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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호우로 인한 기상재해 사례 분석

심성보, 박종경, 김호, 이상걸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Ⅰ. 호우 개요

1.1. 호우의 정의

호우(豪雨, heavy rain)란 일반적으로 큰 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 지속시간 등에 의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각각의 강우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때 사용한다. 호우와 더불어 집중호우(集中豪雨,

severe rain storm)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고 있으며,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 즉, 시・공간적 집중성이 매우 강한 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보도관계자들에 의해 유래된 것이지만 현재는 거의 기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집중호우 또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0mm/hr 또는 

80mm/day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 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집중호우는 지속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집중호우

는 주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형성되는 적란운(뇌운)에서 발생하며, 이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대기불안정역에서 장마전선이나 태풍, 발달한 저기압, 수렴대 등에 

동반되어 2~3일간 지속되기도 한다.

1.2. 호우로 인한 재해 분석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서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등 주요 위험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전 131 360 0 1,086 56 3,483 395 4 0 0

세종 - - - - - - 1,068 3 0 0

충남 28,250 27,400 1,496 26,312 134,416 22,604 70,199 470 13,620 1,829

표 1. 최근 10년(2006~2015)간 연도별 자연재난 피해현황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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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별 주요 재해 발생현황 (b) 재해 원인별 피해액

그림 1. 최근 10년(2006~2015)간 대전, 세종, 충남지역 재해발생 통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연도는 광역지자체별로 다른 양상(대전 2011년, 세종 

2012년, 충남 2010년)을 보였지만,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호우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a)). 태풍은 다른 재해

원인에 비해 발생수가 적게 나타났지만, 강풍, 호우, 풍랑 등 복합적인 재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재해원인과 비교하여 그로 인한 피해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b)). 세종지역(2012년 출범)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역사가 짧고, 2013년 이후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서 재해발생수가 적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만, 태풍에 의한 재해피해액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해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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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충남지역의 호우 특성

2.1. 연도별 호우특성 분석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호우사례를 조사

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설치된 ASOS 및 AWS 지점(도서 제외)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관측 장비의 관측요소 중 강수량에 대해 호우주의보의 

기준인 6시간 이동누적강수량이 일계와는 무관하게 70mm 이상 관측된 사례를 

1건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일 시・군의 관측 장비에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도 1건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같은 시스템에서 강수가 지속되어 일계가 다르게 관측된 

경우에도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1건으로 선정하였다. 기압계 별 분류에서는 총 

5개의 유형(정체(장마)전선, 기압골, 저기압, 고기압 가장자리, 태풍)으로 분류

하였고, 정체(장마)전선(상)에서 발달(위치)한 저기압은 모두 저기압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TD와 태풍에서 약화된 TD는 모두 태풍형으로 분류하였다.

(a) 연도별 호우발생 현황 (b) 기압계별 분류

그림 2. 최근 10년(2006~2015)간 대전, 세종, 충남지역 호우발생 현황

이렇게 선정된 사례는 총 9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에 19건으로 가장 많은 

호우사례가 발생하였고, 2015년에는 2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10건 이상 발생한

연도는 총 4회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볼 때 최근 10년간 매년 9.3건의 호우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a)).

기압계 별 분류에서는 정체전선(장마 포함)의 영향을 받을 때 30.1%로 가장 많은

호우사례가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저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이 각각 23.7%와 

21.5%로 나타났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낙성 강수에 의한 호우사례도 전체대비 15.1%로 상당한 비중을 보였으며 태풍에

의한 호우사례는 9.7%로 나타났다(그림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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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월별 호우특성 분석

(a) 월별 호우발생 현황 (b) 월별-기압계별 호우발생 현황

그림 3. 최근 10년(2006~2015)간 대전, 세종, 충남지역 월별 호우발생 현황

월별 호우발생 사례는 7~8월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고, 그 중 8월에 36사례로 

빈도가 가장 높다(그림 3(a)). 주로 6월부터 시작하는 여름철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2차례씩 호우사례가 나타났다. 기압계별로 보면 

7월에는 정체(장마)전선으로 인한 호우사례가 가장 많았고, 8월에는 기압골과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불안정에 의한 호우사례가 가장 많았다. 태풍은 7월부터

9월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주로 8~9월에 호우를 발생시킨 사례가 많았다(그림 3(b)).

2.3. 시・군별 호우특성 분석

그림 4. 최근 10년(2006~2015)간 대전, 세종, 충남지역 시・군별 호우발생 현황

시・군별로 보면 홍성에서 총 30회로 가장 많은 호우사례가 발생한 것을 비롯

하여 충남서해안지역에서 호우사례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륙에서는 대전과

부여, 공주, 세종, 예산 순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 모두 20회 이상 호우사례가 

나타났으며, 천안은 총 10회로 호우사례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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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3일∼24일 호우 사례

Ⅰ.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2010년 7월 23일~24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수축한 후 다시 확장을

하면서 전날인 22일 북한지방에 머물러 있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남하하여 

남북진동을 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할 때 북쪽에서 한기와 건조역이 남하하면서 

강수구역이 띠의 형태로 좁아지고, 이 강수대가 지나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23일 밤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며 장마전선을 다시 북쪽

으로 밀어 올렸고, 강수대도 강도를 유지한 채 다시 북상하면서 2차 강수가 발생

하여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누적강수량이 크게 늘어났다.

주택피해(부여군 은산면) 교량유실(부여군 외산면)

농경지 침수(서천군 시초면) 농경지 유실(서천군 기산면)

그림 5. 주요 지역 호우피해 사진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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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별 호우피해 현황

지역
인명피해 공공시설

(천 원)

사유시설

(천 원)

총 피해액

(천 원)사상자수 이재민

전국
사망 3,

실종 1, 부상 1
432세대 1,009명 16,412,959 341,275 21,045,113

대전/세종/충남 사망 3, 실종 1 367세대 1.833명 219,775 20,735,669 17,329,384

부여군 사망 2, 실종 1 412세대 130명 5,278,742 117,516 7,362,317

보령시 - 178세대 412명 5,793,904 39,594 6,547,155

청양군 - 447세대 183명 2,559,191 9,390 3,300,019

표 2. 2010년 7월 23일~24일 호우피해상황 통계

이 기간에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망 3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 총 5명의 사상자를 비롯하여 432세대, 1,009명의 이재민이 발생

했고, 도로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으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의 총 피해

액은 약 210 여억 원에 달했다. 그 중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사망 3명, 실종 1명 

등 총 4명의 사상자와 367세대, 833명의 이재민 발생과 함께 각종 시설물 등의 총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으며 전국 대비 약 98.5%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차원에서의 복구지원이 이루어졌다.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시・군에서는 부여군에서 총 3명의 사상자(사망 2명,

실종 1명)와 이재민 12세대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장 넓은 면적의 

침수피해를 입는 등 총 73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적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총 피해액은 전체 대비 약 35.5%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보령시에서는 이재민 178세대 412명의 인명

피해와 도내에서 최대의 농작물 피해를 입는 등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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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강수실황 및 시계열 분석

그림 6. AWS 12시간 누적강수량 분포도

23일 새벽까지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던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하여 23일

낮까지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서해안으로 강수가 집중되었고, 이후 장마전선이 

계속 남하하여 충남남부에 머무르면서 23일에는 서천에 319.5mm로 가장 많은 

강수가 내렸다. 그리고 이날 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여 24일 낮까지 태안에 

124.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장마전선이 남북진동을 하면서 충남지역에 머무

르는 시간이 길어져 강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림 7. 주요지점 강수량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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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속시간은 6~14시간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강수가 나타난 시간은 2~4시간이고(그림 7(a)), 특히, 시간당 60mm 이상을 기록한

지점은 6지점(서산, 대산, 당진, 이원, 서천 보령)으로서 집중성이 매우 강한 강수

형태를 보였다. 시간별(정시) 강수량 분포에서는, 충남북부와 남부에 강수량이 

집중된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장마전선이 영향을 준 시간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점 누적 강수량 23일 강수량 24일 강수량 1시간
최다강수량/시각

서천 326.5 319.5 7.0 88.0(23일 18:55)

보령 269.5 264.0(극값 3위) 5.5 98.0(23일 23:12)

청양 229.5 222.5 7.0 55.5(23일 23:54)

이원 222.5 111.0 114.5 65.0(23일 10:21)

태안 219.0 94.5 124.5 71.5(24일 03:26)

서산 173.0 138.5 34.5 99.5(23일 11:27)

서부 170.0 75.5 94.5 72.5(24일 01:58)

홍산 166.0 166.0 0.0 74.5(23일 20:31)

만리포 140.5 28.5 112.0 85.5(24일 03:18)

당진 130.5 126.0 4.5 76.5(23일 10:59)

부여 105.2 105.0 0.2 38.5(23일 17:12)

표 3. 2010년 7월 23일~24일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단위: mm)

이 기간에 내린 주요지점의 누적강수량은 서천 326.5mm, 보령 269.5mm, 청양 

229.5mm, 이원(태안) 222.5mm 태안 219.0mm 등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이외에도 서해안과 인접한 내륙 일부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23일 하루 동안 기록한 보령의 강수량은 전체년도 

일강수량 극값 3위를 경신하였고, 서산과 보령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99.5mm와 98.0mm로 각각 전체년도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 1위를 경신하였다.

일별 누적 강수량 분포에서는 충남남부에서는 23일, 충남북부에서는 24일에 더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남하하여 23일 밤 충남남부에 잠시 

정체하고, 다시 북상하여 24일 충남북부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 9 -

2.2. 일기도 분석

가. 종관일기도

23일 09시(KST) 23일 21시(KST) 24일 09시(KST)

500hPa 일기도

지상일기도

그림 8. 종관일기도 2010.07.23. 

대기상층에는 일본열도에서 캄차카반도 동쪽으로 기압능이 위치하여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계 이동이 느린 가운데 기압능 후면으로 한기(한핵 -16℃)를 동반한 

절리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하게 수축하면서 5,820gpm

고도선이 연해주 지방까지 남하하였고, 절리저기압에서 파생된 한기(-5℃ 등온선)를

동반한 단파골이 충청지방으로 남하함에 따라 대기불안정을 유도하며 하층의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상에서는 상층의 지원으로 활성화 된 장마전선이 북한에서 충청지방으로 

남하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북태평양고기압이 느리게 

수축하여 장마전선 또한 느리게 남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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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일기도

200hPa 발산(a) 850 유선(b) 700hPa 상승속도(c)

1000-500hPa 층후(d) 850hPa 상당온위(e) K 지수(f)

그림 9. 보조일기도 2010.07.23. 21KST

충남남부서해안에 가장 강한 강수가 내렸던 시간의 보조일기도를 살펴보면,

상층 제트 입구 남쪽인 서해중부해상과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상층 발산장이

형성되어 있고(그림 9(a)), 하층에서도 서해중부해상과 충남서해안에 중심풍속 

40kts 이상의 강한 남서류가 유입되고 있다(그림 9(b)). 또한, 우리나라는 

1000-500hPa 층후 분류지역에 위치하고 (그림 9(d)),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층의 강한 상승역(그림 9(c))과 850hPa의 338K 이상 고상당온위역(그림 9(e)),

그리고 K 지수 30이상의 대기불안정역이 분포(그림 9(f))하며 불안정에 따른 강한 

상승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하층 제트 커플링으로 인한 강한 상승작용으로 

장마전선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집중호우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 11 -

다. 연직바람관측장비

수평바람+연직바람

레이더 영상(18시)수평바람+신호대잡음비

그림 10. 군산 연직바람관측 장비 관측 자료(좌), 레이더 영상자료(우)

충남서해안과 인접한 군산 연직바람관측 장비 자료에서는 23일 새벽부터 고도 

3km 부근까지 남서풍이 20kts 이상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었고, 이 지점에 강한 

강수가 내리기 시작한 16시경 전후로 바람의 연직강도는 대부분 -600cm/s 이하,

신호대잡음비 30dB 이상으로 매우 강한 강수가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강한 강수가 내린 18시경에는 연직고도 3km 부근까지 50dB에 가까운 강한 

신호대잡음비가 관측되며 장마전선에 동반된 강한 강수를 포함한 구름대가 이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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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상 종합하여 볼 때, 본 사례는 이상적인 상・하층제트 커플링으로 인한 호우

패턴으로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고 장마전선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대기 상층의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유입되어 하층의 장마전선을 활성화시켜 충남지역에 

매우 많은 강수가 내린 사례이다. 상층제트에 의해 중부지방으로 상층 발산장이 

형성되고, 하층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

되면서 강한 상승류가 형성될 때, 500hPa의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남동진하면서

장마전선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장마전선의 북서쪽으로는 건조역이 침투하며 강수대의

폭이 좁아지면서 국지성이 매우 강한 호우형태를 보였다.

호우개념모델 유형에서는 하층제트 전면의 층후 확장형 호우형태로서 하층제트

축을 기준으로 전면(북동쪽)에 호우구역이 형성(그림 11(우)의 A구역)되며 이러한 

형태는 주로 장마전선과 같은 정체전선에서 발생한다. 온난・습윤한 공기가 한랭・
건조한 공기와 만나 상승기류를 만들어 호우가 발생하는 형태로 대기 중층에서는 

서풍류와 함께 연직바람시어와 온난이류가 나타나며 대기 하층에서는 강한 기압

경도에 의해 하층제트가 하층제트핵 전면으로 기류가 수렴하여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1. 7월 23일~24일 강수모식도(좌), 하층제트축 기준 호우구역 모식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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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4일∼16일 호우 사례

Ⅰ.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2012년 8월 14일∼16일은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이 충남지역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 기간 동안 누적강수량이 200mm 내외를 보이며 많은 비가 내린 사례이다.

8월 12일∼13일에 중국 북동지방과 북한지방으로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14일에는 

중북부지방, 15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에 막혀 남하속도가

느려진 가운데 16일 남부지방으로 남하할 때까지 충남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농경지 피해(청양군 목면) 비닐하우스 피해(청양군 화성면)

주택 피해(공주시 정안면) 도로 피해(공주시 우성면)

그림 12. 주요 지역 호우피해 사진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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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별 호우피해 현황

지역
인명피해 공공시설

(천 원)

사유시설

(천 원)

총 피해액

(천 원)사상자수 이재민

전국 사망 1 565세대 1,285명 18,212,475 232,902 20,504,656

대전/세종/충남 사망 1 104세대 1.219명 15,162,872 191,465 17,329,384

청양군 - 25세대 55명 4,730,678 50,582 5,222,438

공주시 사망 1 15세대 28명 4,312,439 37,166 4,565,866

보령시 - 26세대 52명 1,670,562 - 1,944,858

표 4. 2012년 8월 14일~16일 호우피해상황 통계

이 기간에 내린 비로 충남지역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망자 1명과 565세대, 1,2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로

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으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의 총 피해액은 약 

200여억 원에 달했다. 그 중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사망자 1명과 104세대 219명의

이재민 발생과 함께 각종 시설물 등의 총 피해액은 170억 원이 넘으며 전국 대비 

약 84.5%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시・군에서는 청양군에서 이재민 25세대 55명의 인명

피해와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입는 등 총 52

여억 원, 전체대비 약 30%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공주시에는

사망자 1명과 이재민 15세대 28명 등의 인명피해와 총 45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보령시에는 총 19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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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강수실황 및 시계열 

그림 13. AWS 12시간 누적강수량 분포도

전날(14일)까지 기압골이 중북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북부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 기압골이 15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남동진하면서 이날 

오전에는 충남북부, 오후에는 충남남부로 강수가 차차 확대되었고, 충남중남부에는

누적강수량이 100mm 이상 기록되며 강수가 집중된 경향을 나타냈다. 이후 기압골이

느리게 남하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면서 16일 오전에는 충남남부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그림 14. 주요지점 강수량 시계열 분석

강수지속시간은 4~14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강수가 나타난 시간은 2~4시간으로 단시간에 집중성이 강한 강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4). 특히, 시간당 60mm 이상 기록한 지점은 7지점(유구, 신합, 청양, 정안,

연기, 금남, 세종)으로 나타났으며 일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1시간에 내린 지점은 

전체의 47.5%로 매우 강한 집중호우의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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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누적 강수량 14일 강수량 15일 강수량 16일 강수량 1시간
최다강수량/시각

유구 218.5 6.5 194.0 18.0 83.0(15일 16:02)

청양 209.5 12.5 188.0 9.0 74.5(15일 17:25)

세천 203.0 0.0 107.0 96.0 46.0(15일 19:54)

문화 195.0 0.0 99.5 95.5 38.5(15일 19:53)

양촌 193.5 0.0 87.5 106.0 33.0(15일 23:51)

정안 192.5 7.5 178.5 6.5 70.0(15일 16:15)

연기 186.5 1.0 180.0 5.5 67.0(15일 18:40)

공주 159.0 6.0 148.0 5.0 58.5(15일 17:38)

세종 152.0 0.0 147.0 5.0 62.5(15일 18:58)

전의 141.0 7.5 105.5 28.0 49.5(15일 16:11)

대전 133.7 0.5 110.9 22.8 58.5(15일 19:55)

표 5. 2012년 8월 14일~16일 주요지점 누적강수량                         (단위: mm)

이 기간에 내린 주요지점의 누적강수량은 유구(공주) 218.5mm, 청양 209.5mm,

세천(대전) 203.0mm, 문화(대전) 195.0mm, 양촌(논산) 193.5mm, 정안(공주)

192.5mm 등 충남중남부내륙을 중심으로 200mm 내외의 강수량 분포를 보였고,

이외 인접내륙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대전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58.5mm로 8월 전체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 5위를 경신하였고, 일 

누적강수량 100mm 이상 기록한 다른 지점에서도 1시간 최다강수량이 30mm 이상,

최대 80mm를 넘으며 단시간에 많은 강수량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일별 누적 

강수량은 기압골이 중부지방으로 남하한 15일에 집중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1시간 최다강수량도 15일 오후에 집중되었다. 16일에는 기압골이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충남남부(대전, 논산 등)에 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17 -

2.2. 일기도 분석

가. 종관일기도

15일 09시(KST) 15일 21시(KST) 16일 09시(KST)

500hPa 일기도

지상일기도

그림 15. 종관일기도 2012.08.15. 

대기상층에는 캄차카반도 동쪽으로 저지 기압능이 위치하여 기압계 흐름이 

다소 느린 상황에서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한기(-5℃ 등온선)를 동반한 기압골이 

북한과 산둥반도 부근으로 남동진하면서 그 전면에 위치한 지상저기압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13호 태풍 카이탁(KAI-TAK)이 대만 남쪽해상에서 북진하며

북태평양고기압의 수축을 저지시키면서 이로 인해 기압골이 남쪽으로 느리게 

남하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북한지방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류를 타고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근으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며 서해상에서 강한 수렴역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공기가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후 산둥반도 부근으로 고기압이 남동진하고 있지만 북

태평양고기압은 세력을 유지하면서 남서류를 더 강화시키고 강수역의 남하를 

저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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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일기도 

(a) 200hPa 발산 (b) 850 유선 (c) 700hPa 상승속도

(d) 850hPa 상당온위 (e) 지상바람, 기온 (f) K 지수

그림 16. 보조일기도 2012.08.15. 15KST 

충남지역에 가장 강한 강수가 내렸던 시점의 보조일기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상층 발산장이 형성되어 있고(그림 16(a)), 하층에서는 중심풍속 

50kts 이상의 강한 남서류가 서해남부해상에서 수렴되어 충남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그림 16(b)). 서해중부해상으로 대기중층의 강한 상승류가 위치하고(그림 

16(c)), 중남부지방으로 850hPa의 348K 이상 고상당온위역(그림 16(d))과 K 지수 

35 이상의 강한 불안정역이 분포(그림 16(f))하며 대기불안정에 따른 강한 상승

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으로 지상 기온선이 조밀하고, 충남서해안을

따라 지상 온도골이 위치한 가운데 이 온도골을 경계로 북서와 남서의 수렴역이 

형성되어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는 좁은 통로가 형성(그림 16(e))되며 

대기불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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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직바람관측장비 

수평바람+연직바람 수평바람+신호대잡음비

레이더 영상(12시) 레이더 연직단면

그림 17. 서해기지 연직바람관측 장비 관측 자료(좌), 레이더 영상자료(우)

서해중부해상에 위치한 서해기지(북격렬비도) 연직바람관측 장비의 관측 자료에서는

전날인 14일 22시경부터 고도 5km 부근까지 남서풍이 20kts 이상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공급되었고, 15일 10~14시경에는 고도 

약 4.5km 부근까지 바람의 연직강도 -600cm/s 이하, 신호대잡음비 40dB 이상으로

매우 강한 강수가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격렬 AWS 지점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62.0mm로 관측되었고, 레이더 연직단면 영상에서도 서해기지 부근으로 

고도 약 8km까지 20mm/hr 이상 강한 강수를 포함한 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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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상 종합하여 볼 때, 본 사례는 대기 상층의 저지 기압능으로 인해 기압계의 

동서순환이 느려지면서 한랭・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으로 남하하여 대기불안정을 

유도하고, 대기 하층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습윤한 공기가 

하층제트를 타고 유입되어 충남지역에서 기류수렴에 의한 강한 상승으로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강한 하층제트에 동반된 수증기가 서해상으로 

유입될 때, 기압골 후면으로 건조역이 파고들고, 북태평양고기압은 세력을 유지하면서

강수역의 폭이 띠의 형태로 좁아져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8. 8월 14일~16일 강수모식도

또한, 앞선 2010년 7월 23일~24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상・하층제트 

커플링으로 인해 호우가 발생한 사례로 호우개념모델 유형 또한 하층제트축 기준

으로 전면(북동쪽)에 호우구역이 형성된 유형이다. 종관기압계에서는 지상의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며 북태평양고기압과의 강한 기압경도에 의해 

대기하층에서는 강한 남서풍의 하층제트가 충남지역에서 수렴하고, 그림 18의 

연직바람관측 장비 관측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중층에서는 서풍류와 함께 

연직바람시어와 온난이류가 상승기류를 더욱 강화시켜 호우가 발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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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안개로 인한 기상재해 사례 분석

박찬귀, 오숙영, 안현진, 이정섭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Ⅰ. 안개 개요

1.1. 안개의 정의와 종류

안개는 비, 눈, 우박, 이슬, 서리 등과 같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모여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매우 미세한 1~5㎛ 입자의 물방울이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어 수

평시정이 1km 미만일 때를 말한다. 수평시정이 1km 이상인 그보다 농도가 

엷은 것은 박무라고 한다. 안개가 위치하는 고도에 따라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엷고 낮으면 낮은 안개, 시정이 1km 이상이고 지표면에 접해 낮게 깔려 있으면 

땅 안개(또는 얕은 안개)라고 부른다(기상청, 2006).

안개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수증기가 응결하기 위해서 공기가 이슬점 온도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흡습성의 미립자인 응결핵이 많이 

떠 있어야 하며, 주변에 수증기 공급원이 충분해야 한다. 즉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 부근이거나, 비가 많이 내린 후에도 안개가 잘 발생한다(이현영, 2000).

안개 발생은 크게 증발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냉각에 의해 발생하는 안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증발에 의해 발생하는 안개는 수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거나, 낙하하는 빗방울로부터 일어난다. 공기의 온도가 물보다 낮고 물의 

증발이 공기 포화상태 이상으로 발생할 때 안개가 발생한다. 따라서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증기안개, 따뜻한 비가 찬 공기 속을 강하하는 

경우는 전선안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냉각에 의해 발생하는 안개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안개는 지면에 

접한 공기의 냉각, 즉 복사냉각으로 인한 복사안개이다. 공기가 냉각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사, 차가운 지면과의 열 교환, 찬 공기와의 혼합 등이 있다. 복사

안개는 지면이 복사에 의해 냉각되고, 지면 부근의 공기도 냉각되어 생기는 안개로

맑은 날 밤, 바람이 없고(풍속 0.5m/s 이하) 상대습도가 95% 이상으로 높을 때 

잘 생기며 비가 온 후 맑은 밤에도 잘 발생한다. 바람이 있으면 난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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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되는 기층의 두께가 증가되어 냉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안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내륙지방의 안개는 주로 복사안개이다. 보통 일출 후 1~2시간 내에 소산

된다. 이류안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찬 해수면이나 지표면 위를 이동할 

때 그 아래 부분이 냉각되어 발생한다. 이류안개의 발생에는 복사안개와는 달리 

적당한 풍속이 필요하며, 그 풍속은 2~3m/s이다. 해상에 생기는 안개는 대부분 

이류안개이며, 이를 바다안개(해무)라고 한다. 육상안개보다 안개층이 두껍고,

발생시간은 야간에 국한하지 않고 일중에도 발생하며 안개 범위가 매우 넓고 

지속성도 길다. 동해안의 안개는 주로 이류에 기인하며, 서해안의 안개는 복사

안개와 이류안개가 혼합되어 발생한다(이현영, 2000). 활승안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비교적 매끄러운 경사면을 상승할 때 단열 냉각으로 발생하며 상승

하는 기류의 속도가 크면 안개 대신 층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개는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림 1. 안개의 종류 

1.2.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

안개는 사회․경제․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상현상으로,

특히 고속도로나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개는 차량 및 항공기 운행 등 운수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월

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안개사고의 절반 가까이(45%)는 10월

에서 12월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초겨울의 문턱인 11월에 안개 사고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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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개사고(%) 8.3 10.8 7.2 6.8 5.5 3.8 3.9 2.6 5.7 12.3 19.0 14.1

전체사고(%) 7.5 6.8 8.0 8.5 8.9 8.4 8.6 8.5 8.5 9.1 9.0 8.3

표 1.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 (2011~2013)           (단위: 명/100건)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을 살펴보면 안개 낀 날의 경우 100건당 10.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맑은 날(2.2명/100건), 흐린 날(3.7명/100건), 빗 길(2.9명

/100건) 등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 (2011~2013)

안개 낀 날에는 전방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돌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개 낀 날의 추돌사고 발생률은 27.6%로 맑은 날(20.8%)에 

비해 1.3배 높아져 안개길 주행 시에는 절대적으로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그림 3. 기상 상태별 추돌사고 점유율 (2011~2013)

또한, 안개가 발생하는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늦어져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안개 낀 날의 보행자 사고 치사율

(24.3명/100건)은 전체 사고 치사율(10.6명/100건)에 비해 2배 높았고, 차끼리 충돌

하는 차대차 사고 치사율(5.7명/100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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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

구분
맑음 흐림 비 안개 눈

보행자 사고 3.7 6.6 4.7 24.3 3.4

차대차 사고 1.2 1.8 1.4 5.7 1.4

전체 사고 2.2 3.7 2.9 10.6 2.5

표 2. 기상 상태별 보행자 사고 치사율 (2011~2013)          (단위: 명/100건)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짙은 안개 속에서 29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짙은 안개로 11대의 차량이 추돌하여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개로 인한 피해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상청에서는 

상세안개정보와 안개 특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지역은 서해대교와 서해 

연안을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의 안개 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개로 인해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해 기상학적 원인 및 그로인한 영향에 관한 기상영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면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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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충남지역 지형 및 안개 특성

2.1. 지형 특성

충청지방의 지형은 차령산맥이 서해안 보령 부근(성주산 680m)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청양 부근(칠갑산561m)을 지나 천안 동부(서운산 579m)를 거쳐 충북 

북부(충주, 제천), 원주 남부(치악산 1,288m)를 지나 태백산맥으로 이어진다. 또한,

소백산맥은 지리산 부근에서 시작되어 충북 영동 부근(민주지산 1,242m)에서 북북

동으로 이어져 보은 부근(속리산 1,058m), 단양 부근(국망봉 1,421m)을 지나 태백

산맥과 이어진다.

노령산맥은 내장산에서 시작되어 충남과 접경인 전북 완주군을 거쳐 충남 금산,

옥천을 지나 대전의 서쪽에 있는 계룡산(845m)으로 이어진다. 차령산맥을 경계로 

북서쪽에는 예당평야, 남동쪽과 소백산맥 사이에는 논산평야(충남)와 청원평야

(충북)가 위치하고,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6,648㎢)과 금강수계의 대청댐(3,264㎢)이 

있으며, 서쪽은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충청지방의 지형에 따른 기후는 양 산맥이 지나는 산악지역과 평야지역,

바다와 인접한 서해안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림 4. 충청남도 지형도 (좌) 지형도, (우) 3차원 지형도 DEM

가. 대전광역시

대전의 지형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으면서 식장산, 보문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이다. 산지는 동, 서, 남쪽 방향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다.

수계는 대전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계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을 보이며 서부에서 

갑천과 합류하여 북류한 후 금강과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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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여군

부여군은 충청남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성태산, 조공산 서로는

만수산, 월명산, 비흥산이 있고 동북으로부터 차령산맥이 서남으로 뻗치고 있다.

금강이 군의 동부에서 곡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분지형 지형으로 금강의 영향으로

이슬이 많고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다. 금산군

금산군은 충청남도 남동내륙지방에 위치한 분지이다. 노령산맥이 뻗어내려 그 

지맥이 금산군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이 금산군의 동남동쪽을 

지나고 있어 이 양대 산맥의 가운데에 하나의 큰 분지를 이루고 있다. 금산은 평균

고도 250m의 고원지대로 전북 장수, 진안, 무주군에서 발원한 금강 본류가 부리면과

제원면을 흘러 충북 영동군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강의 지류인 봉황천,

기사천, 금산천, 조정천이 이에 합류하고 있어 이하천의 유역에 넓은 분지가 발달

되어 있다.

라. 천안시

천안시는 충청남도 북부지방에 서해안과 인접한 도시이다. 차령산맥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북동부에 만뢰산,

중앙부에 성거산과 태조봉, 남서부에 광덕산과 망경산이 솟아 있다. 서해안에 

위치한 삽교호와 아산호가 서북서 방향으로 20km 지점에 있다.

마. 서산시

서산시는 충청남도 북서부에 돌출한 태안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에 

가야산과 상왕산, 서부에 도비산, 팔봉산, 연화산이 있으며 남부에 삼준산, 북부에는

망일산 등이 있는 동고서저형의 지형지세이다. 해발 100m 이하의 평야와 구릉지

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바. 보령시

보령시는 충청남도 남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 형성된 분지이다. 동쪽에는 

차령산맥의 지선인 성주산이 남서로 뻗쳐 있으며, 서쪽에는 서해중부해상으로 

리아스식 해안과 안면도, 원산도 등 여러 섬들이 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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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5. 지형도 (a)대전광역시, (b)부여군, (c)금산군, (d)천안시, (e)보령시, (f)서산시

2.2. 안개 특성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충남 기상 관서의 무강수 일 때 안개 발생

일수를 살펴보면 대전은 33회, 서산은 218회, 천안은 90회, 보령은 122회로 나타

났다. 해안 관서인 서산과 보령은 3~4월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6~7월에 가장 

많았고, 8월부터 감소하여 겨울철은 적은 편이다. 내륙 관서인 대전과 천안은 

봄과 가을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 일수가 많았다. 서산은 내륙에 비해 안개 발생

빈도가 높고 복사안개와 이류안개 및 복사이류안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해안관서임에도 가을철에도 안개 발생일수가 많았다.

그림 6. 충남 기상관서 안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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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충남 기상관서 월별 안개발생 분포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발생한 날의 기압계를 분류해 보면, 서해안으로 기압골이 

통과하여 강수와 동반된 안개가 발생한 날(18%)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동성고기압

(60%) 일 때가 많았다. 고기압권에서 대기가 안정될 때 야간 복사냉각에 의해 

복사안개가 많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안개 발생 시 기압계

충남지역의 시군별 안개발생 현황을 살펴보고자 2015년도 안개특보 발표 일수를

분석해 보았다. 서해안에 위치한 태안과 서산은 해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관서에 비해 안개 일수가 많았고, 내륙지역에서는 청양과 부여, 금산이 많았다.

내륙 분지지형임에도 대전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안개 일수가 적었고, 서해

대교가 위치한 아산지역의 안개일수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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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남지역 시군별 2015년 안개특보 발표 일수

계절별로 안개특보 발표일수를 분석해 보면, 충남 대부분 지역의 복사안개는 

대부분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분지지형인 청양과 부여, 금산의 안개

일수가 많았다. 해안지역은 봄철과 초여름 서해안으로 해무가 형성되는 시기에 

안개일수가 많았는데, 서산은 해안관서이나 가을철 복사안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아산만을 끼고 있는 아산지역은 봄철 보다 가을철에 안개 일수가 

많았는데 이는 복사안개가 아니라 증기안개 형태의 해무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충남지역 시군별 2015년 계절별 안개특보 발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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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안개특보가 내려진 날의 발효시각과 해제시각을 분석해 보았다. 강수로

인한 시정 장애를 제외 할 경우 대부분 복사안개인 서해안지역은 고기압권에서 

지표 냉각에 의해 안개가 형성된다. 복사안개는 보통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발생하고 일출 후 1~2시간 뒤 소산된다. 그러나 서해안지역은

20시부터 자정 전까지 안개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가 217건으로 전체 특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22시에 발효된 경우가 112건으로 특보 발효시각 중 가장 많았다.

안개특보 해제시각은 10시에서 12시 사이가 204건으로 38%를 차지해 지속시간이 

긴 안개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2015년 안개특보 발효시각

그림 12. 2015년 안개특보 해제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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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 안개 사례

I.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

서해대교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위치하여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에서 

시작하여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다리의 규모는 

총길이 7,310m, 도로 폭 31.4m로 한국도로공사가 서해권 교통망과 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착공하여 2000년 11월에 개통하였다. 서해대교는 해수가 

유입되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로부터 대기로 수증기 공급이 아주 원활한 

장소이다. 따라서 서해대교 지역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바다안개의 영향은 물론,

육상의 지면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림 13. 서해대교

2006년 10월 3일 아침, 서해안고속도로에 위치한 서해대교에 짙은 안개가 발생

하였다. 이 안개로 인한 시정거리 단축으로 2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액 40억 원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교통사고는 초기에 추돌한 자동차 운전자의 미흡한 후속처리와 뒤를 따르는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였으나, 시정거리가 1km 미만의 기상 상황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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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상개황

2.1. 일기도 분석

가. 지상일기도

(a)

(b)

그림 14. 지상일기도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9KST

지상일기도를 보면 북만주에서 발해만까지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고, 필리핀에서

일본 남쪽 바다로 형성된 저압부 사이로 우리나라에는 연해주에서 중국 화중으로 

동서고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큰 이동이 없으므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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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0hPa 일기도

(a)

(b)

그림 15. 850hPa 일기도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9KST

850hPa 일기도를 보면, 서해상으로 고기압의 위치하여 서풍이 유입됨을 확인

할 수 있다. 22℃ 내외의 높은 수온을 가진 해상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서해안에 

유입되므로 안개가 형성될 충분한 수증기가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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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00hPa 일기도

(a)

(b)

그림 16. 500hPa 일기도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9KST

500hPa 일기도를 보면,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약한 단파골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으나 기압계가 조밀하지 못하고 남북류가 강하지 못하여 상층 한기를 끌어 

내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기압능에 들어 지상 고기압을 발달시킴으로 

복사냉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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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선도

(a) 

(b) 

그림 17. 단열선도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9KST

2006년 10월 2일과 3일의 오산 단열선도이다. 역전층 고도가 925hPa 근처까지 

형성되고 지상 바람도 약해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일 밤부터 약하지만 서풍계열이 유입되어 습도가 높아지므로 안개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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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황 분석

가. 위성영상

(a)

(b)

그림 18. MTSAT-1R (a) 2006.10.03. 02:33KST, (b) 2006.10.03. 06:00KST

2006년 10월 3일 새벽 6시의 정지위성 MTSAT-IR 열적외 영상을 보면 서해대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면 복사냉각이 

강하게 발생하여 기온의 하강이 유도됨으로 서해대교 부근으로 안개가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벽 02시 30분경 천안시 인근에서 점으로 나타난 안개는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 아침에는 내륙을 비롯해 서해대교까지 확장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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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면 온도

(a)

(b)

그림 19. 2006.10.03. 09KST (a) 해수온도, (b) 해수온도 편차 

우리나라 서해중부해상의 해수면온도는 22~23℃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년편차는

+1.3~+2.0℃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만은 +1.5℃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고 당시에서 과거 일주일 평균 해수면온도가 서해대교 부근의 해상에서 계속해서

20℃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안개가 발생한 3일 아침 천안의 최저기온이 8.9℃로 

기온보다 해수면 온도가 두배 이상 높아 해상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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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기온 분포

(a) (b) 

그림 20. 최저기온 분포 (a) 2006.10.03. 03KST, (b) 2006.10.03. 06KST

2006년 10월 3일 새벽의 전국의 지상기온이다. 아산만 일대는 고수온역 영향으로

높은 기온이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06시 이후로 낮게 형성되었다.

라. 서해대교 부근 지상바람 

(a) (b) 

(c) 

그림 21. 지상바람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3KST, (c) 2006.10.03. 06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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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가장자리에서 2일 오후부터 남서풍이 불어 해상의 습윤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었지만 내륙지역은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대기는 안정되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05시경부터는 해안을 향해 육풍이 형성되었다.

마. 서해대교 부근 습도 

(a) (b) 

(c) 

그림 22. 습도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3KST, (c) 2006.10.03. 06KST

서해대교 부근의 습도 자료를 보면 2일 21시에는 습도가 70% 내외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서풍류를 타고 밤사이 수증기가 유입되고, 3일 새벽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03시에는 습도가 90%까지 상승해 사고 시각까지

높은 습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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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해대교 부근 기온 

(a) (b) 

(c) 

그림 23. 기온 (a) 2006.10.02. 21KST, (b) 2006.10.03. 03KST, (c) 2006.10.03. 06KST

2일 밤에는 서풍을 통해 해상의 난기류가 유입되므로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3일 새벽에 고기압권에서 복사냉각이 강하게 진행되므로 

내륙의 기온은 크게 하강해 서해대교 인근에 위치한 천안의 최저기온이 05시경 

8.9℃까지 하강했다. 반면 높은 해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해안지역에서는 

아침기온 하강이 적어 인천이 16℃를 나타내는 등 내륙과 해안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해대교 부근은 고수온역의 영향으로 새벽에도 기온하강이 적었으나 

06시 이후로 점차 기온이 하강하였는데 육풍이 유입되면서 내륙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하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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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사고 당시 지상기상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기온변화는 전일 낮 기온과 일교차가 

15℃에 달했고, 이슬점 온도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2℃ 내로 유지 되었다.

흑산도 안개발생연구(유근기와 김성우, 2002)에서는 이슬점온도와 최저기온과의 

차이가 2℃ 내로 유지될 때 안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동서고압대의

기압배치에서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지면의 복사냉각이 강하게 발생하므로 내륙을 중심으로 복사안개가 형성될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서해대교는 서해와 직접 연결되는 아산만에 위치하여 해수에서 

대기로 충분한 수증기가 공급될 뿐 아니라 동쪽으로도 삽교호와 아산호가 연결되어

있어 바다와 호수에 의한 증기안개가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임을 고려해야 

한다.

복사냉각에 의해 형성된 하층의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해수온도 22℃ 내외)와 

연결된 호수인 삽교호와 아산호의 수면 위로 수송되어 3일 새벽 해안과 호수변에 

증기안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일 낮에 해풍으로 습윤한 공기가 수송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안개가 강하게 형성된 내륙지역(서산, 당진: 무풍)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24. 안개발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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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에는 복사안개, 해안과 호수 주변으로 증기안개가 함께 형성된 상황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육풍이 불어 내륙의 차가운 공기(천안 아침최저 8.9℃)가 아산만

으로 유입이 되므로 서해대교 부근으로는 증기안개가 형성하게 되었다. 이때,

삽교호와 아산호 주변으로 미리 형성된 증기안개가 함께 유입되면서 서해대교 

부근으로 안개가 짙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서고압대 기압배치에서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를 고려해 예보할 경우, 해수면 

온도가 높아 풍계가 N-ly가 예상되더라도 가을철 기압경도력이 약해지면 해안 및 

바다와 연결된 호수주변은 증기안개가 형성된다. 이때, 해륙풍 순환에 의해 육풍이

형성되면 내륙의 냉각된 공기뿐만 아니라 호수변에 형성된 증기안개도 서해대교로

유입되어 급격하게 안개가 강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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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일 서해안 고속도로 안개 사례

I.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

서해안 고속도로는 전라남도 무안읍을 기점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의 서해 연안을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까지 이르는 고속국도이며, 총 

연장은 340.8km이다. 경부고속도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고속

국도로 1990년 12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 21일 완공하였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되었기에 해안에 인접해 해수로부터 대기로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므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월 3일 아침, 충남 보령시 천북면 광천 IC 부근에서 안개로 인한 시정 

악화 때문에 차량 17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당시 충남지역은 안개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사고 현장의 가시거리는 70m에 

불과해 속도를 규정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광천 나들목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안개로 인해 차량 11대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습 사고지역에 대한 대책 및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5. 서해안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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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일기도 분석

가. 지상일기도

(a) 

(b) 

그림 26. 지상일기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지상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연해주에서

북한지역까지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는 안정된 상태이다. 기압계가 느슨하므로 국지특성을

알기 위해 한반도 일기도를 살펴본 결과 내륙지역으로 국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밤사이 서해안 보다 기온이 많이 하강한 내륙지역에 

고기압이 형성되었고, 고기압 중심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므로 3일 새벽에는 

충남 내륙지역에 복사냉각이 가중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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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7. 한반도일기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나. 925hPa 일기도

(a) 

(b) 

그림 28. 925hPa 일기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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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hPa 일기도를 보면, 중부지방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은 온도능에 들어 있다. 중부지방으로 3℃ 선이 지나고 겨울철임에도 0℃ 선이

북한지역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아 온난하고 습윤한 공기가 남서류를 타고 유입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850hPa 일기도

(a)

(b)

그림 29. 850hPa 일기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850hPa 일기도를 보면, 서해안으로 온도능이 형성되어 있고 화중지역에 Warm

역이 위치한 가운데 화남에서 일본까지 폭넓은 습윤역이 존재한다. 0℃ 선이 북한

지역에 이르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해상으로 서풍이 유입되므로 중층까지 

Warm이 차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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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00hPa 일기도

(a) 

(b) 

그림 30. 850hPa 일기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500hPa 일기도를 보면, 중국 중남부지방에서 다가오는 단파골과 양의 와도역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준 후 점차 남하하였으나, 우리나라 상층은 대체로 zonal

하게 흐르면서 대기는 안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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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열선도

(a) 

(b) 

그림 31. 단열선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9KST

그림 31은 오산의 단열선도이다. 2일 21KST에서는 지표면 부근으로 역전층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925hPa 아래에서 약하게 역전층이 존재하나 

상대습도가 낮아 안개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3일 09KST 단열선도에서는 

지표면 부근으로 접지역전이 강하게 나타나고, 대기 하층으로 수증기가 공급되어 

상대습도가 85%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 바람도 약해 복사냉각에 

의한 안개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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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황분석

가. 위성영상

(a) 

(b) 

그림 32. 2016. 01.03. 06KST (a) 단파적외영상 (b) 천리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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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의 (a)는 단파적외영상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하층운은 안개로 분석된다. (b)의 천리안위성을 통해 서해중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해남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관측되고 있다. 고기압권에서 대기가 안정되므로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내륙의 최저기온이 더 낮게 형성되었으나 안개는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된 서해안

에서 강하게 형성되었다.

나. 해수면 온도

(a) 

(b) 

그림 33. 2016.01.03. 09KST (a) 해수온도, (b) 해수온도 편차 

우리나라 서해중부의 해수면 온도는 8~9℃이고, 평년편차는 -1.0~0℃를 나타내고

있다. 안개가 발생한 3일 06시 지상 기온은 보령이 3℃ 분포로 기온 보다 해수면 

온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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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기온 분포

(a) (b) 

그림 34. 최저기온 (a) 2016.01.03. 03KST, (b) 2016.01.03. 08KST

그림 34는 2016년 1월 3일 전국의 지상기온이다. 새벽 3시경부터 충남 내륙지역인

청양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하강하였으나 서해안은 6℃에서 7℃ 분포로 높은 기온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출 후인 7시 이후부터 해안지역으로 기온이 하강해 광천

IC 부근의 8시 기온은 3℃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라. 시정자료

(a) (b)

그림 35. 안개시정자료 (a) 2016.01.03. 06KST, (b) 2016.01.03. 08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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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시정자료를 보면, 안개는 2일 밤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 충남의 내륙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었다. 안개가 시작된 시점 청양의 기온은 1.4℃로 

냉각에 의한 복사안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았던 서해안지역은

자정을 지나 안개가 시작되었는데, 안개가 시작된 시점 서산의 기온은 4℃, 서천은

3℃로 내륙지역보다 2~3℃ 높은 기온에서 안개가 형성되었다.

서해안에 형성된 안개는 내륙의 복사안개와 다른 이류안개로, 일몰 후 냉각된 

지면 위로 바다에서 들어온 온난다습한 공기가 응결하여 나타난 안개이다. 해무와 

형성 원리는 같으나 냉각된 수면이 아닌 지면에 형성되므로 해무의 특징과 복사

안개의 특징이 결합된 연안안개로 판단된다. 충분히 냉각되지 않아도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 될 경우 해안지역은 이류안개가 형성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일 새벽 내륙의 복사냉각이 강화되면서 안개는 점차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되었고, 오전 11시까지 이어져 지속시간이 길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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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6. 안개집계표 (a) 2016.01.03.03. 일자료, (b) 2016.01.03.03. 시간자료

사고 시간 때의 기상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10분 단위로 시정 관측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광천 IC 지점과 가장 인접한 관측지점은 홍성으로 03시 10분경 

안개가 관측되었고 당시 기온은 5.6℃ 였다. 기온이 3.5℃로 내려간 06시 40분경에 

70m로 나빠졌고, 7시 10분경 기온이 2.9℃로 더 하강하여 3℃내외의 낮은 기온이 

형성되므로 09시 50분까지 까지 100m 이하의 낮은 시정이 나타났다. 복사안개는 

대체로 일출과 함께 강도가 약해져 1~2시간 내에 소산하는데 반해 3일은 7시 

이후로도 낮은 기온이 유지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08시 40분경 광천 IC 부근의 

시정이 매우 나빴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광천 IC 부근 지상바람 

(a) (b) 

(c) 

그림 37. 지상바람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3KST, (c) 2016.01.03. 08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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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압 가장자리에서 2일 오후부터 남서풍이 불어 해상의 습윤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정을 기점으로 충남 내륙지역은 국지 고기압이 형성

되면서 대기는 안정되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08시경에는 기압경도력이 약해

지면서 육풍(산풍)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광천 IC 부근 습도 

(a) (b) 

(c)

그림 38. 습도 (a) 2016.01.02. 21KST, (b) 2016.01.03. 03KST, (c) 2016.01.03. 08KST

2일 21시 광천 IC 인근 지역의 습도는 보령 94%, 홍성 81%였다. 해안지역의 

습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남서류와 함께 해상의 습윤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일 새벽 3시에는 보령이 99%, 홍성은 89%였고, 광천 

IC 부근의 습도 또한 점차 높아져 오전 11시경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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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광천 IC 부근 기온 

(a) (b) 

(c) 

그림 39. 기온 (a) 2016.01.02. 22KST, (b) 2016.01.03. 04KST, (c) 2016.01.03. 08KST

기온 자료를 보면, 보령이 7.1℃, 안면도가 8.8℃ 등 해안지역은 야간에 5~9℃

내외의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반면 내륙지역은 빠르게 하강하였다. 3일 새벽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 복사냉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안지역은 계속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08시경 일출 후에 내륙의 

기온은 점차 상승하나 해안지역은 기온이 점차 하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지풍인 산풍을 타고 산간지역의 냉각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안지역의 기온을 

더 하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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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사고 당시 지상기상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10월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있었고 해안지역으로는 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단열선도를 보면, 3일 오전에 지표부근으로 접지역전이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광천 IC 안개 사례는 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내륙의 복사안개와 연안의 이류안개 혼합된 안개로서 지속시간이 길었고 시정도 

악화되었었다. 시간대별로 안개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야간 복사냉각으로 지면이 냉각되어 산간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복사

안개)가 시작되었고 점차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해안지역은 새벽까지 

기온이 크게 하강하지 않았음에도 안개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9℃ 내외의 높은 

수온을 가진 습한 공기가 해상으로부터 유입되어 해무 형태인 이류안개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이류안개는 해수면 온도보다 기온이 높은 4~10월 사이에 

나타나고, 서해상에서는 남서기류가 강화되는 5~7월에 집중되지만 겨울철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남서류가 유입될 경우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해안과 매우 인접함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고, 그 중에도 광천 IC 부근은 남쪽과 북서쪽으로 

만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안개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0.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모식도 1

이어서, 서풍을 타고 서해상에서 들어온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복사냉각으로 

차가워진 공기 위로 이동하여 대기를 더욱 안정시킴으로 안개는 강화되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다. 한반도일기도를 통해 아침시간대에 충남서해안지역으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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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금북정맥

그림 41.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모식도 2

이렇게 국지고기압이 형성되어 종관풍이

약해지므로 03일 오전에는 해안지역으로 

냉각된 육풍(산풍)이 유입되었다. 광천 IC

지역은 해발고도가 낮아 해수면 고도와 

거의 일치하고, 남동쪽에 해발고도 791m의

오서산, 560m 백월산이 위치해 있고,

가야산, 성거산을 이은 금북정맥에 둘러

싸여 있다. 고기압권에서 종관풍이 약해지면

육풍(산풍)이 불게 되므로 동쪽 산악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고속도로로 들어와 복사

냉각이 가중될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2016년 1월 3일 발생한 안개는 내륙의 복사안개와 해안의 

이류안개가 더해진 가운데 국지풍(산풍)에 의해 냉각된 공기가 유입되어 국지적으

로 짙은 안개가 형성된 사례로 판단된다. 17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8시 22분

경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점차 안개가 소산되는 구간을 지나온 운전자들이 국지

특성에 의해 시정이 급격히 나빠진 지역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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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대설로 인한 기상재해 사례 분석

이인성, 서은진, 김선희, 김보영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Ⅰ. 대설 개요

1.1. 대설 정의 및 발생 메커니즘

대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대설은 해양과 대륙의 온도차가 큰 지역, 바다나 호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 인접해 있어 기단 변질이 잘 일어나는 지역, 산악효과에 의해 습윤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중위도를 통과하는 요란과 관련된 복잡한 

물리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Kocin and Uccellini).

한반도의 강설은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하거나 대륙성 고기압의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 위를 이동하며 생긴 해기차에 의하여 주로 발생

한다. 또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통과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대설의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설 지역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전종갑 등(1994년)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의 강설을 강도 별로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편중된 지역은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릉과 속초 지역, 울릉도 지역, 서해안 지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이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각 권역별로 대설을 유발하는 종관배경과 발생기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1.2. 대설개념모델

최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설경보 및 주의보에 도달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설시스템을 한대제트 축을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6가지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 2012년).

한대제트 축 북쪽에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그림 1).

① 한랭종관 저기압형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생하여 발달하며 중부이북지방을 

통과한다. ② 극 저기압형은 500hPa 절리저기압 내 한랭 핵이 위치한 가장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③ 발해만 저기압형은 한랭한 기단 내에 더 차가운 기류의 유입으로 

발생하나, 저기압 일생 중 초기단계로써 강설과정은 500hPa 이하의 중 하층 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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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대제트 축을 기준으로 6개 대설시스템 구분 

한정된다. ④ 서해안형은 충남지방에 가장 잘 나타나는 유형으로 시베리아고기압의

확장으로 해기차에 의해서 서해안에 내리는 대설형태로써 강설과정은 700hPa

이하의 하층대기로 한정된다.

한대제트 축 남쪽에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그림 1).

⑤ 온난 종관 저기압형은 중국 중․남부에서 발생 후, 발달하면서 남해상을 주로

통과할 때 발생한다. ⑥ 동해안형은 충남지방에는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찬 대륙

고기압이 중국 북동부를 거쳐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동풍류의 유입으로 발생한다.

대설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적설예보 시 고려할 사항은 적은 강수량에도 많은 

적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상 강수량 결정이 중요하며, 대기 전 층에서

영하의 기온이 아닌 경우에는 눈과 비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눈과 비의 구분은

그림 2를 참고하며, 층후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 층후 중에서도 1000-850hPa

층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적설 예보시 중요 

고려사항에는 과냉각 수적층(0~-10℃)의 두께, 0℃ 이상 층의 두께, 강수가 만들어

지는 층 내의 습도, 풍속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표 및 지중 온도, 지표상태 등도

잘 고려해야 한다.

대설개념모델별 위도와 고도에 따른 분포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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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개 대설개념모델별 위도와 고도에 따른 분포도

그림 2. 강수형태의 의사결정(주요층별 절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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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충청남도 대설발생 현황

가. 0.1cm 눈 일수

충청지방의 눈 일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별로 

조사하였다. 그림 4(a)에서 월별 눈 일수는 1월, 12월, 2월, 11월 순이며, 1월은 

서산지방이 186일로 가장 많고, 내륙지방인 천안이 138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월은 서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의 구분이 없이 서산지방이 99일, 대전지방은 101일로

나타났다.

12월은 서산지방이 172일로 가장 많고, 천안과 보령지방은 135일 미만으로 적게 

나타나 서해안과 내륙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눈 일수는 월별에 관계없이 

서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눈이 내린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5.0 cm 눈 일수

대설주의보 기준을 넘는 일수는 그림 4(b)에서 1월은 서산지방에서 20일, 대전 

8일로 나타났다. 2월은 서해안과 내륙지방 구분 없이 5일 미만으로 나타났다.

12월은 보령지방이 가장 많은 29일을 보였으며, 서산과 천안은 24일과 22일, 대전은

11일로 나타났다.

대설 일수는 서산과 보령은 서해안 지방에 해당되나, 천안지방도 대설 일수에서

서해안 지방과 같은 일수를 보였다. 천안을 포함한 서해안지방에서 눈 일수가 

많고 내륙지방인 대전은 서해안지방에 비해 대설 일수가 적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a) (b)

그림 4. (a) 0.1cm 눈 일수, (b) 5.0cm 눈 일수



- 64 -

 표 1.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I. 대설 피해 현황 및 유형

2.1. 대설 발생 및 피해 현황

최근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및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잦은 한파와 기록적인 대설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적설이 녹는 시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서유럽, 미국 록키 산맥 지역에서 앞당겨지고 있다

(Choi. et al, 2010). 또한 사회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새로운 국가 재난 

유형으로 발전하여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

겨울철 주요 재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설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하여 재해관련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방재 정책 전략 수립에 있어 과거 피해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김백조 

등, 2012).

우리나라 대설 피해는 기상특성, 지리적 여건, 기반시설의 특성, 거주인구 사회

경제현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대설에 의한 피해는 주로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등 같은 사유시설물에 재산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권순호 등

(2016) 연구에 분석되어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재해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2006~2015

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호우〉태풍〉대설〉강풍〉풍랑 순으로 대설에 의한 피해가 

3순위를 차지한다(표 1). 그러나 최근 5년간 자료로만 본다면 대설로 인한 피해는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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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05~2014년)간 대설개념모델에 의한 대전·세종·충남지방의 대설 

유형을 분류해보면 서해안형, 한랭종관 저기압형, 발해만 저기압형, 온난 저기압형

등 4가지 기압계 패턴에서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되었고, 특히 12월에 

서해안 형에 의해 가장 많은 강설이 발생하였으며 3월에도 3회의 대설이 발생

하였다(그림 5).

2000년대 들어와 대설로 인한 피해액 상위 3을 살펴보면, 2004년 6천 738억원으로

가장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으로 2005년 5천 499억원, 그리고 2010년 669억원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4년의 경우(3월 4~5일)는 계절학적으로 이른 

봄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이었고, 2010년의 경우(12월 29일~1월 1일)는 중부지방에 

지속적으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집중강설이 내린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만 발생하였다.

2.2. 눈의 무게 

눈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무게가 가중된다. 적설이 50cm이하일 경우에는 적설 

1cm당 단위중량이 1kg/㎡에 불과하지만, 50cm이상이 되면 눈이 다져지는 효과가 

있어 1cm 당 단위면적이 1.5kg/㎡로 그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1㎡에 

30cm의 눈이 내렸을 때는 그 무게는 30kg 정도 되지만 60cm가 쌓이면 두 배가 

아닌 3배인 90kg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눈이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여러

날 자주 내릴 때는, 기온이 낮아도 이미 내린 눈이 녹으면서 그 무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눈높이만 줄게 되므로 그때는 비록 50cm이하라 하더라도 단위면적당 

무게는 더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눈이 지속적으로 내릴 때는 눈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자주 제설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눈의 수분 함유량 정도에 따라 건성 눈과 습성 눈으로 구분한다. 건성 눈과 

습성 눈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눈이 잘 뭉쳐지면 습성 눈, 잘 뭉쳐지지 않으면 

건성 눈으로 간주하면 된다. 습성 눈은 1㎡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 약 300kg의 

무게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0m의 폭, 20m의 길이를 갖는 비닐하우스에 50cm의

눈이 쌓일 경우 대략 적설량(m)×비닐하우스의 넓이(1㎡)×300(kg)으로 계산하면 약 

30톤의 하중을 받게 된다. 이런 하중 때문에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약 27cm가 쌓

이면 붕괴된다고 한다.

2.3. 대설 피해 유형

대설에 의한 피해 유형은 ① 눈이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적설 피해, ② 눈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눈사태 피해, ③ 쌓인 눈이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눈사태 피해, ④ 젖은 눈이 송전선이나 기타 가설물에 부착되어서 발생하는 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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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⑤ 도로 빙판화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⑥ 대설 발생 후 관리 소홀에 의한 

피해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NEMA, 2012)

그림 5. 최근 10년 유형별 대설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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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4일 대설사례 분석

Ⅰ. 사례 개요 

1.1. 개요

만주에 중심을 둔 북쪽기압골과 남해상을 지나는 남쪽기압골 영향으로 2015년 

12월 2일 비가 내렸다. 기압골 후면으로 cP가 확장하면서 2일 밤부터 서해북부 

해상으로 해기차에 의해 12월 3일 부터 시작한 눈은 12월 4일까지 충청남도지역에

10.0cm 안팎의 적설이 관측되었다. 12월 4일 06시 최심 적설은 천안 13.0cm, 예산 

13.0cm, 서산 12.5cm 등 충남 북부지방은 13.0cm 내외를 기록한 반면 충남남부 

서해안지방인 보령에서는 0.5cm를 관측되었다.

특히, 3일 퇴근 시간대에 대설이 집중되어 퇴근길 도로 혼잡이 매우 심했고, 경부

고속도로 등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마비되었다. 지상의 기온에 

따라 눈과 진눈깨비의 구분이 명확하여 내륙지방은 눈으로 내려 적설을 기록한 

반면, 서해안지방은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진눈깨비로 내려 적설이 

매우 적었다.

3일 22시 30분 충청남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수(눈)에코는 시속 50km/h 내외로

동/동북동진하고 있으며 에코 탑은 4km이며 강우강도는 5.0mm/h 였다.

이번 대설은 한반도 상공에 따뜻한 공기가 정체하고, 중국 북부내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공급받아 충남지방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6. 2015.12.04. 06KST 최심적설 분포(좌), 2015.12.03. 22:30KST 레이더영상(중), 단면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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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보 운영상황

대설예비특보를 12월 2일 04시 발표 3일 오후로 충남(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7은 2015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의 

시간대별 적설량과 특보 운영상황이다. 3일 07시 30분에 천안지방은 기온이 0.7℃,

60분 강수는 0.5mm를 기록하고 있었다. 북부지방은 시간 강수량이 0.5mm 정도

였으며, 충남 남부지방은 강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기온이 1.0℃ 이하인 시점에 한기 남하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대설주의보를 07시 30분에 천안, 아산, 당진에 발표하였다.

이후에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 또는 눈이 왔으며, 16시부터 천안과 서산지방에서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쌓이기 시작하여 18시에 충남 북부지방, 22시에 충남 

남부지방에 주의보를 발표하여 점차 시차를 두고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주의보를 확대 발표하였다.

대설주의보 해제는 4일 04시에 충남 북부지방부터 06시에 충남 남부지방까지 

모두 해제하였다. 특보운영은 눈이 쌓이기 시작하기 8시간 전에 발표하여 위험

기상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7. 시간대별(2015.12.3.~04.) 적설량과 특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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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일기도 및 관측자료 분석 개요 

산업 생산성이 커지고 주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눈으로 인한 피해는 교통

두절, 하우스 붕괴 등 국민의 생활과 재산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반면,

스키장 등 레저산업과 겨울가뭄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2월 3~4일 대전을 포함한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10cm가 넘는 대설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림 8은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이 발생하는 과정을 모식도로 표현한 것이

다. 대설의 물리적 과정으로는 첫째, 넓은 지역에서 상승운동이 있어야 하고,

둘째, 대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며, 셋째, 대기 연직 

안정도 등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 북쪽으로부터 한랭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이류하

면서 호수 효과(Lake Effect)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어 층운형 눈구름을 만들고,

이 눈구름이 서해상에 도달하면서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온난 이류와 지면 마찰에

의한 강제 상승효과가 더해져 대류성 눈구름을 더욱 발달시켰으며, 내륙으로 진출

하면서는 산악효과까지 더해져서 대설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서해상에서 발생한 눈구름대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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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기도 및 단열선도 분석

가. 지상일기도

그림 9(a) 12월 3일 09KST 일기도에서 중국 북동지방에서부터 점차 발달한 

저기압이 3일 09KST에 연해주 부근에 위치하여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강한 남

서류가 유입되고 북서류에 의한 강수가 있었다. 3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상해에서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서해

북부해상부터 W~WNW풍이 유입되었다. 난기가 쌓여있는 형태에서 한랭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강설구름으로 발달하여 충남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기 시작했다.

그림 9(b) 12월 3일 21KST 일기도에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은 점차 

중국 중부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해상에 이류된 구름대는 최성기를 보이기 시작

하고 있다. 북쪽 대륙 고기압이 빠르게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기압 경도가 남북으로 

형성·강화되어 W풍에서 NW풍으로 바뀌었다. 12시간 전에 비해서 온도경압 지역이 

한만국경에서 남하하고, 한반도 북서쪽으로부터는 강한 한랭 이류가 유지되면서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한 온도 경도를 일으켜 공기의 강제 상승에 의한 대설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4일에는 서해상부터 난역에 들면서 구름대가 약화되어 4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내린 강수는 그쳤다. 충남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북쪽 한기와 남쪽 난기가 충돌하면서 

강제 상승이 이루어졌고, 풍부한 수증기 공급과 온난 이류에 의해서 강수 효율이 

더욱 증가하여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것이다.

지상일기도는 서고동저 기압패턴으로 기압경도에 의해 한기를 동반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a) (b)

그림 9. 지상일기도 2015.12.03. (a) 09KST, (b) 21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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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0hPa 일기도 

850hPa 일기도의 등온선, 등고도선, 습수의 변화 경향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강설 패턴이나 강설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실제로 겨울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설과 관련된 구름의 생성과 강도를 판단하는데, 850hPa에서 한반도에 

남서기류 유입과 함께 온난 이류에 의한 수증기 공급이 지속되고 북쪽에서 건조한

한기가 강하게 확장하는 패턴에서 구름 속 눈 입자들의 성장이 촉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10(a) 12월 3일 09KST 850hPa 일기도에서 몽골 북쪽에 중심을 둔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남서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해주 부근에 중심을 둔 기압골

세력이 역회전하고 있으며, 일본열도 동쪽으로 능이 형성되어 있다. cP가 확장하면서

한기에 의한 온도경도가 매우 커짐에 따라 불안정이 강화되고, -6℃선이 점차 남하

하여 남부지방에 형성되어 있다. 중국 산동반도에 솔레노이드가 강화되고 온도 경압

지역은 중부지방에서 북한지방까지 형성되어 있다.

그림 10(b) 12월 3일 21KST 850hPa 일기도에서 서해중부해상에서 충남 서해안

지방으로 저습수역이 위치하고 있다. 서해상으로부터 W에서 WNW풍이 30~35kts로

유입되고, 기온은 12시간 전에 비해 대전을 기준으로 -4~-5℃가 떨어져 -9℃선이 

충남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이때 서해중부해상의 해수면온도는 13~14℃로,

850hPa 온도장과의 기온 차이가 22~25℃가 발생하였다.

(a) (b)

그림 10. 850hPa 일기도 2015.12.03. (a) 09KST, (b) 21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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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00hPa 일기도

그림 11(a) 12월 3일 09KST 500hPa 일기도에서 북만주지방에서 서해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층의 기압골은 몽골지역으로 한랭 핵(-38℃)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열도 동쪽

으로 능이 발달하면서 절리저기압은 역회전하여 한기를 계속 남하시켜 한랭 기류 

전면에서 불안정을 더욱 발달시키고 있다. 기압골을 중심으로 강한 양의 와도 구역이

형성되어, 하층부터 대기 중층까지 상승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11(b) 12월 3일 21KST 500hPa 일기도에서 -30℃ 한기가 충남지방에 위치하고

한핵을 동반한 절리저기압은 12시간에 2~3도 정도 북동진하였다. 절리저기압이 

역회전 할 때마다 한기를 남하시키지만, 한기 축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해 불안정이 

점차 해소되는 경향이다.

(a) (b)

그림 11. 500hPa 일기도 2015.12.03. (a) 09KST, (b) 21KST

라. 단열선도

그림 12(a) 12월 3일 09KST 오산 단열선도에서 지상에서 600hPa 고도까지 강한 

역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600hPa 고도까지 상대적으로 한랭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형성된 역전현상으로, 보통 겨울철에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한랭 기류의 유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발달이 제한되어 층운형

구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구름들은 내륙으로 상륙하면서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 대기 최하층에서부터 700hPa 고도까지 거의 포화된 공기가 

존재하며 평균 상대습도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단열선도는 충분한

습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상승 운동만으로도 연직으로 발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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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제공한다. 700hPa 이상으로는 건조역이 유입되고 있으며, 지상에서 상층까지 

W풍이 불고, 850hPa에서는 40kts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림 12(b) 12월 3일 21KST 오산 단열선도에서 풍계가 12시간 전 W풍에서 

600hPa 층까지 NW풍으로 바뀌었고, 850hPa에서는 NW풍이 50kt로 강화되어 불고 

있다. 대기 최하층에서부터 700hPa 고도까지 거의 포화된 공기가 존재하며, 700hPa

이상으로는 건조역이 유입되고 있다. 겨울철 서고동저 기압 패턴에서 서해상에서 

포화된 다습한 공기가 W~NW풍을 타고 유입될 때 지면 마찰력에 의해 생긴 난류

역전층 즉, 혼합층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많은 눈이 오는 패턴이다.

(a) (b)

그림 12. 오산 단열선도 2015.12.03. (a) 09KST, (b) 21KST

2.3. 원격영상분석

가. 위성영상 

그림 13(a) 12월 3일 09KST 위성영상에서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하층운과 약한 대류운이 WNW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태안반도 위쪽에는 

하층운과 상대적으로 발달된 구름대가 산둥반도에서 태안반도까지 길게 발달해 

있고, 서해안에서부터 발달되어 들어온 대류세포가 충남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전형적인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시 형성되는 밭고랑처럼 긴 구름열을 볼 

수 있다.

그림 13(b) 12월 3일 21KST 위성영상에서 구름열은 09KST 구름열보다 밭고랑 

사이가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름이 퍼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름열의 

방향이 09KST에서는 WNW에서 ESE이나 21KST에서는 NW에서 SE으로 조금 

서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요동반도 밑 해상에서부터 발달하여 서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림 13(c) 12월 3일 24KST 수증기에서는 상층 한기가 남하한 가운데 한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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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한 암역, 즉 건조역이 파고들면서 상하층 불안정을 강화해 전방의 구름을 

발달시키고 있으나, 점차 건조역이 남하하면서 충남지역으로 유입되는 대류운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그림 13. 합성영상 2015.12.03. (a) 09KST, (b) 21KST, (c) 수증기 24KST

나. 레이더 분석 

그림 14(a, b) 레이더 합성영상에서 충청남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수(눈)

에코는 시속 60km/h 내외로 남동/동남동진하고 있으며, 에코 탑은 6km이고 

강우강도는 5mm/h 내외였다. 눈이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강도 또한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림에 따라 지역적으로 강설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 (b)

그림 14. 2015.12.03. 17:30KST (a) 합성영상, (b) 연직단면도 천안~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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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령기온과 서해중부해상의 해수면온도와의 상관분석

가. 겨울철 순별 보령기온과 해수면 온도차 분석

그림 15(a) 보령지방 겨울철 순별 기온과 외연도 부이와 가대암 등표 수온을 

비교해보면 외연도 부이와 가대암 등표 수온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12월부터 분석해보면 12월 상순부터 2월 하순까지는 계속해서 수온이 하강

하는 추세로 12월에서 1월까지는 순별로 약 1℃ 정도, 2월 달 수온 변화 경향은 

5℃에서 4℃로 한 달에 약 1℃ 정도 하강하였다.

보령지방의 순별 기온경향은 12월 상순부터 1월 하순까지 하강하고 2월 상순

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한다. 따라서 순별 보령지방과 외연도 부이, 가대암 

등표와의 수온 차이는 12월 상순부터 1월 상순까지 8℃ 이상 난다.

1월 중순부터는 기온차가 점차 8℃ 이하로 줄어들면서 2월 하순에는 2℃ 정도

기온 차가 난다. 따라서 해기차는 12월은 9℃, 1월은 8℃, 2월은 3℃ 정도의 

기온차가 난다.

나. NOAA 해수면 온도 편차

그림 15(b) 12월 3일 NOAA 해수면 온도 편차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태안반도 서쪽으로는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에서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았고 상층에 찬 하강기류로 인하여

대류가 발달하여 대설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15. (a) 보령기온과 외연도 가대암 수온, (b) 2015.12.03. NOAA 해수면 온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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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측자료 분석

3.1. RDAPS 분석

가. 해면기압과 누적 강수량 

그림 16에서 RDAPS의 2015년 12월 2일 21KST 해면기압과 누적 강수량 

예측장을 보면 3일 09KST에서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WNW풍을 타고 

충남 북부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다.

3일 21KST에는 기압계가 남북으로 서면서 풍계는 WNW풍에서 점차 NW풍으로

변하고 백령도에서 경기만까지 형성된 강수역이 점차 충남 앞바다까지 강수를 

모의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와 영서지방의 강수역도 점차 남하하여 호남지방의 

내륙과 경상도 내륙까지 확대 모의하고 있다.

4일 09KST에는 점차 충북 동부와 호남내륙지방에 강수역을 모의하고 있어,

북서쪽부터 강수역이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다.

그림 16. 지역수치예보모델(RDAPS)의 2015.12.02. 21KST 해면기압과 누적 강수량 예측장

나. 1000-850 층후 

그림 17의 1000-850 층후 예상장에서 03일 09KST에는 서해중부해상부터 북한

지방은 눈, 남한지방은 눈 또는 비로 모의하고 있다. 03일 21KST에는 점차 

북서류에 의해 전라북도와 경남북부지방까지 눈으로 모의하고, 북쪽 한기가 남하

하면서 기온선이 점차 하강하여 내륙지방에 온도 경합지역과 온도골이 형성되어 

있다.



- 77 -

그림 17. 지역수치예보모델(RDAPS) 2015.12.02. 21KST 1000-850 층후 예측장 

3.2. 3차원 기상표출자료 분석 

가. 925hPa 바람장과 기온장

그림 18에서 RDAPS의 2015년 12월 2일 21KST 925hPa 바람장과 기온 예측장

에서 3일 09KST에는 WNW풍이 30~35kt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기온은

한만국경에 -10℃선이 위치하고 충남지방은 -3℃선이 위치하고 있다. 3일 21KST에는

WNW풍에서 NW풍이 35kt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기온은 한만국경에 

-10℃선이 남하해 경기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충남지방은 -6℃선이 위치하고 있어 

12시간보다 3℃ 정도 하강하였다.

4일 09KST에는 NW풍이 30kts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나, 산동반도의 30kts

강풍대가 점차 북한 쪽으로 치우쳐 불고 있으며 풍속도 점차 약해지는 경향으로 

모의하고 있다. 기온은 경부북부지방에 -10℃선이 점차 북상하여 북한지방에 위치

하고, 충남지방은 -4℃선이 위치하고 있어 점차 한기 축에서 벗어나는 경향으로 

모의하고 있다.

그림 18. Glview를 이용한 지역수치예보모델(RDAPS) 2015.12.02. 21KST 925hPa 바람과 기온 예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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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0hPa 바람장과 기온장

그림 19에서 RDAPS의 2015년 12월 2일 21KST 850hPa 바람장과 기온 예측장

에서 3일 09KST에는 WNW풍이 30~40kts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강풍축은 백령도에서 경기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기온은 한만국경 남쪽에 

-10℃선이 위치하고, 충남지방은 -7℃선이 위치하고 있다.

3일 21KST에는 WNW풍에서 NW풍이 40kts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기온은 한만국경에 -10℃선이 남하해 충청도지방에 위치하고, 충남지방은 12시간

보다 3℃ 정도 하강하였다.

4일 09KST에는 NW풍이 30kts로 요동반도에서 유입되나, 산동반도의 30kts

강풍대가 점차 북한 쪽으로 치우쳐 불고 있으며 풍속도 점차 약해지는 경향으로 

모의하고 있다. 기온은 충청도지방에 -10℃선이 점차 북상하여 원산도까지 한기 

축에서 벗어나는 경향으로 모의하고 있다.

그림 19. Glview를 이용한 지역수치예보모델(RDAPS) 2015.12.02. 21KST 850hPa 바람과 기온 예측장

다. 상대습도(ICE) 90% 모의장

그림 20에서 RDAPS의 2015년 12월 2일 21KST 상대습도(ICE) 90% 예측장의 

3일 09KST에는 북서쪽에서부터 습도 90% 이상 지역이 북한에서부터 충청도 북부

지방까지 모의되고 있다. 기온이 낮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하층까지 발달하여 있다.

3일 21KST를 보면 서해안지방에서 상대습도 90% 이상 지역의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모의하는 반면, 내륙지방에서는 3일 09KST와 같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 서해안지역에서는 지상까지 습도 90% 이상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즉, 한기에 의한 불안정이 하층에서 점차 발달하여 내륙지방으로 북서류를 

타고 확대되는 것을 잘 모의하고 있다.

4일 09KST에는 서해상에서 상대습도 90% 고도 층이 점차 낮아지고, 특히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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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하층에 모의 되었던 상대습도 90% 지역도 소산되었다. 상대습도 90%

지역은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영서지방에서 호남지방까지 모의되었다.

그림 20. Glview를 이용한 지역수치예보모델(RDAPS) 2015.12.02. 12KST 상대습도(ICE) 90% 모의장

라. 연직단면도와 대기선도

그림 21에서 RDAPS의 2015년 12월 2일 21KST 예측장을 이용하여 천안을 중심

으로 동서로 자른 상대습도(ICE) 90% 이상 연직단면도를 분석하였다. 천안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습도(ICE) 90% 이상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서해안지역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850hPa 기온장에서 -10℃ 기온 선이 충남 북부지방(천안)까지 

내려온 반면, 천안지방을 정점으로 인천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850hPa -10℃ 기온 

선을 따라 상대습도(ICE) 90%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대기선도에서 천안과 보령을

비교하면 천안은 700gpm까지 포화되어 있는 반면, 서해상에 위치한 보령은 포화가 

약하게 모의되었고, 두 지역 모두 700gpm이상에서 건조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모의

하고 있다.

그림 21. Gloview를 이용한 2015.12.02. 21KST 연직단면(천안 중심), 850장 기온과 바람,

대기선도 예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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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수형태 분석

가. 지상 기온과 상대습도에 의한 눈 또는 비 판별

겨울철 강수현상 시 노면상태를 결정하는 눈 또는 비의 판단은 1000∼850hPa

층후, 대기의 하층온도와 지상 기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적설량에

따라서 교통사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해예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눈 또는 

비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22(a)에서 지상 기온과 상대습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상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을수록 비로 올 가능성이 높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눈이 쌓여 

적설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 ECMWF 12월 1일 21KST 생산 자료에서 3일 00KST

에서는 눈으로 시작되었으나, 03KST에서 09KST에서는 지상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눈 또는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2(b)의 습구온도와 강설확률과의 관계에서 습구온도가 1℃이면, 강설

확률이 60% 이상이 됨을 알 수 있고, 습구온도가 0.5℃이면 강설확률은 급격하게 

올라 눈이 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a) (b)

그림 22. 2015.12.01. 21KST (a) 지상기온과 습도, (b) 습구온도와 강수확률

나. 시간대별 적설량과 지상 기온 

그림 23(a)에서 보령지방의 적설량은 0.5cm를 기록한 반면, 서산의 적설량은 

19시 이후부터 점차 적설량이 증가하여 12.5cm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같은 서해안

지방이지만, 위도에 따라 적설량의 차이를 보인 보령과 서산의 적설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서산지방은 지상기온이 1℃ 미만에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한 반면, 보령지방은 1℃

이상을 유지하여 적설이 없다가 4일 02KST 이후에 1℃미만에서 0.5cm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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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b)에서는 천안지방의 적설과 지상 기온의 상관관계에서 지상기온이 1℃

미만에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여 지상 기온이 0.5℃ 부근에서 가장 많은 적설의

증가량을 17KST에서 19KST 사이에서 보였다.

(a) (b)

그림 23. 2015.12.01. 시간대별 (a) 적설 변화량, (b) 지상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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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상층한기 유입이 대체로 강할수록 대설 가능성이 높으나, 850hPa의 40kts의 

바람과 한기의 남하로 -10℃ 선이 충청지방에 위치하였다. 850hPa의 기온과 

해수면과의 차이가 20℃ 이상이고, 한기가 서해를 통과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현열과 잠열을 공급받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으며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

받았다. 더불어, 충청도 지역 상공을 통과하면서 지형에 의한 강제 상승에 의해 

대류 가능성도 높여 대설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눈 또는 비 판별에 지상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 현상을 나타내며, 지상 기온이 

1℃ 이하일 때 눈으로 내릴 수 있다. 습구온도가 1℃일 때, 강설확률이 60% 이상

으로 예상되며, 습구온도가 0.5℃일 때, 강설확률은 급격하게 올라 90% 이상이 

예상된다.

본 사례는 겨울철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할 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의 차이에 의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 발달한 눈구름대가 충남 서해안에 유입되면서 특히, 12월에 서해안지방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전형적인 대설 유형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상의 

기온에 따라 같은 서해안 지방이더라도 지상 기온이 1℃이하로 낮았던 서산이 

지상기온 1℃ 이상이었던 보령보다 확연히 적설이 많았다. 따라서 지상 기온도 

대설 판단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설 예보시 중요한 기상 인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림 24. 지상 기온에 따른 적설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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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5일 대설 사례

Ⅰ. 사례 개요

1.1. 개요

충남 지역의 대설은 대부분 12월에 발생하며,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호수효과(Lake effect)로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와의 차이, 즉 해기차가 큼에 따라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서해안에 유입되면서 대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본 사례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3월에 내린 강설로 대전에서는

계절학적으로 봄에 내린 이례적인 대설이라 볼 수 있다.

이 폭설이 특이한 점은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며 급격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지방의 폭설(2004년 3월 4일)은 저기압 전면의 난역에서 형성된 온난다습한 대기

하층의 지속적인 수렴 및 대기불안정으로 급격히 발달한 소규모 요란에 의해 

촉발된 폭설로 분석되며, 특히 뇌전현상을 동반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충청지방의 폭설(2004년 3월 5일)은 발달한 저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저기압의 

이동경로를 따라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 경기 지방의 폭설과 

충청지방의 폭설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겨울철 강설 영향예보에 활용하고자 

한다.

1.2. 재해 발생 현황

2004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충청도는 5일 대전 49.0cm, 부여 29.8cm, 천안 

13.0cm, 보은 39.9cm 등 기록적인 대설을 보인 사례로 대전지방기상청이 관측을 

수행한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사례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마비돼 최고 37시간 동안 고속도로 안에서 발이 묶였고, 도시 

기능이 회복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다. 눈에 의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지만, 일단 재산피해와 교통 혼잡, 제설에만 한정해 보면 눈이 1mm 더 쌓일 

때마다 재산피해는 1억 900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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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적설의 경제적 피해 규모(단위: 억 원) 

※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10년간 평균 적설 적용 

1.3. 시군별 대설 피해 현황

2004년 3월 5일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은 표 3과 같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으나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약 1만 3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약 4,180억 원(국민안전처 추산)으로 집계되었다.

이재민(명) 피해액(천 원)

대전

동구 33 2,315,444

서구 51 13,116,425

유성구 222 14,374,144

대덕구 63 35,742,606

세종 연기군 538 31,134,190

충남

천안시 138 4,640,692

공주시 2,855 67,106,832

보령시 12 2,979,170

아산시 27 3,624,771

논산시 5,453 98,701,247

계룡시 100 4,257,811

금산군 671 2,868,271

부여군 3,094 84,109,025

서천군 4 2,488,688

청양군 199 24,639,281

홍성군 15 8,952,191

예산군 82 9,110,590

태안군 3 7,851,349

합계 13,560 418,012,727

표 3.  2004.03.05. 대전·세종·충남 대설 피해현황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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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기상 현황

가. 대설 현황 

2004년 3월 4일 서울에 18.5cm, 3월 5일 대전에는 49cm로 3월의 강설로서는 

기록적인 대설이 있었고, 이 중부지방 대설은 2개의 다른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3월 4일 서울 경기지방의 대설은 저기압 전면에서 하층 수렴 및 대기

불안정으로 급격히 발달한 소규모 요란에 의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설이었고,

5일 충청지방의 대설은 중국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발달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린 강설로 분석된다(기상기술, 2004.9).

충남 북부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점차 남쪽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림 25), 최대 적설 시점은 서산은 5일 13시, 보령과 부여는 14시, 대전과 천안은

16시, 금산은 17시였다(그림 26). 3월 4일 충남지역은 천안 지역만 0.2cm의 적설을 

보였고, 3월 5일은 대전이 기상 관측이래 역대 최고인 49cm, 천안 13.0cm, 보령 

10.2cm, 서산 4.5cm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적설을 보였으며 충남남동내륙을 중심

으로 많은 적설이 있었다(표 4). 적설이 관측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 최심 신적설

극값을 나타내었다.

(a) 신적설분포도(2004. 3. 4.) (b) 신적설분포도(2004. 3. 5.)

그림 25. 전국 강설량 분포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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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충청도 지역 시간별 신적설 변화량 2004.03.05. 

지점 01시02시03시04시05시06시07시08시09시10시11시12시13시14시15시16시17시18시19시20시21시22시23시24시

서산 　 　 　 　 　 0.5 2.5 3.0 2.9 2.8 3.0 3.7 4.5 4.0 4.0 4.0 3.8 3.4 　 　 3.0 　 　 2.8 

대전 　 　 0.8 2.6 5.1 8.2 8.9 9.5 19.0 24.0 31.5 34.5 38.5 46.5 48.0 49.0 48.0 47.0 　 　 43.5 　 　 42.0 

천안 　 　 　 　 0.1 0.1 0.1 5.2 8.8 10.2 10.6 10.7 10.5 12.0 12.5 13.0 12.3 12.0 　 　 　 　 　 　

보령 　 　 　 　 　 　 　 0.7 0.5 　 0.0 5.2 9.4 10.2 8.9 7.8 7.0 6.8 　 　 　 　 　 　

부여 　 　 　 1.0 2.0 2.5 2.0 5.0 9.0 12.5 15.0 19.5 24.5 29.5 29.5 26.5 25.0 24.0 　 　 　 　 　 　

금산 　 　 　 　 　 　 　 　 　 　 　 　 　 0.5 2.8 4.8 5.3 5.0 　 　 　 　 　 　

표 4. 충남지방 2004.03.05. 신적설 집계표                              (단위 : cm)

나. 대설 특보 발표 현황 

2004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지방 폭설에 대한 대설 특보 발표 현황은 표 5와

같다.

일 시 특보명 발표지역 비 고

2004. 3 .4. 17시 대설주의보 예비특보 충청남북도 3월 5일 새벽

2004. 3. 5. 04시 대설주의보 발표 충청남북도 총 예상적설 5∼15㎝

2004. 3. 5. 09시 대설경보 대치발표 충청남북도
(충남서해안제외) 총 예상적설 5∼30㎝

2004. 3. 5. 17시 대설경보 및 대설주의보 해제 충청남북도 전지역

표 5. 충청지방 폭설기간 내 대설특보 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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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기도 분석

3월 4일 09KST 지상일기도를 보여주는 그림 27을 보면, 발해만 서쪽에 위치한 

1013hPa의 저기압이 남동진하며 점차 발달하고, 이 저기압의 북서쪽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에는 온난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4일 21KST 지상일기도에서는

바이칼호 서쪽과 몽골에 중심을 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만주지방까지 남동진하고 

있으며, 이 고압대와 남해상에 중심을 둔 고압대 사이에 기압골이 화중내륙에서 

우리나라 중북부지방을 지나 연해주 방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기압의 중심은 

화중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 놓여 있어 종관적으로는 강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기압계 형태를 

보였다. 반면, 5일 09KST에는 바이칼호 남쪽에 중심을 둔 찬 대륙 고압대가 만주와

화북지방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동진하고 있고 화남지방에는 1022hPa의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서해남부 해상에 중심을 둔 중심기압 

1011hPa의 저기압이 전선을 형성하여 점차 상층 강풍대를 따라 서서히 동진하고 

있다. 이 저기압은 상층 한기의 남하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에 의해 불안정이

가속되면서 서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였다. 당시 제트류의 중심대는 남하하면서 

남해상에 위치하였다. 5일 21KST에는 몽고내륙에 중심을 둔 찬 대륙 고압대가 

만주와 화북지방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동진하고 있고 동해남부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은 동북동진하고 있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27. 지상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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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일기도에서 저기압이 서해상으로 진입하기 전 기압골 전면의 수렴대에 의해

서울․경기 지방에 1차 대설을 보였고, 2차적으로 서해상으로 진입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충청도 지방에 영향을 주었다.

3월 4일 09KST 850hPa 일기도를 보여주는 그림 28을 보면, 만주지역에 한랭핵이

위치하고 한반도 지역에 온도곡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형성되어 서해상에는 

북서풍이 나타났으나, 3월 5일 09KST에는 온도곡이 완화되면서 남북방향의 온도

경도가 강화되고 서해상에는 지속적인 남서풍이 나타나면서 850hPa에서 난기는 

중부지방 이남에 강하게 유입되었다. 충남지역의 강설 시작시점인 5일 오전 07시

부터 09시 사이인 점으로 볼 때, 850hPa 일기도에서 5일 09KST의 한랭이류가 

전 시간대에 비해 등압선과 등온선이 직교에 가까워지면서 최성기에 돌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5일 21KST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850hPa 온도 조밀구역이 서해중부해상에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

다가 점차 남하하고 있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28. 850hPa 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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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9KST 500hPa 일기도를 보여주는 그림 29에서 -42℃ 한핵이 만주지방에 

자리하고 있고, -35℃ 등온선은 중부지방까지 형성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남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해주에 중심을 둔 상층기압골의 영향에서 큰 장파골의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약한 기압능에 들어 있으며 등온선, 등고선, 바람 

또한 동서로 나란하여 상층은 남북 간의 변화가 비교적 약한 순압대기 형태를 

갖추고 있다.

5일 09KST 500hPa 일기도를 보면 4일보다 기압골의 축이 중국내륙에서 서해상에 

형성되면서 골이 강화되고 있고 약한 남서류가 유입되었으며, 우리나라 남동부는 

약한 기압능의 영향과 서해상으로는 약한 온도능의 영향을 받았다. 5일 21KST

500hPa 일기도에서는 기압골의 축이 12시간 전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남서류가 

유입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4일의 경우는 주로 충남지역에 북서류가 유입

됨에 반해 충남지역에 대설이 있었던 5일의 경우는 남서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29. 500hPa 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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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갑 등(1994)은 500hPa에 위치한 한랭저기압이 점차 남동진하고, 850hPa에서 

한대기단의 확장에 의한 한기이류가 뚜렷할 때 서해안 및 내륙에 강설 현상이 

나타남을 보인 바 있는 데, 서울 경기 지방의 강설은 한기가 유입된 상태(850hPa

-9℃선이 남부지방에 위치)에서 주로 하층의 역할(난기 이류성 상승류)에 의해 

발생한 강설시스템이나, 충청지방 강설은 지상저기압이 상층 한기의 지원을 받아 

서해상을 통과하며 발달하면서 온난 전선 상에서 전선성 상승류에 의한 강설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4일 09KST 300hPa의 한대제트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중국 연안으로 

제트곡이 발달하였고, 5일 09KST에는 한대제트 축이 남해안까지 남하하면서 우리

나라 중부지방에 Jet Core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30). 500hPa 일기도와 마찬가지로

4일보다는 5일 상층 제트곡이 서해상에서 강화되면서 곡의 오른 쪽에 지상 

저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0. 300hPa 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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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성 및 레이더 영상 분석

대설 발생 및 발달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에 대설

시작 전인 3월 4일 09KST부터 우리 충남지역 대설 발달부터 쇠퇴되는 5일 15KST

까지 GOES-9 적외채널 자료와 레이더 영상자료를 그림 31에 나타내었고, 눈구름의

발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GOES-9 수증기채널 자료와 적외강조영

상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중부지방 대설과 관련된 서해상의 눈구름이 형성되기 

전인 4일 09KST 적외영상을 보면, 남해상과 동해상에 형성된 적운열을 통해 대륙

고기압 확장에 따른 한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맑은 구역에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발해만 부근에 구름대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이 구름대는 중층운으로 보여진다. 이 구름대는 850hPa

일기도(그림 28)에서 나타난 것처럼 발해만에 형성된 기온경도 조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서해상의 구름대는 4일 15KST에 더욱 폭넓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고, 접근함에 따라 더욱 발달하여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문산 지역으로 적설이 관측되었다.

서해상에 남북으로 형성된 하층운은 약 1도 정도 동진하였으며 발해만에서 

경기만으로 연결된 구름대와 교차하는 지역을 따라 강한 적운형 구름대를 형성하고

있다. 4일 18KST에는 이 구름대가 더욱 동진한 후 발달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강한 적설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경기만으로 형성된 

구름대가 전 시간들에 비교하여 동서로 나란히 형성되어 있으며 서해상에서 동진한

남북으로 형성된 하층운은 서해안으로 더욱 접근하여 충남 서해안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 전역에 강한 구름대가 덮여 있다. 전선을 동반한 구름대는 40kts 속도로 

동북동진하여 충청지방으로 유입되면서 충청내륙 산악을 중심으로 뇌우를 동반한 

폭설현상이 나타났다.

5일 00:25KST에는 선형 구름대가 동서로 위치하면서 충남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03:25KST에는 서해상에 강한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음을 그림 32의 강조

영상에서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뜻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서해상의 

눈구름대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발달하여 충남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기압이

빠져나가기 전인 15KST까지 내륙지방으로 계속해서 강설을 보이고 있다.

레이더 영상에서 강한 에코는 해상에서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시간당 5mm의 강수

강도로 발달하였으며, 25kts 속도로 동북동진하여 15시 이후 충청내륙지방을 빠져 

나갔다. 3월 5일 00:25KST부터 충남북부지역에 동서방향의 에코 띠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남하하고 있었고, 03:25KST 이후에는 충남남부지방까지 선형에코가 남하

하면서 충남지방에 강설이 있었으며 에코탑은 4~6km정도였다. 남하하던 동서방향 

에코 띠가 곡률을 띠며 남북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3월 5일 06KST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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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에코탑 또한 4~6km를 나타내었다. 서울 경기지역의 강설과 충청지역의 

강설이 시스템적으로 다른 형태의 강설이었으나, 에코탑은 4~6km로 비슷한 높이를

보였다.

보통 레이더 영상에서는 강설이 있을 경우, 강수처럼 에코가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약한 강설일 경우에는 레이더 상에서 잘 잡히지 않아 레이더 영상

만으로 강설의 이동방향 및 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에는 레이더 영상에서 강설의 이동 방향은 잘 나타내고 있으나, 강도는 다소 

지역별로 과대 또는 과소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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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4. 09KST 2004. 3. 4. 15KST

2004. 3. 4. 18KST 2004. 3. 4. 21KST

2004. 3. 5. 00:25KST 2004. 3. 5. 03:25KST

2004. 3. 5. 06KST 2004. 3. 5. 09KST

2004. 3. 5. 12KST 2004. 3. 5. 15KST

그림 31. 위성영상(GOES-9 적외영상)과 레이더 영상(PPI0)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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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4. 09KST 2004. 3. 4. 15KST

2004. 3. 4. 18KST 2004. 3. 4. 21KST

2004. 3. 5. 00:25KST 2004. 3. 5. 03:25KST

2004. 3. 5. 06KST 2004. 3. 5. 09KST

2004. 3. 5. 12KST 2004. 3. 5. 15KST

그림 32. 위성영상(GOES-9 수증기 영상 및 적외강조영상)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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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조일기도 분석 

850hPa 수분 속을 살펴보면, 4일 21KST 일기도에서는 서풍이 서해상에서 중부

지방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으나, 5일 09KST에는 풍계가 

남서류로 바뀌면서 충남지방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5일 21KST에는 풍계가 

북서계열로 바뀌면서 수분 속이 약해지고 있다(그림 33).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3. 850hPa 수분 속 분석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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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hPa 유선과 하층제트를 살펴보면, 4일 09KST에는 북서기류가, 21KST에는 

서풍기류가 불면서 하층제트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분속의 유입이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강화되고 있다. 5일 09KST에는 남서기류로 

변화되면서 충청지방으로 수렴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하층제트는 약화되어 있다.

하층제트는 북서기류에서 서풍 또는 남서기류로 형성되면서 서해중부해상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강한 남서기류에 의해 남서해상으로 온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4).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4. 850hPa 유선 분석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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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hPa 유선과 하층제트와 연관하여 850hPa 수렴도를 살펴보면, 폭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강한 수렴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5). 서울

경기 지역에 강한 강설이 있었던 4일 21KST 850hPa 수렴도를 보면 중부지방부터 

충청지역까지 강한 수렴을 형성하고 있고, 5일 09KST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수렴도는

약화된 데 반해 충청을 비롯한 남부지방으로 수렴도가 강하게 형성되다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5. 850hPa 수렴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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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hPa 상승속도를 살펴보면 4일 21KST에 서울 경기 지역에 하층의 수증기와 

강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상승류까지 존재해 대류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강설이 있었다. 5일 09KST에는 충청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하층의 수증기와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5일 09KST에 서울 경기 지역보다 상승류가 강해졌으나,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5일 21KST에 충청지방에 상승류가 더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청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강설이 내렸다(그림 36).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6. 700hPa 수렴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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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강설 예보시 눈 비 구분을 위해 1000-850hPa 층후도를 많이 이용하나,

본 연구기간 분석일기도에는 1000-700hPa 층후도만 있어 이 자료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그림 37). 2760 등층후선이 4일 09KST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남하하여 

있으나, 4일 21KST에는 서해중부해상까지 북상하고 있고 5일 09KST에는 경기 

남부지방부터 강원도 지방까지 동서로 완만한 형태를 보였으며 21KST에는 오히려

고도선이 전라남도까지 남하하였다.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7. 1000-700hPa 층후와 700hPa T-Td 분석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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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hPa 온도선에서 -3℃ 선을 기준으로 시간별 변화를 살펴보면, 4일 09KST에는

-3℃선이 제주도 이남 지방에 위치하고 충남지방에는 -9℃선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4일 21KST에는 서해중부해상에서 충남지방까지 -3℃선이 북상하였고, 5일 21KST

에는 다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의 강설의 경우,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층한기가 남하한 가운데 수증기를 머금은 난기가 강하게 

유입되어 상 하층간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이른 봄이지만 폭설이 내린 사례가 

되겠다. 눈 비 구분을 할 때, 925hPa의 온도가 영상 1℃이면 비, -5℃이면 진눈깨비,

-7℃ 이하이면 눈으로 통계적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본 분석일기도에서는 충남 폭

설 시에는 영하 3~4℃ 선이 지나감에도 폭설이 내렸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850hPa 온도선과 마찬가지로 온도 조밀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림 38).

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21KST

그림 38. 925hPa 온도 분석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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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4. 09KST 2004. 3. 4. 21KST

2004. 3. 5. 09KST 2004. 3. 5. 12KST

2004. 3. 5. 15KST 2004. 3. 5. 18KST

그림 39. 지상 바람벡터 분석일기도 2004.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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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바람장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지역에 폭설이 내린 4일의 경우 21KST에 

서울 경기지역으로 강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풍속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충남지역에 폭설이 내린 5일 09KST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의 남서류가 

약해진 데 반해 충청내륙에 오히려 남서류가 강해지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수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렴은 5일 15KST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8KST에는 북풍계열로 바뀌면서 강설도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렴대의 변화 위치는 강설의 이동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적으로 강설의 강도와 이동경로를 판단 할 때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예측 정확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39).

2.5. 3월 평년값과 2004년 3월 1~5일간 기온 및 지위고도와의 차이 분석

NOAA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사례기간동안의 공간기상분포와 3월 기상평년값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그림 40).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부근 

3월 500hPa 온도 평년값은 사례기간동안의 500hPa 온도 평년값보다 6℃이상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500hPa 지위고도 또한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사례기간이 평년보다 상층의 한기가 많이 남하하였음을 보여주며, 이것이 하층의 

난기와 만났을 때 불안정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수면온도는 사례기간과 평년값과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상층의 한기 남하가

폭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해중부해상의 3월 평균 해수면온도가 

4~6℃ 분포를 나타내므로 사례일의 상층 500hPa의 온도(-35℃)와의 차이는 40℃

이상이 되어 악기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여기에 수증기를 다량 포함한 

하층의 난기 유입은 상 하층간의 온도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 불안정이 강화되므

로 폭설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겨울철 대설 예보시 500hPa의 월평균 지위고도나 월평균 기온장과

단기 기간 동안의 500hPa의 평균 지위고도나 평균 기온 값과의 편차 분석을 통해 

상층 한기가 다소 많이 남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예보장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대설 예보에 활용한다면 대설 예보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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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00hPa 온도 평년값 - 2004년 3월 1~5일 500hPa 

온도평균값

3월 500hPa 지위고도 평년값 - 2004년 3월 1~5일 500hPa 지위고도 

평균값

3월 평균 해수면온도 - 2004년 3월 4~5일 해수면온도 

평균값 
2004년 3월 4~5일 평균 해수면온도

그림 40. 3월 평균장과 사례기간과의 공간분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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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념적 모델과 사례발생 원인

서울 경기 지방의 강설과 충청지방의 강설시스템을 그림 41과 같이 간략히 

모식화해 보면, 서울 경기 지방의 폭설은 북서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저기압에 동반하여 형성․발달한 눈 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고, 한반도 부근 5km 상공에 -35℃의 찬 공기와 영상인 지상

기온과의 온도 차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대설이었다.

이에 반해, 충청지역의 폭설현상은 세력이 비슷한 두 고기압(대륙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강한 한기와 난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치하였고, 서해상의 한랭전선 전면에서 강한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력하게 발달한 기압골이 충청지방을 통과하면서 

강한 대설을 기록하였다.

그림 41. 강설원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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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보고서는 2004년 3월 4일 발생한 서울 경기 지방의 강설과 5일 발생한 충청

지방의 강설을 일기도와 원격탐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강설시스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대설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면, 주기적

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에 의한 서해안 지방의 지형성 강설, 그리고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되는 동해안의 지형성 강설, 그리고 주로 저기압 

통과에 의한 전국적인 강설로 분류된다.

서울 경기 지방의 강설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서해중부해상에서 형성된 저기압성 소용돌이의 강화로 인해 

서울 경기 지방으로 남서류의 유입과 전면 난역에 형성된 온난다습한 대기하층의 

지속적인 수렴 및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규모 요란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또한 

하층에서의 지속적인 수증기 지원과 850hPa 고도까지의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 

상 하층간의 큰 온도차로 인해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강한 뇌우를 동반한 많은 

강설이 나타났다.

충청지방의 강설은 저기압의 중심이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후, 점차 상층 

강풍대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남부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발달하였다. 이러한 저기압 시스템의 이동에 따라 충청지방에는 

남서류의 유입이 강화되었고,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동안 상층에서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대류권으로의 유입과 하층에서의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강설 현상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수분 속과 난기이류의 형성 및 발달, 바람벡터와 수렴대 등에 

의해 강설시스템의 강도가 결정되므로 이에 관한 예보장 분석을 통해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하층자료의 분석을 통한 저기압성 소용돌이와 

수렴대의 위치 및 이류와 상승류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강설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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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강풍으로 인한 기상재해 사례 분석 

홍순희, 김기운, 권진호, 박종숙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Ⅰ. 강풍 개요

1.1. 강풍특성

일반적으로 강풍은 평균풍속 14㎧ 이상의 바람이 부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기상청에서는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를 발령한다.

지난 10 년간(2006년 ~ 2015년) 대전·세종·충남 지역별 강풍 발생일수는 서산 27일,

보령 11일, 천안 3일, 대전 2일, 부여 1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충청남도 지역별 강풍 발생일수

충청남도의 풍향은 대체로 겨울철 북서풍, 여름철 남서풍이 우세하지만 지형적 

영향에 의해 전향된 풍향이 우세한 지역도 있다. 그림 2의 바람장미 자료를 살펴

보면, 겨울철 대전지역은 북서풍이 뚜렷하게 우세하고, 서산지역은 북서-북동풍이 

탁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산지역의 북서쪽에 산지가 있고, 북쪽 및 북동쪽은

개방되어 있어서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전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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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4년 2013년

겨

울

서

산

대

전

그림 2. 2013년~2015년 서산·대전 겨울철 바람장미(풍속계급별 관측횟수, Calm≥0.5㎧)  

충청남도 관서를 기준으로 연평균 풍속분포를 살펴보면, 지형에 의한 마찰력을 

적게 받는 서해안 주변 지역인 서산 2.4㎧, 보령 1.9㎧로 강풍역을 형성하고

있고, 대전 1.9㎧, 천안 1.6㎧, 부여 1.2㎧, 금산 1.1㎧로 내륙으로 갈수록 점차 

약해진다. 또한 그림 3을 살펴보면, 풍속의 계절적 분포는 봄철이 가장 세고 

여름철이 약한데 해안과 인접한 지역(서산)은 해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도 비교적

풍속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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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4년

서

산

봄

여

름

대

전

봄

여

름

그림 3. 2014년~2015년 서산·대전 봄·여름 바람장미(풍속계급별 관측횟수, Cal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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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풍으로 인한 재해 분석

지난 10년간 (2006년~2015년) 강풍에 의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재해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전국 총 23건 중에서 9건이 발생하였다.

연도 발생 일자 지역(대전·세종·충남)

2015년 12. 2.~12. 5. 충청남도

2013년  4.9.~4.10.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4.2.~4.4.

충청남도
11.11.~11.12.

2010년 12.10. 충청남도

2009년 10.16.~10.18. 충청남도

2007년 7.1.~7.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2006년
4.17.~4.21. 대전광역시·충청남도

11. 4.~11.9. 충청남도

표 1. 대전·세종·충청남도 강풍에 의한 재해발생 현황 (2006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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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2일 서산지역 돌풍 사례

Ⅰ.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2011년 7월 12일 (구)서산기상대(서산시 수석동)에서 2km 떨어진 동암초등학교 

부근에서 돌풍이 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학교 급식실 지붕·가옥·비닐하우스가 

반파되고 창고가 전파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언론 보도자료(연합뉴스)] - 강풍에 서산 동암초교 지붕날아가...

충남 서산지역에 지난 10일 이후 최고 2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한 

초등학교 건물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서산교육지원

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산시 음암면 동암초등학교 1층 건물 지붕 일부가 집

중호우와 함께 이 일대에 몰아친 돌풍에 날아가고 급식실 천장일부가 내려 않

았다. 이에 따라 이날 낮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고 시

간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2. 서산지역 지형 및 바람특성

서산지역은 해안과 인접한 구릉지대로 동쪽으로 가야산(678m), 북쪽으로는 망일산

(303m)과 남쪽의 도비산(351m)이 있다. 동고서저형의 지형지세로 남 - 남서 방향이 

열린 지형이며, 해발 100m 이하의 평야와 구릉지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서산지역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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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은 대체로 여름철에는 남서풍,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다. 또한,

풍속의 계절적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봄철이 가장 세고, 여름철이 약하다. 그러나

서산의 2011년 평균 최대풍속 값을 살펴보면, 3월은 7.5㎧, 6월은 6.7㎧로 해안과

인접해 해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도 비교적 높은 풍속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기상실황 및 원인분석 

2011년 7월 12일 새벽 서산지역에 강한 소낙성 강수를 동반한 돌풍이 불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원효봉(예산) 17.3㎧, 대산 12.0㎧, 근흥(태안) 11.6㎧를 기록하

였다. 최대풍속은 원효봉 12.9㎧, 근흥 10.3㎧, 대산 9. 3㎧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서산의 2011년 7월 월평균 최대순간풍속 9.4㎧, 최대풍속 6.3㎧와 비교해보면, 평균

값에 비해 훨씬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림 5. 2011.07.12. 05:30KST (좌) 레이더 영상, (중)낙뢰영상, (우) 12일 누적강수분포

2011년 7월 12일 누적강수량은 서산 150.5mm, 태안 138.5mm, 홍성 106.5mm,

근흥 98.5mm 를 기록하였다. 서산지역의 강수가 집중 되었던 시간은 04KST~06KST

이다.

충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1 시간 최다강수는 서산 51.0mm, 태안 50.0mm 등

으로 서산지역에 강수가 집중되었던 04KST~06KST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 113 -

그림 6. 2011.07.12. 06KST (좌)지상일기도, (우)위성영상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고, 전선면 부근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 수렴, 하층 발산의 상·하층 커플링(coupling) 이 되면서 강수가 충남북부서해안

부근으로 집중되었다.

Ⅱ. 기상개황

2.1. 일기도 분석

가. 지상일기도

2011년 7월 11일 중심기압이 1021hPa의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쪽해상에 

중심을 두고 있고, 한반도지역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다 점차 북상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은 키가 큰 고기압으로 그 중심에는 강한 하강기류가 존재

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하강기류를 보상하기 위한 상승기류가 형성된다. 이 상승기류는

주변에 충분한 수증기와 중규모 불안정이 형성되면 강한 대류활동을 유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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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7.11. 03KST (b) 07.11. 06KST

(c) 07.12. 09KST (d) 07.12. 12KST

그림 7. 지상일기도 2011.07.11.~07.12. 

나. 925hPa, 850hPa 일기도

925hPa 일기도는 하층에서의 지속적인 수증기 및 열에너지 공급과 대류잠재 

불안정 구역의 판단에 주로 활용된다. 그림 8(a)의 7월 11일 21KST 925hPa 일기도

에서 한반도는 일본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몽골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주변부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서한만 부근에 한기 핵이 위치하고 

있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 남풍계열의 바람이 약 2kts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남풍을 따라 남쪽의 수증기와 에너지가 한반도 서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b)의 850hPa 일기도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부

지방까지 확장한 가운데 서한만 부근에 한기 핵이 위치하고 전선면 부근에 하층

제트의 기준인 25kts 정도의 남서풍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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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1.07.11. 21KST (a) 925hPa 일기도, (b) 850hPa 일기도 

다. 500hPa, 200hPa 일기도

그림 9(a)의 500hPa 일기도에서는 산둥반도 동쪽으로 상층 골이 위치하고 있고,

5880gpm 선이 한반도 남쪽해안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림 9(b)의 200hPa 일기도에서

제트는 서한만~연해주~쿠릴열도로 고기압성 곡률을 그리며 흐르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산장이 형성되어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림 9. 2011.07.11. 21KST (a) 500hPa 일기도, (b) 200hPa 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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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선도

오산에서 관측된 단열선도를 보면 하층에는 약한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상층으로 갈수록 남서에서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순전(Veering)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계는 전선면을 유발하고 전선면 부근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상층 전선면을 따라 비구름대가 형성된다. 또한, 호도그래프를 보면 

강수대가 북동진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오산 단열선도 2011.07.12. 03KST

2.2. 실황분석

가. AWS 시계열 자료

7월 12일 04에서 07KST 사이의 최대순간풍속은 서산 9.1㎧, 태안 6.2㎧, 당진 

4.2㎧, 홍성 3.7㎧로 관측되었다(그림 11). 서산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 05:45KST 까지

기압이 하강한 후 다시 급상승 하는 것과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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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산 AWS 시계열 2011.07.11. 21KST~07.12. 09KST 

그림 12(a)의 AWS 10분 평균풍속의 변화를 살펴보면, 05:40KST에 11.4㎧로 원

효봉 주변의 풍속이 점차 강해졌으며, 05:50KST부터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분포도를 통해 강풍지역(짙은 파란색) 의 분포가 원효봉의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서산지역에 점차 강풍역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산지역이 

05:55KST에 돌풍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림 12(b)의 수렴도 분포에서는 05KST 에 원효봉의 남서쪽에 발산역(초록색)이 

형성되어 있는데 05:55KST 사이에 점차 원효봉의 북서쪽에도 발산역이 형성되고 

원효봉을 중심으로 수렴역(노란색)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에

형성된 발산역으로 인하여 중심의 수렴역이 더욱 더 강화될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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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2011.07.12. 05KST~06KST AWS분포도 (a) 풍속, (b)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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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성영상

대류세포의 발달 시 위성영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7월 12일 04:30KST~06:00KST

한반도지역의 적외강조영상을 분석하고, 같은 시간동안 AWS 15분 강수의 분포를 

비교해보았다(그림 13).

서산지역에 피해를 준 돌풍을 유발한 구름은 태안 앞바다에서 북동진하여 안면도를

거쳐 서산지역을 지나갔다. 그림 13(a) 적외강조영상에서 밝기 온도가 –62℃로 

운정고도가 약 13km 부근이다. 서해중부와 서해남부 해상에 각각 모루형 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태안반도 앞바다에 작은 구름대가 05KST에 작은 모루형태의

구름으로 발달하면서 06KST 전후로 서산지역을 통과하여 북동진 하였다. 구름의 

발달과 함께 그림 13(b) AWS 15분 강수는 05KST에 0.5mm를 시작으로 돌풍 

발생 시각 부근인 05:40KST에는 16.5mm, 05:50KST에는 17.0mm의 값을 기록했다.

(a)

(b)

그림 13. 2011.07.12. 05KST~06KST (a) 적외강조영상, (b) AWS 15분 강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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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이더 수평 반사도

그림 14의 7월 12일 05KST~06KST 의 오성산 레이더수평반사도 자료를 살펴보면

05:40KST를 전후로 태안반도 부근에 39dBZ 이상의 강한 셀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셀들은 20km/h 의 속도로 북동진하여 약 17km의 반경을

가지는 강할 셀로 합쳐져 서산지역을 통과하였다. 05:40KST 이후 서산지역을 

통과한 강한 셀은 다시 분산되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4. 레이더 수평 반사도  2011.07.12. 05KST~06KST 

라. 레이더 연직단면도

대류 셀 내부의 상승류 지역은 ‘새로운 셀의 상승류 지점’, ‘셀 병합지점’,

‘내륙지점’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 15의 오성산 레이더의 

7월 12일 05KST~06KST 연직단면도를 살펴보면, 05KST 에 셀들이 점점 가까워지

면서 05:40KST 에는 ‘셀 병합지점’으로 강한 대류 셀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셀의 고도는 약 12km까지 분포되어 있고 고도 5km까지 39dBZ 가 넘는 강한 

대류성 셀로 이루어져 있다. 05:50KST 이후에는 서산지역을 통과한 강한 셀이 다시

분산되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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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레이더 연직단면 2011.07.12. 05KST~06KST 

마. 레이더 시선속도

그림 16(a) 05KST에 서산의 남쪽 태안반도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은 

점차 발달되었고, 05:40KST 에는 서산의 남동쪽을 지나 북북동진하여 통과하였다.

다시, 05:50KST 에는 서산의 남서쪽에서 저기압성순환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돌풍

대가 형성되었고, 06:10KST 에 다시 서산지역을 통과하여 북동진 하였다. 서산

지역으로 다가온 두 번째 저기압성 순환의 규모는 지름이 5km 내외로 규모가 작은

시스템으로 분석된다.

그림 16(b) 오성산 레이더 PPI 영상을 살펴보면, 서산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서 대략 5km의 수평규모로 저기압성 순환의 흐름을 갖는 중규모

저기압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은 레이더 방향으로 10㎧의

속도로 다가오고, 반대로 18㎧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연직단면도에서는 고도 

1.5km 에서 20㎧ 내외의 하층제트가 형성되었고, 돌풍이 발생한 지점(고도 약 

2km) 에서 수렴역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류 셀의 발달에 하층수렴의

영향이 크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2 -

(a)

(b)

그림 16. 2011.07.12. (a) 05KST~06KST 레이더 시선속도, (b) 05:20KST 레이더 PPI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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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 사례에서는 장마전선이 중국 상하이에서 태안반도를 거쳐 동해북부해상으로 

장마전선이 위치하고 있다. 전선면 부근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

발산·하층수렴으로 상하층이 커플링(coupling) 되면서 운정고도 약 12km의 발달한

대류성 구름대가 태안반도에서 발생하여 서산지역으로 북동진하였다.

강수가 있었던 7월 12일 04KST 에서 07KST 사이의 최대순간풍속은 서산 9.1㎧,

원효봉 13.0㎧, 태안 6.2㎧, 당진 4.2㎧로 관측되었고,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서산지역에서 관측되었다. 7월 12일 05:40KST를 전후로 태안반도 부근에 

40dBZ 이상의 강한 셀들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반경 

약 17 km 의 강한 셀로 합쳐져 서산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면서 통과한 후 다시 분

산되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7월 12일 서산지역에 피해를 준 돌풍은 고도 1.5km에서 하층제트가 

형성되어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상층제트에 의한 발산장이 

중부지방에 형성되면서 강한 대류운이 발달할 조건이 만족되었다. 이렇게 발달된 

수평 5km, 수직 12km 규모의 대류 셀이 태안반도를 거쳐 서산지역으로 지나면서 

강한 강수 셀 전면에서 돌풍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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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강풍 사례

Ⅰ. 사례 개요

1.1. 재해 발생 현황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2012년 8월 28일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 기간 동안 

최대순간풍속은 원효봉(예산) 41.4㎧, 근흥(태안) 31.3㎧, 정산(청양) 28.1㎧, 보령 

27.8㎧ 등으로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강풍주의보 기준 이상의 풍속이 관측되었다.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중심기압 960hPa, 중심최대풍속 40㎧, 강풍반경 430km의 

강한 중형태풍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1.2. 피해 현황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은 2000년 이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했던 태풍으로 중심기압 920hPa, 강풍반경 530km, 최대순간풍속이 

59.5㎧로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서해안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연이어

제14호 태풍 ‘덴빈(TEMBIN)’이 상륙하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 태안, 보령, 부여 등 서해안 및 인접지역에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유시설(주택․비닐하우스․농작물 등)과 공공시설(도로․하천․

항만 등) 등 피해액은 총 636,471 백만 원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는 2012 년

재해발생 피해액 중 58%를 차지한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자체 복구

비용은 총 73,552 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언론 보도자료(시티저널)] - 충남 태풍 볼라벤으로 3명 ‘사망’등 피해 잇따라

28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주택 지붕 파손, 정전, 온실파손, 도로 파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오후 1시 30분쯤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서 A씨가 강풍에 

날아간 헛간 지붕에 포장을 덮다가 3m담장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숨졌다.  ...오전 11시 45분쯤 태안군 인근 선착장에서 D씨가 항구에 정

박된 배를 확인하려고 선착장에 나갔다가 강풍으로 쓰러져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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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상개황

2.1. 태풍 이동 경로 분석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고원을 의미

하며 2012년 8월 20일 15KST 에 미국 괌 북서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TD) 가 발달하여 발생하였다. 발생당시 중심 최저기압은 1000hPa의 약한 

소형태풍으로 중심 부근에 18㎧의 강풍이 불고 있었으며, 8km/h 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었다. 이 태풍은 서~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여 21일 15KST 경 

중심기압 985hPa의 강도 중의 소형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제14호 태풍 ‘덴빈

(TEMBIN)'과의 상호작용으로 느린 속도로 서~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여 22일 

03KST경 중심기압 970hPa의 강한 중형 태풍, 24일 21KST경 매우 강한 중형태풍,

8월 25일 15KST경에는 매우 강한 대형태풍으로 발달하여 27일 18KST에 약화되

기 전까지 약 51 시간동안 매우 강한 대형태풍 세력을 유지하였다. 27일 09KST에 

비상구역으로 위치하였고, 28일 03KST 서귀포 서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의 강한 중형태풍으로 접근하였다. 28일 저녁에서 

밤사이에 황해도 옹진반도 해안을 지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29일 06KST 평안북

도 강계 북쪽 약 220km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그림 17. 제15호 태풍 볼라벤 관측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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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기도 분석

가. 지상일기도

발생초기에는 일본 남동쪽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남서쪽에서 

서북서쪽으로 향하는 지향류의 영향을 받았으나 대만 동쪽해상에서 북진하는 제

14호 태풍 ‘덴빈’의 세력으로 인하여 느리게 서~서북서진하였고, 24일 09KST 경

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향하는 지향류의 영향으로 북서진

하였다. 25일 09KST 경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서진 한

후 다시 북서진 하였으며, 27일 03KST 경부터 다시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으로 

진입하여 북북서진, 27일 18KST경부터 변질되는 29일 06KST 까지는 북진하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강한 지향류와 북쪽에 

위치한 상층골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북상하였다. 북위 35°를 넘으면서 상층에서

건조역이 침투하면서 상하층 구름이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옹진반도 해안지역을 

지나며 급격히 약화되어 29일 06KST 경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a) 08. 20. 15KST (b) 08. 24. 09KST

(c) 08. 28. 15KST (d) 08. 29. 06KST

그림 18. 지상일기도 (a) 발생, (b) 90시간 후, (c) 8일 후 상륙, (d)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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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50hPa 일기도

8월 27일은 한반도 동쪽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만주와 중국 중부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다. 대만 남서쪽에 제14호 태풍 ‘덴빈’이 위치해 있고, 볼라벤

주변과 서해상에 습윤역이 위치하고 있다. 볼라벤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북으로 세력을 

유지하여 볼라벤은 북진하였다.

(a) (b)

그림 19. 850hPa 일기도 (a) 2012.08.27. 09KST,  (b) 2012.08.28. 21KST

다. 500hPa 일기도

8월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까지 확장하였으며, 중국 남부지역에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다. 5880gpm 선은 남북으로 길게 선 모습을 보이며, 28일에는 이를 

따라 볼라벤은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5820gpm 선이 일본 북쪽으로 기압능으로 

되어 5820~5880gpm선을 따라 이동하였다.

(a) (b)

그림 20. 500hPa 일기도 (a) 2012.08.27. 09KST,  (b) 2012.08.28. 21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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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황 분석

가. AWS 시계열

그림 21은 볼라벤이 한반도 서해상으로 접근할 때 관측된 AWS 시계열 자료

이다. 볼라벤은 27일 09KST 경 비상구역에 위치하였고, 28일 03KST 경 중심기압 

960hPa의 강한 중형태풍으로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으로 

진입하여 보령, 서산의 풍계가 북풍계열에서 북동풍계열로 바뀌면서 풍속이 강해

지기 시작했다. 28일 12KST 경 서산 서쪽 80km 부근 해상을 통과하면서 근흥

(태안) 지점의 풍속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최대풍속은 25.9㎧, 최대순간풍속은 

31.3㎧로 관측되었다.

(a)

(b)

(c)

그림 21. AWS시계열 2012.08.27.~08.28. (a) 서산, (b) 보령, (c) 근흥(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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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8월 2일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 분포이며,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서해안지방에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a) (b)

그림 22. 2012.08.28. (a) 최대풍속 분포,  (b) 최대순간풍속 분포

표 2는 볼라벤이 서해상을 통과할 때 대전과 충남 주요 지점의 최대풍속과 

최대순간풍속이다. 28일 09KST 경부터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의 강한 

중형태풍으로 서해중부해상을 통과하였고, 18KST 경에는 북상하여 평양 남쪽 약 

120km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이 시간에 남풍계열의 바람이 최대풍속으로 관측

되었다.

구   분 서   산 보   령 근   흥 대   전

볼라벤

(BOLAVEN)

최대풍속

( 시각 )

S 14.5

( 18:20KST )

S 17.5

( 17:52KST )

S 25.9

( 16:45KST )

SSE 13.9

( 15:16KST )

최대순간풍속

( 시각 )

S 24.0

( 18:30KST )

S 27.8

( 18:20KST )

SSE 31.3

( 15:48KST )

SSE 22.8

( 13:49KST )

표 2. 주요 지점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08.2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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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2012년 발생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은 2012년 8월 20일 15KST에 

미국 괌 북서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고, 서~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여

21일 15KST 경 강도 ‘중’의 소형태풍으로 발달하였다. 25일 15KST 경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여 세력을 유지하다가 27일 비상구역에 위치하였고, 28일 

03KST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120km 부근 해상에서 중형태풍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한반도 서해상을 통과한 후 29일 06KST 경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이 사례는 태풍이 중심기압 960hPa, 중심최대풍속 40㎧의 강한 중형태풍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서해상을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충남서해안 및 일부 

내륙지역이 위험반원에 들어 최대순간풍속 30㎧ 이상, 평균풍속 10㎧ 이상의 강한 

바람이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많은 비 보다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한반도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2012년 한해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52%를 차지할 정도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