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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heavy rainfall in Korea is mostly associated with inflow of 850hPa low-level jet. It transports abundant     

heat and moisture flux to the Changma front. In this study, synoptic characteristics of heavy rainfall in Korea from a     

case study is examined by classifying heavy rainfall cases with synoptic patterns, in particular distribution of upper- and     

low-level jets, western North Pacific high, and moisture flux. The surface and upper-level weather charts including     

auxiliary analysis chart and radar and satellite images ob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500hPa     

geopotential heights from NCEP/NCAR are used and then KLAPS is applied to understand the local atmospheric structure     

associated with heavy rainfall. Results show that maximum frequency in 60 heavy rainfall cases with more than 150mm/     

day appears in the Changma type of 43 cases (a proportion in relation to a whole is 52%) including the combined Changma     

types with typhoon and cyclone. As indicated in previous studies, most heavy rainfall cases are related to inflow of low-     

level jet. In addition, synoptic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ses of weather charts, radar and satellite images, and     

KLAPS in heavy rainfall case of 12 July, 2009 reveal that the atmospheric vertical structure in particular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favorable for effective inflow of warm and moist southwesterly into the Changma front is linked     

to large potential instability and the strong convergence accompanied with low-level jet around Suwon contributes to     

atmospheric upsliding along the Changma front, producing heavy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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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을 비롯한 기상이변이 빈발하     

여 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표면과 해수면의 온도 상       

승으로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고, 대기의 가강수량이 증      

가하여 지구 기후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       

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강수 현상은 지       

구 기후 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정         

확한 진단 및 예측 기술이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한반도는 중위도 지역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여름     

철인 6월에서 8월의 몬순기간에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등에 의한 강수가 빈발하며 이 기간의 강수량이 연강     

수량의 50 % 정도를 차지하는 등 계절적인 특성이 뚜     

렷하다(허창의, 강인식, 1988). 장마기간인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장마전선상에서 발생하는 호우는 중국에     

서 발생한 교란에 기인한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     

정된다 (박순웅 등, 1986). 이 같은 교란 중에는 전선을     

타고 동진하면서 중규모 저기압으로 발달하여 한반도     

에 호우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으며 (이태영, 1998),     

교란의 동진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가 집     

중호우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태영, 박상훈,     

2005). 

동아시아 지역의 하층제트는 몬순과 같은 풍속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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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관계되어 주로 장마기간 중에 출현하거나 발달된      

저기압과 동반되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북미지역의    

하층제트보다는 훨씬 높은 고도에서 출현한다고 하혔     

다 (Chen and Yu. 1988: Kuo and Chen). Chen et al.          

(1993)은 하층제트 발생 기간 동안 상층제트와 하층 대       

류권의 대기 순환 및 수증기 수송의 종관적 연구에서       

뇌우에 의한 강수는 대류권 하층수렴에 의해서 수증기      

가 수렴되면서 유지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태평양 고기압     

이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해지고 동아시아로 확장함에    

따라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온대저      

기압으로 변질되고, 이 과정에서 변질된 온대저기압이     

다량의 수증기를 갖고 남서풍의 하층제트를 따라 장마      

전선에 유입함으로써 중국에서 발달한 후 동진하여 한      

반도에 집중호우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여름철 장마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요란에 의하여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진단 및 예측 기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강수현상을 분석함      

으로써 장마전선상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기상재해 경감 및 원활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일기예보의 정확성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최근에는 뚜렷한 장마의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      

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마 기간에 발생        

한 호우만으로 종관적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마 기간을 포함한 여름철 전       

체에 대한 집중호우를 분류하였다. 조사기간은 최근     

10년(2000~2009년)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강수량이 150 mm 이상인 호우에 대하여 종       

관적 배경에 의해 분류하였고, 호우와 관련된 하층제트      

의 출현 빈도, 호우발생시 하층제트와 관련된 강수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하층제트를 정의함에 있어서 연직시어와 수평시어의    

기준도 고려해야 하나 자료의 성격상 시어값이 실제의      

제트가 가지는 값이 연직시어와 수평시어보다 작다고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호우 발생시 하층제트      

의 출현은 우리나라 6개 지점(속초, 백령도, 인천, 포항,       

광주, 흑산도)에서 850 hPa의 풍속이 25 kts 이상이 어        

느 한 지점에서라도 발생 했을 경우에 하층제트가 존       

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름철 중규모 현상과 관련된 위험기상의 종관유형     

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상일기도 및 상층(850, 500, 200       

hPa)일기도를 분석하여 집중호우의 발생 유형에 따라     

장마전선형, 저기압 통과형, mT 연변형 및 태풍형으로     

분류하고, 장마전선상에서 하층제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중호우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7월의     

500 hPa의 고도장를 NCEP/NCAR(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와 레이더 CAPPI(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합성영상, 강조 적외 위성영상,     

보조일기도에서 850 hPa Moisture Flux, 850 hPa     

Streamline and Isotach(>25kts), K-index, 850 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500 hPa Vorticity,     

700 hPa Vertical Velocity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웹     

기반의 기상분석시스템(WebFAS)자료를 이용하여 상·   

하층제트의 수평적인 흐름과 하층제트와 연결된 온난     

습윤한 공기 유입을 파악하여 국지적인 기압계의 발달     

과 쇠퇴, 강수 분포를 추적하여 기상 현상을 분석하였     

으며, 비종관적인 특성으로서 대기의 3차원적인 입체     

구조 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강수예측을 위해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한반도 집중호우 및 하층제트 발생 특성

3.1.1. 통계적 특성

최근 10년(2000~2009년)간 한반도 지역의 84개 지     

점에서 일 강수량이 150 mm 이상인 호우사례는 총     

83 회로 이 중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23 회)을 제외하     

면 60 회의 호우가 발생하였다. 150 mm/day 이상의 호     

우는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9 회로 최고 빈도를 보     

였으며, 그 중에서도 200 mm/day 이상의 호우사례가     

총 25 회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5 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매년 200 mm/day 이상의 호우가 전국에서     

2 회 정도가 발생함으로써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매     

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태풍의 영향을 제외한 60 회의 집중호우 사례에서     

하층제트와 관련된 사례는 40 회(66.7%), 200 mm/day     

이상에서는 25 회 중에서 18 회(72%)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황승언, 이동규 (1993)의 “호우발생시 12.5 m/s     

이상의 풍속을 가진 하층제트가 존재하는 확률이     

75.8%”라는 보고의 출현빈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고,     

Matsumoto (1973)가 일본의 Baiu 기간 중에 하층제트     

의 풍속과 강수량간의 관계를 통계적 조사를 통하여     

“풍속이 증가 할수록 강우강도가 큰 강수현상의 빈도     

가 증가함을 보였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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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발생한 하층제트와 관련된 총 40 회의 사       

례 중에서 월별 하층제트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7       

월에 22 회(55%), 8월에 10 회(25%), 6월에 5 회(12.5%),        

9월에 3 회(7.5%)로, 7월에 하층제트와 관련한 호우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호우사례 기간 중 최대 강우강도를 보인 시간 전후       

의 하층제트 발생 시 바람자료를 보면 일강수량 150       

mm/day 이상에서는 남서풍이 28 회(7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200 mm/day 이상의 집중호우 시 남서       

풍이 12 회(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철훈       

등 (2002)이 수원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하층제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런 하층제트의      

흐름이 한반도의 집중호우 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수렴대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3.1.2. 종관기상학적 유형분류

(1) 집중호우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에 발생한 일강수량 150 mm     

이상의 83 회의 호우 사례를 지상일기도를 이용하여     

장마전선형, 저기압형, mT 연변형 및 태풍형의 4가지     

로 분류하였다.

분석한 결과, 장마전선에 의한 호우가 43 회(52%)로     

가장 많았고, 태풍에 의한 호우가 21 회(25%), 저기압     

에 의한 호우 12 회(15%), mT 연변 7 회(8%) 순으로     

나타나 장마전선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장마전선에 의한 43 회의 호우 사례 중에서 다     

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장마전선에 의한 영향을 받은 호     

우사례는 29 회,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혼합에 의한 호     

우사례는 12 회, 장마전선에 태풍의 영향을 혼합한 사     

례는 2 회로 나타났다.

표 1. 2000~2009년에 발생한 일강수량이 200 mm 이상인 25회의 호우 사례
Table 1. List of 25 cases of heavy rainfall recorded daily rainfall of more than 200 mm for at least a station from    

2000 to 2009

Date

(year/month/day)

Type

(Surface or 500 hPa)

Maximum rainfall 

observed station

Rainfall amount

(mm/d)

Low-

level jet ①

Rain

fall intensity ②

2000 Jul. 22 Cyclone Suwon 333.2 LLJ #

Jul. 23, Cyclone Daejeon 227.6 LLJ ##

Aug. 26 Cyclone Gunsan 310 #

2001 Jun. 24 Changma front Namhae 303 LLJ ##

Jul. 15 Changma front Seoul 273.4 LLJ ###

2002 Aug. 6 Changma front Bongwhoa 241.5 LLJ ##

Aug. 7 Changma front Yangpyeong 320 #

2003 Jul. 9 Changma front Boeun 202 LLJ #

Sep. 18 Cyclone Ganghwa 216 LLJ #

2004 Jun. 20 Cyclone Jecheon 205 LLJ #

Aug. 22 Changma front Seongsan 251.5 ##

2006 Jul. 10 Changma front Namhae 264.5 ##

Jul. 12 Changma front Seoul 226.5 LLJ #

2006 Jul. 15 Changma front Innje 202 ##

Jul. 16 Changma front Yangpyeong 285 LLJ #

Jul. 27 Changma front Hongcheon 245.5 #

2007 Aug. 7 mT airmass Jinju 207.5 #

Aug. 29 Cyclone Buan 250.5 LLJ ###

2008 Jul. 24 Cyclone Dongducheon 265 LLJ #

2009 Jul. 7 Changma front Busan 310 LLJ ##

Jul. 9 Changma front Hongcheon 229.5 LLJ ##

Jul. 12 Changma front Icheon 304 LLJ ##

Jul. 14 Cyclone Chuncheon 200.5 LLJ #

Jul, 15 Cyclone Jindo 206 LLJ ##

Jul, 16 Changma front Busan 266.5 LLJ ##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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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일강수량이 200 mm 이상인 40 회의 호우        

사례 중에서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집중      

호우 사례를 제외한 25 회의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150 mm/3h 이상의 사례가 11 회, 200 mm/3h 이상의        

호우는 2 회가 관측된 것으로 보아 단시간에 집중적으       

로 비가 많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 하층제트

최근 10년간 한반도에서 하층제트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를 유발한 40사례를 중심으로 기     

압페턴에 따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      

다(Fig. 1). 

2009년 7월 9일의 사례는 Fig. 1(d)의 유형과 비슷한       

형태로 남고북저형의 패턴에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저      

기압이 위치하고 상층의 폭넓은 trough의 영향을 받으      

며 제트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남부지     

방에 걸쳐 장마전선이 길게 형성되었으며, 습윤역은 장      

마전선을 따라 동서로 넓게 나타났다. 남서쪽에서 하층      

제트가 위치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유입하고, 상층제     

트는 경기만 부근에 위치하여 상하층의 불안정이 강화      

되어 남부지방에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Fig.    

1a). 

2009년 7월 11~12일 경기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의 북쪽에 지속시간이 길고 넓은 지역에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사례의 모식도이다. mT와 cT사이     

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고 저기압이 장     

마전선에 합류되면서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을 따라 좁     

고 강한 수렴대가 중부지방으로 형성되어 강한 비구름     

대가 발달하였다. 상층 한기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중     

부지방으로 이류 되면서 불안정이 커졌고, 서한만 부근     

에 위치한 상층제트와 상해 남서쪽에서 강화된 하층제     

트의 합류로 중부지방에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Fig. 1b).

2009년 7월 15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의 중     

심을 두고 한랭전선이 강원도에서 경기도지방으로 폭     

넓게 형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기압이 이동     

하면서 한랭전선 끝자락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남부지     

방에 걸쳐 나타났다. 또한 습윤역이 mT 연변을 따라     

넓게 위치하고, 하층제트에 의해 남쪽에서 난기 유입과     

북쪽에서의 한기 남하로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으     

로 수렴대가 강화되었다(Fig. 1c).

2006년 7월 16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mT     

가 남부지방까지 나타나고 남부지방에 걸쳐 정체전선     

이 형성되었으며, 하층제트가 mT 연변을 따라 위치하     

그림 1. 한반도에서 발생한 호우 중에서 상·하층 제트의 공간적 위치를 나타낸 모식도.
Fig. 1. Schematic diagram for explaining the spatial location of upper- and low-level jets related to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each type.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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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서류가 강하게 나타난 형태의 경우로 남서쪽에      

서는 하층 제트에 의한 수증기의 유입이 강화되고, 습       

윤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로 광범위하게 나타     

났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례는 2006년 7월 26일에       

도 발생하였다(Fig. 1d). 

3.1.3. 집중호우와 하층제트 연관성 분석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발생하는 일강수량이 150 mm      

이상인 집중호우를 종관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장마      

전선에 의한 호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마기간인 6월말에서 7월말 기간에 하층제트     

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장마전선상에 다량     

의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반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층제    

트를 따라 수증기가 수송되면 이보다 북쪽에 있는 상       

층제트 사이의 어떤 곳(상승류의 절대치가 가장 약한      

곳)에 호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상·하층제트 발달과     

합류로 인한 상호작용이 집중호우를 발생시킨다. 남서     

쪽에 접근하는 하층제트가 동반되어 하층제트 핵의 출      

구 상공에 상층제트의 입구가 존재하고, 하층제트가 상      

승하는 길목에 따라 상층제트까지 강풍대가 연결될 때,      

하층제트의 북쪽 주변에서 북동풍이 유입되고, 이 북동     

풍은 주변 고압대에서 유입된 한랭 건조한 기류로 온     

난 습윤한 상승류의 남서풍과 강한 온도 및 습도 경도     

를 이루면서 하층제트의 활승을 보조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Fig. 2는 최근 10년간 하층제트의 발생빈도가 높았던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의 7월의 500 hPa 의     

고도장의 NCEP/NCAR 재분석 자료이다. 7월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최근 10년간 6월에서 9월 기간에 하층     

제트의 유입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석한 결과, 하층제트     

의 발생빈도가 높았던 2009년도와 2006년도의 5880     

gpm 고도선이 120oE 까지 동서방향으로 넓게 확장하     

였으며, 위도 35oN에서 45oN 사이의 등압선이 전선으     

로 접근하면서 간격이 좁아지고, 이로 인하여 상승기류     

가 발달하고 장마전선의 활동이 활발하여 강도가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하층제트가 발달한다    

고 하여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도에는 하층제트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다량의 수증기 공급     

원이 적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비해 적은 강수가 발     

그림 2. 500 hPa 지오포텐셜 고도장 (a) 2004. 7., (b) 2006. 7., (c) 2008.7., (d)  2009. 7.
Fig. 2.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ield for (a) July 2004, (b) July 2006, (c) July 2008, and (d) July 2009.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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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즉, 하층제트가 발달하기 쉬운 구조를 갖더      

라도 다량의 수증기 공급원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지       

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주변해역다량의 수증기 공급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      

라 장마전선상에 유입되어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2. 경기남부지방 집중호우(2009.7.11~12) 사례분석

3.2.1. 호우 특성

본 연구에서 선택한 사례는 최근 10년(2000~ 2009      

년)간 장마전선상에 하층제트 유입으로 인한 집중호우     

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2009년도에 일강수량이     

200~300 mm 이상 발생한 2009년 7월 11~12일의 사     

례이다. 본 기간에는 장마전선상에 남서풍의 하층제트     

가 유입되기 쉬운 기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산둥반도     

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합류되면서 경기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역이 발생하였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점차 접근     

하면서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6~14 m/s의 강한 풍속     

이 관측되었으며, 12일의 순간 최대 풍속은 일부지역     

을 제외하고 15 m/s 이상 관측되었다.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도     

지방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강한 호우가     

있었다. 오후에 들면서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호우특보     

가 해제되었으나 한랭전선 끝자락이 충청도지방과 전     

라북도 지방에 걸쳐 통과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표되     

었다.

Fig. 3은 2009년 7월 12일에 이천, 수원, 충주지역의     

기온, 이슬점온도, 풍속, 시간당 강수량을 나타낸 자료     

이다. 이천지역에서는 일강수량이 304 mm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05시경에 41.5 mm, 11시경에 38 mm의     

강한 호우가 발생하였다. 수원지역에서는 09시경에    

44.5 mm로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     

시간 안에 200 mm이상의 호우가 발생하였다. 16시경     

에는 충주지역에 39 mm의 호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     

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익산지역에는 시강     

수량이 35 mm를 기록하여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다.

Fig. 4는 본 사례기간의 모식도이다. mT와 cT사이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고 서해상에서 장     

그림 3. 2009년 7월 12일의 이천, 수원, 충주에서 발생한 시 

간당 강수량, 온도, 이슬점 온도, 풍속를 나타내는 분포도.
Fig. 3. The distribution of hourly rainfall, temperature, 

dew piont temperature, wind speed at (a) Icheon, (b) 

Suwon, and (c) Chungju on 12 Jul, 2009.

그림 4. 2009년 7월 12일 사레의 종관적 유형을 나타낸 모 

식도.
Fig. 4. Schematic diagram for explaining the synoptic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eavy rainfall on 12 July, 

2009.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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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선을 따라 좁고 강한 수렴대가 중부지방으로 형성      

되어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였고, 우리나라 북서쪽에     

서 상층 한기가 중부지방으로 이류 되면서 불안정이      

커졌다. 상층제트는 서한만 부근에 위치하고, 하층제트     

는 화남 남서부 지방으로부터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면      

서 상·하층 제트축이 좁아지면서 수렴대가 강화되었     

다. 여기에 잠재 불안정도가 큰 산동반도 서쪽에서 발       

생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합류하여 호우의 발생을 강      

화시켰다.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사례는 2006년 7월       

27일~28일 충청북부와 경기도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     

호우와 비슷한 유형으로, 장마전선의 북쪽에 지속시간     

이 길고 넓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3.2.2. 종관기상 특성 분석

(1) 지상

장마기의 일기도는 장마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 사이에 놓여 있고, 만주 지방과 양       

쯔강 유역에 광범위한 저압부가 있는 특징이 있다. 또       

한, 2~3일 주기로 전성상에 약한 저기압이 양쯔강 유       

역의 저압부로부터 장마전선을 따라 동진하면서 북태     

평양 고기압에서 흘러나오는 온난 다습한 공기가 오호     

츠크해 고기압에서 흘러나오는 한랭 다습한 북동 기류     

를 타고 상승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구역이 장마전     

선의 북쪽에 지속시간이 길고 넓은 지역에 많은 호우     

가 발생하였다.

Fig. 5는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7월 12일 00     

UTC의 지상일기도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     

까지 확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mP 기단이 남     

쪽으로 mT 기단이 놓여있고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중     

부지방에 형성되어 남서기류가 한반도로 유입되는데    

유리한 기압배치를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동쪽해상에     

서 발생한 태풍이 20oN에 거의 평행하게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로 서진하고,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이 서해 중부해상을 거쳐 북동진하면서 중부지방에 강     

한 호우가 발생하였다.

(2) 850 hPa

Fig. 6은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7월 12일 00     

UTC의 12시간 간격의 850 hPa 일기도이다. 11일 12     

그림 5. 지상일기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 

년 7월 12일 9시.
Fig. 5. Surface weather chart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그림 6. 850 hPa의 일기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년 7월 12일 9시.
Fig. 6. 850 hPa geopotential height and temp. fields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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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에서 850 hPa 등압면의 기준고도인 1500 gpm 고       

도선은 한반도 남부해상을 따라 일본열도을 지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서 약 20~30 kts의 풍속이 관       

측되었고, 12일 00 UTC에는 약 40 kts의 강한 남서풍        

의 하층제트가 관측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북태평      

양 연변을 따른 남서 기류에 의한 수증기 유입을 예상        

할 수 있다.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남부와 일본남       

부는 온난지역에 속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은 한랭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11일 12 UTC에서 12일 00 UTC까        

지 18oC 온도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15oC 온도       

선이 12일 00 UTC에 한반도 북부지방까지 남하하여      

온도경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     

이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으며, 기압골의 끝자락이 남동      

진하면서 여산, 함열 등 전라북도 지방으로 다소 많은       

호우가 발생하였다. 습윤 분포를 보면 11일 12 UTC에       

중국 내륙과 한반도 서해상 지역에 습윤 구역이 분포       

하고 있고, 12일 00 UTC에는 중국내륙에서 동중국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습윤 구역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7은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12일 00 UTC         

의 12시간 간격의 WebFas를 이용한 자료이다. 850 hPa       

과 200 hPa의 수분속과 풍속을 나타낸 자료로, 하층제     

트라 할 수 있는 25 kts 이상의 지역이 서해상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약 50 kts 이상의 상층제트가 11일 18     

UTC에 한반도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7월 11일부터     

18 UTC부터 온난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12     

일 오전에 그 수송량이 중부지방으로 최대치를 보였다.     

남서풍의 하층제트는 다량의 수증기를 한반도 내륙지     

방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하층제트의 강한 상승     

류가 상층제트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풍계를 형성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에 수렴과 합류로 인한 강한 집중호우     

가 발생하였다. 

(3) 500 hPa

Fig. 8은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7월 12일 00     

UTC의 12시간 간격의 500 hPa 고층일기도이다. 11일     

12 UTC에 발해만 위로 기압골이 위치하고 있으며, 같     

은 시간에 5820 gpm 고도선은 중국 상해와 한반도 중     

부지방을 지나고 있다. 12일 00 UTC에는 중국 동해상     

에 자리잡고 있는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중위도 편     

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제주도 남쪽으로부터     

그림 7. 850 hPa의 수분속과 상·하층 제트 (a) 2009년 7 

월 11일 21시 (b) 2009년 7월 12일 9시.
Fig. 7. 850 hPa moisture flux(vector arrow), upper and 

low level jet(shaded area)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그림 8. 500 hPa의 일기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년 7월 12일 9시.
Fig. 8. 500 hPa geopotential height(solid line) and temperature 

(dashed line)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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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되고 있다. 500 hPa 기압골      

이 북부지방으로 통과하면서 5820 gpm 고도선은 중부      

지방까지 남하하여 주 강수대를 보였으나 기압골의 끝      

부분이 전북지방에 걸치면서 일부지방에도 많은 강수     

가 있었다.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11일 12 UTC에 -5oC 온도선       

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중국 내륙까지 이어져 있다.       

12일 00 UTC에는 -5oC 온도선은 한반도 중부지방을      

거쳐 일본열도로 이어져 있으므로 한반도 중부지역이     

온난한 지역에 속한다. 500 hPa 고도의 풍향을 살펴보       

면 남서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남서류의      

유입으로 강한 풍속과 함께 습윤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지상저기압이 발달되고 날씨가 악화되었다.

(4) 200 hPa

Fig. 9는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7월 12일 00         

UTC의 200 hPa 고층일기도이다. 고 상당온위역이 중      

부지방에 위치하고 후면에 한기를 동반한 건조역이 접      

근하면서 강한 대류운이 형성되었으며, 상층제트는    

40oN 부근, 하층제트는 36oN 부근에서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고 상층제트와 하층제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나    

면서 중부지방에 100~300 mm의 많은 강수를 유발하     

였다.

(5) 보조일기도

Fig. 10은 12일 00 UTC 보조일기도(가)와 보조일기     

도(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름철 대기하층의 안정도, 수증기의 절대량, 수증     

기의 포화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K-index는 소나기 구     

름의 발생 확률이 40% 이상일 경우 음영 영역으로 표     

시되는데, 중국의 남부 지방 전역과 우리나라 전역에     

+35이상으로 분포하고 특히 서울경기지방을 +39로 불     

안정역이 강화되어 심한 뇌우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한 충청도     

지방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풍속과 함께 강     

수를 보였다(Fig. 10a)

기단의 상호비교와 전선 구분에 사용되는 850 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자료이다. 열대기단의    

성질을 갖는 불안정지역인 333 K선이 12일 00 UTC에     

는 서해상를 비롯한 중부내륙지방에 폭넓게 분포하고,     

화남지방으로부터 주변지역보다 강한 불안정 지역(W,    

357 K)이 형성되어 유입됨을 알 수 있다(Fig. 10b).

500 hPa Vorticity 자료로 기압골 전면에서는 양의     

와도(저기압성 와도), 기압능 전면에는 음의 와도(고기     

압성 와도)로 와도의 강도와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저     

기압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을 포     

함한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음영부분으로 양의 와도에     

해당되며, 호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0c). 

700 hPa vertical velocity 자료는 대기의 상승 및 하     

강 운동을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서 연직속도는     

p-velocity로서 시간당 기압의 변화량을 말하며, 음의     

구역이 상승구역이고, 양의 구역이 하강 구역이다. 12     

일 00 UTC에는 서해상에 점차 북상하여 한반도 중부     

지방이 -9의 음의 영역으로 상승류가 급격히 발달하고     

수증기의 상승에 따라 포화로 인해 응결함으로서 국지     

적인 강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Fig. 10d).

(6) 원격탐사

Fig. 11은 2009년 7월 11일 20 UTC(a)에서 7월 12     

일 00 UTC(c)까지의 한반도 영역에 대한 2시간 간격     

의 MTSAT 강조 적외 위성영상 자료이다. 수원 지방     

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11일 22 UTC를 중심으로 구름     

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해 2시간 간격의 자료를 분석하     

그림 9. 200 hPa의 일기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년 7월 12일 9시.
Fig. 9. Same as Fig. 12 but for 200 hPa.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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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1일 20 UTC에 한반도 전역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장마전선 위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        

압이 발달하면서 빠른 속도로 동진하고, 서해 해상에      

여러 개의 대류밴드가 동시에 발달하면서 동북동 방향      

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호우 세포들이 내륙에       

서 모여 넓은 지역에 큰 구름무리를 형성하여, 내륙으       

로 이동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      

이 발달하였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대류계에 의한 집중호     

우는 해안선 근처에서 급격하게 발생하여 짧은 시간과      

좁은 영역에 걸쳐 많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작은 공간        

적 차이에서 큰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그러므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중규모 대류계를 포착      

하기 위해 레이더 영상을 분석하였다.

Fig. 12는 2009년 7월 12일 00 UTC(a)부터 04 UTC(c)        

까지 2시간 간격으로 강수에코를 측정한 레이더 영상      

이다. 서해중부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전선상    

에 합류되어 하층제트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적     

으로 유입되면서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    

로 강한 강수에코가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층의 제트핵이 동진하고 있으며 하층제트는 서해상     

으로 유입되어 레이더 에코는 남부지방에 거쳐 중부지     

방에 강하게 나타나며, 상층 제트와 만나는 부근 38선     

부근에 강한 강수에코가 나타났다. 강수역은 전시간보     

다 다소 동진하여 서울, 경기, 강원도에 이르는 중부지     

방에 위치하면서 상·하층제트의 합류와 하층제트의 북     

쪽 주변에서 북서풍이 유입되고, 이 북서풍은 온난 습     

윤한 상승류의 남서풍과 강한 온도 및 습도 경도를 이     

루면서 하층제트의 활승을 강화시켜 하층에 수렴과 상     

층의 발산역이 위치하여 매우 강한 대류불안정을 가속     

화 시켰다. 12일 02 UTC에는 장마전선의 끝자락이 충     

청도 와 전라북도를 통과하면서 강수현상을 발생시켰     

다. 12일 04 UTC부터는 전라남도 지방에 한랭전선 전     

면에 강한 에코가 나타나며 단시간에 강한 호우가 발     

그림 10.  2009년 7월 12일 9시의 보조일기도 (a) K-지수 (b) 850 hPa 상당온위 (c) 500 hPa 와도 (d) 700 hPa 연직속도
Fig. 10. (a) K-index, (b) 850 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c) 500 hPa vorticity, and (d) 700 hPa vertical  velocity 

at 00UTC 12 July, 2009.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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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점차 한랭전선을 따라 호우세포들이 동진하     

여 경기도 및 전라도 지방은 호우역에서 벗어났다. 

(7) 국지기상분석(KLAPS)

본 절에서는 KLAPS를 통해 산출된 자료를 분석하      

였다. KLAPS 자료는 자료 수집 모듈과 분석 모듈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자료로 3차원 그래픽 도구에     

의해 현재 대기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출되어 실     

황 예보에 활용되고, 3차원 격자점 자료로 변환되어 수     

치예보모델의 기초 자료로 쓰이며 KLAPS의 좌표계는     

수평 2~20 km의 해상도로 람퍼트 공형(Lambert con-     

formal) 및 극평사(polar stereo graphic) 등의 도법이 가     

능하고 연직 좌표계는 등압면 좌표계로 25 hPa의 해상     

그림 11. 2009년 7월 11일 5시에서 12일 9시까지의 2시간 

단위의 MTSAT 강조영상.
Fig. 11. 2-hourly imageries of MTSAT Enhanced IR from 

20UTC 11 July to 00UTC 12 July, 2009.

그림 12. 2009년 7월 12일 9시에서 13시까지의 2시간 단 

위의 레이더 영상.
Fig. 12. 2-hourly imageries of radar reflectivity from 

00UTC to 04UTC 12 July, 2009.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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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meso-β에서 meso-      

γ에 이르는 국지규모 기상 현상을 분석 할 수 있다.

Fig. 13은 수원(37.3oN, 126.9oE)에서 100 km 범위      

내의 남북 연직단면으로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12일 00 UTC의 1000 hPa - 150 hPa 층의 Temperature,         

Wi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를 나타낸 것이     

다.

수원을 중심으로 328 K의 저상당온위가 커다란 기      

둥의 형태로 1000 hPa - 400 hPa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1000 hPa - 700 hPa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상당        

온위가 저상당온위와 대치되고, 700 hPa - 400 hPa 층        

에는 저상당온위역이 전층에 나타나면서 대기의 불안     

정으로 기상이 악화됨을 알 수 있다(Fig. 13a). 12일 00     

UTC 자료에서는 저상당온위가 700 hPa - 500 hPa 전     

층에 넓게 위치하고 있고, 그 밑으로 고상당온위가 넓     

게 분포하고 있다(Fig. 13b). 이로 인하여 대기불안정     

역이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하층의 온난 다습한 습기     

이류로 인하여 불안정역이 더욱 가중되어 강수가 발생     

하였다. 상층의 바람은 40~50 kts 이상의 서풍이 지속     

적으로 불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층에 남동풍의 바람이 관측되었으나, 저기압     

이 통과하면서 30 kts 이상의 남서풍를 보이면서 온난     

한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     

였다. 즉, 바람장에 의한 상하층의 연관은 700 hPa 이     

하 고도의 하층대기에 남북방향으로 강한 수평적 온도,     

습도, 경도와 바람시어가 존재하는 경압성 지역을 형성     

그림 13. 수원(127.0E)지역의 온도, 바람, 상당온도를 나 

타낸 연직 단면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년 7 

월 12일 9시.
Fig. 13. Longitude(127.0E)-altitude cross-section of tem- 

perature (heavy solid line), wind (vector arrow),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light solid line with 

shading)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그림 14. 수원(127.0E)지역의 Omega, 발산, 연직 순환을 

나타낸 연직 단면도 (a) 2009년 7월 11일 21시 (b) 2009년 

7월 12일 9시.
Fig. 14. Longitude(127.0E)-altitude cross-section of omega 

(shading area), divergence(line), and vertical circulation 

(streamline) at (a) 12UTC 11 July and (b) 00UTC 12 July, 

2009.
J. Chosun Natural Sci., Vol. 4,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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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Fig. 14는 Fig. 13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7월       

11일 12 UTC와 12일 00 UTC의 1000 hPa - 500 hPa          

층의 Omega, divergence, vertical circulation을 나타낸     

남북 연직단면도이다. 11일 12UTC에서는 수원을 중심     

으로 북쪽 지역에서는 양의 Omega 값이 전층에 위치       

하고 있어 대기의 상승작용이 활발하고, 수원을 중심으      

로 남쪽으로 100 km 이내에는 하강역이 나타나면서      

수원을 중심으로 강함 수렴역이 발생하여 기상이 악화      

됨을 알 수 있다(Fig. 14a). 양의 Omega 값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북쪽 100 km 이내 지역에서는       

divergence와 vertical circulation을 통해서도 대기의 상     

승을 확인할 수 있다. 강수가 발생한 12일 00 UTC에        

서는 양의 Omega 영역이 점차 수원을 중심으로 남북       

으로 강한 수렴으로 인한 대기의 상승역으로 기상악화      

현상이 발생하여 강도가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Fig. 14b). 이러한 대기의 상승작용은 divergence      

와 vertical circulation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2000~2009)간 6월에서 9     

월 사이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강수량이 150 mm 이       

상인 총 83회의 집중호우 중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23       

회)을 제외 한 60 회의 호우사례를 종관유형별로 분류       

하고, 장마전선에 의한 호우와 하층제트와 관련된 강수      

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일강수량 150 mm 이상의 60 회 호우 중 종관유형별        

호우발생 빈도를 보면 장마전선에 의한 호우가 43 회       

(52%)로 가장 많았고, 태풍에 의한 호우가 21 회(25%),       

저기압에 의한 호우 12 회(15%), mT연변 7 회(8%) 순        

으로 나타났다. 장마전선에 의한 43 회의 호우 사례 중        

에서 순수히 장마전선에 의한 영향을 받은 호우사례는      

29 회, 장마전선과 저기압의 혼합에 의한 호우사례는      

12 회, 장마전선에 태풍의 영향을 혼합한 사례는 2 회        

로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장마전선상에서 중국      

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동진하여 우리나라에 집중호우     

를 일으키거나, 화남지방에 도달한 태풍이 온대저기압     

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화      

되고 다량의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라 장마전선에 유      

입하여 한반도에 집중호우를 발생시켰다.

하층제트와 관련된 사례는 일강수량이 150mm 이상     

인 60 회의 호우 사례 중에서 40 회(66.7 %)였으며,        

200 mm/day 이상의 25 회 사례 중에서는 18 회(72 %)         

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Matsumoto (1973)가 일본의      

Baiu 기간 중에 하층제트의 풍속과 강수량과의 관계를     

통계적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풍속이 증가 할수     

록 강우강도가 큰 강수현상의 빈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는 주장과 일치한다. 하층제트와 관련된 호우가 출현한     

총 40 회의 호우 사례 중에 7월에 22 회(55%), 8월에     

10 회(25%), 6월에 5 회(12.5%), 9월에 3 회(7.5%)로 7     

월에 하층제트와 관련한 호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중호우시 하층제트의 발달은, 한반도 북쪽으     

로는 mP 기단이, 남쪽으로 mT 기단이 놓여 있어서 남     

서풍의 하층제트가 발생하기에 유리한 기압배치를 가     

지고 있으며, 장마전선상에 강한 하층제트가 유입되면     

서 경기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강수량이 200~300     

mm 이상 발생하였다. 한반도 북서쪽에서는 상층 한기     

가 중부지방으로 이류 되면서 불안정이 커졌으며, 상층     

제트는 서한만 부근에 위치하고 하층제트는 화남 남서     

부 지방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어 강화되었고, 상·     

하층 제트축이 좁아지면서 수렴대가 강화되었다. 여기     

에 잠재 불안정도가 큰 산동반도 서쪽에서 발생한 저     

기압이 장마전선과 합류하여 호우의 발생을 강화시켰     

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흘러나오는 온난 다습한 공기     

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에서 흘러나오는 한랭 다습한 북     

동 기류를 타고 상승하면서 장마전선의 북쪽에 지속시     

간이 길고 넓은 지역에 많은 호우가 발생하였다. 

KLAPS자료를 통해 수원을 중심으로 남북 연직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수렴으     

로 인한 대기의 상승작용으로 집중호우 현상이 발생하     

였다. 상·하층제트의 합류와 하층제트의 북쪽 주변에     

서 유입된 북서풍은 남서풍계열의 온난 습윤한 상승류     

와 강한 온도 및 습도 경도를 이루면서 하층제트의 활     

승이 강화시켰고, 매우 강한 대류불안정을 가속화 시켰     

다. 또한, 고상당온위와 저상당온위의 대치와 음과 양     

의 소용돌이도의 대치, 양의 Omega 값이 존재하면서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기상악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상·하층에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40~50 kts가 관측되     

어 따뜻한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라 유입되어 집중호     

우가 발생하였다.

장마전선상에서 하층제트 유입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북쪽으로 mP 기단, 남쪽으로는 mT     

기단이 놓여 있는 기압배치 하에서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남서풍의 하층제트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그 남단을 따라 세력이 약     

화된 태풍이 편서풍과 상호작용하여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이 때, 다량의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라 지     

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온대저기압과 함께 그 세력을 잃     

지 않고 장마전선상으로 동진하여 남서풍계열의 하층     
조선자연과학논문집 제4권 제1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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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가 상층제트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풍계를 형성하     

면서 한반도 중부지방으로 수렴과 합류로 인한 집중호      

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장마전선상의 중규모 호우와 하층      

제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동안 장마전       

선상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하층제트를 따라 지속적으     

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관한 사례를 분석      

하였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한반도     

로 유입되는 수증기 공급원이 증가하고, 하층제트가 발      

생하기 쉬운 종관적 구조를 갖는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며, 기상재      

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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