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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lassify the 1000 hPa geopotential height fiel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K-

means cluster analysis and investigate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pattern. The 11 clusters are identified

as the typical pressure patterns, applying the pattern correlation as a similarity among clusters and the criterion of cluster

similarity 0.8, of which three pressure patterns are associated with the extension of Siberia air mass, other three with the

latitudes of the longest symmetry axis of North Pacific highs, two with the trough largely under the air mass of Siberia

or North Pacific, and the remaining three, the migratory high patterns generally occurring in spring and autumn, are

disjoint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longest symmetry axis of highs. The occurrence rate of air masse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estimated from the number of occurrence days of 11 pressure patterns, is 55.4% Siberian, 29.3%

North Pacific, 12.8% Yangtze-River, 2.5% Okhotsk sea and 68.2% of all these is the continental air masses. The

wintertime pressure patter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nearly contrary to those in summertime, each dominated by

the highs extended from the stationary air masses over the Central Siberia and the North Pacific ocean. The migratory

highs occur largely in spring and autumn while transferring from the wintertime patterns to summertime patterns, or vice

versa. Recently,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he highs extended from the North Pacific is on the decrease and while the

wintertime pressure patterns occur frequently in spring and autumn,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he pressure patterns with

trough is on the increase and the migratory highs occur in nearly all seasons.

Keywords: typical pressure patterns, K-means cluster analysis, pattern correlation, air mass, migratory high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000 hPa면 고도 자료 및 K-평균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 기압배치를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군집의 기준으로 기압배치 공간 형태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패턴 상관계수를 사용하고, 유사

성의 경계치로 0.8을 적용하여 대표적 기압배치 유형 11개를 얻었다. 이들은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장출하

는 경로에 따라 3개,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 위치에 따라 3개, 시베리아 및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권에서 기압골이 나

타나는 유형 2개, 그리고 봄가을에 주로 나타나는 이동성 고기압형으로 고기압의 장축방향에 따라 3개 등이다. 각 기압

배치 유형의 출현빈도로부터 추정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출현비율은 시베리아 기단 55.4%, 북태평양 기단

29.3%, 양쯔강 기단 12.8%, 오호츠크해 기단 2.5% 순이며, 한반도는 대륙에서 기원한 기단의 영향이 68.2%로 지배적

이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겨울 기압배치 유형과 여름 기압배치 유형이 각기 대륙과 해양에 발달하는 정체성 기단으

로부터 확장되는 고기압을 중심으로 하여 대조적으로 출현하고, 봄가을의 이동성 고기압형은 이들의 변환 과정에서 나

타난다. 근래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반도 출현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이 봄가을

에 자주 나타나면서 기압골을 갖는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이동성 고기압형은 거의 모든 계절에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주요어: 대표적 기압배치 유형, K-평균 군집분석법, 패턴 상관계수, 기단, 이동성 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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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반도 주변의 종관 기압배치는 계절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겨울

철 서고동저형, 여름철 남고북저형, 봄가을의 이동성

고기압형 등이 있다(김광식 외, 1973). 한반도는 중위

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므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발

달하는 한대기단, 여름에는 해양에서 발달하는 열대

기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압배치에서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기압배치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다르므로 한반도 일기 또는 기후를 판

단하는데 있어서 기압배치에 대한 개념은 가장 기본

적인 요소가 된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유형 분류는 한반도의 계

절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승호

(1995)는 지상 일기도에서의 기압배치 유형을 8개,

문승의와 엄향희(1980)는 16개로 분류한 바 있다. 이

들은 각 유형 발생빈도의 연변화에서 불연속성을 기

초로 하여 한반도의 자연계절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

였다. 기압배치 유형의 구분은 주로 수작업으로 분석

된 일본 기상청 발행의 일기도를 이용하여 정성적으

로 이루어 졌으므로 분류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매

일의 일기도를 각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주관적 판단

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매일의 일기도를 몇 개의 유형으로 인식한

다는 것은 변수축소(variable reduction)의 문제이다.

변수축소의 통계적 방법은 주성분 분석, 인자분석 또

는 군집분석 등 다변량 분석법이 주로 이용된다. 인

자분석이나 주성분 분석에서 사용하는 직교함수 분석

은 +, −의 진동 형태를 같은 유형으로 인식하나 군

집분석은 각기 다른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군집분

석은 외부의 기준량이 임의로 주어지지 않으면서 내

부변량의 동질성을 비교적 잘 구별해 낼 수 있으며

정체성을 갖는 패턴보다는 자주 빈번하게 출현하는

유형을 찾는데 용이하다(Christiansen, 2007).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유형을 분류하고, 각 기압배치 유형의 특성

및 근래 한반도 주변에서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빈도

에 변화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의 기단분포 변화를 이해

하고, 대표적인 기압배치 유형 및 이들의 시간변화

과정을 모델화하면 종관 및 기후 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 유형의 출현빈도 및 유형의 시간변화에 대한 자

료는 한반도 기후변화를 대기 대순환의 관점에서 이

해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자료 및 군집분석 방법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제 관측자료를 기초

로 하여 NCEP-NCAR에서 재분석한 것(Kalnay et

al., 1996)으로 종관기상 분석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자료기간은 1950년부터 2008

년까지 59년간 21,550일이다. 분석 변수는 매일 09

시의 1000 hPa면 지오퍼텐셜 고도이며 위/경도 2.5/

2.5도 간격의 격자점 값이다. 분석 지역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여 경도 100~145
o
E, 위도 25~55

o
N 범위

이다.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많은 자료 가운데 가까운 것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서 그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Zhang et al., 2007). 관측값 또는 군집 사이의 거리

에 대한 정의 또는 군집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같은

자료라도 각기 다르게 집단이 이루어진다. 군집은 같

은 군집으로 묶어지는 자료 사이의 유사성은 높이고,

군집 사이의 유사성은 가급적 낮추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Wang and Pei, 2008).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형태의 유

사성을 군집을 이루는 거리의 기준으로 하였다. 기압

배치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피어슨의 선

형 공간 상관계수 r로 판단하였다(Cheng and Wallace,

1993).

여기서 Z'는 공간(M=247개 지점) 평균값에 대한

각 격자점에서의 지오퍼텐셜 고도편차이며, p와 q는

임의의 두 공간 백타를 나타낸다.

전체 자료를 X={X1, X2, X3, ... , Xn}으로 나타내며,

Xn는 195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일 09시 한반

도 주변 247개 격자점 1000 hPa면 지오퍼텐셜 고도

값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간백타이다. 군집 방법은 다

음과 같이 하였다. 여기서 는 군집 C에 속하는 개

체들 Xj (j < n)의 평균벡타이며 군집의 중심(centroid)

rpq Z'ipZ'ip

i 1=

M

∑ Z'ip
2

Z'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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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① 매일의 공간벡타 Xi (1 ≤ i ≤ 21,550)를 개체수 1

인 초기 군집 Cj로 간주한다.

② 매일의 Xi를 Xi와  사이의 공간 상관계수

rij이 0.8 이상일 때, 군집 Cj에 할당한다.

③ Cj  가운데 개체수가 가장 큰 군집 Cjmax을 첫

번째 군집으로 선택한다.

④ 과  사이의 공간 상관계수가 가장 낮

은 군집 Cjm1을 두 번째 군집으로 선택한다.

⑤ 세 번째 이상의 군집은 이미 선택된 군집 중심

들( ,  등)과의 공간 상관계수 중 가장 큰

값 rmax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군집 Cm을 선택한다.

rmax이 0.8 미만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m개의 군집

Cm을 얻는다.

⑥ Cm을 초기 군집(seed cluster)으로 하여 매일의

Xi를 과의 공간 상관계수가 가장 큰 군집에 할당

한다. 모든 개체를 할당한 후 새로운 를 구한다. 

⑦ 위 ⑥에서 을 으로 대체하여 과

이 일치 할 때까지, 위 ⑥과정을 반복한다.

⑧ 위 ③과정에서 Cj를 Cm으로 대체하고, ③-⑦

과정을 반복한다.  사이의 공간 상관계수가 모두

0.8 미만이 될 때까지 진행한다.

이는 비계층적 군집방법으로 K-평균법과 거의 같

다. K-평균법은 각 군집 내의 개체수를 비슷하게 분

할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자료를 처리하는데 유용

하다(Christiansen, 2007). K-평균법에서는 초기의 군

집을 설정하고, 군집 수(K)를 미리 정해야 하나, 위

방법은 ①-⑤ 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며 ⑥-⑦ 과정은

K-평균법과 같다. 다만 위 방법에서 군집 사이에 유

사성의 경계치는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0.8로 설정하였다. ③-⑤ 과정에서 초기 군집의 선택

을 군집 사이의 유사성이 가장 낮도록 선택하므로

분석 결과는 K-평균법에 비해 군집중심 간에 유사성

이 낮도록 분할된다.

결 과

기압배치 유형

한반도 주변에서 기압배치 특성을 나타내는데 고유

한 기압배치 유형이 몇 개가 필요한가는 군집분석

과정에서 군집의 갯수를 정하는 것과 같다. 기압배치

유형의 수를 많이 택할수록 기압배치 형태나 변화

과정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 모

형화하는 데는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군집 분석과정

에서 유사성의 경계치를 낮출수록 군집 수가 줄어든

다(Table 1). 높은 경계치일 때의 군집 유형은 낮은

값일 때의 군집 유형을 포함한다. 낮은 경계치일수록

여름과 겨울의 정체성을 갖는 기압배치 유형으로 통

합되고, 군집 수가 증가할수록 봄가을에 주로 나타나

는 이동성 기압 배치 유형이 분리되고 있다.

Fig. 1은 경계치 0.8일 때 얻어진 11개 군집의 각

군집 중심을 나타내는 공간벡타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반도 주변의 대표적인 기압배치

유형으로 한다. 이들은 겨울과 여름의 정체성 기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과 봄가을의 이동성 고기압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겨울 유형은 한반도 주변에

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방향, 여름 유형은 한반

도 북쪽 대륙에 발달하는 기압골과 북태평양 고기압

능의 위치 그리고 봄가을의 이동성 고기압 유형은

기압능 중심축의 위치 및 방향 등에서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기압배치를 이루는 기단 및 년 중 발생빈

도 등을 고려하여 이들 기압배치 유형의 부호를

Table 2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이 부

호를 사용한다.

한반도 날씨를 지배하는 기단은 보통 중앙 시베리

아, 북태평양, 양쯔강 및 오호츠크해에서 발발하는 4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기상연구소, 2004). 11개의

기압배치 유형은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장출되는 경로에 따라 SH1, SH2, SH3, 해양성 기단

Cj

Cjmax Cj

Cjmax Cjm1

Cm

Cm'

Cm Cm' Cm

Cm'

Cm

Cm

Table 1. The number of clusters at some criterion correlations for disjointing the 1000 hPa geopotential field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value in parenthesis represent the minimum space correlations between cluster centroids at one criterion

and those at higher others

Criteria Corr. 0.70 0.75 0.80 0.85

Number of

Clusters(min. space Corr.)

  5

(0.79, 0.83, 0.83)

  8

(0.78, 0.75)

11

( 0.7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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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하면서 기단의 중심축 위치에 따라 PH1,

PH2, PH3, 시베리아 기단 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작

용하면서 한반도에 기압골이 위치하는 SL, PL 그리

고 나머지 3개는 이동성 고기압 유형으로 한반도 주

변에서 이들의 중심축이 동서 방향인 M1, 북서에서

남동 방향인 M2, 남서에서 북동방향인 M3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각 기압배치 유형에서 한반도 부근 등고선 형태나

등고선 분포와 연관된 기류를 판단하면 한반도에 영

향을 주고 있는 기단을 대략 결정할 수 있다. 이에

Fig. 1. Spatial patterns of the centroids of 11 clus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주변 1000-hPa 고도장의 군집분석 341

따라 SH, SL, M2 등은 시베리아 기단, PH1, PH2,

PL 등은 북태평양 기단, M1, M3 등은 양쯔강 기단,

PH3는 오호츠크해 기단 또는 여름철 고위도로 북상

한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의 기압배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각 기압배

치 유형의 출현빈도를 고려하면 한반도에 영향을 주

는 각 기단의 출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PH3

인 경우에는 대략 7월 하순이면 한반도의 장마기가

끝나므로 이후에 나타나는 790일 정도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반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발원지는 중앙 시베리아

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성 기단이 55.4%(11,947일)로

가장 많고, 북태평양 기단 29.3%(6,310일), 양쯔강

기단 12.8%(2,756일), 오호츠크해 기단 2.5%(537일)

순이 된다. 한반도는 해양에서 발원한 기단 31.8%

보다는 건조한 대륙에서 발원한 기단 68.2%로 대륙

의 영향을 거의 배에 가깝게 받고 있다.

Table 3은 한반도 주변 기압배치 유형 사이에 교차

상관계수 행렬을 나타낸다. 겨울과 여름의 전형적 유

형인 SH1과 PH1은 공간 상관계수 −0.83으로, 형태

는 비슷하면서 고저기압 위치는 거의 상반되어 나타

난다. 공간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기압배치 유형의

유사성이 커진다. 공간 상관계수의 어느 값에서 유의

미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분석 대상 공

간의 자유도 결정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다(Christiansen, 2007). 여기서는 대략 0.8 이상

이면 유사성이 매우 높고, 0.4 미만이면 상당히 다른

기압배치 유형으로 판단된다. 매일의 일기도 Xi와 11

개의 군집 중심(cluster centroid) 벡타  사이의 최

대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경우는 총 617회로 2.86%

이다. 유형별로는 이동성 기압계에서 빈번하고, 겨울

과 여름의 정체성 기압계에서 적은 편이다. 낮은 유

사성은 봄가을의 전이계절에서 고저기압의 규모가 매

우 작게 나타날 때나, 태풍이나 봄의 동해 선풍 발생

때와 같이 한반도 주변에서 저기압이 특이하게 발달

한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유사성이 낮은 사례는 9월

이 가장 빈번하고, 8월, 5월, 4월 순으로 빈번하다. 상

관계수 0.4 미만의 경우라도 유사성이 가장 큰 기압

배치 유형에 할당되었고,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기압배치 출현빈도의 연변화

한반도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대륙성

Cm

Table 2. The notations of 11 clusters, occurrence number of

days and average consecutive days of clusters. The percent

in parenthesis is the ratio of occurrence number of days to

the total data days and asterisks (*, **) in notations repre-

sent the most similar clusters at the correlation criterion of

0.70 and 0.75

 explanation (%)
cluster

notations

obs. number of 

days in 

lusters (%)

average

consecutive 

days

cP

extension

(49.64)

SH1*  ** 3531 (16.38)  2.13

SH2*  ** 2641 (12.25)  1.80

SH3*  ** 2464 (11.43)  2.03

SL     ** 2061 (09.56)  1.35

mT or mP and

lows over continent 

(31.77)

PH1*  ** 2967 (13.77)  3.00

PH2*  1381 (06.41)  1.36

PH3   ** 1327 (06.16)  2.22

PL     ** 1172 (05.44)  1.77

migratory highs

(18.59)

M1     1822 (08.45)  1.49

M2    ** 1250 (05.80)  1.43

M3 0934 (04.33)  1.58

Table 3. The cross correlation matrix between cluster centroids

clusters SH1 SH2 SH3 SL PH1 PH2 PH3 PL M1 M2 M3

SH1 1.00

SH2  .78 1.00

SH3  .78  .30 1.00

SL  .75  .70  .65 1.00

PH1 -.83 -.45 -.79 -.48 1.00

PH2 -.28 -.02 -.20  .31  .51 1.00

PH3 -.62 -.85 -.10 -.52  .42  .19 1.00

PL -.07 -.06 -.05  .33  .26  .51  .14 1.00

M1 -.03  .54 -.43  .32  .47  .52 -.47  .23 1.00

M2  .22 -.01  .52  .47  .01  .20  .09  .13  .07 1.00

M3  .23  .33  .17 -.06 -.18 -.21 -.06 -.78  .04 -.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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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 여름에는 해양성 기단의 출현이 많다. 각 기압

배치 유형의 일별 총 출현빈도(Fig. 2)는 이를 잘 나

타낸다. 일별 출현빈도는 5일 이동 평균을 하였다.

점선은 대표적 기압배치와의 공간 상관계수가 0.8 이

상인 경우만을 나타내나 전체의 출현 빈도 변화 경

향과 거의 같다. 0.8 이상의 출현빈도 비율은 대체로

정체성 기압배치를 나타내는 겨울과 여름철 유형에서

높고, 봄가을의 이동성 고기압 유형에서 낮은 편이다.

각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 빈도는 계절에 따라 큰 차

이가 있다.

각 유형의 일별 출현빈도를 종합하면 한반도 주변

에서의 기압배치 유형의 평균적인 연변화가 될 것이

다. 겨울철 기압배치는 중앙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한

대기단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는 형태로 이들은

6월에서 8월 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강한 북서풍을 가져오는 SH1은 1월 말 가장 출현빈

도가 높고, 9월 중순에서 다음 해 4월 초 사이에 주

로 나타난다. SL은 겨울철 기압골이 통과할 때의 유

형으로 3월말에서 4월초, 9월말에서 11월말 사이 시

베리아 기단이 비교적 약할 때 출현빈도가 높다. 북

태평양 기단의 기압능이 25
o
N-30

o
N 정도에 위치하는

PH1은 6월 말에서 7월 말에 극값을 나타내며, 한 여

름철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기압능이 고위도

35
o
N 정도에 위치하는 PH2는 여름철 출현빈도는 비

교적 적으나 PH1에 비해 이른 시기인 5월초에서 6

월 중순, 8월말에서 9월초에 빈도가 높다. 오호츠크

해에 기압능을 갖는 PH3도 6월 중순에서 7월초와 8

월에 2회의 극값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이들은 한반

도에서의 1차 및 2차 장마기의 형성 시기와 대략 일

치한다는 점에서 장마기의 기압배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PH3의 6월 중순의 발달은 오호츠

크해 기단의 발달을 의미하고, 8월은 해수 온도 상승

과 연관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위도 발달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본다. 여름철 기압골 발달을 나타내는

PL은 5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비교적 출현빈도가

높으며, 여름철 간헐적인 기압골 통과에 의해 북태평

양 고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일시적인 후퇴를 나타내

는 유형이다.

이동성 기압배치 유형은 정체성 기단으로부터 분리

된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해 오는 경우로

주로 봄가을에 나타난다. 고기압의 중심축이 동서방

향에 가깝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M1은 4월 중

순에 극값을 나타내며 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절

에 비교적 잘 나타난다. 고기압 중심축이 북서에서

남동방향인 M2는 4월 중순의 극값을 중심으로 봄철

에 출현빈도가 높고, 가을에도 이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기압 중심축이 남서에서 북동 방향인 M3는

10월 초에 최빈값으로 주로 가을에 집중적으로 출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봄에는 M1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M2, M3의 순이고, 가을에는 M3가

가장 높고, M1, M2의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다.

한반도 주변 기압배치의 연변화는 다음과 같이 종

합할 수 있겠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잘 발달

하고 그 세력은 한반도 쪽으로 장출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한반도 주변에서의 이동은, 황해 남부 방향

(SH1형)이 지배적이고 동지나 해상(SH2형) 또는 연

해주(SH3형) 방향으로도 자주 나타나므로, 3개의 경

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연해주 방향으

로의 장출은 늦겨울과 가을에 빈번하다. 그리고 초봄

과 늦가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약하게 장출하면서

기압골(SL형)도 자주 통과한다. 봄은 시베리아 기단

으로부터 분리된 고기압(M2형)이 한반도를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통과하거나 양쯔강 기단이 발달하여 동

지나 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M1형)가 자주 나타나

며, 특히 가을철 양쯔강 기단은 한반도로 이동하여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우(M3형)도 많

다. 여름에는 화북 또는 만주 지방의 대륙에 저기압

이 형성되고, 북서 태평양에 정체성 고기압이 발달하

여 소위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가 한반도를 지배한

다. 북서 태평양의 고기압 능은 초여름에는 35
o
N, 한

여름에는 25
o
N-30

o
N, 늦여름에는 35

o
N이나 50

o
N의

해양에 잘 발달하고 있다. 해양성 한대기단의 특성을

갖는 오호츠크해 기단은 6월 중순에 잘 발달하여 한

반도에 영향을 주고, 8월에는 전체적인 북태평양 수

온 상승과 연관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고위도

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여름의 유형과 유사하

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기압배치 유형의 지속성 및 전이과정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는 겨울 SH1, 여름 PH1과

같이 계절에 따라 대조적으로 변화한다. 각 시기별로

형성되는 기압배치 유형은 지속적인 경우도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전이된다. 어느 날

의 기압배치 유형을 전 날과 비교할 때 달라지는 일

수는 총 11,772일로 전 자료 일수의 54.6%이다. Fig.

3은 기압배치 유형이 지속되는 기간별로 누적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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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대체로 2-4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장출을 나타내는 SH1,

SH2, SH3 등과 여름철 정체성을 갖는 북태평양 고

기압과 연관되는 PH1, PH3 등은 5일 이상의 지속기

간을 갖는 경우도 많다. 특히 SH1은 총 출현일수의

29.1%, PH1은 49.1%가 5일 이상이다. 10일 이상의

장기 지속은 SH1는 총 19회, 235일로 12월과 1월,

PH1은 총 48회, 773일로 6월 중순부터 7월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기압계가 지속되어 정체성을 나타내면 일기 상황도

Fig. 2. The annual variation of occurrence frequency (days) of the pressure patterns. Dotted line represents only those with pat-

tern correlation above 0.8 between the pressure patterns and observation data. Every day occurrence frequency is 5-day moving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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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연속성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전체 기압계의

평균 지속기간은 1.83일이다. 기압계 유형에 따라 지

속되는 평균기간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여름에 나타

나는 PH1에서 3.0일로 가장 높고 겨울의 SH1은

2.13일이다(Table 2). 주로 초봄과 늦가을에 나타나는

SL, PH2, 이동성 고기압 유형(M)에서 낮은 편이다.

이는 이동성 기압계가 동서방향으로 위치할 때 일기

의 지속성이 크다(김광식 외, 1973)는 통념과는 다른

점이어서 기압계와 일기 변화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의 기압배치 유형이 다음 날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비율은 유형의 지속일이 클수

록 적다. Table 4는 기압계 유형이 바뀔 때, 첫째 줄

은 1일 전, 둘째 줄은 1일 후에 나타난 각 유형의 출

현 비율을 나타낸다. 지속 일수와 전이 일수의 합은

기압계 유형이 바뀔 때 시작과 끝 날짜가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총 출현 일수보다 많을 수가 있다. Table

4에서 각 패턴 부호 아래 괄호 속의 숫자는 각 유형

의 총 출현일수에 대한 전이 일수의 비율을 나타낸

다. 이 비율은 PH1, PH3, SH1의 값이 적고, SL,

PH2, M3, M2, M1 등이 큰 값이다. 이 값이 적을수

록 유형의 지속성이 크며 정체성을 갖는 기압계라고

할 수 있다.

기압계 유형이 바뀔 때 전후를 비교하면 각 유형

이 전이해 가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출현 일을 기준으로 전후일에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

하면 각 유형의 전이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장출할 때 가장 빈번한 변

화과정은 SL, SH1, SH2, M1 또는 SL 순으로 전이

되고, 두 번째는 M2, SH3, SH1의 순, 세 번째는

SH2, SL, SH1 또는 SH2의 순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베리아 기단이 장출할 때 고기압 세력은

초기에 서해 남부 해상을 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중심이 화중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

후 이동성 고기압으로 한반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가

장 빈번하다. 두 번째는 시베리아 기단이 초기에 만

주 연해주 방향으로 장출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시베리아 기단의 장출이 화중 동지나 해상으로 향하

면서 기압골이 발달하고 기압골 후면에 다시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장출해 오는 경우이다. 여름철 북

태평양 기단과 연관되는 PH1, PH2, PH3 등의 전이

과정은 SH, M 유형 등과 혼재하여 전이의 과정 점

유율이 겨울에 비해 낮다. 제일 빈번한 경우는 M1,

PH1, PH2 또는 PH3, PH1의 순, 두 번째는 PH1,

PL, PH3 또는 PL, PH1의 순으로 전이된다. 여기서

PH1 유형은 PH3나 PL를 거쳐 다시 PH1형으로 전

환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한반도 북쪽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에 연관하여 한반도의 남동쪽에 정체성을 나타

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 위치가 한반도의 동쪽

또는 남쪽으로 변동하는 형태이다. 봄가을에 주로 나

타나는 M 유형은 SH 유형과 PH 유형의 변환시 중

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고기압 중심축이 한반

도 남쪽에 동서로 놓이는 M1은 SH2에서 PH1 또는

SL, 한반도 북서에서 남동 방향인 M2는 PH2에서

SH3, 한반도 남서에서 북동 방향인 M3는 SH1에서

PH2으로의 전이과정 중간에 많이 나타난다.

기압배치 출현빈도 및 출현일의 경년변화

근래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 경향을 나타내면서 국지

적 순환 패턴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Panagiotopoulus

et al., 2005).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도 대기 대순환

계와 연관하여 변화가 예상된다. Fig. 4는 전체 기압

계(Fig. 4a)와 몇 기압배치형의 평균 지속일(upper

panel), 출현일수(middle panel) 및 출현빈도(lower

panel)의 경년변화를 나타낸다. 출현일수 및 출현빈도

에서 점선은 5일 이상 연속일 때를 나타낸다. 전 기

압계 연평균 지속일(Fig. 4a-upper panel)은 50-60년

대에 평균 2.1일에서 70년대에 평균 1.7일로 감소하

고, 그리고 90년대 이후 약간의 감소 경향이 있다.

기압계의 평균 지속일 감소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Fig. 3. Cumulative vertical bars for the consecutive number

of days of each pressur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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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주기가 짧아졌고,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횟수는

증가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연속성을 나타내는

기압계의 출현일수(Fig. 4a-middle panel)는 전체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이나 출현빈도(Fig. 4a-lower panel)

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영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 기압계 연평균 지속일의 변화는 기압계

유형별로 보면 다르게 나타난다. Fig. 4에는 SH1,

PH1, PL, SL, M2 등의 경우만을 나타냈다. 전체 기

압계(Fig. 4a)와 같은 감소 경향은 PH1, SH3, M1,

M2, PH3 등에서 나타나고, PL, SL, SH2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다. 주로 PH1, PH3 등의 정

체성을 갖는 여름 기압계에서 연속일을 갖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SL, PL 등 기압골이 나타

나는 유형은 출현빈도가 증가하면서 5일 이상의 연

속일을 갖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겨울에 주

로 나타나는 SH1의 평균 지속일수 및 출현일수(Fig.

4b-upper and middle panels)는 전체적으로 증가 경

향이 있으나 90년대 이후 경년 변동성이 상당히 커

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겨울철 한반도의 서쪽으로부

터 접근하는 시베리아 기단의 출현(SH1 and SH2)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여름철 남동쪽으로부터 한반도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기단(PH1)의 출현빈도는 감소하

는 경향이다. 반면 SL, PL 등 기압골을 갖는 유형은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PL의 5일 이상 출

현일수(Fig. 4d-middle panel)는 근래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압계 유형의 출현 시기 변화는 한반도 계절기후

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근래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한반도는 겨울 기간이 줄고, 여름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기상연구소, 2009). Fig. 5에서

각 기압계의 매년 출현일을 점으로 나타냈으며, 경년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만을 제시했다. 시베리아

기단의 장출과 연관되는 유형(SH1, SH2, SH3, SL

등)에서는 70년대 이전에는 6월부터 8월 초까지 거

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발생시기가 여름 기

간으로 확장되어 7, 8월에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 북

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을 나타내는 유형(PH1, PH2,

PH3, PL)은 90년대 이후 근래에 여름 후 기간보다는

여름 전에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PH1이나

Table 4. Occurrence frequency ratio of pressure patterns 1 day before (first row) and 1 day after (second row) the consecutive

days of each pattern. Only the value with above 0.05 is shown and the capital number is the maximum in each row. Parenthe-

sis values in the first column are the ratio in percent of days on which one pattern change into other patterns to the total occur-

rence days of each pattern

pattern SH1 SH2 SH3 SL PH1 PH2 PH3 PL M1 M2 M3

SH1

(46.8)

0.14 0.42 0.34

0.43 0.19 0.14 0.06 0.11

SH2

(55.7)

0.49 0.05 0.34 0.06

0.16 0.23 0.35 0.05 0.10

SH3

(49.3)

0.27 0.17 0.08 0.05 0.28 0.08

0.57 0.06 0.09 0.05 0.05 0.13

SL

(74.1)

0.15 0.22 0.07 0.19 0.06 0.15 0.08 0.05

0.37 0.32 0.13 0.05 0.05

PH1

(33.3)

0.05 0.11 0.16 0.15 0.32 0.08 0.09

0.36 0.19 0.17 0.13 0.11

PH2

(73.5)

0.05 0.35 0.10 0.05 0.20 0.15

0.05 0.29 0.11 0.06 0.13 0.17 0.13

PH3

(45.1)

0.11 0.32 0.10 0.14 0.15 0.13

0.16 0.27 0.17 0.17 0.10 0.06

PL

(56.6)

0.05 0.26 0.21 0.16 0.18 0.06

0.08 0.05 0.08 0.14 0.23 0.07 0.13 0.15 0.08

M1

(63.1)

0.05 0.45 0.07 0.11 0.15 0.09

0.07 0.20 0.28 0.18 0.11 0.12

M2

(67.0)

0.11 0.09 0.07 0.09 0.13 0.16 0.07 0.05 0.16 0.06

0.41 0.14 0.10 0.05 0.11 0.05 0.05

M3

(70.0)

0.28 0.22 0.25 0.06 0.06 0.06

0.06 0.15 0.11 0.14 0.24 0.11 0.0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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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nnual variations of the average consecutive number of days (upper panels), total number of occurrence days

(middle panels) and the occurrence frequency (lower panels) for (a) all patterns, (b) SH1, (c) PH1, (d) PL, (e) SL, and (f) M2.

In middle and lower panels for each pattern, dotted line for the consecutive cases with above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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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의 경우(Fig. 5b and 5c) 최근에 4월 초부터 자주

나타나고 9월 이후에는 출현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동성 고기압 유형(M1, M2, M3)은 70년대

이전은 모두 봄가을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출현했으

나, M2, M3는 이후 겨울과 여름 시기로 출현시기가

확장되면서 거의 모든 계절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Fig. 5e).

요약 및 결론

일기도 해석에서 기압배치 파악은 일기를 결정하는

기단의 분석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일기

도를 기초로 하는 종관규모 일기의 예보자는 기압배

치 유형에 따라 지역적 일기변화 패턴을 모형화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관측 자료를 기초로 재분석한 1000 hPa 면 지오퍼텐

셜 고도 자료를 이용하고, K-평균법의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 기압배치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류해 보고, 각 유형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분류 기준으로는 기압배치 공간 형태의 유사성을 나

타내는 패턴 상관계수(pattern correlation)를 사용하였

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변화를 전체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압배치 유형의 적절한 개수

및 이들 상호 간에 공간 형태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

여 유사성의 경계치로 공간패턴 상관계수 0.8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 결과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유형으

로 11개를 얻었다.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장출하는 경로에 따라 3개, 여름철 북태평

양에 발달하는 고기압의 중심 위치에 따라 3개, 시베

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각

기 기압골이 나타나는 대표적 유형 2개, 그리고 봄가

을에 주로 나타나는 이동성 고기압 유형으로 고기압

의 장축 방향에 따라 3개 등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반도 주변의 전형적인 계절별 기압배치 (김

광식 외, 1973)를 나타내고 있고, 이승호(1995)가 제

시한 한반도 주변의 대표적 기압배치 사례들을 대략

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각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비율은 시베

리아 고기압의 장출이 황해 남부 방향일 경우에

16.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북태평양에 위치하는 고

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는 유형으로 13.8%이다

(Table 2). 두 경우 각기 겨울과 여름에 정체성 기단

발원지로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기

압배치 형태이다. 기압배치 분류와 이들의 출현빈도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기단 출현의

비율을 추산해 보면 시베리아 기단 55.4%, 북태평양

기단 29.3%, 양쯔강 기단 12.8%, 오호츠크해 기단

2.5% 순이며, 대체로 대륙에서 기원한 기단의 영향이

68.2%로 지배적이다. 시베리아 기단의 출현은 1월을

정점으로 겨울에 많고, 6월에서 8월 사이는 거의 나

Fig. 5. Scattered points representing the occurrence of pressure patterns on the specified day and year as i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axis for (a) SH1, (b) PH1, (c) PL, (d) SL, and (e)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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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다. 반면 북태평양 기원의 해양성 기단은

6-7월을 정점으로 여름에 많다. 이동성 고기압 유형

으로 나타나는 양쯔강 기단은 봄가을에 많고, 오호츠

크해 기단은 6월과 8월에 출현빈도가 높다. 오호츠크

해 기단의 6월 출현은 한반도의 장마 이전으로, 오호

츠크 해의 수온이 주변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양성 한대 고기압의 발달이,

8월 출현은 북태평양 해수온도의 전체적인 상승으로

인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위도 발달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압계의 지속성은 겨울 시베리아 기단으로부터 한

반도에 장출하는 고기압 및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과

연관한 유형이 출현할 때 높으며, 이동성 고기압형의

지속성은 대체로 낮다. 평균지속일수가 가장 높은 경

우는 여름 북태평양 기단과 연관된 고기압 유형

(PH1)으로 3.0일이며, 가장 낮은 경우는 시베리아 고

기압 장출 전면의 기압골을 갖는 형(SL)으로 1.35일

이고, 이동성 고기압 유형은 1.43-1.58일 정도이다

(Table 2). 한반도 주변 기압계 유형의 변화과정은 겨

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으로부

터 확장하는 고기압 중심축의 위치 변동과 연관되고

있다. 겨울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로 장출할 때 고

기압 세력은 초기에 서해 남부 해상을 향하고, 시간

이 지나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중심이 화중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후 이동성 고기압으로 한반도를 통과하

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시베리아 기단이 초기에

만주 연해주 방향으로 장출하는 경우 또는 화중지방

과 동지나 해상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 기압골이 발

달하는 경우에도 이후 기압계형은 다시 시베리아 기

단이 강화되면서 대체로 앞의 과정을 따라 변화한다.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 위치가 한반도의 남

동쪽에 정체성으로 나타나면서, 한반도 북쪽에 발달

하는 기압골 발달 위치와 연관하여 그 중심 위치가

한반도의 동쪽 또는 남쪽으로 변동하는 형태가 지배

적이다. 봄가을에 주로 나타나는 이동성 고기압형은

겨울 기압계 유형과 여름 기압계 유형이 상호 변환

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

로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1월 시베리아 고기압 활동

을 중심으로 하는 겨울 유형, 7월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의 여름 유형이 각기 대륙과 해양에 발달하는

정체성 기단과 연관하여 대조적으로 출현하고, 봄가

을 이동성 고기압 유형은 이들의 변환 과정에서 나

타나는 기압계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반도 주

변의 겨울 기압계 유형은 여름 유형에 비해 더 자주

출현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서도 변화

가 있다. 기압배치 유형의 평균 지속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압배치 유형별로 보면 다르

다. 근래 겨울철 한반도 서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시베

리아 고기압(SH1 and SH2)의 평균지속일수 및 총

출현일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여름철 남동쪽으로부터

한반도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기단(PH1)의 경우는 감

소하는 경향이다. 봄가을의 SL, 여름의 PL 등 기압

골 유형의 경우는 7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시

베리아 기단의 장출과 연관되는 유형(SH1, SH2,

SH3, SL 등)에서는 70년대 이전에는 6월부터 8월 초

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발생시기가

여름 기간으로 확장되어 7, 8월에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을 나타내는 유형(PH1,

PH2, PH3, PL)은 90년대 이후 근래에 여름 후 기간

보다는 여름 전에 출현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성

고기압 유형은 70년대 이전은 모두 봄가을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출현했으나, 이후 겨울과 여름 시기로 출

현시기가 확장되면서 거의 모든 계절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래 여름 북태평

양 고기압의 한반도 출현빈도가 감소하고, 겨울 기압

계 유형의 출현 시기가 여름으로 확장되면서 기압골

을 갖는 기압배치 유형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이동

성 고기압형이 모든 계절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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