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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noptic (patterns of southern highs, northern lows, and lows rapidly developed by
tropopause folding), thermodynamic, and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a strong wind that occurred in the Yeongdong region
of South Korea on March 18-20, 2020. To do so, we analyzed data from an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weather
charts,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reanalysis, rawinsonde, and windprofiler
radars. The daily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exceeding 20 m s

−1
, was observed at five weather stations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strongest instantaneous wind speed (27.7 m s
−1

) appeared in the Daegwallyeong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weather charts, along with the arrangement of the north-south low-pressure line, the isobars were moved to
the Yeongdong area. It showed a sine wave shape, and a strong wind developed owing to the strong pressure gradient.
On March 19,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drop in atmospheric pressure of 19 hPa or more
within one day, a continuous strong wind was developed by the synoptic structure of the developing polar low. In the
adiabatic chart observed in Bukgangneung, the altitude of the inversion layer was located at an altitude of approximately
1-3 km  above the mountaintop, along with the maximum wind speed. We confirmed that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vertical wind field analysis of the rawinsonde and windprofiler data. In particular, based on the
thermodynamic and kinematic vertical analyses, we suggest that strong winds due to the vertical gradient of potential
temperature in the lower layer and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vorticity due to tropopause folding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occurrence of strong winds in the Yeongdo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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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영동지역에 강풍이 발생했던 사례(남고북저형,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

해 급격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의 종관 및 열역학적/운동학적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AWS 관측 자료, 종관 일기도,

ECMWF 재분석 자료, 레윈존데,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사례 기간 영동지역 5개소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 풍속은 20 m s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관령(27.7 m s

−1
)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종관분석에서는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와 함께 영동지역으로 등압선의 모양이 사인(sin)파 형태를 보이며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해 강풍이 발달

하다가 3월 19일부터는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하루 내에 19 hPa 이상의 기압 하강과 함께 발달하는 저기압에 의해 지

속적인 강풍이 발달했다. 북강릉 단열선도에서 역전층의 고도는 하층 강풍대와 함께 산 정상의 약 1-3 km 고도에 위치

하였고, 레윈존데 및 수직 측풍 장비(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 바람장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

역학적 및 운동학적 연직 분석에서, 하층에서 온위의 연직 경도에 의한 강한 바람과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한 위치 소

용돌이도의 발달이 영동지역 강풍 발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강풍, 남고북저형, 저기압, 대류권계면 접힘, 역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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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원도 영동지역은 지리적으로 태백산맥과 동해 사

이에 위치한 좁은 해안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대부분이

산간지역이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분지가 형성되

어 있는 곳이 많아 대설, 호우 그리고 강풍 등의 재

해기상 현상이 국지적으로 자주 발생한다(Ahn et al.,

2007). 영동지역의 재해기상 현상 중 특히 봄철에 뚜

렷하게 발생하는 강풍 현상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가 나타날 때 영동지역으로 경

압 불안정이 강해지고 서풍 기류가 태백산맥을 통과

하면서 발생한다(Lee, 2003; Jung and Lee, 2003;

Kim and Chung, 2006; Heo et al., 2008; Lee and

In, 2009). 특히 Jang and Chun(2008)은 30년(1976-

2005년) 기간 동안 강릉에서 관측된 풍속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강풍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동지역 강풍 현상의 기작을 이

해하는 것은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

서 중요한 부분이다.

강원지방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는 봄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 현상의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레윈존데(고층관측)를 활

용한 집중관측을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

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영동지역에서 발생

한 강풍 현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기압이 남고북저

형태를 나타내다 19일부터 발해만에서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기압경도력이 강화되어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

던 사례로 북강릉에서는 21 m s
−1 
이상의 최대 순간풍

속이 관측되었고, 강한 바람과 함께 1일 이내에 약

19 hPa의 기압 하강을 보였다.

산악의 풍하측에서 발생하는 강풍 현상은 알프스,

로키 등 세계적으로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풍하측에 위치하는 영동지역에서도 봄철

강풍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풍하측에서 발달하는 강

풍에 대한 메커니즘은 물뜀(hydraulic jump), 부분반

사(partial reflection), 임계고도반사(critical-level reflection)

의 세 가지가 있다. 물뜀 이론(Long, 1953)은 풍상측

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전환되어

풍하측에서 강한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 기작이다. 두

번째로 부분반사 이론(Klemp and Lilly, 1975)은 대

기안정도가 급변하는 경계면에서 파동의 부분 반사가

발생하면서 상,하향의 중력파의 중첩으로 인한 강풍

이 발생하게 되는 기작이다. 마지막으로 임계고도반

사 이론(Clark and Pelter, 1984)은 리차드슨 수

(Richardson number)를 이용하여 수평 바람의 방향이

역전되는 고도에서 상향으로 전파되는 파동의 반사로

인해 풍하측에 강풍이 유발되는 기작이다.

영동지역에서 나타나는 강풍 현상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보면, Kim and Hong(1996)은 봄철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일 때 남서류가 영동지역으로 유입되면

서 고온 건조한 강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

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Lee(2003)는

1996년 3월 11일 발생한 강릉 강풍 사례에 대한 수치

모의 실험을 통해 물뜀 현상으로 풍하측인 영동지역

에 강풍이 발생하였음을 보였으며, Kim and Chung

(2006)은 영동지역 강풍 메커니즘은 풍하측 상공의

파쇄(wave breaking)로 인해 풍하측의 난류적 물뜀

현상이 발생하여 영동지역에 강풍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Jang and Chun(2008)은 30년간 강릉에서

관측된 강풍 자료를 바탕으로 물뜀, 부분반사, 임계고

도반사의 세 가지 강풍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영동지

역 강풍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분반사와 관련된 메커

니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동지역 강풍현상은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강풍이 발생

하기도 한다. 특히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한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중규모-베타(meso-β scale) 또는 알파(α)

규모(100-1000 km)이며 중위도 지역의 경우 종관 저

기압에 비해 규모가 작고, 15 m s
−1

 이상의 강한 바람

을 동반한다(Orlanski, 1975: Rasmussen and Turner,

2003: Kolstad, 2011; Zappa et al., 2014). 대류권계

면 접힘에 의한 저기압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보면,

상층의 저기압성 요란과 잠열 방출의 상호 작용으로

급격하게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상층의 중규모 요란과

하층의 경압불안정이 지상 저기압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고(Kuo et al., 1995; Hoskins et al.,

1985; Kurz, 1994) Robber(1993)는 IPV (Isentropic

Potential Vorticity)를 이용한 연구에서 대류권계면 근

처에 접해있는 성층권 하부에는 큰 IPV값이 대류권

으로 침투하고 급격하게 저기압을 발달시킨다고 했다.

이때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을 동반하여 연직 불안정

이 강화되고 저기압성 위치 소용돌이도의(potential

vorticity) 증가로 하층의 저기압 발달에 기인한다고

규명했으며(Uccellini et al., 1985),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은 500 hPa 부근에서 주로 나타나며, 상층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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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저기압의 형태를 보인다(Bell and Bosart, 1993).

봄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과 관련된 연구결

과들은 주로 남고북저형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 사례와 같이 봄철 서로 다

른 종관 기작으로 발생하는 강풍 현상과 관련된 연

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와 대류권

계면 접힘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강풍 사례(2020년 3월 18일-20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강풍 현상임에도 불구

하고 종관 상태가 서로 구별되는 기작을 분석하기

위해 대기의 연직 구조 및 열역학적·운동학적 특성

을 분석함으로써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강풍에 대한

기작을 이해하고 봄철 강풍 예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료 및 분석방법

종관 및 ECMWF 재분석 자료

2020년 3월 18일-20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은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와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한

저기압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 종관 상태의 기작을

조사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상일기도 자료

와 대기의 열역학적, 운동학적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에서 제공되는 ERA-5 재분석 자

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1시간 간격의 해상도를

가지며, 0.25
o
×0.25

o
 (위도×경도)의 수평 해상도를 가

지는 전구 자료다. 상층 자료는 등압면 자료와 등온

위면 자료가 있으며 등압면 자료는 1000-1 hPa까지

37개의 연직층과 같은 공간 해상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등온위면 자료는 265-850K까지 15개의 연칙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https://www.ecmwf.int/en/newsletter/

159/meteorology/global-reanalysis-goodbye-era-interim-

hello-era5, last access: 9 March 2019). 본 연구에서

영동지역의 유일한 유인관측소 지점인 북강릉(130
o
E,

37.8
o
N)을 중심으로 등압면 자료 중 지위고도(gpm),

바람의 동서(u) 및 남북(v) 성분, 기온(
o
C), 상대 소용

돌이도, 수렴과 발산, 연직 속도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저기압에 의한 종관 구조에서 강풍

의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대류권계면 접힘의 발달

기구를 분석했다.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한 저기압의

발달은 성층권의 찬 공기의 유입과 위치 소용돌이도

의 증가로 인한 하층 수렴이 저기압성 순환을 발달

시키는데 기인한다(Kim and Min, 2013). 대류권계면

은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이며 열적 대류권계면과

역학적 대류권계면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역

학적 대류권계면으로 정의되는 위치 소용돌이도를 이

용하였으며 세계기상기구(WMO, 1986)의 정의에 따

라 위치 소용돌이도가 1.6 PVU (Potential Vorticity

Unit, 10
−6

m
2
s
−1

K kg
−1

)인 곳을 역학적 대류권계면으

로 정의하고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과 저기압의 위치

및 발달에 대한 운동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지상 및 고층 관측 자료

풍속의 공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

영 중인 676개 관측지점의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일 최대 순간 풍속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10 m s
−1 
이상의 강한 풍속이 관측된 대관령, 동해, 강

릉, 북강릉, 속초 5개 기상 관측지점의 1시간 평균

바람(풍향, 풍속)과 해면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바람

특성 및 기압 변화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영동지

역 연직 바람장의 변화 경향과 대기의 연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강릉에서 관측한 고층자료(레윈존데)

와 수직 측풍 관측 장비인 윈드프로파일러(WindProfiler

Radar, WPR)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층자료는 기상

변수 중 상대습도(%), 풍향, 풍속, 상당온위(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θe)를 분석하여 대기의 열역학

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동지역 강풍의 원인은 산악

파(mountain wave)이다. 산악파는 산맥의 위쪽은 상

대적으로 안정하고 아래쪽이 불안정할 경우 강화되기

때문에 풍하측에서 나타나는 대기 하층(700 hPa 고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역전층의 고도 및 하층 바람(하

층 강풍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직 측풍 관측장

비(윈드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강풍 고도 및 강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북강릉(강원지방기상청)에 설

치된 윈드프로파일러(UHF 1300)는 Table 1과 같다.

이 장비는 저층 관측과 고층 관측 방식으로 관측되

며 연직 프로파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플러 빔 방

식을 사용하고 고정된 방위각과 고도각에 따라 전자

기 펄스파를 송신한다. 대기 산란 과정의 특징에 의

해 수신된 신호는 도플러 지연에 따른 위상차가 발

생하고 고속푸리에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으로 산출된 도플러 스펙트럼을 통해서 대기의 바람

벡터 성분을 결정한다(Kim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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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지상 관측 자료의 특성

Fig. 1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676개 관

측지점의 AWS 최대 순간 풍속(일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는 사례 전날인 3월 18일 하

루 동안의 최대 순간 풍속(m s
−1

)의 분포를 보여준다.

영동지역 주요 관측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속초

(9.1 m s
−1

), 북강릉(8.5 m s
−1

), 동해(9.2 m s
−1

)를 제외

한 강릉과 대관령에서는 10 m s
−1

 이상의 강한 풍속

을 나타냈다(Table 2). 3월 19일 영동지역의 주요 관

측소에서 나타난 최대 순간 풍속은 전국적으로

10 m s
−1

 이상의 강한 바람을 나타내며 강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강원 영동지역 5개 관측소에서는 모두

17 m s
−1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태풍급)을 보였으며

특히 대관령은 27.7 m s
−1
의 최대 순간 풍속이 관측되

었다(Fig. 1(b), Table 2). 3월 20일 최대 순간 풍속의

분포에서는 영동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및 경북 내륙

지역에서 10 m s
−1
의 이상의 강한 바람이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전날(19일)보다 바람이 10 m s
−1 
이

하로 다소 약한 바람이 관측되었으며 내륙지역과 비

교해 영동지역은 전체적으로 강한 바람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c)).

Fig. 2는 선정한 사례 기간(2020년 3월 18일-20일)

의 영동지역의 5개 주요 관측지점의 1시간 평균풍속

(Fig. 2(a))과 풍향(Fig. 2(b)), 지상기압(Fig. 2(c))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Fig. 2(a)의 평균풍속 값을

살펴보면 17일 15 UTC부터 10 m s
−1 
이하의 풍속을

보이다가 18일 00 UTC부터 10 m s
−1 
이상의 강한 풍

속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강풍

은 19일 03 UTC에 5개 주요 관측지점에서 모두

20 m s
−1 
이상의 값을 넘는 최대 풍속 값을 보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b)의 풍향

은 17일 15 UTC부터 18일 21 UTC까지 남서-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나고 19일 00 UTC 이후 5

개 주요 관측지점에서는 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우

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Fig. 2(c)는 동일 기간

지상기압의 시계열을 살펴보면 17일 15 UTC 약

1,010 hPa 이상의 값을 나타내던 관측값은 18일

00 UTC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5개 주요 관측

지점에서 모두 20 m s
−1 
이상의 값이 관측되었던 19일

03 UTC에는 약 995 hPa 이하의 최저 기압을 보여

최대 풍속 값이 관측된 시간대와 일치함을 보였다.

종관 및 중규모 기상장 분석

2020년 3월 18일-20일 영동지역 강풍과 관련된 기

압배치 및 종관 기상장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지상

일기도 자료(Fig. 3)와 ECMWF ERA-5 재분석 자료

(500 hPa와 850 hPa의 지위고도(gpm), 기온(
o
C), 바람

( m s
−1

))를 분석하였다(Fig. 4). 3월 18일 00 UTC 지

상일기도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중국

북동 및 북한)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고기

압이 위치한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를 보였다(Fig.

3(a)). 3월 18일 12 UTC 발해만 지역에 중심기압이

997 hPa인 저기압이 위치하고 주변으로 등압선이 조

밀하여 기압경도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는 남고북저

형의 종관 특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영동지역 주변으

로는 등압선의 간격은 조밀하고 사인(sin)파 형태를

Table 1. Characteristics of PCL 1300 windprofiler Radar

Frequency  1200-1300 MHz (1290 MHz suggested)

Minimum height 75 m

Maximal height
2,500 m (500 W)

 5,000 m (3.5 kW)

Resolution

75 m (500 ns pulse width)

150 m (1000 ns pulse width)

375 m (2500 ns pulse width)

Intrinsic wind speed accuracy <1 m/s

Intrinsic wind direction accuracy <10
o

Antenna gain  27dBi

Transmit Power
500 W

3500 W

Periodicity of profile computation Adjustable from 2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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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서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해 서풍 기류가 형

성되었다(Fig. 3(b)). 3월 19일 00 UTC에는 발해만에

서 발생한 저기압이 북동진하여 한반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중심기압은 990 hPa로 더 낮아지면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여 등압선의 간격은 더 조밀해지면서

영동지역은 강풍의 영향을 받았다(Fig. 3(c)). 3월 19

일 12 UTC에는 저기압의 중심은 연해주 지역에 위

치하고 중심기압은 984 hPa로 전날(18일 12 UTC) 보

다 약 13 hPa 이하로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발달하였

다. 등압선의 간격은 전 시간보다 매우 조밀하고 기

압경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경압성이 강해지

면서 강원 영동지역은 북서기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Fig. 3(d)). 3월 20일 00 UTC에는 저기압은 점차 북

동진하면서 연해주와 북해도 사이에 위치하였고(Fig.

3(e)), 3월 20일 12 UTC에는 영동지역 주변의 등압선

간격이 12시간 전보다 넓어져 기압경도가 약해지면

서 바람(서풍)도 점차 약해졌고 우리나라는 제주도지

역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다(Fig. 3(f)).

영동지역으로 강풍이 발생한 기간의 850 hPa 및

500 hPa 등압면의 지위고도, 기온 그리고 바람의 공간

분포에서는 3월 18일 00 UTC 850 hPa 등압면에서 중

국 북부지역(발해만 지역)으로 온도 경도가 발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영동지역은 서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었다(Fig. 4(a)). 같은 시각 500 hPa 등압면에서

Fig. 1. Distribution of daily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m s
−1

) over the Korean Peninsula on (a) 18 March (b) 19

March and (c) 20 March 20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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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북부지역에 상층 기압골의 발달과 함께 단파

골이 위치하여 −34
o
C 이상의 온도골이 형성되면서

강한 경압성의 대기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b)). 3월 19일 00 UTC 850 hPa 등압면에서는 저기

압이 점차 동진하면서 12시간 전보다 발달하여 온도

경도와 기압경도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영동지역은 서

풍 기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Fig. 4(c)). 같은 시각

500 hPa 등압면에서는 상층 기압골이 요동반도에 위

치하면서 −34
o
C 이상의 한기가 남하하였으며 상층으

로 강한 경압성과 함께 상층 기압골을 강화시켰다

(Fig. 4(d)). 3월 20일 00 UTC 850 hPa 등압면에서는

저기압이 연해주 지역으로 북동진하면서 영동지역으

로 기압경도가 약화되고(Fig. 4(e)), 500 hPa 등압면에

서는 연해주 지역의 상층 기압골 후면으로 형성된 북

서기류가 영동지역으로 유입되었다(Fig. 4(f)).

지상일기도와 ECMWF 재분석 자료를 분석을 종

합해 보면 3월 18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로 인해 영동지역은 강한 서풍 기류가

유입되었고, 3월 19일부터는 중국 북부지역에서 남동

진하여 발해만으로 다가오는 상층의 단파골이 Fig

3(a)와 같이 기압골의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여 영동지역에 강풍(서풍)을 유발하기 좋은 기

상 조건을 보였다. 즉, 강풍 기간 영동지역은 서로

다른 기작으로 지속적인 강풍 현상이 발달할 수 있

었던 기상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의 연직구조 특성

산악의 풍하측에서 발생하는 강풍은 산맥의 상공에

서의 역전층과 관련이 있으며 강풍 발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Brinkmann, 1974; Durran, 1986; Lee

and In, 2009). 태백산맥 풍하측에 위치하는 북강릉의

단열선도 자료(Fig. 5)를 이용하여 역전층의 고도를

분석하였다.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를 나타낸 3월

18일 00 UTC에는 825-800 hPa 고도에서 역전층이

관측되었고 하층 강풍대는 1-2 km 고도에서 확인되

었다(Fig. 5(a)).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급격하게 발

달한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3월 19일 00 UTC

역전층의 고도가 850-825 hPa 고도에서 관측되었고

하층 강풍대는 1.5 km 고도 이하에서 확인되었다

(Fig. 5(b)). 3월 20일 00 UTC에는 역전층의 고도가

825-800 hPa 고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층 강풍대는 1-2 km 고도에서 확인되었다(Fig.

5(c)). 단열선도 자료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남고북저

형의 종관 구조와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급격하게

발달한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북강릉의 역전층

고도는 약 1-3 km (약 925-700 hPa 고도) 사이에 위

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강릉의 경우 풍하측(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태백산맥(풍상측) 고도(약

2 km)에서 역전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강풍대는 태백산맥 고도와 유사한 1-3 km 고도에

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Daily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of the 5 weather stations in the Yeongdong region during 18-20 March 2020

Event Weather Stations Event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ms
−1

)

2020. 3. 18.

Sokcho 9.1

Bukgangneung 8.5

Gangneung 13.0

Donghae 9.2

Daegwallyeong 12.9

2020. 3. 19.

Sokcho 19.8

Bukgangneung 21.8

Gangneung 23.4

Donghae 19.2

Daegwallyeong 27.7

2020. 3. 20.

Sokcho 15.7

Bukgangneung 17.4

Gangneung 15.4

Donghae 14.6

Daegwallyeong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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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는 북강릉에서 관측된 레윈존데의 상대습

도, 상당온위, 풍향, 풍속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연직

고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월 18일 00 UTC부터

18 UTC 사이에 바람은 전 층에서 서풍계열의 바람이

관측되었다. 특히 3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약 25 knots

(약 15 m s
−1

) 이상으로 강한 강풍이 관측되었다. 이러

한 바람의 구조는 Fig. 3(a), Fig. 4(a)와 같이 남고북

저형의 종관 특성과 잘 일치한다. 색으로 표현된 상

대습도는 대략 90% 이상일 경우를 습윤한 영역으로

가정하고 구름으로 판단했을 때 3월 19일 00 UTC에

서 3월 20일 00 UTC 사이에 대류권계면(고도 약

11 km)에서 고도 3 km 이내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

여 약 15% 이하의 건조한 대기 상태를 보여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으로 침강하는 형태를 보였

다. 이때 회색으로 표시된 상당온위는 약 6 km 고도

이상(하부 성층권)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온난

이류가 뚜렷하고 반대로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위로

기울어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한랭 이류가 형성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3월 19일

00 UTC의 바람은 남서풍이 전층에서 관측되었다. 이

것은 Fig. 3(c)와 Fig. 4(c)와 같이 저기압의 종관 구

조에 따른 바람 방향과 일치함을 보였으며 상당온위

Fig. 2. Time series of wind speed (m s
−1

), wind direction (degree) and sea level pressure (hPa) at Bukgangneung (BGN), Gang-

neung (GN), Sokcho (SOC) and Donghae (DH) in Yeongdong region from 15 UTC 17 to 15 UTC 20 March 20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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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어 강한 경압성에 의해 약

50 knots (약 25 m s
−1

) 이상으로 강한 강풍이 관측되

었다. 이후 21일 00 UTC까지 지속적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관측되었다.

수직 측풍 관측 장비인 윈드프로파일러에서 관측된

연직 바람장에서는 Fig. 6(a)와 같이 3월 18일부터

서풍계열의 바람이 전층(1-4 km)에서 관측되었다. 3

월 18일 12 UTC에 고도 3 km 이내에서 34 knots (약

17 m s
−1

)의 풍속을 보이다가 18일 18 UTC 이후부터

풍속이 점차 강해지고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

Fig. 3. Surface weather charts for (a) 00 UTC 18, (b) 12 UTC 18, (c) 00 UTC 19, (d) 12 UTC 19, (d) 00 UTC 20 and (f) 12

UTC 20 March 20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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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었다. 19일 00 UTC 이후부터는 고도 1-4 km에서는

70 knots (약 35 m s
−1

)의 풍속 또는 이를 상회하는 풍

속 값이 보이며 급격하게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8 UTC 이후부터 강풍은 Fig. 6(a)에서 상당온

위의 경도가 강해지는 시간 때와 일치함을 보였으며

상층의 찬 공기의 급격한 침강으로 하층의 경압성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강풍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

료 된다(Fig. 6(b)). 이 강풍은 Fig. 6(a)와 같이 21일

00 UTC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약 80 knots (약 40 m s
−1

)

가 넘는 최대 풍속 값을 보였다.

상·하층 대기의 상호작용

대기의 열역학적 특성: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현상과 관련하여 연직 종관 구조에 관한 열역학적

Fig. 4. Composite distributions of geopotential height (m) (blue solid line), temperature (?) (red dotted line) and wind vector

(m s
−1

) (black) at 850 hPa (left panel) and 500 hPa (right panel) for (a), (b) 00 UTC 18, (c), (d) 00 UTC 19 and (e), (f) 00

UTC 20 March 20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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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온위와 바람장을 중심으로 분

석했다. Fig. 7(a)는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를 나타

낸 2020년 3월 18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을 중심으로 한 역학적 대류권계면(굵은 실선), 온

위(점선), 풍속(실선)의 연직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위선이 위로 기울어진 부근에서는 주위보다 한랭하

고, 반대로 아래로 기울어진 부근에서는 주위보다 온

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Lee et al., 2001). 역학

적 대류권계면은 약 250 hPa 고도 부근에 위치하고

137
o
E, 260 hPa 상공에 48 m s

−1
 이상의 제트 핵이 위

치한다. 온위의 분포를 보면 하층 850 hPa 고도 이하

의 120
o
E-123

o
E 부근에 주위보다 온위가 낮은 한랭

돔이 발달되어 있고, 123
o
E-140

o
E 부근으로 온난풀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연직 방향으로는 지표 부근에서

약 700 hPa까지의 대기층에 걸쳐 온위선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어 경압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15 m s
−1

이상의 강풍역이 분포한다.

Fig. 7(b)는 Fig. 3(c)와 같이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

해 급격하게 발달한 저기압의 종관 구조를 나타낸 3

월 19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을 중심

으로 한 대류권계면 위치, 온위, 풍속의 연직 단면도

를 나타낸 것이다. 역학적 대류권계면은 급격하게 하

강하여 124
o
E, 600 hPa 고도 부근에 대류권계면 골의

중심이 위치하고 수평 규모도 약 120
o
E-128

o
E 부근

으로 넓게 증가하고 하부 대류권의 고도까지 강한

경압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골 약 450 hPa 고도 이

상의 하부 성층권에는 한랭돔(cold dome)과 450 hPa

고도 이하는 온난풀(warm pool)이 형성되어 있다.

250 hPa 이상의 고도(하부 성층권)에서는 등온위면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여 안정한 대기 상태의 영역이

Fig. 5. Skew T-log P chart for (a) 00 UTC 18, (b) 00 UTC 19 and (c) 06 UTC 20 March 2020 from Bukgangneung rawin-

s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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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고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온

위가 감소하고 연직 경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고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연직 구조는 중위도 대류권계면 접힘 현

상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차고 건조한 성층권의 안정

한 공기가 하부 대류권까지 내려온다(Lee et al.,

2002). 제트핵의 중심 위치는 약 127
o
E, 400 hPa 고

도 부근에 약 60 m s
−1

 이상의 강풍역이 형성되어 있

어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과 함께 상층의 강한 바람

이 하층으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온위와

바람장의 분석결과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에서는 온

위의 연직 경도는 주로 하층에서 경압성이 발달하면

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대류권계면의 고도의 변화

가 없었다. 반대로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하부

대류권의 온위의 연직 경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트기류에 의한 강한 풍속이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

을 발달시키고 지상에서 저기압이 급격하여 발달하면

서 강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는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를 나타낸

2020년 3월 18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

을 중심으로 한 바람의 남북 성분(v)의 연직 분포이

며 점선(빨간색)은 음의 값으로 북풍, 실선(검은색)은

양의 값으로 남풍을 나타낸 것이다. 북강릉을 포함한

115
o
E-140

o
E 부근, 850 hPa 고도면 이하에서는 남풍

이 분포하고 특히 123
o
E, 900 hPa 고도면에서 12 m s

−1

이상의 최대풍이 위치하고 있다. Fig. 3(a)의 지상일

Fig. 6. Time series of (a) vertical profiles of relative humidity (RH; shading),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gray line) and

wind (black flag, unit;knots) and (b) windprofiler (color flag, unit;knots) at Bukgangneung from 00 UTC 18 to 00 UTC 21

March 20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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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비교해 보면 영동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

부 및 남부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연직 단면도 안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풍의 경우

137
o
E, 400 hPa 상공에 20 m s

−1
 이상의 최대 풍속이

위치하고 약 700 hPa에서 연직으로 약 300 hPa까지

대기층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b)

는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

한 2020년 3월 19일 03 UTC의 남북 성분(v)의 연직

분포이다. 대류권계면 골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북풍,

오른쪽으로 남풍이 각각 분포하여 반시계 방향의 바

람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대 남풍의 위치는 약

128
o
E, 500 hPa 고도에 위치하였으며 풍속은 20 m s

−1

이상으로 강해지면서 남북 성분의 연직 시어가 증가

하였으며 북풍의 경우 최대풍의 위치가 117
o
E, 450 hPa

고도에서 24 m s
−1

 이상으로 분포함을 보였다.

남북 성분(v)의 바람 분포를 종합해 보면 남고북저

형의 종관 구조에서는 북강릉 지점을 중심으로 지표

면에서 연직으로 700 hPa까지 대기층에 걸쳐 하층은

주로 남풍이 분포하고 중층 이상에서는 북풍 계열의

Fig. 7. Vertical cross section of potential temperature (red dotted line, K) and wind speed (gray solidline, m s
−1

) for (a) 03 UTC

18 and (b) 03 UTC 19 March 2020 at 37.8
o

N, the dynamic tropopause (1.6 PVU) is denoted by heavy solid (black) line. The

“L” and “J” denote the surface low and jet streak, respectively.

Fig. 8. Same as in Fig. 7 except for meridional wind. The red dotted lines indicates northerly and black solid lines southerly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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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기압의 종

관 구조에서는 대류권계면 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연직 단면도 안으로 바람이 불

어 들어가고, 반대로 서쪽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연

직 단면도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반시

계 방향의 바람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저기

압성 구조의 바람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바

람의 구조는 상층의 위치 소용돌이도 이상에 의해

유도된 저기압성 순환 구조와 일치한다(Thrope, 1985).

대기의 운동학적 특성: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현상과 관련하여 연직 종관 구조에 관한 운동학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연직 상승속도, 상대 소용돌이

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9(a)는 남고북저형

의 종관 구조를 나타낸 2020년 3월 18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을 중심으로 한 연직 상승속

도에 대한 고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검은

색)과 점선(빨간색)은 각각 상승기류(음의값)와 하강

기류(양의값)를 나타낸 것으로 1×10
−3

hPas
−1
의 간격

이며 굵은 실선은 1.6 PVU인 역학적 대류권계면 고

도이다. 북강릉을 포함한 127
o
E-135

o
E 부근, 600 hPa

고도면 이하에서는 하강역이 위치한다. 이 하강역은

Fig. 7(a)의 연직 풍속의 분포와 같이 상층 제트 입구

왼쪽의 수렴역인 부근에 위치한 상층 제트의 하강역

(약한 풍속대)과 일치하며, Fig. 3(a)에서는 지상 고기

압이 위치한다. Fig. 9(b)는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한 종관 구조를 나타낸 3월

19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을 중심으로

한 연직 상승속도이다. 저기압의 중심은 129
o
E 지점

에 위치하고 저기압 전면부에 해당하는 130
o
E-133

o
E

구역은 강한 상승역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400 hPa

고도면에서는 −16×10
−3

hPas
−1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상승역의 중심이 위치하고, 지상으로부터 약 250 hPa

고도면까지 상승역이 발달하였다. 반대로 역학적 대

류권계면의 골 후면(서쪽)은 고도 약 600 hPa까지 하

강기류가 대기 중·하층 고도까지 위치하였다. 따라서

대류권계면을 중심으로 동쪽은 상승기류, 서쪽은 하

강기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상승역이 나타나는 지역

(대류권계면 고도 동쪽)의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위치

하고 Fig. 10(b)와 비교하면 (+)값을 갖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하는 부근에는 연직 상승역이 발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기압의 급격한 발달

은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의 동쪽 마루에서 발달하는

연직 상승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Bluestein, 1993;

Lee et al., 2001, 2002).

Fig. 10(a)는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를 나타낸

2020년 3월 18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

을 중심으로 한 상대 소용돌이도의 연직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빨간색)은 양의 값으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1×10
−5

s
−1

)를 나타낸 것이며 점

선(검은색)은 음의 값으로 고기압성 소용돌이(1×10
−5

s
−1

)를 의미한다. 125
o
E-130

o
E 부근으로 지상에서 약

Fig. 9. Same as in Fig. 7 except for vertical velocity. The red dotted lines and black solid lines represent upward and down-

ward velocity, respectively with contour intervals in 1×10
−3

 h Pa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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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hPa 고도면까지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약하게 위

치하였고 북강릉(128.8
o
E, 37.8

o
N) 주변으로는 925-

600 hPa 고도면에서는 약 -4×10
−5

s
−1

 이상의 고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하여 Fig. 3(a)의 종관 구조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b)는 대류권계면 접힘

에 의해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한 종관 구조를 나

타낸 3월 19일 03 UTC의 북강릉(128.8
o
E, 37.8

o
N)을

중심으로 한 상대 소용돌이도의 연직 분포이다. 역학

적 대류권계면 골의 고도가 Fig. 7(b)와 같이 넓게

증가(약 120
o
E-128

o
E)하고 골의 높이는 600 hPa에 위

치하였다. 지상의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Fig. 3(c)와

같이 그 중심이 129
o
E, 40

o
N 지역에 위치하였고 대

류권계면 파상운동의 골 부분인 중간 대류권(123
o
E,

450 hPa) 고도에서는 32×10
−5

s
−1

 이상으로 최대 저기

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하였다. 특히, 북강릉(128.8
o
E,

37.8
o
N) 주변으로 850-600 hPa 고도면에서는 약

20×10
−5

s
−1

 이상의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

하여 전체적으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는 지상 저기압

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강한 경압

불안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관 구조는 지상

에 강한 바람과 함께 악기상을 유발한다(Lee et al.,

2001). Fig. 9와 Fig. 10을 종합해 보면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에서는 역학적 대류권계면은 약 250 hPa

고도 부근에 위치하여 변동이 없는 형태를 보였으며

북강릉(128.8
o
E, 37.8

o
N) 주변으로 고기압성 소용돌이

도가 위치하여 지상일기도에서 보인 종관 구조와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대류권계면을

중심으로 상승역이 나타나는 지역의 하층 고도에서

(+)값을 갖는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하고 이 저

기압성 소용돌이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영동지역 주변

은 저기압의 발달과 함께 대류권계면 고도가 급격하

게 하강하면서 강한 강풍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흐름은 하부 성층권의 공기가 대류권으

로 침투하게 되면 상대 소용돌이도는 증가하게 되어

지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한다(Rasmussen and Turner,

2003).

요약 및 결론

2020년 3월 18일-20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은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와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한 강풍 사례이며 서

로 다른 종관구조에서 발생한 강풍의 기작을 분석하

기 위해 대기의 연직 구조 및 열역학적·운동학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상일기도 및 ECMWF 재분석 자료의 종관장

분석에서는 3월 18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북한 및 중국 북동지역)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남쪽

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한 남고북저형의 종관 특성을

보이며 영동지역 주변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고 사인(sin)파 형태를 보이며 기압경도력의 발

Fig. 10. Same as in Fig. 7 except for relative vorticity. The red solid lines and black dotted lines represent cyclonic and anticy-

clonic vorticity, respectively with contour intervals in 1×10
−5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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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서풍 기류가 형성되었다. 3월 19일부터는 중

국 북부지역에서 남동진하여 발해만으로 다가오는 상

층의 단파골이 형성되면서 중심기압이 984 hPa로 낮

아지고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영동지역으로 등

압선이 조밀해지고 기압경도가 강해져 강풍(서풍)을

유발하기 좋은 기상 조건을 보였다. 따라서 강풍 사

례 기간 영동지역은 서로 다른 기작으로 지속적인

강풍이 발달할 수 있었던 종관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북강릉에서 관측한 단열선도에서는 역전층의

고도는 강풍 사례 기간 약 1-3 km (약 925-700 hPa

고도) 사이의 고도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하층 강풍

대의 경우 지상에서 상층(약 3 km 고도)으로 올라갈

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레윈존데 자료를 이용

한 열역학적 특성 분석에서는 상대습도의 경우 3월

19일 00 UTC에서 3월 20일 00 UTC 사이에 중·하층

고도(약 3 km에서 11 km 이내)에서 약 15% 이하의

건조한 대기 상태를 나타내어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하층으로 침강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때

상당온위는 하부 성층권(약 6 km 고도 이상) 이상에

서 온난 이류가 발달하고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한

랭 이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풍

계는 서풍이 관측되다가 3월 19일 00 UTC에 남서풍

으로 바뀌면서 전층에서 관측되었으며 이것은 종관장

(지상 및 상층)분석에서의 바람 방향과 일치함을 보

였다. 이러한 연직 바람의 특징은 수직 측풍 장비인

윈드프로파일러에서 관측된 바람장의 변화 경향과 일

치함을 보였다.

(3) 대기의 열역학적 특징과 관련하여 온위와 바람

장의 분석 결과에서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에서 온

위의 연직 경도는 하층에서 경압성의 발달과 함께 강

한 바람이 분포하고 대류권계면의 고도는 변화가 없

었다. 그러나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하부 대류권

에서 온위의 연직 경도가 불안정하고 제트에 의한 강

한 풍속이 대류권계면 접힘 현상을 발달시켜 지상에

서 경압성이 강해지고 강풍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

으로 해석된다. 남북 성분(v)의 바람 분포에서 남고북

저형의 종관 구조에서는 북강릉 지점을 중심으로 대

기의 하층(700 hPa 이하)으로는 주로 남풍이 분포하

고 지상일기도에서의 지상 고기압의 위치와 일치하여

연직단면도 안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고기압성 순

환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기압의 종관 구조

에서는 대류권계면 골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남풍

계열, 서쪽으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포하고 남풍

계열의 바람은 불어 들어가고, 반대로 북풍 계열의

바람은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반시계 방

향의 바람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저기압성 구

조의 바람 형태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대기의 운동학적 특성을 분석에서 연직 상승속

도는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일 때 북강릉 주변으로

하층으로 하강역이 위치하고 이것은 연직 풍속 분포

에 나타난 상층의 제트 입구 왼쪽의 수렴에 의한 하

강역의 위치와 일치했다. 저기압의 종관 구조에서는

역학적 대류권계면의 높이가 약 600 hPa까지 낮아지

면서 대류권계면 접힘 운동의 골 서쪽으로는 하강역,

동쪽으로는 상승역 나타나고, 이 상승역은 거의 수직

으로 지상에서 약 250 hPa 고도까지 존재했고 특히

연직 풍속과 비교해 보면 대류권계면 골은 상층 제트

및 연직 하강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소용돌이도의 경우 남고북저형의 종관 구조일

때 북강릉(128.8
o
E, 37.8

o
N) 주변으로는 600 hPa 고도

면 이하에서 약 −4×10
−5

s
−1

 이상의 고기압성 소용돌

이도가 위치하였고 남북 바람(v)과 연직 상승속도에

서 나타는 종관 구조 일치했다. 저기압의 종관 구조

에서는 북강릉 주변으로 850-600 hPa 고도면에서 약

20×10
−5

s
−1

 이상의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위치

하여 지상 저기압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보였으며 강한 경압 불안정의 발달과

함께 지상에서는 강풍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020년 3월 18일-20

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강풍 현상은 이동성 고기압

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고

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은 저기압이 위치하는 남고북저

형의 기압배치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류권

으로 침투하게 되면서 상대 소용돌이도의 증가와 함

께 지상 저기압이 발달한 서로 다른 종관 기작이 연

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동지역에서 나타난 강풍 사례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봄철 영동지역에서 발

생하는 강풍 현상에 대해 고층자료를 활용한 역전층

의 구조 및 대기의 연직 특성, 종관적, 열역학적·운

동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된 강풍 현상의

예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

구 사례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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