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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기상 한파와 대설
12월 들어 연일 한파 ․ ․ ․ ‘삼한사온’은 옛말?(KBS,

2014.12.09.)

새해 첫날부터 서해안 강한 바람 ․ ․ ․ 대설특보 발효(MBC,

2015.01.01.)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한반도에는 한파와
대설이 찾아왔다. 특히, 시기상 겨울을 알리는 12월이 되자마자 ‘삼한사온’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9일 이상 한파가 지속됐다.
한파(寒波, cold wave)는 고위도지방에서 발달한 매우 찬 기단이 저위도지방
으로 확장하여 급격한 기온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철 고위도지방
의 찬 공기가 한랭전선과 함께 물결처럼 저위도지방으로 흘러가며 전해지기 때
문에 ‘한파’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한파는 주로 서해상 또는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하면서
동진하는 저기압 후면에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 때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
이 아래 기상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표1] 한파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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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대설(大雪, heavy snow)은 짧은 시간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으로, 일반적으
로 시간당 1~3㎝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 5~20㎝이상의 눈이 내릴 때를 말한
다. 시·공간적으로 집중성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30분~2시간 주기로 강약
의 변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대설은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시베리아고기압의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해수온도와 기온의 온도차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다. 또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
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기상청에서는 관측장소 주변 1/2이상에 눈이 쌓였을 때, 지면에 수평하게 설
치된 적설판에 쌓인 눈의 깊이를 ㎝단위로 관측한다. 원통형우설량계를 이용하
여 눈이 비로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의 강수량도 함께 관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지적으로 대설의 발생빈도 차가 커짐에 따라 산악이나 기상관서가 없는 지역
에도 초음파나 빛의 원리를 이용한 적설계나 눈이 쌓인 영상을 처리하여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영상적설계 등을 통해 적설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적설판

초음파적설계

레이저적설계

[그림1] 적설관측장비의 종류
또한, 한파와 마찬가지로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전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항공기상청에서는 기상청과는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당해 공항에
대설주의보 없이 바로 대설경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있다.
[표2] 대설특보 발표기준
종류
대설

발표기관
기상청
항공기상청

주의보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

1회 신적설이 3㎝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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