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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장마전선을 위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위도

27°-30°, 30°-33°, 33-36°, 36°-39°)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전선의

수직구조와 종관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온도를 사용하여 장마전선의 수직 구조를 분

석하였다. 상당온도는 상당온위보다 값의 변화가 크며, 고도가 상승

할수록 감소하는 특성 때문에 전선의 수직 구조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 상당온도가 하강하는 지점에 상당온도

의 음의 최대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

역이 존재하며, 이 지점에서 전선의 기울기 값이 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선의 기울기는 전선이 북상할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바람의 수직구조를 살펴보면 전선의 남쪽에 하층제트와 상

승기류가 존재하며, 전선 북쪽에서는 대기 하층에 동풍과 상층제트

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선 북쪽에 나타나는 대기 하층의 동

풍은 전선이 북상하면 약화된다. 강수강도는 전선을 중심으로 강하

며, 전선이 북상할수록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상층 종관장의 분석 결과는 바람장의 분포가 전선의 형성과 유지

에 중요함을 보였다. 대기 하층에서는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로 남서

기류가 들어오며, 200hPa면 일기도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서풍이 남

하하여 전선 북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전선의 수직

구조상에 제시되는 바람의 분포와 동일하다. 대기 하층에서는 전선

부근에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전선 북쪽의 동풍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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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한기가 서쪽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온도 분포에서 드러났

다. 상대소용돌이도 분석 결과는 대기 하층의 양의 상대소용돌이도

중심은 한반도 이남의 전선의 경우에는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도의 중심과의 연계가 약하나, 한반도에 위치한 전선은 500hPa면의

중심과의 연계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저기압 동반유무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와 종관장 특성에는 차

이가 나타났다. 저기압이 전선에 동반될 때에는 유형 I을 제외하고,

전선의 기울기 값이 더 강하며, 높은 고도까지 나타났다. 서풍은 전

고도에 걸쳐 전선 부근에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 북쪽의

대기 하층에 나타나는 동풍의 세력도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에 관계

없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전선의 상승기류와 강수강도는 유형 I을

제외하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층 일기도에서는 저기압과 저

기압성 회전이 전선 상에 등장했으며, 그 결과 전선의 북쪽에서 한

기가 서쪽으로 더 확장되는 온도 분포가 나타났다. 200hPa면 일기도

에서는 유형 IV를 제외하고 북쪽에 위치한 서풍이 일반적인 경우보

다 조금 더 남하한 후에 전선의 북쪽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와 관계없이 850hPa면과 700hPa면, 그리고 500hPa면

의 양의 상대소용돌이도의 중심들이 꽤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장마전선이 위치한 위도대 및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

라 전선의 수직구조와 상층 종관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 점과

국내 전선 연구에 거의 활용되지 않은 상당온도가 장마전선의 분석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장마, 상당온도, 수직구조, 종관분석, 저기압

학 번: 2011-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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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름 몬순은 동아시아, 인도, 북태평양

몬순으로 구분되며,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동

부, 한국, 일본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Wang and LinHo, 2002).

동아시아 여름 몬순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규모의

날씨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며(Ding, 2004), 동아시아 지역은 매년

여름철에 남쪽의 기단과 북쪽의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며(기상청, 2011), 한국에서는 연 강수량

의 50% 이상이 여름철에 나타난다(홍기옥 등, 2006). 이렇게 몬순

전선이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한국에서는 장마, 중국에

서는 메이유(Meiyu), 일본에서는 바이유(Baiu)로 부르며, 일반적으로

몬순 전선은 동아시아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지만, 전선의 구

조는 동일하지 않고, 중국 내륙과 일본 사이에서 전선의 구름 특성

이나 전선의 구조는 다르게 나타난다(Akiyama, 1989, 1990). 이는

전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특성에 기인하며, 장마는 한반

도 주변의 온대 대륙성 기단, 열대 몬순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

츠크해 기단, 그리고 극기단의 영향을 받아, 매년 그 특성이 달라진

다(서경환 등, 2011). 동아시아 몬순 전선 내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

타나는 경계는 한반도가 위치한 경도 120°-130°로 알려져 있으며,

남북간 온도 차이가 작으나 습도 차이가 큰 메이유와 남북간 온도

및 습도 차이가 큰 바이유 사이에 나타나는 장마는 때에 따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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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또는 바이유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Kato, 1985;

Okada and Yamazaki, 2012).

여름철에 많은 비를 초래하는 장마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많은

연구에서는 상층의 종관적 특징과 전선의 수직적 구조를 분석하였

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수량, 운량, 500hPa면 고도장 등을 분석하

여 장마계의 종관적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병설․김성삼, 1983), 다

우장마와 과우장마의 전선의 구조적 특징 차이를 종관장 및 수직

구조 분석을 통해 밝혀낸 연구(김성삼 등, 1983), 비가 적게 온 1982

년 여름의 대기 순환에 대해서 분석하거나(전영신․박순웅, 1990; 강

경아․변희룡, 2004), 장마철 장기 강수와 단기 강수는 종관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 연구(박병익, 2012), 상당온위를 활용하여

장마전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과 평균적인 장마전선의 구조를 탐

구한 연구(서경환 등,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체 기

간에 대해 평균적인 상태를 연구하거나 다우나 과우장마 등의 특정

된 상황에서의 종관장과 전선의 수직 구조 등을 분석하였기에, 전선

의 위치에 따른 평균적인 종관상태와 전선의 수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아시아 몬순 전선의 연구에는 기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기단 연구에서는 상당온위를 많이 사용한다. 상당온위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변수로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를 모두 응결시켰을 때 방출되는 잠열을 온도에

포함시켜 계산한 온도(상당온도)를 온위로 바꾸어 계산한 것으로,

대기 안정도나 기단의 연구 등에 이용된다(소선섭․소은미, 2009).

또한 상당온위를 계산하여 상당온위의 남북경도의 값이 음이 최대

인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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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경환 등, 2011). 상당온위를 활용한 연구로는 850hPa면 상당온

위값을 이용하여 한국의 여름철 기단의 출현특성을 분석하거나(남기

열, 1984), 일본 주변의 상당온위의 변동을 연구하여 메이유의 경년

변동성을 파악한 연구(Tomiya et al, 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상당

온위는 저위도 습윤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닌 변수이며, 값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선의 수직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상당온도는 이러한 상당온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변수로 평

가된다. 상당온도는 상당온위와 마찬가지로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변수이며 온위로 변환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

산이 비교적 간편하다. 또한 상당온도는 고도에 상승함에 따라 일반

적으로 그 값이 감소하며, 값의 수직적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상당온위보다 전선의 수직적 구조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다. 상당온도를 활용한 비(非) 전선 연구에는 온도와 상당온도

를 연구하여 토지 사용과 하층 대기의 상관성을 밝히거나(Fall et

al, 2010),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당온도가 기후변화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 연구(Rivera et al, 2003) 등이

있다. 상당온도를 이용한 전선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메이유 전선의 구조를 상당온도를 통해 분석하고, 전선의 기

울기를 계산하여 전선생성작용이 500hPa 이하에서 활발하게 진행됨

을 밝혀낸 연구(Fu and Qian, 2012) 등이 있다.

상당온도가 국내 기후학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당온도를 활용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상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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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활용한 연구 시도는 장마 전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량과 강수 분포가 특정 위도를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박병익(1996,

2003)의 연구 결과는, 전선의 위치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 및 동

아시아의 상층의 종관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선의 위치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상당온도를

통해 전선의 수직 구조를 파악하여 전선 위치별로 차이점이 있는지

를 확인하고, 전선의 수직 구조와 상층의 종관 기상장이 어떻게 연

관되며, 종관장 특성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른 전선의 수직 구조와 상층의 종관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상세히 서술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기도를 기초로 전선의 위치를 4가지 유형(위도 27°-30°,

위도 30°-33°, 위도 33°-36°, 위도 36°-39°)로 구분하고, 상층 기상

자료, 강수량 자료를 토대로 상당온도와 바람의 수직 구조 및 강수

특성이 전선 위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둘째, 전선의 위치에 따라 상층의 종관 기상상태와 전선의 수직구

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상층 기상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전선

위치 유형별 종관 기상상태의 특징과 차이점을 연구한다.

셋째, 저기압이 동반여부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와 상층 종관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및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유형별 상당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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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수직 분포와 강수강도를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유형별 상

층 종관 특성(온도, 바람 분포와 상대소용돌이도)을 살펴보았다. 4장

에서는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나 상층 종관특

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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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자료 및 연구방법

1. 사용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0-2012년의 6-7월 일본기상청 지상일기도 자료

(2007년 7월은 제외),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CEP) Final(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자료,

TRMM/PR(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Precipitation

Radar)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기도 자료는 전선의 위치 및

저기압 동반 여부를 분류하기 위해 매일의 0000UTC와 1200UTC의

일본기상청의 지상일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1), 전선의 수직구조

분석 및 상층 종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공간해

상도 1°x1°를 가지며, 6시간 간격으로 제공되고, 연직 21개 또는 26

개 층의 자료로 구성되었기에, 공간해상도 2.5°x2.5°에 17개 연직 층

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NCEP 재해석 자료(Reanalysis data)보다 상

세한 전선의 구조 파악에 용이하다2). TRMM/PR 강수량 자료는 전

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수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며, 0.25°X0.25°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다3). TRMM/PR 강수량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를 포함하기

에 연구에 이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3시간 강수량은 기준

시를 기준으로 각각 1시간 30분 전/후 기간의 강수량을 사용하기에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일기도를 사용하였다.

2) rda.ucar,edu/datasets/ds083.2/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disc.sci.gsfc.nasa.gov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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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점 전선으로 인한 강수량의 발생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처리 및 지도화에는 MATLAB

R2012b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전선 분류

장마전선의 위치별 수직구조 및 종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일본기상청의 지상일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전선을 분류하였다. 전선

분류 시에 이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선이 한반도의 대부

분 지역을 포함하는 경도 125°-130°의 공간 범위 내에서 위도거리

1° 이내의 아주 작은 변동을 보일 때에만 사례로 포함하였다. 그리

고 일기도 상에서 경도 130°의 서쪽에 열대저압부와 태풍이 나타나

면 해당지역에서 많은 강수가 나타나고, 풍향이 변하여 한반도 부근

의 수증기 수송에 영향을 미쳐, 장마전선의 구조나 장마전선으로 발

생한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례

에서 제외하였다. 위 기준을 따라 일기도를 분류한 후에, 한반도의

강수분포가 크게 변화하는 장마전선의 위도가 30°, 33°, 그리고 39°

라는 박병익(1996)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전선이 위도

27°-30° 사이에 위치했을 때(유형 I), 전선이 위도 30°-33° 사이에

위치했을 때(유형 II), 전선이 위도 33°-36° 사이에 위치했을 때(유

형 III), 전선이 위도 36°-39°에 위치했을 때(유형 IV)의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공간적 범위와 사례의 수는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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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선 위치 유형별 분석 사례수

유형 전선이 위치한 위도 사례수
I 27°-30° 80
II 30°-33° 97
III 33°-36° 85
IV 36°-39° 31

<그림 1> 연구 지역 및 전선 위치 유형별 위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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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당온도

본 연구에서 전선의 수직구조 분석에 활용한 상당온도는 상당온

위와 유사한 개념이나 계산식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상당온위에 대

해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상

당온위 계산에는 볼튼의 식(1980)을 많이 이용한다. 볼튼의 식(1980)

은 먼저 상승응결고도에서의 절대온도를 구한 후 상대 습도를 계산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한다.

식. 1은 상승응결고도의 절대온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은 상승

응결고도에서의 절대온도이고, 는 절대온도, 는 상대습도를 의

미한다. 식. 2에서 은 혼합비를 의미하며, 식. 1을 통해 얻어진 

과 혼합비()를 이용하면 식. 2를 통해 상당온위를 계산할 수 있지

만, 계산식이 약간 복잡하다. 반면 상당온도 계산에 이용되는 식은

비교적 간단하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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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4)

식. 3에서 는 수증기의 응결잠열(단위:  ×     ), 는 건

조공기의 정압비열(    ), 는 비습(단위: ∙   )을 의

미한다. 수증기의 응결잠열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Williams(1995), Fall et al(2010) 등이 사용한 식을 이용하였으며, 식

은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는 섭씨 온도(℃)를 의미하며, 식. 4를 통해 계산한

수증기의 응결 잠열()을 식. 3에 대입하면 쉽게 상당온도를 계산

할 수 있다. 상당온도의 계산은 볼튼의 식보다 간편하며, 실제로 계

산에 필요한 시간도 적게 소모된다.

<그림 2>는 2006년 7월 18일 0000 UTC 지상일기도와 상당온위

와 상당온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850hPa면 남북경도(각각 와

) 분포도이다. 일기도에 나타나는 지상의 전선보다 약간 위도

가 높은 지점에 전선의 형태과 유사한 모양으로 각각 상당온위와

상당온도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으로 표현되는 전선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2-b, c).4) 서경환 등(2011)의 연구에서도 추정한

전선의 위치가 이와 비슷하게 약간 높은 위도에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 해상도로 인한 한계이거나, 전선이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

수록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은 2006년 7월 18일 0000UTC의 상당온위와 상당온도의

4) 일기도(a)와  상당온위/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분포도((b),(c))의 투영법이 다르

나, 분포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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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고도 분포도 및 상당온위와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위도-고도

분포도이다. 전선 부근에서 온도 변화가 심하며, 고도가 상승할수록

북쪽으로 기울어져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온위와 상당온도의 남북경도는 비슷한 형태로 분포한다. 상당온

도의 분포도는 상당온위의 분포도보다 전선의 위치를 추정하기 쉬

우며, 값의 변화가 커서 대기 중·상층의 전선대 탐색에 유리하다. 상

당온도는 보존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기단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는데, 보존되는 값을 지니며 기단 분석에 이용되는 상당

온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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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6년 7월 18일 0000 UTC 지상일기도와 상당온위 및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분포도: (a) 지상일기도, (b) 상당온위의 남

북경도( , 단위: ) 분포도, (c)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단위: )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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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6년 7월 18일 0000 UTC의 상당온위와 상당온도의

위도-고도 분포도 및 상당온위와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상당온위()의 분포도, (b) 상당온도()의 분포

도, (c) 상당온위의 남북경도( , 단위: ) 분포도, (d) 상

당온도의 남북경도(, 단위: )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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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5)

 ∆

∆












··································· (식. 6)

2.3. 전선의 수직 구조

전선의 수직 구조 분석을 위해서 전선 위치 유형별로 경도

125°-130°의 상당온도, 바람 자료를 합성 평균하여 위도-고도 분포

도를 작성하였다. 분포도 작성에 사용한 위도의 공간적 범위는 25°

부터 45°까지이며, 고도는 1000hPa부터 100hPa의 21개 고도값을 계

산하여 작성하였다. 상당온도와 관련하여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그리고 전선의 기울기도 계산하였는데, 전선

의 기울기를 통해 전선생성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Fu and Qian, 2012). 상당온도를 이용한 장마전선의 기

울기 계산은 Fu and Qian(2012)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으며, 식은

다음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는 기압, 와 는 각각 각각 탄젠트 함수와 전선의 기울기를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가 음의 최대값을

보이는 지점에 전선이 위치하며,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 부근에서 수

직경도( )가 작은 영역이 나타나는데(2장, 4장 참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식. 6을 살펴보면, 전선이 위치한 지점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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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기울기가 큰 값을 보이게 된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전선생

성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Fu and Qian, 2012). 상당온

위는 앞서 언급한 특성인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가면서 상당온위

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전선의 수직 경도 계산

이 복잡해져 전선의 기울기 계산이 어렵지만, 상당온도는 대체로 고

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가져 전선의 기울기 계산이 용이

하다. 또한 장마전선 연구에는 습윤한 남쪽 기단의 공기를 수송하는

하층 남서풍이나 북쪽에서 남하하여 불어오는 상층 서풍 등 바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에, 전선 위치 유형별 바람장의 수직구조에 대

해서도 조사하였다.

2.4. 강수량 및 상층 종관 특성 분석

전선의 위치 및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강수량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는 TRMM/PR 3시간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층 종관 특성 파악을 위해 850hPa면과 200hPa면의

온도장과 바람장을 합성하여 지도화하였으며, 하층제트와 상층제트

의 풍속을 계산하였고, 상대 소용돌이도( )도 계산하

여 분석하였다.

2.5. 저기압 동반여부에 따른 분석

전선 내에 저기압이 동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전선의 수직 구조

나 기울기, 강수량 분포, 그리고 상층 종관 특징 등을 분석하기 위

해서, 전선 내 저기압이 위치한 사례를 따로 정리하여 전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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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자료를 합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선 내에

포함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저기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일기도 상에 저기압(L)의 중심이 나타나며, 이 저기압의 중심이

한반도 주변 경도 123°-132°에 위치하는 경우를 사례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이 한반도 주변 경도에 위치하지 않아도, 저기

압이 강해 폐곡선의 형태를 이루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사례에 포함하였다. 각 유형별로 저기압이 포함된 사례의 수는 <표

2>과 같다.

<표 2> 전선 위치 유형별 저기압 통과 사례수

유형 전선이 위치한 위도 사례수(전체 대비비율)
I 27°-30° 12(15%)
II 30°-33° 24(24.7%)
III 33°-36° 18(21.2%)
IV 36°-39° 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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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전선의 수직 구조와 강수 분포

제 1절 유형별 상당온도의 수직 구조

<그림 4-7>은 각 유형별 상당온도(),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수직경도() 및 전선의 기울기( )

의 위도-고도 단면도를 나타낸다. 유형 I(위도 27°-30°)에서는 상당

온도가 위도 25°를 넘어가면서 값이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대기 상층으로 갈수록 하강의 정도가 약해지고, 하강이 나타나는 위

도가 북상함을 알 수 있다(그림 4).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

대값은 상당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위도 28°-30° 부근에서 나타나

며, 고도가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

게 상당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는 상당온도 남북경도

의 음의 최대값이 나타나는데, 이 부근에 평균적인 전선이 위치한

다. 상당온도5의 수직경도가 작게 나타나는 영역은 전선 부근의 대

기 하층 925-750hPa과 중층 650-500hPa 부근에 존재한다. 전선의

기울기 값은 850-700hPa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500hPa부근

까지 뻗어있는데, 이는 이 부근에서 전선생성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형 II(위도 30°-33°)에서는 상당온도의 값이 하강하는 지점이 위

도 30°를 넘어서 나타나며,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은

위도 30°-35° 이상으로 북상하여 위치하나, 음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5). 상당온도의 수직경도는 전선이 위치한

지점의 대기 하층과 중층 500hPa 영역에서 작은 값을 보이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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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 전선의 기울기는 하층에서 큰 값을 가지며 지상에서

약 500hPa까지 뻗은 형태로 나타난다.

유형 III(위도 33°-36°)에서는 상당온도의 하강이 위도 33°를 넘어

나타나며, 상당온도의 남북경도가 음의 최대값은 위도 32°와 37° 사

이에서 나타난다(그림 6).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은 전선

이 위치한 지점의 대기 하층에 위치한다. 전선의 기울기는 하층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전선의 기울기 값의 분포 고도는 유형I과 유형 II

의 경우보다는 약간 하강하며 기울기 값도 작아진다.

유형 IV(위도 36°-39°)에서는 상당온도가 위도 36°를 넘어가면서

하강하는데, 다른 위도대에 위치했을 때보다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7).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은 위도

36°-40° 부근에서 나타나며, 음의 절대값은 더 작아진다.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은 전선이 있는 지역의 대기 하층에 국한되어

존재한다. 전선의 기울기는 그 값이 작아졌으며, 500hPa 부근까지

나타나나 중간에 단절되는 영역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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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형 I의 상당온도,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수직경도, 전

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상당온도( , 단위:  ), (b)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c) 상당온도의 수직

경도( , 단위:  ), (d)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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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형 II의 상당온도,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상당온도( , 단위:  ), (b)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c) 상당온도의 수직

경도( , 단위:  ), (d)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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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형 III의 상당온도,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상당온도( , 단위:  ), (b)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c) 상당온도의 수직

경도( , 단위:  ), (d)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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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형 IV의 상당온도,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상당온도( , 단위:  ), (b)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c) 상당온도의 수직

경도( , 단위:  ), (d)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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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온도의 수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 평균 위도(각각

위도 28.5°, 31.5°, 34.5°, 37.5°)에 상당온도의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

는 지점이 나타나며, 해당 위도 부근에서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

의 최대값이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전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은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가 북

상할수록 약해지며, 전선이 위치한 지점에서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이 주로 대기의 하층에 나타난다. 전선의 기울기 계산 결

과는 전선생성작용이 일어나는 중심이 대기 하층에 위치함을 보여

주는데, 이는 하층 대기의 순환이 전선 생성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전선이 위치한 위도가 북상할수록 전선의 기울기 값이 작아

지고, 전선의 기울기 값의 분포가 축소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전선

생성작용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부로 북상하면 잘 유지되지 않고, 남쪽으로 후퇴하거나 소멸하는

점과 연관되어 보인다. 또한 전선대가 상승할수록 전선의 기울기가

약해지는 점은 한반도 주변 기단들의 특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6월에 가장 많

이 출현하는 점을 밝힌 연구(조리나․이승호, 2010), 6, 7월 모두 오

호츠크해 고기압과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순환 패턴이 존재함을 보

인 연구(손준혁․서경환, 2012) 등을 통해 판단해 보면, 전선이 한반

도 남쪽에 있는 경우(유형 I & II)는 6월의 비율이 높으며(표 3 참

조), 6월에는 북태평양 기단보다 덥고 습윤한 열대몬순 기단의 영향

을 많이 받으며, 차가운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도 꽤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선이 한반도에 위치할 때(유형 III & IV)에는 7

월의 비율이 높으며(표 3 참조), 7월에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력

이 6월보다 약해지고, 북서태평양 기단의 영향력이 강해져 열대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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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습윤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

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단의 특성 및 배치 때문에 전선의 기울기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각 전선 위치 유형별 사례의 월별 빈도

유형 전선이 위치한 위도 6월 7월
I 27°-30° 70(87.5%) 10(12.5%)
II 30°-33° 69(71.1%) 28(28.9%)
III 33°-36° 18(21.2%) 67(78.8%)
IV 36°-39° 8(25.8%) 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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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유형별 바람의 수직 구조

<그림 8-11>은 각 유형별 바람(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

-고도 단면도를 나타낸다. 유형 I(위도 27°-30°)에서 하층 서풍의 중

심은 위도 27° 부근에 나타나며, 상층제트의 중심은 위도 35° 부근

에 존재한다(그림 8). 전선 북쪽의 대기 하층에서는 동풍이 불어오

고 있다. 남풍은 전선 남쪽에서 나타나며, 전선대에 접근할수록 점

점 약해져 하층 일부고도를 제외하고는 전선의 북쪽에서는 풍향이

바뀌어 북풍이 나타난다. 전선이 위치한 지점의 약간 남쪽에서부터

기류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며, 전선의 북쪽에는 기류의 하강이 나

타난다.

유형 II(위도 30°-33°)에서는 하층 서풍의 중심은 위도 30° 부근에

나타나며, 상층 제트류의 중심이 나타나는 위치도 위도 38°로 북상

하여 나타난다(그림 9). 전선이 있는 지점 부근에서 서풍 풍속이 약

해지며, 전선의 북쪽에서는 풍향이 바뀌어 동풍이 나타난다. 남풍도

조금 북상하여 불어오나 전선 부근에서 점점 약해져 하층의 일부

고도를 제외하고는 전선이 위치한 지점 부근에서 풍향이 바뀌어 북

풍이 나타난다. 위도 26° 이남에서는 기류의 하강이 나타나지만, 위

도가 북상할수록 전선의 남쪽부터 중간까지 상승기류로 바뀌어 강

하게 나타나며, 전선의 북쪽에서는 다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유형 III(위도 33°-36°)에서는 하층 서풍의 중심이 위도 33°로 북

상하며, 상층제트의 중심은 위도 39° 부근에 위치한다(그림 10). 전

선 부근에서 서풍의 풍속이 약해지며 전선의 북쪽에서 풍향이 바뀌

어 동풍이 불어오나, 동풍의 영역은 앞선 유형들보다는 좁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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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위도 25° 부근에서는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풍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

풍이 나타나는 최대 위도도 북상하며, 대기 하층의 800hPa이하를 제

외하고는 전선의 북쪽에서 풍향이 바뀌어 북풍이 나타난다. 위도

30° 부근까지는 기류의 하강이 나타나지만, 이후부터 전선의 남쪽까

지 상승기류가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전선의 북쪽에서는 기류의 하

강이 나타난다.

유형 IV(위도 36°-39°)에서는 하층 서풍의 중심이 위도 36°, 상층

제트류의 중심이 위도 40° 이북에 나타나며, 위도 25° 부근에 존재

하던 동풍이 약간 북상하여 분포한다(그림 11). 전선 부근에서 서풍

이 약해져 그 북쪽에서 풍향이 바뀌어 동풍이 불어오는 구역은 여

전히 존재하나 대기 하층에서 좁게 나타난다. 남풍의 최대도달위도

는 북상하며, 700hPa 이상에서는 전선의 북쪽에서 풍향이 바뀌어 북

풍이 불어오는 모습을 보인다. 위도 31° 부근까지는 기류의 하강이

나타나며, 이후에는 전선 부근까지 상승기류가 나타나며, 이후에는

다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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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형 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도:

(a) 동서풍(, 단위: ), (b) 남북풍(, 단위: ), (c) 연직속도(

(omega),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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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형 I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도:

(a) 동서풍(, 단위: ), (b) 남북풍(, 단위: ), (c) 연직속도(

(omega),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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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형 II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

도: (a) 동서풍(, 단위: ), (b) 남북풍(, 단위: ), (c) 연직속

도((omega),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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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형 IV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

도: (a) 동서풍(, 단위: ), (b) 남북풍(, 단위: ), (c) 연직속

도((omega),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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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 바람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선이 하층제트와 상층제트

사이에 존재하고,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가 북상할수록 하층의 남서

풍이 불어오는 최대 위도대가 북상하며, 전선의 위치별로 바람이 약

해져 풍향이 변화하는 지점 부근에 전선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선이 북상할수록 전선의 북쪽에 나타나는 동풍의

영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선의 북쪽에

서 한기가 서쪽으로 수송되는 정도가 약해짐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

형 III부터는 위도 25° 부근에 동풍 성분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되고, 북상하여 영향력이 강해

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전선이 북

상하면서 전선의 기울기가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승기류는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의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주로 전선의 남

쪽에 분포하며, 전선의 북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직속도가 강한 음의 값(상승)을 갖는 구역이 고도

600-400hPa 부근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선 활

동으로 심층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양상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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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유형별 강수강도의 분포

<그림 12>는 유형별 3시간 펑균 강수강도를 일평균 강수강도로

나타낸 분포도이다.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를 중심으로 강수가 나타

나며,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가 북상할수록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

다. 유형 IV의 경우에 한반도의 강수량이 가장 많으며, 장마전선이

위도 33° 이북으로 북상할 때, 한반도에 전선으로 인한 강수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유형별 평균 강수강도의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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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상층 순환 특성

제 1절 유형별 상층 순환 특성

전선의 수직 구조 분석만으로는 장마 전선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 위치한 북쪽의 한기가 남하하여 서해

안에서 합류하여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경도

125°-130°의 값을 합성한 수직 구조 분포도로는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당 사례의 상층 종관 기상장도 함께 분석하였다.

1. 바람의 분포

<그림 13-14>는 각 유형의 850hPa과 200hPa 바람의 분포도이다.

850hPa면의 바람 분포도에서는 전선의 남쪽에 남서풍(하층제트)이

유입되며, 전선 부근에서 풍속이 약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또한,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하층제트의 최대도달위도도

북상하며 북태평양쪽의 기류도 유입되어 한반도로 불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선의 수직 구조상에 나타나는 바람장

의 분포와 일치한다.

200hPa면 바람장에서는 남쪽에서는 고기압으로 인해 고기압성 회

전이 나타나며, 고기압의 북쪽으로 강한 서풍대가 나타나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14). 상층제트는 전선의 북쪽에서 나타나며, 전선

이 북진할수록, 상층제트도 북상하여 강한 서풍이 나타나는 위도가

북상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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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형별 850hPa면 바람의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바람의 단위는  .



- 35 -

<그림 14> 유형별 200hPa면 바람의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바람의 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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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상층제트와 하층제트의 중심을 나타낸다. 상층제트의

중심은 200hPa면의 서풍 풍속이 30이상인 영역을 나타내며, 하

층제트의 중심은 서풍 풍속이 10이상인 영역을 의미한다. 공통

적으로 전선의 이남에 하층제트의 영역이 출현하며, 전선의 북쪽에

상층제트의 영역이 나타나며, 전선이 북상할수록 하층제트의 중심과

상층제트의 중심은 북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반도 동쪽에서

상층제트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선에 유입되는 하층제트가 전선 남쪽에 존재하는 상승기류로 인해

상승하여 상층의 서풍 풍속을 강화시키는 순환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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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형별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의 중심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가는 실선은 하층제트의

중심(850hPa면의 서풍 풍속이 10이상인 영역)을 의미하며, 굵은

실선은 상층제트의 중심(200hPa면의 서풍 풍속이 30이상인 영

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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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온 분포

<그림 16>은 각 유형의 850hpa면 기온의 분포도다. 850hPa면의

기온 분포도에서는 북동쪽에 저온역이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온역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

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등온선은 'ㄴ

'의 형태로 나타나며, 전선 부근에서 등온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18도 등온선이 전선과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며,

전선이 북상할수록 등온선도 북동진하나, 북진하는 정도에 비해 동

쪽으로는 적게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위의 특징들은 전선

북쪽에 나타나는 동풍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선의 남

쪽에서는 온도가 더 높은 영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선의 남쪽에

존재하는 하층제트가 수송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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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형별 850hPa면 기온의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기온(단위: ℃)의 등온선 간격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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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상대소용돌이도의 분포

상대소용돌이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이는 저기압성 회전을 함을

의미하며, 고도별 상대소용돌이도 분포는 전선의 구조 파악에 이용

된다(Akiyama, 1990). <그림 17>은 각 유형별 850hPa면, 700hPa면,

500hPa면, 300hPa면의 상대소용돌이도의 값이 ×  ∙ 이상인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을 나타낸다. 유형 I(위도 27°-30°)에서 850hPa

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비교적 비슷한 위도대에 위

치해 있으나, 500hPa면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약간 북쪽에 나타나

며, 3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조금 더 북쪽에 나타난다.

유형 II(위도 30°-33°)의 경우에는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전선의

북상에 따라 북상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850hPa면

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은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

렇지만 500hPa면과 300hPa면의 중심은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

의 중심과는 약간 떨어져 북쪽에 위치해 있기에 유형 I과는 큰 차이

가 보이지 않는다.

유형 III에서부터는 분포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유형 III

(위도 33°-36°)의 경우에는 850hPa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의 중심은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는데, 500hPa면의 양의 소용

돌이의 중심의 일부가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과 약간

중첩되어 분포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유형 IV(위도 36°-39°)의 분포도에서는 850hPa면과 700hPa면, 그

리고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이 비교적 많이 중첩되어 나타

나며, 유형 I과 II와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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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유형별 전선의 기울기 값의 중심선의 분포도이다.

각 유형에서 전선의 기울기 값이 0.2이상의 값을 갖는 영역을 대상

으로 Skeletonizatio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유형 I과 II의 전선이 더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에 반해, 유형 III과 IV의 전선은 상대적

으로 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선의 수직

구조가 양의 소용돌이 중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전선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들의 위치 분포는 전선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선이 한반도 남쪽에

있을 때(유형 I과 II)에는 850hPa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은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나,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

과는 약간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부근에서는 나타나는 전선

(유형 III, 유형 IV)의 경우에는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까

지 중첩되는 영역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유형 III과 유형 IV의 전선(위도 33°-39°)이 대류권 중층

까지 뻗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반도의 강수

시의 전선은 깊은 활동전선 유형의 전선과 연관된다는 박병익(2012)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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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유형별 상대소용돌이도의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가는 점선은 850hPa면, 가는 실선은

700hPa면, 굵은 점선은 500hPa면, 그리고 굶은 실선은 300hPa면의

상대소용돌이 값이 ×  ∙ 이상인 지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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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유형별 전선의 기울기 값의 중심선 분포도: 각 유형에서

전선의 기울기 값이 0.2이상의 값을 갖는 영역을 대상으로

Skeletoniz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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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전선 특성 비

교

제 1절 전선의 수직 구조와 강수 분포

일반적으로 중위도 지역의 여름 강수는 전선 자체로 인한 강수량

보다는 전선 내 저기압 통과시의 강수량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

다(이승호,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기압 동

반 유무에 따라 각 유형의 고도별 전선의 수직 구조와 종관장을 분

석하였다.

1. 상당온도의 분포

<그림 19-22>는 저기압의 동반 여부에 따라 각 유형별로 나타나

는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그

리고 전선의 기울기( )의 위도-고도 단면도이다.

유형 I(위도 27°-30°)에서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은 위

도 28°-32° 부근에 그 중심이 위치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남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그림 19). 고도가 올라갈수

록 북쪽으로 기울어져 뻗어있는 점은 동일하며, 음의 절대값의 크기

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선에서 수직경도가 작게 나타나는 고도는

900-750hPa과 700-500hPa 부근이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

간 확장되어 분포한다. 전선의 기울기 값은 대기 하층 800hPa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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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대기 하층에서 중층까지 걸쳐 분포한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

우에는 전선의 기울기 값이 남북으로 확장되어 분포하나, 분포고도

나 기울기의 최대값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형 II(위도 30°-33°)부터는 유형 I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20).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은 위도 30°와 35° 사이에

위치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절대값이 더 크며, 높은 고

도까지 나타난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은 전선이 위치한 지점 주변에서 대기 하층에서 상층

500hPa까지 연속되어 분포하는데.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전선의 기울기 값은 대기 하층에서 강

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기울기 값이 더 크고, 높은 고도까지

도 분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유형 III(위도 33°-36°)에서는,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

이 위도 33°-38° 부근에 나타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음의 최

대값이 커지며, 남북으로 확장되어 분포한다(그림 21).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은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1000-700hPa 부근까지 존재

하는데,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1000-900hPa까지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전선의 기울기 값은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더 크며 높은 고도까지 분포하여,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유형 IV(위도 36°-39°)에서는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

이 위도 36°와 41° 사이에 위치하는데,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음

의 절대값이나 분포 범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22). 수직경

도가 작은 영역은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 하층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저기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700hPa까지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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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난다. 전선의 기울기 값은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하층에서

큰 값을 가지며, 대기 중층까지 뻗어 나타나,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

은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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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유형 I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저기압을 동반

할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b)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단위: ), (c) 저기압

을 동반할 시의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d)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e)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f)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전선의 기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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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유형 II의 상당온도의 남북경

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b) 저기

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단위: ), (c)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d)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e)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f)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전선의 기울기

(  )



- 49 -

<그림 21>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유형 III의 상당온도의 남북경

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b) 저기

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단위: ), (c)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d)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e)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f)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전선의 기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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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유형 IV의 상당온도의 남북경

도 및 수직경도, 전선의 기울기의 위도-고도 분포도: (a)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단위: ), (b) 저기

압을 동반할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단위: ), (c)

저기압을 동반할 시의 전선의 기울기(  , 단위:

 ․ ), (d)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 ), (e)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상당온도의 수직경도

(), (f)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을 시의 전선의 기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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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상당온도의 수직구조에서는 유형 I을 제

외하고, 다른 유형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저기압이 동반되

는 경우에 상당온도의 남북경도는 음의 값을 갖는 영역이 남북으로

더 넓게 그리고 높은 고도까지 분포하며, 음의 절대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상당온도의 수직경도를 보이는 영역이 대기

하층에 국한되지 않고 높은 고도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러한 특성은 저기압이 동반될 시에는 전선의 기울기 값이

커지며, 분포 고도도 대기 상층까지 확장되어 나타남을 설명한다.

저기압을 동반할 시에도 전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을 보이는 영역은

대기 하층에 존재하는데, 이는 전선생성활동이 이루어지는 축이 확

장되어 나타나지만, 전선생성작용의 중심은 여전히 대기 하층의 순

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바람의 분포

<그림 23-26>는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바람의 위도-고도 단

면도와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편차도이다. 유형 I(위도 27°-30°)에서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하층 서풍의 중심은 위도 27° 부근에 나타나

며, 서풍 풍속이 조금 강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상층

제트류의 중심은 위도 34° 부근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황보다 전선

에 가깝게 나타난다. 전선 북쪽에서 풍향이 바뀌어 동풍이 불어오는

지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상황보다 동풍의 풍속이 강하

다. 동서풍의 편차도에서는 하층제트와 상층제트 부근에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저기압 동반 여부가 이들 특성에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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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선 북쪽에 동풍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동풍이 매우 약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남북풍의 분포는 일반

적인 상황과 비슷하나, 전선 북쪽에 전 고도에 걸쳐 북풍이 존재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남북풍의 편차도에서는 대기 하층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지만, 저기압이 동반될 경우에 남풍이 조금 약화되

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층의 남풍 풍속이 증가하는데, 이는

상층제트가 한반도 부근에서 북상하여 전선의 북쪽을 통과함을 의

미한다. 또한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전선 남쪽에 나타나는 상승기

류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조금 약화되지만 전선의 북쪽까지 나타

난다. 이는 연직속도의 편차도에서 나타나는 위도 30° 이북의 상승

기류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형 II(위도 30°-33°)에서는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하층 서풍의

중심이 위도 30°로 이동하며, 상층 제트류의 중심이 나타나는 위치

가 위도 38° 부근으로 북상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전체

적으로 서풍 풍속이 강해지며, 대기 중·상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

다. 전선 북쪽에 존재하는 동풍의 영역은 확장되어 분포하며, 동풍

의 풍속도 강하다. 동서풍의 편차도에서는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의

서풍 풍속이 증가하며, 전선의 북쪽에 강한 동풍이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기압과 저기압으로 인한 순환과 연관되어 보

인다. 남풍은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좀 더 강하게 불어오며, 일반

적인 상황과 다르게 상층에서도 남풍이 상층제트의 위치까지 나타

난다. 전선의 북쪽에서는 전 고도에 북풍이 나타난다. 남북풍의 편

차도에서는 전선 부근에서 전 고도에 걸쳐 양의 편차가 나타나며,

특히 상층제트 부근의 양의 편차가 크다. 이는 저기압이 동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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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유형 I과 마찬가지로 상층제트가 한반도 부근에서 북상하는

움직임을 보임을 의미한다.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는 전선이 위치한

지점의 남쪽에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며,

연직속도의 편차도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III(위도 33°-36°)의 경우에는 저기압이 동반될 시 하층 서풍

의 중심이 위도 33°에 나타나며, 상층제트의 중심은 위도 39° 부근

에 존재한다(그림 25). 전반적으로 서풍의 풍속이 증가하며, 전선 북

쪽의 동풍이 불어오는 구역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축소되지 않

고 700hPa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서풍의 편차도에서는

전선 남쪽에서 대기 하층의 서풍이 강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며, 중간

에 약한 음의 편차가 나타나지만 상층제트의 중심 풍속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선 북쪽에 출현하는 강한 동풍의 영역은 저기압이

동반될 때 나타나는 저기압성 회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저기압

이 동반된 전선의 북쪽에서는 강한 동풍이 출현함을 의미한다. 남풍

의 풍속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상층

제트에서 남풍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선 북쪽의 상층을 제외하고는

중층과 하층 대기에는 북풍이 나타난다. 남북풍의 편차도에서는 전

선 주변에서 남풍이 강화되며, 상층에서 큰 양의 편차가 나타나는모

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는 상층제트가 한반

도에서 북진함을 의미한다. 전선의 남쪽에 나타나는 상승기류는 저

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연직속도의 편차도에서

는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전선 남쪽의 상승기류가 강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유형 IV(위도 36°-39°)에서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하층 서풍

의 중심은 위도 36°에서 나타나며, 상층 제트류의 중심은 위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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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에 존재한다(그림 26). 전선 부근에서 서풍의 풍속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전선의 북쪽에서는 동풍의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동서풍의 편차도에서는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에서 양의 편차가

나타나며, 특히 상층제트가 큰 양의 편차를 갖는데, 이는 상층제트

의 풍속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선의 북쪽에 나타나는 강한

동풍은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선의 북쪽에 동풍이 출

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남북풍

의 분포는 일반적인 상황과 유사하며, 상층의 남풍 풍속이 증가한

다. 남북풍의 편차도에서는 전선의 남쪽에 음의 편차가 나타나며,

상층제트 부근에서 양의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일 경우, 전선의 남쪽에서는 남풍의 풍속이 약간 감소하며, 상

층제트는 좀 더 북진하는 모습을 보임을 의미한다. 유형 II와 유형

III과 마찬가지로,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전선에서 강한 상승기류

가 나타나는데, 이는 연직속도의 분포도와 편차도로 확인할 수 있

다.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바람의 수직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저기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의 서

풍 풍속이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선의 북쪽 하층 대기

에 존재하는 동풍의 영역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도가 북상할수록

약화되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위도에 상관없이 동풍의 풍속이 강하

며 동풍이 700hPa 부근까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저기압이 동반되는 경우에 하층 대기에 뚜렷한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한기가 동풍으로 인해 서

쪽 방향으로 수송되어 전선활동을 지속·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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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층제트의 움직임은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한반도 부근에서

북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연직속도의 경우, 유형 I의 경우에는 강

도 차이는 별로 없지만, 상승이 나타나는 구역이 북쪽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며, 위도 30°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상승기류가 강하

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직속도의 증가는 전 고

도에 걸친 서풍의 풍속 증가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기

하층의 강화된 남서풍이 전선 부근에서 상승하는데, 저기압이 동반

될 때에는 상승기류가 강해 더 빠르게 상승하여, 중층과 상층의 남

풍과 서풍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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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

도-고도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동서풍(, 단위: )

의 분포도, (b) 저기압 동반 시 남북풍(, 단위: )의 분포도, (c)

저기압 동반 시 연직속도()의 분포도, 단위: ), (d) 동서풍()의

편차도, (e)남북풍()의 편차도, (f) 연직속도()의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

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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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동서풍(, 단위:

)의 분포도, (b) 저기압 동반 시 남북풍(, 단위: )의 분포도,

(c) 저기압 동반 시 연직속도()의 분포도, 단위: ), (d) 동서풍

()의 편차도, (e)남북풍()의 편차도, (f) 연직속도()의 편차도, 편

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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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I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동서풍(, 단위:

)의 분포도, (b) 저기압 동반 시 남북풍(, 단위: )의 분포도,

(c) 저기압 동반 시 연직속도()의 분포도, 단위: ), (d) 동서풍

()의 편차도, (e)남북풍()의 편차도, (f) 연직속도()의 편차도, 편

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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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V의 동서풍, 남북풍, 연직속도의

위도-고도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동서풍(, 단위:

)의 분포도, (b) 저기압 동반 시 남북풍(, 단위: )의 분포도,

(c) 저기압 동반 시 연직속도()의 분포도, 단위: ), (d) 동서풍

()의 편차도, (e)남북풍()의 편차도, (f) 연직속도()의 편차도, 편

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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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수강도

<그림 27>은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3시간 강수강도를 일평

균 강수강도로 나타낸 분포도이다. 저기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대

체로 강수량이 증가한다. 단 유형 I(위도 27°-30°)의 강수량의 증가

의 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에는 전선이 위도 33° 이남에 위치해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드러난다.

<그림 27> 저기압 동반 시 유형별 평균 강수강도의 분포도: (a) 유

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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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유형별 3시간 평균 강수강도를 일강수강도로 환산

하고, 저기압을 동반한 사례에서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의

강수량을 뺀 편차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저기압을 동반할 시에

전선 주변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형 I은 전선 상

의 강수강도는 비교적 감소하며 전선 북쪽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인다. 유형 IV에서는 중부 서해안 지역의 강수강도가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28>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유형별 평균 강수량의 편차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검은 실선 밖은

강수량이 감소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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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른 유형별 상층 순환

특성

1. 바람 분포

<그림 29-30>은 저기압을 동반한 경우의 유형별 850hpa면과

200hpa면 바람의 분포도와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편차도이다. 저기압

이 동반된 경우, 850hPa면과 700hpa면의 바람장 분포도에서는 전선

부근에서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난다(그림 29, 700hpa 바람장은 그림

생략). 그 결과, 전선의 남쪽에 유입되는 서풍과, 풍향이 반대되는

전선 북쪽의 동풍이 4가지 유형 모두에서 드러난다. 전선 북쪽에 나

타나는 동풍은 한반도의 서쪽으로 한기 수송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바람의 편차도에서는 저기압성 회전과 전선 북쪽에서 동풍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

는 전선의 북쪽에서 동풍이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형

IV에서는 한반도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저기압으로 인해 서해안과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hPa면 바람의 분포도 일반적인 상황과 유사하게 전선이 북진

함에 따라 강한 서풍이 부는 위도도 북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30). 바람의 편차도에서는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경도

125°의 서쪽에 저기압성 바람의 회전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층제트가 조금 더 남하하여 전선의 북쪽을 통과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바람의 편차도에서는 전선의 북쪽에서 남서풍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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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선 부근의 강화된 대류활동과 연계

되는 순환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동쪽에서 상층의 서풍

풍속이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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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850hPa면 바람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의 바람 분포도, (b) 유형 I의 바

람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의 바람 분포도, (d) 유형 II의

바람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

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바람 분포

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m/s이며, 바람 벡터의 크기는 지도 아

래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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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850hPa면 바람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I의 바람 분포도, (b) 유형 III의

바람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V의 바람 분포도, (d) 유형

IV의 바람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바람

분포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m/s이며, 바람 벡터의 크기는 지도

아래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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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200hPa면 바람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의 바람 분포도, (b) 유형 I의 바

람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의 바람 분포도, (d) 유형 II의

바람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

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바람 분포

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m/s이며, 바람 벡터의 크기는 지도 아

래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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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200hPa면 바람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I의 바람 분포도, (b) 유형 III의

바람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V의 바람 분포도, (d) 유형

IV의 바람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바람

분포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이며, 바람 벡터의 크기는 지도

아래에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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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각각 합성평균하여 나타낸

유형별 상층제트와 하층제트의 중심의 분포도이다. 상층제트의 중심

은 200hPa면의 서풍 풍속이 30이상인 영역을 나타내며, 하층제

트의 중심은 850hPa면의 서풍 풍속이 10이상인 영역을 의미한

다. 저기압을 동반한 경우에 대기 하층에서 강한 풍속을 보이는 영

역이 전선의 남쪽에 분명하게 나타나며, 분포 범위도 넓고 한반도

서쪽에서부터 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층제트는 유형 I～III의 경

우,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는 전선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조금 더 남

하하다가 한반도에서 북상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는 상층제트와 하층제트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

람의 분포 특성이 전선의 수직 구조에서 전선의 기울기가 큰 값으

로 유지되는 특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기압이 동반

될 때에도 한반도 동쪽에서 서풍의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의 수직 구조에서 상승기류가 강화되어 전 고도에

걸쳐 남서풍이 강화되는 양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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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각 유형별 하층제트와 상층제

트의 중심 분포도: (a) 유형 I, (b) 유형 II, (c) 유형 III, (d) 유형

IV, 가는 점선은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전선의 하층제트의 중심

(서풍 풍속이 10이상인 영역)을, 가는 실선은 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의 하층제트의 중심을 의미하며, 굵은 점선은 저기압이 동반되

지 않은 전선의 상층제트의 중심(서풍 풍속이 30이상인 영역),

굵은 실선은 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의 상층제트의 중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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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온 분포

<그림 32>는 저기압을 동반한 경우의 각 유형의 850hpa면 기온

의 분포도와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

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편차도이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에 850hPa면의 기온 분포는 'ㄴ' 형태의 등온선들이 나타나며, 전선

부근에서 등고선 간격이 좁게 나타난다. 그리고 등온선들이 남서진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진한 정도에 비해 남쪽으로는 조금 이동

하였는데, 이는 온도의 편차도에서 중국 내륙과 전선의 북쪽에 저온

역의 중심이 나타나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온도의 하강은 저기압

자체의 영향 및 전선 북쪽의 동풍이 강화되어 북쪽의 한기가 서쪽

으로 더 많이 수송되는 점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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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850hPa면 기온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의 기온 분포도, (b) 유형 I의 기

온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의 기온 분포도, (d) 유형 II의

기온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

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기온 분포

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이며, 각각의 등고선 간격은 2℃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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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저기압 동반 시 각 유형별 850hPa면 기온의 분포도와

편차도: (a)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II의 기온 분포도, (b) 유형 III의

기온 편차도, (c) 저기압 동반 시 유형 IV의 기온 분포도, (d) 유형

IV의 기온 편차도, 편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사례의 합성평균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의 합성평균을 뺀 값이다. 또한 기온

분포도와 기온 편차도의 단위는 ℃이며, 각각의 등고선 간격은 2℃

과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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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소용돌이도의 분포

<그림 33>은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각 유형별로 850hPa면,

0hPa면, 500hPa면, 그리고 300hPa면의 상대소용돌이도의 값이 각각

×  ∙ 이상인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을 나타낸 분포도이다.

저기압이 동반된 유형 I(위도 27°-30°)의 경우에 850hPa면과 700hPa

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비교적 비슷한 위도대에 위치해 있고,

500hPa면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조금 북쪽에 나타나나, 저기압이 동

반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볼 때 꽤 많은 영역이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과 중첩되어 분포한다.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

3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

심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나, 거의 중첩되지 않는다.

유형 II(위도 30°-33°)에서는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전선의 북상

에 따라 분포대가 북진하여 나타나며, 저기압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850hPa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 단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들이 약간 북쪽에 위치한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

이의 중심과도 상당한 부분이 중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저

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0hPa면과 300hPa면의 양의 소용

돌이의 중심은 약간 북쪽에 위치하며,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와

의 연계도 약하게 나타난다.

유형 III(위도 33°-36°)의 경우에도 저기압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850hPa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은 북상하여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는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500hPa면의 양의 소용

돌이의 중심의 일부가 연속성을 가지며, 대기 하층의 양의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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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 꽤 많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

은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유형 IV(위도 36°-39°)에서는 양의 소용돌이 중심이 북상하며, 저

기압이 동반된 경우, 850hPa면과 700hPa면, 그리고 500hPa면의 세

소용돌이의 중심이 비교적 많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네 가지 경우에

서 모두 여전히 3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 중심은 하층(850hPa면과

7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의 중심과는 떨어져 약간 북쪽에 위치하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의 상대소용돌이의 중심을 저기압이 동반되

지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전선 내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는 양의 상

대소용돌이 값이 더 강하며(그림 생략), 분포 범위도 일반적으로 더

넓게 나타난다. 또한 위도에 관계없이 850hPa면부터 500hPa면까지

양의 상대소용돌이의 중심이 비슷한 위치에 잘 나타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저기압이 동반된 전선에서는 전선이 대류권 중층

까지도 잘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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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각 유형별 상대소용돌이도의

중심 분포도: (a) 저기압이 동반된 유형 I, (b)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

은 유형 I, (c) 저기압이 동반된 유형 II, (d)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

은 유형 II, 가는 점선은 850hPa면, 가는 실선은 700hPa면, 굵은 점

선은 500hPa면, 그리고 굶은 실선은 300hPa면의 상대소용돌이 값이

×  ∙ 이상인 지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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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른 각 유형별 상대소용돌이도의

중심 분포도: (e) 저기압이 동반된 유형 III, (f)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유형 III (g) 저기압이 동반된 유형 IV, (h) 저기압이 동반되지

않은 유형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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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성질이 다른 남쪽과 북쪽의 기단이 만

나 형성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 장마전선은 일

반적으로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생성되며, 이후 북상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 장마전선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장마전선의 위치

에 따른 전선의 수직 구조나 종관 특성의 차이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13년간 여름 6-7월의 전

선의 위도별 위치에 따른 전선의 수직구조를 상당온도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종관장을 상층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선의

위치를 위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유형 I(위도 27°-30°), 유형 II(위

도 30°-33°), 유형 III(위도 33°-36°), 유형 IV(위도 36°-39°))으로 구

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수직 구조를 분석하고, 상층 종관장의 특성

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선 내에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수

직 구조와 종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전선의 수직구조와 종관 상태는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 및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요

약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선의 수직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유형에서 북쪽으

로 가면서 상당온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지점에 전선이 존재하였으

며, 전선 부근에서 상당온도의 남북경도의 음의 최대값이 나타났다.

상당온도의 남북경도는 전선이 북상할수록 음의 최대값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온도의 수직경도는 대개 전선이 위치한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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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하층에서 작은 값을 보이는 영역이 나타났으며, 전선이 북상할

수록 하층에 국한되어 분포하였다. 그 결과, 전선이 북상할수록 전

선의 기울기 값과 분포 범위는 약해지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대기

하층에서 전선생성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

장의 경우, 전선은 하층제트와 상층제트의 사이에 나타났으며, 전선

이 북상할수록 하층제트와 상층제트가 나타나는 영역도 각각 북진

하여 분포하였다. 또한 전선 북쪽의 대기 하층에는 동풍의 세력이

존재하였는데, 전선이 북상할수록 동풍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승기류는 전선의 남쪽 부근에 나타나며, 전선의 이동에 따라 그

분포 범위가 달라졌다. 강수강도는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를 중심으

로 강수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선이 북상할수록 강수강도가 강

해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상층 종관장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하층제트는 전선의

남쪽, 상층제트는 전선의 북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리고 한반도 동쪽에서 상층제트의 중심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하층제트-전선의 상승기류-상층제트로 이루어지

는 일련의 순환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 분포에서는 대기

하층의 경우, 전선 부근에서 온도 변화가 심하며, 한반도 부근에서

‘ㄴ’ 형태의 등온선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선 북쪽의 바람과 관련

된다. 상대소용돌이도의 분포에서는 전선 부근에서 양의 소용돌이값

이 나타났으며, 전선이 한반도에 위치한 경우(유형 III과 유형 IV)에

는 깊은 활동전선 유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는 차이를 보였

다. 유형 I을 제외하고, 상당온도의 분포는 저기압을 동반한 경우에

상당온도의 남북경도 값이 더 큰 음의 최대값을 가지며, 분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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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으로 확장되며 높은 고도까지 나타났다. 상당온도의 수직경

도가 작은 영역도 역시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전선 부근에서 분

포 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전선의 기울기 값은 저기압

이 동반된 경우 더 크며, 더 높은 고도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

다. 바람장의 경우, 하층 대기에서는 전선 남북의 바람 차이가 두드

러졌으며, 전선 남쪽의 하층제트에서부터 상층제트까지 서풍 풍속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선 남쪽의 상승기류도 유형

I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서 상승기류가 강해졌으며, 유형 I의 경

우에는 상승기류가 전선의 북쪽까지 확장되어 분포하는 모습을 보

였다. 저기압 동반 시 강수강도는 전선 주변에서 전반적으로 강화되

는 양상을 보이나, 유형 I에서는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의 강수강도

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라 대기의 종관 특성에는 차이점이

존재했다. 대기 하층에서는 전선 주변에 저기압성 바람의 회전이 출

현하며, 상층제트는 유형 IV를 제외하고 전선에 더 근접하여 통과하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기압 동반 시, 전선의 남서쪽에서 하층제

트가 강해지며, 상층제트의 동쪽에서는 서풍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저기압이 동반될 때에 상층제트와 하층제트의 간

격이 더 좁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바람의 분포가 전선의 기울기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 분포의 경우, 대기 하층의

온도는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중국 내륙과

전선의 북쪽에서 하강 경향이 뚜렷하였다. 상대소용돌이도의 분석은

저기압을 동반한 전선은 전선이 위치한 위도에 관계없이 대기 중층

까지 전선이 연계됨을 보였으며, 저기압을 동반하지 않은 전선과 비

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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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장마전선이 위치한 위도별로 전선의 수직

구조와 종관 상태에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위도 30° 이남

에 위치한 전선은 그 특성이 다른 전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저기압이 동반된 경우에도 각 유형별로 나타났던 전선의 수직

구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온도를 적용하여 위도별 전선의 수직구조를

분석하였다. 상당온도는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변수임에도 불구

하고, 전선의 위치 파악에 있어서 상당온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었으며, 전선의 수직 구조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당온도가 국내 장마 관련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분석과

분석한 전선의 수직 구조와 상층 종관장 특징이 강수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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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ma Front 

through Equivalent Temperature

Park, Ju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ategorized the Changma front into 4 types(latitude 27°-30°, 

30°-33°, 33°-36°, and 36°-39°) according to its location and analyzed 

the vertical structure of the front and the synoptic con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d differences whether the Changma front accompanied a 

low pressure or not.

  In this paper, equivalent temperature was used to analyze the vertical 

structure. Since equivalent temperature is more variable than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usually decreases as it gains height, it can be 

utilized to unpack the vertical structure. The research result of the 

vertical structure of equivalent temperature indicated a maximum value 

in the slope of the front appeared in the area of a drop in equivalent 

temperature. The area also showed a maximum negative valu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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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temperature, and a minimum value in 

the vertical gradient of equivalent temperature. As the Changma front 

went north, the slope of the front became weak. The study of the 

vertical structure of winds showed low level jet appeared in the south 

of the Changma front and upper level jet appeared in the north of the 

front. An ascending air current turned up in the south of the front and 

an easterly wind in the lower atmosphere emerged in the north of the 

front and got weaker as the front advanced north. Precipitation intensity 

showed the localized distribution near the front and was strengthened 

when the front marched north.

  The research of the synoptic condition displayed the distribution of 

winds wa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angma front. Low 

level jet blew from the southeast in the lower atmosphere and passed 

close to the south of the front. Upper level jet blew from the northeast 

in the 200hPa level and passed close to the north of the front. This 

distribution was equivalent to the vertical structure of winds. 

Temperature change was sudden near the front and the influence of the 

circulation of an east wind that cold air expended westward in the 

north of the front was found in the distribution of temperature in the 

lower atmosphere. The study of relative vorticity showed the centers of 

positive relative vorticity in the lower atmosphere had little overlap 

with the center of positive relative vorticity in the 500hPa level when 

the Changma front was not located in South Korea. However, when the 

front was in South Korea the centers of positive relative vorticity in 

the lower atmosphere quite overlapped the center of positive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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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icity in the 500hPa level.

  The study of the Changma front with a low pressure revealed the 

differences in the vertical structure and the synoptic condition. The 

slope of the front was stronger and existed in higher height except for 

type I. Westerly winds near the front were enhanced at all altitudes. 

Although the front advanced north, an easterly wind emerged in the 

north of the front in the lower atmosphere was not on the wane. An 

ascending air current in the south of the front and the intensity of 

precipitation showed increases except type I. A low pressure and 

cyclonic flow near the front were seen in the low level weather charts, 

and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temperature that cold air in the north 

of the front expanded more to the west. The 200hPa weather chart 

showed upper level jet that blew from the northeast passed to the north 

of the front more closely except for type IV. The research of relative 

vorticity for the Changma front with a low pressure displayed the 

centers of positive relative vorticity in the lower atmosphere quite 

overlapped with the center of positive relative vorticity in the 500hPa 

level regardless of its lo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offering the differences of on 

the Changma front with its location and whether the front accompanied 

a low pressure or not and confirming the usage of equivalent 

temperature rarely used to analyze a front in South Korea is useful for 

analyzing the Changma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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