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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of frontal thunderstorm in winter time is different from that of in summer time over the Korean peninsula, 
due to dry tongue and upward motion. The dry tongue, that is propagation of dry zone from upper level to lower level, 
was formed after front passage and the upward motion is intensified by the strengthened low level jet. Since this mechanism 
makes the structure more unstable, thunderstorm occurs at relatively low cloud top height. This study  suggests a  forecast 
guidance of winter time frontal thunderstorm that thunderstorms develop when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
isfied: 1) total totals (TT) > 40, 2) K index > -10, 3) mixing ratio ≥ 3.5 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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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뇌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상승 기류가 발

생할 때, 적란운에서 발생하는 meso-β 규모의 국지적 

폭풍우로 번개, 호우, 돌풍 그리고 심한 난류 및 착빙 

등의 많은 악기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뇌우는 항공기의 비행에 큰 위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지상의 일반 생활에도 많은 피해와 지장을 

주고 있다.
뇌우는 형태 및 발생 원인에 따라 기단 뇌우, 전선 

뇌우, 스콜라인으로 분류되며, 대류 세포의 수에 따라 

단세포, 다세포, 거대세포로 분류된다 (Chisholm and 
Renick, 1972).

뇌우에 관한 연구는 Byers and Braham (1949)에 의

해 처음 수행된 후 불안정도, 연직 바람 시어, 잠열 방

출, 역전층, 대기의 에너지 분포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Weisman and Klemp (1982)는 대류 불안

정도가 클 때 강한 뇌우가 발생함을 보였고, Maddox et 
al. (1979)는 연직 바람 시어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언

급했으며, Prezerakos (1989)는 상층 대기 불안정도, 
하층 대기 수증기량과 불안정 유발 기구가 중요함을 지

적했다. 또한 Newton (1980), Calson et al. (1983)은 뇌

우 발생 과정에서 기온 역전층이 중요함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정진락 (1967)이 안정도 지수, 자유대류

고도, 혼합비 등을 사용하여 경인지역 뇌우 예보법을 

제시했고, 변희룡․조석준 (1981)은 여름철 우리나라 

중부 지역 뇌우에 대한 삼단계 예보법을 제시했고, 허
복행 등 (1994)은 여름철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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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nthly and yearly event of the winter time
thunderstorm and trough passage.

Jan. Feb. Nov. Dec. sum
1990 0/6 0/8 3/8 4/9 7/31
1991 0/5 0/6 4/10 0/5 4/26
1992 0/2 2/5 2/4 0/4 4/15
1993 0/2 0/2 1/4 0/4 1/12
1994 0/4 0/2 4/9 1/5 5/20
1995 0/2 1/2 4/4 0/2 5/10
1996 0/3 0/1 3/9 0/2 3/15
sum 0/24 3/26 21/48 5/31 29/129

생하는 기단성 뇌우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

에 따른 특성을 연구했다. 김경익 ․이홍란 (1994)은 여

름철 뇌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증기의 임계 고도가 

700 hPa임을 보였으며, 손태성 등 (2003)은 뇌우 발생

과 SSI (Showalter Stability Index), K 지수 등 불안정 

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뇌우 특성을 분석했다.
이상의 기존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외의 연구

는 뇌우의 발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열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

었으며, 국내 연구는 뇌우의 발생 및 발달 특성 분석보

다 예보를 위한 뇌우 발생 빈도에 대한 기후학적, 통계

학적 고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여름철 기단성 뇌우에 집중되

어 있어 대기의 온도 분포, 열역학적 특성 등이 다른 동

계에 발생한 뇌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계 우리나라에 주로 발생하는 전

선성 뇌우에 대한 종관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

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례 선정 및 자료

2.1 사례 선정

이 연구를 위하여 1990∼1996년까지 7년동안 동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에 발생한 뇌우 사례를 조

사하였다.
Table 1은 위 기간에 전선이 통과하면서 뇌우가 발

생한 날을 보인 것으로, 공군 기상대 지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전선과 동반된 뇌우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강수가 있더라도 동해안 및 서해안의 지형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총 129회 전선이 통과하여 뇌우가 29

회 (22.5%) 발생했으며, 특히 11월은 48회의 전선 통과 

사례 중 뇌우가 21회 (43.8%) 발생하여 매우 높은 발

생 확률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계 전선성 뇌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1996년 11월 20일, 23일 사례를 

선정하여 동계 전선성 뇌우에 대한 종관 특성을 분석

하였다.

2.2 자료

동계 전선성 뇌우의 종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NCEP/DOE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Department Of Energy)에서 만든 위․경도 

2.5°×2.5°의 재분석 자료를 사용했으며, 불안정 분석을 

위해 오산 0000∼1200 UTC 고층 관측 자료를 사용했다.

3. 뇌우 구조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동계는 전선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

기가 대기 상․하층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동

계 전선성 뇌우는 여름철 뇌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Sawyer (1955)는 영국 상공의 전선을 23번 비행하

여 얻은 습도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여 혀 (舌)모양으로 

생긴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전선대와 많이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Fig. 1은 Sawyer (1955)가 제시한 전선 접근 시 나

타나는, 전선에 거의 수직 방향으로 자른 뇌우의 개념 

모형이다. 굵은 실선은 전선대의 경계이고, 가는 실선

은 기온 노점편차선 (oC)이다. 점으로 그림자진 부분은 

전선성 구름을, 전선성 구름 밑에 있는 수직선은 강수 

현상을 보여준다. Fig. 1에서 상층 건조 지역은 기온 노

점차가 최대인 600 hPa 부근에서 나타나고, 한랭전선에

서는 700 hPa까지, 온난전선에서는 800 hPa까지 하층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dry tongue), 전선과 같은 방

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상층에서 건조공기가 존재함으로써 SSI나, CCL 

(Convective Condensation Level)과 습도 등 고층 관

측 자료에 기초한 여러 지수는 불안정의 절대적인 기

준이 될 수 없다.  또한 건조공기가 습윤공기보다 무

겁기 때문에, 대기 상․하층에 존재하는 dry tongue
으로 인해 기단이 더욱 불안정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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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ertical cross section of frontal area and dry 
tongue. Bold line is the boundary of frontal area, black line
is T-Td, and dotted shading area is frotal cloud. From Sawyer
(1955).

Fig. 2. The vertical cross-section of T-Td (oC) from NCEP/DOE reanalysis data of 37°N for (a) 0000 UTC 20, (b) 1200 
UTC 20, (c) 0000 UTC 23, (d) 1200 UTC 23 Nov. 1996.

Fig. 2는 1996년 11월 20일, 23일 0000 UTC, 1200 
UTC의 우리나라 중부지역 (위도 37°N) 기온 노점 편

차선 (oC)의 연직 단면도이다. 20일 0000 UTC에 동경 

130.5°, 650hPa에 중심을 둔 건조 영역이 존재한다 

(Fig. 2a).
이 건조 영역은 850 hPa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20일 

1200 UTC에는 건조 영역이 사라져 뚜렷한 패턴을 보

이지 않는다 (Fig. 2b). 23일 0000 UTC에는 동경 130°, 
700hPa에 중심을 둔 건조 영역이 20일에 비해 더욱 확

장되었다 (Fig. 2c). 또한 같은 날 1200 UTC에는 건조

역의 중심이 대기 상층 500hPa까지 상승하여 지상까

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Fig. 2d). 20일과 23일 0000 
UTC에서 보이는 건조 영역은 Saywer (1955)가 제시한 

개념도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Fig. 3은 1996년 11월 20일, 23일 0000 UTC, 1200 

UTC의 우리나라 중부지역 (위도 37°N) 온위 (K)와 상

승 속도 (pa/s)의 연직 단면도로, 그림자진 부분은 상승 

운동이 발생한 영역이다. 20일 0000 UTC (Fig. 3a), 
23일 0000 UTC (Fig. 3c)에서는 우리나라는 하강 운

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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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ertical cross-section of potential temperature (K, solid), pressure vertical velocity(Pa/s, dashed) from NCEP/
DOE reanalysis data of 37°N for (a) 0000 UTC 20, (b) 1200 UTC 20, (c) 0000 UTC 23, (d) 1200 UTC 23 Nov. 1996. Shaded
region shows updraft area.

Fig. 4. The vertical time series of horizontal wind(knots, flag), isotach (knots, solid) and pressure vertical velocity (Pa/s,
dashed) from NCEP /DOE reanalysis data of 37°N, 127°E for (a) 20 (b) 23 Nov. 1996. Shaded region shows updraft area.

위가 증가하여 대기가 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200 UTC에는 우리나라는 500 hPa까지 하강 운동이, 
그 이상 고도에서는 상승 운동 발생하고 있다 (Fig. 
3b). 또한 우리나라 주변으로 700 hPa 부근에 상승 운

동의 max가 나타나고 있으며, 700 hPa 부근에서 온위

가 고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불안정을 나타낸다. 23

일 1200 UTC에는 우리나라는 강한 하강 운동 영역에 

속해 있다 (Fig. 3d).
Fig. 4는 20일과 23일 이전 1800 UTC∼당일 1800 

UTC까지 시간대별 연직 단면으로, 풍향 풍속과 등풍

속선, 상승 속도 (Pa/s)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는 20
일 연직 단면도로 20kts 이상 하층제트 (low level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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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kew T-log P diagram of (a) 0000 UTC 20, (b) 1200 UTC 20, (c) 0000 UTC 23, (d) 1200 UTC 23 Nov. 1996 from Osan.

가 점차 발달하면서, 강한 상승 운동을 보인 후 1500 
UTC에서 점차 약화됨을 알 수 있다. Fig. 4b는 23일 

연직 단면도로, 20kts 이상 하층제트가 점차 0600 UTC 
경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상승 운동도 강화되는 양상

을 보이다가 0900 UTC 이후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하층제트 발달과 이와 연계한 상승 운동은 0000 
UTC에 최대를 보이다 0900 UTC 이후 하강 운동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20일, 23일 0000 UTC, 1200 UTC 오산 고층 

관측 자료를 사용한 단열선도이다. 전선이 접근하기 전

에는 900 hPa까지 기온과 이슬점 온도차가 매우 큰 건조 

구역이 나타났으나, 점차 전선이 접근하면서 온도 차이

가 감소하면서 700 hPa까지 습윤층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6년 11월 20일, 23일 동계 전

선성 뇌우의 구조는 Sawyer (1955)가 제시한 개념 모

델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동계 전선성 뇌우는 대기 상․하층 간 건조 공

기 유입 및 하층제트의 발달 등으로 여름철의 구조와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하층제트의 발달에 따

른 강한 상승 기류의 발생으로 대기의 불안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고층 관측 자료 분석

동계 전선성 뇌우는 dry tongue의 존재, 하층제트의 

발달 등으로 여름철 뇌우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보인

다. 이 구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오산 고층 관측 자

료를 사용하여 대기 불안정도를 분석하였다.

4.1 SSI

SSI는 850 hPa의 공기가 500 hPa까지 상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온의 단순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통
상 뇌우 예보칙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수이다.

SSI =                                                    (1)
(  : 500 hPa 기온,   : 850 hPa의 공기괴를 

  500 hPa까지 건조단열 상승시킨 온도)

일반적으로 여름철 뇌우에서는 +2 이하인 경우에 

뇌우 예보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20일 0000 UTC
에서는 +8, 23일 0000 UTC에서는 +6을 보였다. 이는 

전선대 후면에 건조 구역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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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thunderstorm forecast ele-
ments in winter time and in summer time.

SSI TT K 
index

mixing ratio
(850 hPa)

20.00UTC +8 39.7 -0.8 4.5
23.00UTC +6 34.8 9.1 4.6
summer forecast +2∼-6 43> 26> 11g/kg >

이 낮았기 때문이다.

4.2 TT (Total Totals)

TT 지수는 뇌우가 점차 성장할 잠재 지역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TT 지수는 연직 total  과 

단면 total  의 합으로 계산되는 지수로 

표현된다.

TT =                      (2)

일반적으로 TT 지수가 43∼46이면 약한 뇌우 가능

성을, 47∼50이면 중 정도 뇌우 가능성을, 51 이상이

면 강한 뇌우 및 토네이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이

다. 여름철 뇌우에서는 43 이상 경우에 뇌우 예보를 하

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20일 0000 UTC에서는 39.7, 
23일 0000 UTC에서는 34.8로 분석되었다.

4.3 K 지수

K 지수는 연직 기온 감률과 하층 대기의 수증기량, 
수증기의 연직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 연직 기온 감

률은 850∼500 hPa의 기온 차를 이용하고, 하층 대기

의 수증기량은 850 hPa의 이슬점 온도 (Td)가 대기 하

층의 수증기량을, 수증기의 연직 분포는 700 hPa의 

T-Td로 표현된다.

K 지수 = T850-T700+Td850-(T700-Td700)                 (3)

일반적으로 K 지수가 증가하면 기단이 불안정해져 

뇌우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며, 뇌우 발생 가능성은 20 
정도면 뇌우 가능성은 20% 미만, 30 정도면 뇌우 가능

성은 60%, 40 이상이면 뇌우 가능성은 100%가 된다. 
여름철 뇌우에서는 K 지수가 26 이상 경우에 뇌우 예

보를 하지만, 20일 0000 UTC에서는 -0.8, 23일 0000 
UTC에서는 9.1로 분석되었다. 이 또한 dry tongue로 

인해서  , 가 낮았기 때문이다.

4.4 혼합비

대기 중의 충분한 습기는 대기 불안정 에너지 축적

의 초기 조건이 된다. 기단성 뇌우의 경우 지표면에서 

500 hPa까지 누적 평균 상대습도가 52%보다 높아야 

뇌우가 주로 발생하는데 뇌우가 매우 국지적인 현상임

을 고려하면, 그 상대습도의 기준 또한 국지적으로 많

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CCL이 850 hPa 이하에 90%
인 것을 고려하면, 고도 1.5 km 이하의 공기가 중요

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변희룡․조석준 

(1981)은 혼합비의 평균치는 전선성인 경우 14.0 g/kg
이고 기단성인 경우 13.5 g/kg으로 밝혔다.

혼합비는 아래 식 (4)와 같다.

혼합비= 


 
 



  
 

                  (4)

( : 건조 공기의 밀도,  : 수증기의 밀도,   : 분압, 
 P : 기압, e : 수증기압)

e/P는 0.04를 넘는 일이 없으므로

혼합비(χ)≒ 


                                                 (5)

여름철 뇌우에서는 혼합비가 11g/kg 이상인 경우에 

뇌우 예보를 하지만, 20일 0000 UTC에서는 4.5 g/kg, 
23일 0000 UTC에서는 4.6 g/kg으로 분석되었다. 이 또

한 dry tongue로 인해서 건조 공기가 하층으로 전파되

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20일, 23일 동계 전선성 사례와 

일반적인 여름철 뇌우 사례와 비교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름철 뇌우는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대류운 내부의 

강한 상승 운동, 높은 혼합비 등이 중요하지만, 동계 전

선성 뇌우는 대기 상․하층에 존재하는 건조 구역과 

하층제트의 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예보 지수 분석

동계 전선성 뇌우는 여름철 뇌우와는 그 기작

(mechanism)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불안정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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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ame as Table 3, except for K index.
thunderstorm trough passage percent (%)

K<0 5 38 13.2
0<K<10 4 18 22.2
10<K<20 6 19 31.6
20<K<30 7 14 50
K>30 1 2 50
Total 23 91 25.2

Table 3. The percent of thunderstorm event and trough pas-
sage event categorized by SSI.

thunderstorm trough passage percent (%)
SSI<0 1 2 50
0<SSI<4 7 9 77.8
SSI>4 15 80 18.8
Total 23 91 25.2

Table 4. The same as Table 3, except for TT index.

thunderstorm trough passage percent (%)
TT<30 1 25 4
30<TT<40 4 28 14.3
40<TT<50 14 30 46.7
TT>50 4 8 50
Total 23 91 25.2

통해 보였다. 이 결과를 과거 동계 전선성 뇌우 사례에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계 전선성 뇌우에 대한 하

나의 예보칙 (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은 과거 91번의 기압골 통과 사례 중 뇌우가 

발생한 23 사례에 대해 SSI를 분석한 것으로 총 뇌우

가 23번이 발생하여 25.2% 발생 확률을 보였으며, SSI
가 +4 이상에서도 뇌우 발생 확률은 18.8%가 되었다.

Table 4는 같은 사례에 대한 TT 지수에 대해서 분석

한 것으로, TT 지수가 40 이하인 경우에도 5번이 발생

하여 9.4%의 발생 확률을 보였으며, TT 지수가 30 이
하인 경우에도 4%의 발생 확률을 보였다.

Table 5는 같은 사례에 대한 K 지수에 대해서 분석

한 것으로, K 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도 15번이 발생

하여 20%의 발생 확률을 보였으며, K 지수가 0 이하

인 경우에도 13%의 발생 확률을 보였다.

6.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동계 전선성 뇌우의 

종관 구조를 이해하고, 그 예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계 전선성 뇌우는 전선이 빨리 우리나라를 통과

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상․하층간 

건조 구역 (dry tongue)이 생기고 발달된 하층제트에 

의한 상승 운동을 보여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기단

성 뇌우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대기

의 불안정도가 증가되어 운정이 낮아도 뇌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우리나라 동계 뇌우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동계 뇌우에 대

한 간단한 예보칙 (則)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TT 지수가 40을 초과하면 뇌우를 예보한다.
나. K 지수가 -10을 초과하면 뇌우를 예보 한다.

  다. 혼합비가 3.5 g/kg 이상이면 뇌우를 예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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