의 구름특성 자료는 Terra와 Aqua 극궤도 위

성에 탑재된 센서로 36개의 광학스펙트럼 채널과 세 가

지의 공간해상도로부터 지구 관측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한반도 영역은 하루에 두 번 탐지한다. 
구름 특성 자료는 Level 1의 Geolocation Field 

(MOD03)의 지표면 자료와 Level 2의 Cloud Product 
(MOD06, MYD06)의 구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MODIS 자료는 구름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외 영역과 가시 영역에서 관측된 복사휘도(radiance)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값이며 구름 운정 온도(Cloud 
Top Temperature, CTT), 구름 운정고도(Cloud Top 
Heihgt, CTH)그리고 구름 운정기압(Cloud Top 
Pressure, CTP)는 적외 채널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료이

며, 구름 광학두께(Cloud Opticla Thickness, COT)와 

구름 유효 입자 반경(Cloud Effective particle Radius, 
CER)은 0.664 와 3.75 채널 자료를 사용하여 추

정되었다(Nakajima and King, 1990). 구름 입자상

(Cloud Phase, CP)은 8.5 와 11 에서 밝기온도의 

차이 값을 통해 얼음(Ice), 물(Liquid Water) 그리고 혼

합과 불확실(Mixed and Uncertain)로 구분된다(Baum 
et al., 2012). MODIS 구름 자료의 해상도는 모두 1 km 
이며 MODIS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Snap shot이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사례에 있어 우리나라(영동지역)를 관측하

는 시간 때(1145 KST)의 구름의 광학적 열역학적 특성

에 대한 공간적 분석하였다. 

3. 결과

3.1. 강설발생 특성

Fig. 1(a)는 2017년 1월 20일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

(mm)의 분포이다. 전라남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그

리고 강원도 지역에 강수가 있었으며 강원도 영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강수량은 6 mm 이하로 비교적 적

었다. 호남지방의 강설은 주로 시베리아기단이 황해남부

로 장출하면서 황해상에서 변질된 기류의 영향으로 발생

되지만(Jeong, 1999), 영동지역은 산악지형이라 동해에

서 변질된 습윤하고 불안정한 하층기류가 태백산맥에 의

해 강제 상승되어 강설이 발생하므로 공간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Lee and Lee, 1994). 
영동지역의 강설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지

역 5개 지점의 강수량과 강설을 조사하였다. 영동지역의 

일 강수량이 평균 20 mm 이상의 값을 보이며 다른 지역

에 비하여 많았다. 12시간 동안의 강수량은 북강릉에서 

32.2 mm으로, 신적설은 속초가 34.2 cm으로 가장 많았

다(Table 1). 북강릉의 강수량은 11 KST~18 KST 동안 

관측되었고 이 시간 동안 12 KST에 11.2 mm 로 가장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다. 3시간 누적 강수량의 경우 15 
KST에 17.4 mm로 가장 많았다. 또한 3시간 최심 신적

설의 분포에서도 12 KST에 8 cm, 15 KST에 17.4 cm
의 값을 기록하여 단 시간(약 6시간)에 많은 강설을 기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1(b)).

3.2. 종관기상 특성

Fig. 2~5는 2017년 1월 20일의 종관기상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지상 일기도 자료와 ECMWF 재분석 자

료의 850 hPa, 500 hPa, 300 hPa의 지위고도(gpm), 기
온( ), 바람(m s-1) 자료를 합성하여 공간분포를 각각 분

석하였다. 먼저 북강릉에서 강수가 관측되기 전인 03 
KST의 지상 일기도에서는 중국 북부지역에 중심기압이 

1045 hPa인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상에서는 중심기압이 1006 hPa인 저기압

이 발달해 있다. 특히 강원도 영동지역에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여 기압경도가 매우 크다(Fig. 2(a)). 09 KST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중심이 1002 hPa로 낮아지고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달한 대륙 고기압이 남동진하여 강

원도 영동지역으로 등압선 간격이 더 조밀해 지면서 북

강릉 지역에 뇌전이 관측되어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

하였다(Fig. 2(b)). 15 KST에는 동해상에서 발달한 저기

압은 기압경도가 강화됨에 따라 경압성이 강해지면 한대 

저기압에 의하여 일본 혼슈 동쪽에 중심기압이 1002 
hPa인 부저기압이 발생하였다(Fig. 2(c)). 21 KST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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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지역에서 발달한 대륙고기압이 점차 남동진하

면서 고기압 중심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위치하였고 동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은 점차 동진하면서 강원도 영동지

역으로 등압선 간격이 3시간 전 보다 넓어져 기압 경도가 

작아졌다(Fig. 2(d)).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850 hPa 기압골의 전면에 발

달한 하층의 남서기류가 불안정 대류를 야기시킨다

(Chen and Li, 1995). 850 hPa 등압면의 지위고도, 기온 

그리고 바람의 공간분포에서 03 KST에 우리나라 동해

상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하고 있다(Fig. 3(a)). 09 
KST 우리나라는 북서 기류가 유입되었고 동해상에 위치

한 저기압과 지상일기도에서 저기압의 위치가 일치하고 

Fig. 1. Distribution of (a) daily precipitation (mm) in Korea and time series of (b) hourly precipitation (mm), 3-hourly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and 3-hourly maximum snowfall depth (cm) at Bukgangneung on 20 January 
2017.

Event

Event precipitation amount

Sokcho Yangyang  Bukgangneung Gangneung Samcheuk

Rain 
(mm)

Snow 
(cm)

Rain 
(mm)

Snow 
(cm)

Rain 
(mm)

Snow 
(cm)

Rain 
(mm)

Snow 
(cm)

Rain 
(mm)

Snow 
(cm)

2017. 1. 20. 00 24 
(KST)

29.3 34.2 16.5 33.5 32.2 31.3 24.0 28.0 18.0 21.5

Table 1. Precipitation amount of the 5 weather stations in the Yeongdong region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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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weather charts at (a) 03 KST, (b) 09 KST, (c) 15 KST, and (d) 21 KST 20 January 2017. 

    

Fig. 3. Distribution of 850 hPa composited geopotential height (m) (black line), temperature ( ) (red dotted line) and wind 
barb (m s-1) (blue) at (a) 03 KST, (b) 09 KST, (c) 15 KST, and (d) 21 KST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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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ame as in Fig. 3 except for 500 hPa.

Fig. 5. The same as in Fig. 3 except for 3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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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저기압이 850 hPa면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b)). 최심 신적설량이 가장 많았던 15 KST
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6시간 전 보다 발달하여 

등고선이 조밀하게 나타났다. 등온선에서는 중국 북동지

역에서 온도골이 위치하고 동해상으로 온도능이 발달하

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유입된 차가운 북서기류가 상

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의 해수면을 통과하였다. 이로 인

해 강원도 영동지역 주변으로 온도차이가 증가하여 대기

가 불안정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Fig. 3(c)). 21 
KST에는 동해상 위치한 저기압 중심은 남동진하여 이동

하였다(Fig. 3(d)). 급격하게 발달하는 한대 저기압의 경

우 500 hPa 등압면에 형성된 절리 저기압(cutoff low)은 

지상의 온난전선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Lee et al., 
2010). 500 hPa 지위고도, 기온 그리고 바람의 공간분포

에서는 03 KST에 중국 북동쪽(만주) 지역에 기압골이 

발달하였으며(Fig. 4(a)), 09 KST에는 기압골 중심으로 

저기압성 와동이 발달하면서 절리 저기압이 위치하였다

(Fig. 4(b)). 절리 저기압이 점차 동해 북부해상으로 동진

함에 따라 중국 북동쪽에 한기(-42 )를 동반한 기류가 

강화되었다(Fig. 4(c)). 이 기압골은 북서기류에 의하여 

점차 남동진하여 일본 혼슈 지역으로 이동하였다(Fig. 
4(d)). 

지상 저기압은 상층 제트 기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특히, 한대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상층에는 

항상 제트 기류가 지나고 있다(Jeong et al., 2006). 300 
hPa 합성장의 공간분포에서는 03 KST에 몽골 북부 지

역에 위치한 한대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서해 및 중부 지

역으로, 아열대 제트기류가 중국 중부지역에서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으로 각각 횡단하고 있다(Fig. 5(a)). 중국 북

동지역에 위치한 상층 기압골 전면과 후면에 온도능과 

온도골이 각각 발달하였고 차고 건조한 북서기류가 우리

나라로 유입되었다(Fig. 5(b)). 중국 북동지역에 위치한 

상층 기압골이 동진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하였

고 한대 제트기류의 곡률이 강해지면서 저기압성 시어가 

발달하여 Fig. 2(c)의 동해상에서 발달한 지상 저기압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5(c)). 상층 기압골이 

점차 동진하면서 제트기류는 일본 훗카이도 지역으로 이

동하였다(Fig. 5(d)). 
지상 일기도 및 ECMWF 합성장의 분석을 종합해 보

면 2017년 1월 20일 동해상 및 영동지역 주변으로 경압 

불안정이 발달되면서 강한 와도에 의한 저기압 중심의 

상승기류가 강화되고 500 hPa에서 발달한 절리 저기압

의 중심으로 300 hPa에서는 제트기류가 통과하면서 이

로 종관 기상상태에서 지상 저기압이 발달되었다. 특히 

500 hPa의 저기압 중심과 지상 저기압의 중심이 동해상

(경도 132°E, 위도 36°N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하층의 

경압 불안정을 강화시켜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였을 것으

로 사료된다. 

3.3. 대기의 연직구조 특성

Fig. 6(a)는 강설이 시작되기 전 03 KST부터 강설이 

종료된 21 KST까지의 라디오존데의 상대습도, 상당온

위, 풍향, 풍속에 대한 시간에 따른 고도별(200 m 간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색으로 표현된 상대습도는 습윤

한 영역으로 상대습도가 대략 90%이상 영역을 구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강설 전 상대습도는 주로 2~5 km 
고도에서 60~70%의 값을 나타내다가 12 KST 부터 약 

95% 이상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상에서 

고도 약 9 km 까지 구름층이 발달하였고 북강릉에서 강

설이 관측되었다. 이후 상대습도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구름층도 점차 낮아졌다. 
바람장의 연직 분포에서는 강설 전(03 KST, 06 KST) 

지상~고도 약 2 km 이내 바람은 주로 북서풍이, 고도 2 
km 이상에서는 서풍이 우세하였다. 09 KST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약 5 km 고도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북강

릉에서 강설이 관측된 12 KST는 지상~고도 약 1 km 이
내의 바람은 북서풍이 나타났으나 고도가 점차 높아지면

서 고도 6 km까지 북동풍으로 바뀌고 다시 그 이상의 고

도에서는 서풍이 관측되어 연직으로 바람시어(wind 
shear)가 크게 나타났다. 12 KST 이후부터 전 층에서 북

서풍 내지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였으며 Fig. 11의 

동서 바람장의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검은

색 실선으로 표시된 상당온위는 강설 전 5 km 이상의 고

도에서 상당온위의 연직경도가 크게 나타나서 안정한 대

기 상태를 보였다. 12 KST 에는 고도 1 km 이하 부근의 

하층과 3 5 km 부근 중·하층에서의 강한 상당온위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온난이류가 

지상 저기압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Lee et al., 2001). 
Fig. 6(b)는 3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라디오존데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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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d의 연직분포도이다. 강설 시작 전인 09 KST에서

는 지상에서 약 800 hPa 고도까지 건조한 영역이 위치하

고 있으며 800 hPa에서 약 500 hPa 고도까지 습윤층이 

형성되어 있다. 대기 하층과 중층 사이의 큰 습도 차로 인

하여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간당 강수

량이 가장 많이 내렸던 12 KST에서는 지상에서 약 300 
hPa 고도면까지 습윤층이 형성되어 있어 두꺼운 구름층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에 의해 성

층권 공기가 유입된 500 hPa 고도면에서는 기온이 약 

-40 를 보이며 바람은 반전(backing)의 형태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한랭이류가 위치하고 강한 찬 공기가 유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도면에서는 T의 연직분포가 

권계면 형태(고도상승에 따라 기온역전)를 보여 주고 있

는데 이는 Fig. 11(c)의 300 K 등온위면에서 역학적 대

류권계면(1.6 PVU) 값이 3 PVU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

는 강원도 영동지역(북강릉)과 일치함을 보였다. 대류권

계면 접힘으로 큰 위치 소용돌이를 가진 안정하고 건조

한 성층권 공기가 중간 대류권(약 500 hPa)까지 유입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상층의 500 hPa 일기도(Fig. 5)에서

는 차가운 공기핵을 가진 절리 저기압이 위치하였고 대

기 하층(925~850 hPa)과 중·상부 대류권(600~500 
hPa)에서는 절대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어 연직으로 대기 

Fig. 6. Vertical profiles of (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K) (black line), relative humidity (%) (color) and wind 
(gray flag) and (b) Skew-T log-P diagram at Gangneung from 03 KST to 21 KST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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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the (a) cloud top temperature ( ), (b) cloud optical thickness, (c) cloud effective particle radius ( ), 
(d) cloud phase, (e) cloud top height (km), and (f) cloud top pressure (hPa) for 1140 KST 20 January 2017 from 
MODIS (terra) clou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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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15 KST의 단열선도에서

는 약 500 hPa 고도면에서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이 고도 

이하로 습윤층이 형성되었고, Fig. 1에서 시간 강수량이 

6시간 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진 18 KST에서는 습윤층이 

지상에서 700 hPa 고도면으로 낮아지면서 중·상층 대기 

이상에서는 건조한 상태를 나타냈다. 성층권에서 공기가 

유입된 500 hPa 고도면에서의 기온은 약 -35 로 6시간 

전보다 상승하여 찬 공기의 한기가 점차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강설 구름 특성

Fig. 7은 2017년 1월 20일 1시간 강수량이 가장 많았

던 12 KST와 가장 가까운 시간 때(1145 KST)의 

MODIS에서 탐지한 강원도 영동지역에 대한 구름의 특

성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구름의 운정 온도는 영동 북부 

및 중부 지역으로 -45 이하의 값들이 균질하게 분포하

고 있으며 대류운과 같이 키 큰 구름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7(a)). 강한 강설이 있을 경우 위성의 운

정 휘도 온도의 분포가 최대 35~-45 에 분포하며 반

면에 약한 강설의 경우 -16 에 분포하고 이 휘도온도보

다 높은 쪽으로(-10~-15 범위에서) 빈도 분포에 급격

한 감소가 나타난다(Hanna et al., 2008). 
구름의 광학두께는 구름의 수분 양을 나타내는 것으

로 영동 북부 및 중부 지역 해안과 연안 및 동해상으로 

45 이상의 큰 값을 보였다(Fig. 7(b)). 구름의 유효 입자 

반경은 구름의 광학두께의 분포 영역과 비슷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 약 30~35 의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Fig. 7(c)). 이 때 구름의 상은 영동 지역 

대부분 얼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7(d)). 
구름의 운정 고도와 운정 기압의 분석에서는 약 7~9 km
(약 500~400 hPa)의 높은 구름대가 영동 북부 및 중부 

지역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7(e), 7(f)). 
결과적으로 강설 구름의 운정온도가 낮고, 운정고도

가 7 km 이상인 것은 상대적으로 구름의 키가 크며 높은 

광학두께와 큰 입자들의 분포는 두꺼운 적운형 구름에서 

강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분 함량이 많은 구름대

가 강원도 영동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름의 

수분함량이 강수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면, 영동지역으로 강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Fig. 1과 같이 실황에서는 강한 강설이 관측되었다. 

3.5. 대기의 열역학적 특성

Fig. 8(a)은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인 2017년 1월 

19일 21 KST의 북강릉(128.8°E, 37.8°N)을 중심으로 

한 대류권계면 위치, 온위, 풍속의 연직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은 122°E, 600 hPa 
고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골 약 400 hPa 고도 이

하에서 한랭돔(cold dome)이 형성되었다. 400 hPa 이상

의 고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난풀(warm pool)이 

형성되어 있다. 300 hPa 이상의 고도에서는 등온위면의 

Fig. 8. East-west vertical cross section of Potential temperature (red dash-dotted line, K) and wind speed (black solid line, 
ms-1) at (a) 21 KST 19 January 2017 and (b) 12 KST 20 January 2017 at 37.8°N. The dynamic tropopause (1.6 
PVU) is donoted by heavy solid line. The “L” and “J” donate the surface cyclone and jet streak,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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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매우 조밀하여 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온위가 감소하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구조는 중위도 대류

권계면 접힘 운동 구조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성

층권의 안정한 공기가 대류권계면의 접힘 운동으로 하부 

대류권까지 내려온다(Lee et al., 2002). 풍속은 약 

115°E, 200 hPa 고도 부근에 65 ms-1 이상의 제트축 중

심이 위치하고 있다. 대류권계면 골 부근인 124°E, 
400~600 hPa 고도에서는 강한 경압역에 의하여 강한 풍

속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역에서 한랭돔이 형성되어 

대류권계면의 하강으로 대기 중·하층까지 내려온 것으로 

사료된다. 영동지역은 이 경압역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

고 있으며 대류권계면 골의 경사 부분 동쪽에서 한대 저

기압이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b)는 강수가 관측된 2017년 1월 20일 12 KST

의 북강릉(128.8°E, 37.8°N)을 중심으로 한 대류권계면 

위치, 온위, 풍속의 연직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류권

계면 골은 Fig. 8(a)보다 동쪽으로 약 125°E, 500 hPa 
고도 부근에 위치하고 골 부분의 수평규모도 다소 증가

하였다. 140°~145°E, 350 hPa 부근의 대류권계면 고도

는 Fig. 8(a)보다 상승하였다. 온위의 분포를 보면 130°E
와 480 hPa 고도 이하에서 주변보다 낮은 한랭돔이 형성

Fig. 9. Same as in Fig. 8 except for zonal component of the wind(u). The solid (dotted) lines within (a) and (b) indicate 
westerly (easterly). 

Fig. 10. Same as in Fig. 8 except for meridional component of the wind(v). The dotted (solid) lines within (a) and (b) 
indicate northerly (south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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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고 지상 저기압은 대류권계면의 골 동쪽 즉, 동해 

중부해상 근처인 134°E에 위치하였다. 15시간 전에 비

해 제트 중심의 위치가 하강하여 대류권계면 동쪽 마루

(136°E, 200 hPa)에 위치하여 약 52 ms-1 이상의 강한 

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트축의 입구에서 지상 저기

압의 부근으로 상층 제트가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과 함께 상층의 강한 바람이 하

층으로 이동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트 입구의 오른

쪽, 제트 기류의 출구 왼쪽에 발산장이 형성되면서 직·간
접 적으로 열이 순환되고 연직 운동이 강화되어 이러한 

에너지 교환으로 지상 기압계를 발달시킨다(Hong, 
1995). 

온위와 바람장의 분석 결과로부터 하부 대류권의 온

위의 연직 경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으며 제트기류

에 의한 강한 풍속으로 영동지역 주변으로 지상에 한대 

저기압의 급격한 발달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25°~130°E 지역과 140°E 지역 주변 연직으로 나타난 

역학적 대류권계면 1.6 PVU 값은 대류계의 발달에 따른 

잠열 방출로 인한 저기압성 강화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

로 사료된다(Hoskins et al., 1985; Kurz, 1994; Sunde 
et al., 1994; Lee et al., 2002).

Fig. 9는 영동지역인 북강릉(128.8°E, 37.8°N)을 중

심으로 한 바람의 동서 성분(u)의 연직분포이며 점선(빨
간색)은 음의 값으로 동풍, 실선(검은색)은 양의 값으로 

서풍을 나타낸 것이다. 동서 성분의 바람장은 Fig. 8에서 

풍속의 연직변화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대 저기

압이 발달하기 전인 2017년 1월 19일 21 KST에 북강릉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고도에서 서풍(실선)이 우세하였으

나 850 hPa 이하의 고도면(130°~135°E)에서는 약 6 
ms-1의 약한 동풍(점선)이 나타났으며 지상에는 저기압

이 형성되었다(Fig. 9(a)). 한대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

한 2017년 1월 20일 12 KST는 지상 저기압이 동진하면

서 그 후면에 위치한 북강릉은 서풍이 감소하면서, 동풍

이 더욱 강화하였고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의 중심

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다(Fig. 9(b)). 북강릉

은 850 hPa 이하의 고도면에서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 전

후로 서풍계열에서 동풍계열로 바뀜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영동지역인 북강릉(128.8°E, 37.8°N)을 중

심으로 한 바람의 동서 성분(v)의 연직분포이며 점선(빨
간색)은 음의 값으로 북풍, 실선(검은색)은 양의 값으로 

남풍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한대 저기압이 발달

하기 전인 2017년 1월 19일 21 KST의 남북 바람은 대

류권계면 골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북풍, 오른쪽으로 남

풍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지상 저기압이 위치한 경도 

128°E와 고도 700 hPa 부근에서 남풍이 8 ms-1 정도, 경
도 115°E와 고도 650 hPa 부근에서 북풍이 18 ms-1 이
상으로 각각 최대 풍속을 보였다. 또한 대류권계면 동쪽 

마루(130°E, 300 hPa)를 중심으로 동서 수평 방향으로 

남풍이 위치하고 있다. 
영동지역 주변으로 한대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한 

2017년 1월 20일 12 KST에서 최대 남풍의 위치는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 보다 동쪽으로 약 140°E, 350 hPa 
고도에 위치하였으며 풍속은 18 ms-1 이상으로 강한 풍

속대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남북 성분의 연직 시어가 증

가하였고 북풍의 경우 최대풍의 위치가 125°E, 400 hPa 
고도에 24 ms-1 이상으로 15시간 전보다 강화되었다

(Fig. 10(b)). 
대류권계면 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남풍 계열이 바

람이 분포하며 연직 단면도 상 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

가고, 반대로 서쪽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포하고 있

어 연직 단면도 상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반

시계 방향의 바람 형태로 전형적인 저기압성 순환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바람의 구조는 상층의 위치 소용돌

이도 이상에 의해 유도된 저기압성 순환 구조와 일치한

다(Thrope, 1985). 

3.6. 대기의 운동학적 특성

Fig. 11은 사례 일의 300 K 등온위면의 위치 소용돌

이도와 바람장이며 흰색의 굵은 실선은 역학적 대류권계

면인 1.6 PVU 값을 나타낸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03 
KST의 중국 북동 및 북부지역과 연해주 및 북한지역으

로 4 PVU 이상의 큰 양의 위치 소용돌이도의 중심이 위

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동해상으로 역학적 대류권계면

이 위치하고 있다(Fig. 11(a)). 양의 위치 소용돌이가 남

동진하면서 그 중심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였고 1.6 이상

의 PVU 값은 우리나라 영동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확장

되었다. 위치 소용돌이도 후면으로 북서풍내지 북풍이, 
전면으로 서풍과 남서풍이 나타나고 있어 저기압성 소용

돌이도가 위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Fig. 11(b)). 
위치 소용돌이도의 중심이 점차 동진함에 따라 그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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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강원 영동 지역과 동해상에 

PVU는 3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강한 양의 위치 소용돌

이도를 나타났다(Fig. 11(c)). 21 KST 이후 위치 소용돌

이도의 중심은 사할린 지역으로 동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는 위치소용돌이도가 점차 약해졌다(Fig. 11(d)).
Fig. 12는 2017년 1월 20일 03 KST에서 21 KST 까

지 925 hPa 등압면의 온위와 바람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03 KST 우리나라는 북풍 또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Fig. 11(a)의 바람방향과 일치함을 보였다. 
강원도 영동지역 부근의 동해중부해상(130°E, 38°N)에
서의 바람장은 저기압성 순환의 중심이 나타나고 있다

(Fig. 12(a)). 09 KST에는 저기압성 순환이 강해지면서 

강원도 영동지역은 저기압 후면에 위치하여 북동기류에 

의한 한랭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온위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게 형성되어 남북 방향의 수평 경도가 증가하였다

(Fig. 12(b)). 15 KST 에는 동해상의 저기압성 순환의 

중심이 동진 하여 일본 혼슈 지역(135°E, 38°N)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4(c)의 500 hPa 등압면에서는 절

리 저기압이 형성되어 저기압성 순환의 후면에 위치한 

강원도 영동지역은 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았다(Fig. 
12(c)). 21 KST 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성의 중심

이 일본 혼슈 내륙으로 동진하여 강원도 영동지역은 북

동 기류가 약화되었으며 온위의 수평경도는 감소되었다

(Fig. 12(d)).
상·하층 대기의 등온위 위치 소용돌이도 분석을 종합

해 보면 상층 제트기류는 저기압성 시어 쪽에 위치하고 

동해상에서 급격하게 발달한 지상 저기압은 상층 위치 

소용돌이도의 이류의 낮은 지역에서 위치함을 보였다. 

Fig. 11. Potential vorticity (color) and wind vector (arrow) on isentropic surface of 300 K for (a) 03 KST, (b) 09 KST, (c) 
15 KST, and (d) 21 KST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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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상층의 위치 소용돌

이도는 1.6 PVU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북강릉 지역에서

는 강설이 관측된 12 KST에 PVU 값이 3.6 이상을 보여 

성층권에서 강한 양의 값을 갖는 저기압성 위치 소용돌

이도가 발달함에 따라 저기압성 순환을 유도하고, 상층

의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급격하게 하층까지 내려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동해의 공기와 만나 강한 경

압불안정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동해 중부해상에서 급

격한 한대 저기압의 발달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3은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과 급격히 발달

하여 강설이 관측되었을 때 북강릉(128.8°E, 37.8°N)과 

영동지역 주변의 연직 상승속도에 대한 고도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상승속도는 대류계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대 저기압의 발달정도를 알 수 있다

(Kim et al., 2013). 실선과 점선은 각각 상승기류(음의 

값)와 하강기류(양의 값)를 나타낸 것으로 1×10-3 hPa s-1

의 간격이며 굵은 실선은 1.6 PVU인 역학적 대류권계면

고도이다.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인 2017년 1월 19일 21 

KST의 역학적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 부분의 동쪽

(130°E)으로 상승기류가 위치하고 약 8×10-3 hPa s-1 
의 이상의 다소 약한 상승역이 존재한다. 이 상승역은 지

상에서 약 350 hPa 까지 대류권계면 경사부분까지 거의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상 저기

압 후면(대류권계면 서쪽)으로 5×10-3 hPa s-1 이상의 다

소 강한 하강역이 위치하며 이 하강역은 Fig. 8(a)의 연

직 바람장(풍속) 분포에서 대류권계면 골 왼쪽 마루 부분

의 풍속대의 하강역(상층제트 하강역)과 잘 일치한다

(Fig. 13(a)). 
북강릉(128.8°E, 37.8°N)과 영동지역 주변으로 한대 

저기압이 발달한 2017년 1월 20일 12 KST에는 지상 저

기압의 중심이 15시간 전보다 약 5도 정도 동쪽으로 이

동하여 135°E(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700 hPa 고도

에서 -14×10-3 hPa s-1의 강한 상승기류역이 분포하고 

Fig. 12. Potential temperature (K) and wind barb (m s-1) of 925 hPa at (a) 03 KST, (b) 09 KST, (c) 15 KST, and (d) 21 KST 
20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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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연직으로 약 250 hPa 고도까지 상승역이 나타났

다. 북강릉 부근의 900 hPa 고도에서도 -36×10-3 hPa s-1

의 강한 상승역이 존재하였다. 대류권계면 서쪽에 위치

한 하강역은 약 1×10-3 hPa s-1로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

기 전 보다 약화되었다(Fig. 13(b)).
2017년 1월 20일 사례일의 역학적 대류권계면은 약 

500 hPa까지 낮아지면서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 동

쪽으로 상승기류, 서쪽으로 하강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난 지점의 하층에서는 지상 

(극)저기압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으며(Bluestein, 1993; Lee et 

al., 2001, 2002),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은 상층 제

트기류의 하강 및 연직 하강운동과 관련이 있다. 지상 저

기압의 급격한 발달은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동쪽 마

루에서 발달하는 연직 상승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Lee et al., 2002).
Fig. 14는 북강릉(128.8°E, 37.8°N)과 영동지역 주변

의 상대 소용돌이도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실선은 양의 값으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1×10-5 
s-1)를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음의 값으로 고기압성 소용

돌이(1×10-5 s-1)를 의미한다.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

인 2017년 1월 19일 21 KST에서는 역학적 대류권계면 

Fig. 13. Same as in Fig. 8 except for vertical velocity(×10-3hPas-1). The dotted (solid) lines within (a) and (b) indicate 
ascending (descending) motion.

Fig. 14. Same as in Fig. 8 except for relative vorticity(×10-5s-1). The dotted (solid) lines within (a) and (b) indicate 
anticyclonic (cyclonic) vor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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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VU의 골 부분은 약 600 hPa 에 위치하였으며 그 

주변으로 20×10-5 s-1 이상의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

치하였으며 약 900 hPa 고도에서는 22×10-5 s-1 이상의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최대로 발달하였다(Fig. 14(a)). 
2017년 1월 20일 12 KST에는 지상의 한대 저기압이 

대화퇴(동해상) 부근으로 동진하면서 그 중심인 135°E 
지역에 위치하였고 역학적 대류권계면 골의 위치 또한 

15시간 전에 비해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골의 높이도 

500 hPa에 위치하면서 상승하였다. 지상에서 역학적 대

류권계면 고도까지 양의 소용돌이도가 20×10-5 s-1 이상

이며 900 hPa 부근 고도에서 24×10-5 s-1 이상으로 매우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4(b)). 따라서 성층권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으로 유입되면서 지상에서는 수렴이 강화되고 한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Fig. 13과 같이 상승기류가 강화되

었다. 특히 하부 성층권의 공기가 대류권으로 침투하게 

되면 상대 소용돌이도는 증가하게 되어 한대 저기압이 

발달한다(Rasmussen and Turner, 2003). 
Fig. 15는 한대 저기압과 관련하여 상·하층의 발산과 

수렴에 대한 연직단면도를 제시하였다. 실선은 양의 값

으로 발산 영역을 나타냈으며 점선은 음의 값(1×10-5 s-1)
으로 수렴 영역을 의미한다. 영동지역과 그 주변으로 한

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전(Fig. 15(a))에는 지상에서 발달

하고 있는 저기압 주변(130°E)으로 1000 hPa에서 800 
hPa까지 수렴 영역이 존재하며 약 850 hPa 고도에서 

-4×10-5 s-1 이상의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800 
hPa에서 600 hPa까지 발산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약 700 
hPa 고도에서 2×10-5 s-1의 최대값을 보였다. 2017년 1
월 20일 12 KST는 Fig. 14(b)와 같이 지상에서 발달한 

한대 저기압 중심이 대화퇴 부근에 위치함에 따라 그 후

면의 북강릉(128°E) 지점에서는 지상에서 850 hPa 고도

까지 수렴역이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발산역

이 나타났다(Fig. 15(b)).
강설 사례의 대기 연직속도, 상대소용돌이도, 그리고 

수렴과 발산 분석을 종합해 보면, 역학적 대류권계면이 

하강하는 주변에서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강해져 

지상에서 수렴이 강화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관적인 특성은 연직 불안정을 만들

어 지상에서 (극)저기압을 급격하게 발달시키고 1일 이

내에 18 hPa 이상의 기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사료된

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1월 20일 동해상 및 강원도 영동지

역 부근에서 급격히 발달한 한대 저기압에 의하여 1시간

에 10 cm 이상(대설주의보 수준)의 강설이 관측되었다. 
급격히 발달하는 저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성층권 하부

(대류권계면 부근)의 특성 분석과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

과 지상 저기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관일기

도, ECMWF 재분석, 고층관측, MODIS 위성 등을 이용

Fig. 15. Same as in Fig. 8 except for divergence(×10-5s-1). The dotted (solid) lines within (a) and (b) indicates convergence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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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년 1월 20일 09 KST의 지상 일기도에서는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하고 기압경도력이 

커지면서 강하게 발달한 한대 저기압이 동해상(132°E, 
38°N)에 위치하였다. 중·상층 대기의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의 수온과 큰 온도차이

로 인하여 경압 불안정이 발달되면서 강한 와도에 의한 

저기압의 상승기류가 강화되어 중심 기압이 낮아졌다. 
또한 상층(500 hPa)에서 발달한 절리 저기압의 중심으

로 제트 기류가 통과하면서 지상의 저기압을 발달시켰다. 
특히 500 hPa의 저기압 중심과 지상 저기압의 중심이 일

치하고 있어 하층의 경압 불안정을 강화시켜 지상에 한

대 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기상 조건이 형성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2) 라디오존데에서 관측된 상대습도는 1월 20일 12 

KST 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상에서 고도 약 9 km까

지 구름층이 발달하였으며 지상에서 5 km 이내의 바람

은 북서풍에서 북(동)풍 계열로 바뀌었으며 고도 약 6 
km 이상에서는 북서풍내지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

되어 풍향과 풍속의 급변화를 보였다. 또한 단열선도에

서는 지상에서 약 300 hPa 고도면까지 습윤층이 형성되

어 있어 두꺼운 구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500 
hPa 고도면에서는 기온이 약 -40 를 보이며 고도상승

에 따라 기온역전의 권계면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대류

권계면 접힘에 의해 성층권 공기가 침강하여 하부대류권

(약 5 km)까지 유입되는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강설 구름의 운정 고도는 약 7 km 이상, 운정 온도

는 약 -45 이하, 구름의 광학두께는 45 이상의 키가 크

고 많은 양의 수분을 포함한 대류운(적운형) 구름대가 영

동지역 및 동해상으로 발달하고 있어 영동지역으로 단 

시간에 많은 강설이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중국 북부지역에 위치한 높은 값(PVU 1.6 이상)

을 가진 상층의 양의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이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및 동해상으로 남동진함에 따라 영동지

역으로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형성되었으며 서해

상으로는 강한 북서기류가 동해상에는 강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었다. 또한 동해상에 위치해 있던 한대 저기압은 

상층의 양의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의 하층 동쪽에 위치

하면서 성층권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간 대류권으로 

유입되면서 동해상(하층)의 한대 저기압을 급격하게 강

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925 hPa면의 온위와 바람장 

분석에서는 영동지역은 저기압 후면에 위치하였으며 바

람의 방향은 양의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으로 인한 반시

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서 저기압성 순환을 

형성하였고 이 때 온위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여 남북 방

향의 수평 경도가 증가하여 저기압성 순환의 발달 및 강

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5) 한대 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온위와 바람장의 연직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 하부

(500 hPa 고도) 부근에 한랭돔(cold dome)이 형성되었

으며 골 상부의 하부 성층권(350 hPa 이상의 고도)에서

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난풀(warm pool)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300 hPa 이상의 고도에

서는 등온위면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여 안정한 상태를,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온위가 감소하며 불안

정한 상태를 각각 나타냈다. 이 때 지상 저기압은 대류권

계면의 골 동쪽 즉, 동해 중부해상에 위치하여 한랭돔과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의 골부분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기의 연직 상승속도는 -14×10-3 hPa s-1로 강한 

상승역이 나타났으며 역학적 대류권계면의 높이가 약 

500 hPa까지 낮아지면서 대류권계면 점힘 운동의 골 동

쪽으로 상승기류, 서쪽으로 하강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난 지점의 하층(동해상 및 영

동지역)에서는 지상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 역학적 대류권계면 고도까지 양의 

소용돌이도가 20×10-5 s-1 이상이며 900 hPa 부근 고도

에서 24×10-5 s-1 이상으로 매우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

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기압성 상대소용

돌이도의 최대값은 지상의 한대 저기압이 위치한 부근에

서 나타났으며 역학적 대류권계면이 하강하는 주변에서

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도(양의 소용돌이도)가 강해졌으며 

하층으로 강한 수렴역이 나타났고 상층으로는 발산역을 

보여 연직으로의 상승운동이 지상의 저기압을 급격하게 

발달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17년 1월 20일 영동

지역의 대설 사례에서는 동해상 및 영동지역 주변으로 

등온선과 등고선이 교차하면서 큰 경압 불안정에 의해 

지상에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하였으며 상층으로는 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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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위치하여 온도골이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대류권계

면 접힘 현상에 의해 권계면의 최저 고도가 약 500 hPa 
고도에 위치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하층으로 유

입되었다. 이 때 양의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의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하층으로 경압성이 강해지고 지상 저

기압을 급격하게 발달시켜 단시간에 많은 적설이 관측되

었다. 
본 연구는 겨울철 영동지역 및 동해상에서 상층의 한

기 유입에 의한 대류권계면 접힘과 한대 저기압의 발달

에 따른 영동대설 현상의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종관적, 
열역학적 그리고 구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번 연구 결과로 영동대설에 대한 이해 및 현업 예보에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겨울철 대류권계면 접

힘 현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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