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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예/보/기/술

(제 16호 - 2012년 8월)

블로킹(Blocking)
￭ 발행: 예보국 ￭ 문의: 예보기술팀(내선 1656/1657) ￭ 발행일: 2012년 9월 6일(목)

블로킹(blocking)은 중위도 편서풍대에서 상층의 고·저기압이 정체하여 상층에서 동서바람(zonal
wind)이 약화되고 남북바람(meridional wind)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기상학사전 1992, Glossary
2000). 일반적으로, 중위도 상층대기에서 고위도는 기압(고도)이(가) 낮고 저위도는 상대적으로 기압
(고도)이(가) 높아 등압(고)선에 평행하게 편서풍이 분다(그림 1(a)). 그런데, 그림 1(b)와 같이 고위
도에 기압이 높아지거나 저위도에 기압이 낮아지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던 기류는 약화되고 남북류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기압계와 일기시스템은 정체하여 블로킹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길게는 2주일 이상 특정일기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500hPa 고도장에 그림 1(b)와 같은 패턴
이 5일 이상 지속될 때 블로킹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a) 서풍류 패턴

(b) 블로킹 패턴

그림 1. 500hPa 고도에 서풍류 패턴과 블로킹 패턴의 기류방향 비교

블로킹의 형태
블로킹은 분석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2(a)와 같은 오메가 형태,
그림 2(b)와 같이 남북으로 고·저기압이 분리된 형태의 2가지를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Rex
1950a.b, White and Clark 1975, Treidl et al. 1981). 이중에서 오메가 형태는 블로킹 초기 단계에서,
고·저기압 분리형은 블로킹 지속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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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mega 형

(b) High over Low 형

(c) 2012.5.24.12UTC 500hPa 일기도

(d) 2012.5.29.00UTC 500hPa 일기도

그림 2. 블로킹의 대표적인 2가지 형태

COMET(www.meted.ucar.edu)은 위성영상과 500hPa 고도값을 이용해 블로킹 유형을 4가지로 제
시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c)의 Rex 형은 그림 2(b)의 High over Low 형과 일치되는 유형이다.

(a) 오메가 형

(c) Rex 형

(b) 절리저기압 형

(d) 절리고기압 형

그림 3. COMET의 Satellite Feature Identification Blocking Patten에서 분류한
4가지 블로킹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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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한 정의

일반적으로 블로킹은 500hPa 고도장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렇지만, 지표부근인 1000hPa을 대상으로 정
의한 연구(Sinclair 1996)와 대류권 최상층인 200hPa을 대상으로 정의한 연구(Stan and Straus 2007,
Straus et al. 2007)도 있다. 이런 블로킹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연구가 시도되었
다. 허혜숙 등(2002)은 기존의 블로킹 연구결과를 총 4개의 요소별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표 1은 지금까지
연구된 블로킹 판별방법 중 일기도를 활용하여 블로킹 형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요소

패턴
분석

아노말리

위
도
차

파동

년도

분석고도
(hPa)

Rex

1950

500

서풍이 두 갈래로 나눠지고, 경도 45도 이상 유지

10일

Triedl

1981

500, 지상

지상과 상층에 연결된 고기압이 30N 북쪽에 위치

5일

1983

500

아노말리가 +100m 이상, -100m 이하

10일

1983

500

고도차(40N-60N). 0이하일 때

1990

500

2006

500

Tibaldi and Molteni(1990)와 같으나 위도가 77.5, 60,
o
40 N 임

1999

500

파 진폭이 5일평균의 표준편차가 0.5 이상

연구자

Dole &
Gordon
Lejens &
Okland

Tibaldi &
Molteni

Barriopedro
et al.
Renwick
& Revell

블로킹 기준

지속시간

5일

5일

표 1에서 요약된 블로킹 판단방법 중 Tibaldi and
Molteni(1990), 이현수 등(2007)의 계산방법은 그림 4의
블로킹 패턴을 고려한 것이다. 남쪽의 저기압과 북쪽의 고
기압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블로킹 패턴은 위도별 고도차이
를 이용하여 수치로 객관화하였다.
NOAA에서는 Tibaldi and Molteni(1990)의 계산방법에
의한 블로킹 지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그림
5). 그림 3의 GHGS를 대상으로 계산한 블로킹 강도지수와
500hPa 고도장과 아노말리를 제공한다.

그림 4. 블로킹 형태를 수치로 계산하는 방법

※ 자료위치: http://www.cpc.ncep.noa.gov/products/precip/CWlink/MJO/bloc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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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HGS로 계산한 블로킹 강도지수

(b) 500hPa 고도장과 아노말리

그림 5. (a) NOAA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블로킹 강도지수와 (b) 500hPa 고도장과 아노말리

블로킹의 발생원인과 지역
북반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로킹 현상은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큰 역할을 한다. 대륙은 겨울철 빨리 냉각
되고, 여름철 빨리 가열된다. 반면, 해양은 대륙에 비해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작다. 북반구의 해륙분포는 유라
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동쪽은 태평양, 서쪽은 대서양이
위치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동쪽은 대서양, 서
쪽은 태평양이 위치한다. 따라서, 남·북의 에너지 차이뿐
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특히, 여름과 겨울) 동서의 에너
지 차이도 크게 나타나 블로킹 패턴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겨울철 대륙은 냉각되고 상대적으로 해양은 따뜻한 상

그림 6. 최대 블로킹 발생 지역

태를 유지한다. 이로 인하여, 해양의 상층 대기에 고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대륙은 저기압
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 일기에 영향을 주는 태평양 북쪽과 알래스카에 나타나는 블로킹
현상은 겨울철 대표적인 상층 일기패턴이다. 여기에 북극진동(AO)으로 인하여 한랭한 상층 저기압이 남쪽
으로 이동하거나, ENSO로 인해 온난한 상층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 블로킹의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
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블로킹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블로킹 발생원인은 특정한 기후시스템
과의 연결 관계보다 복합적인 시스템들과의 조화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가장 블로킹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도 10E 부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북미대륙이
며, 또 한 지역은 180E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북태평양과 알래스카 지역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대륙과
해양의 경계지역이 블로킹 발생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해양과 육상의 온도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겨울이
여름보다 블로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시간은 길고, 범위가 넓다(Rex 1950a.b, Charney et al. 1981,
Colucci and Albert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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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도위치에 따른 계절별 블로킹 발생빈도

(b) 계절별 블로킹 발생지역 모식도

그림 7. 계절별 주 블로킹 발생지역(위도 40~77.5N 범위로 계산). (a) X축은 경도(75~195E), Y축은 발생
빈도로서, 그래프의 실선은 블로킹 발생횟수, 파선은 지속기간(블로킹 수명)을 의미함(Barriopedro et al.
2006). (b)는 왼쪽의 그래프를 동북아시아 지도상에 표출한 모식도 임.

북반구에서 55년(1948-2002)간 발생한 블로킹을 대상으로 연구한 Barriopedro et al. (2006)의 결과
를 참고로 우리나라 부근에서 계절별 발생하는 블로킹 발생지역은 그림 7과 같다. 봄철은 경도 140E 부
근을 중심으로 위치하며, 여름철은 100~120E에, 가을과 겨울철은 180E 부근에 위치한다. 그러나 블로
킹의 발생빈도, 강도, 지속시간, 범위는 계절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겨울철이 가장 많은 빈도로 강하고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며, 여름철은 이런 특징들이 뚜렷하지 않다.
지구대기 순환에서 블로킹 현상은 남쪽의 에너지
를 고위도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이동시
키는 에너지 전달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8과 같이 블
로킹이 발생하기 전 저위도에는 500hPa 고도를 기준
으로 고기압, 고위도는 저기압이 위치한다. 저위도의
고기압은 따뜻한 공기기둥에서 상부에 공기층이 누르
는 힘이 크다. 반면에 고위도의 저기압은 차가운 공기
기둥에서 상부에 공기층이 누르는 힘이 작다. 따라서,
500hPa 이상의 상층대기에서 고기압은 따뜻하고, 저
기압은 차갑다. 그림 8과 같이 위도에 따라 500hPa
고도에 고·저기압이 나타나다가 남쪽의 고기압이 고
위도로 북상하고 저기압이 저위도로 이동하면, 남·북
의 기온이 역전된다. 블로킹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위도에 따뜻한 공기를, 저위도에 차가운 공기를
전달한다.

그림 8. 저위도와 고위도의 500hPa 일기 배치 연직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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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킹 패턴과 날씨
(a)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

(b) 우리나라에 고기압 능이 위치

그림 9. 블로킹 패턴의 위치에 따른 날씨 특징

그림 9는 블로킹 패턴의 위치에 따른 우리나라부근의 날씨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a)처럼 우
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는 블로킹 패턴이 봄철에 발생하면, 상층저기압에 동반된 차가운 공기와
낮에 지표가열로 따뜻해진 하층 공기 사이에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지기 쉽다. 오후부터 일몰시간까지
불안정한 대기에서 뇌전과 우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층 저기압의 위치에 따른 소나기나 낙뢰, 우박
예보를 고려해야 한다. 겨울철에 이런 블로킹이 발생하는 경우 한파가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한파 외에
도 우리나라 북쪽에 상층 절리저기압이 위치하면, 수시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
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한다. 동해상은 해상의 높은 수온과 상층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불안정한 대
기가 만들어져 대류운이 발달하기 쉬워 겨울철 폭설현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지상의 저기압과
상층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급격하게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다. 또한 그림 9(b)처럼 우리나라에 고기압
능이 위치하는 경우 맑은 날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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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및 예측
그림 10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2012년 5월말부터 6월초 까지 약 10일간 지속된 블로킹 패턴으로서 그
림 2의 블로킹 유형이 모두 나타난 사례다. 그림 10(a) 5월 22일 00UTC에 일본 동쪽해상에서 연해주로
온난역과 함께 24시간 고도 증가(붉은색 영역)가 보인다. 24시간 후인 그림 10(b) 5월 23일 00UTC에
고기압 능은 더욱 북쪽으로 확장하였고, 24시간 고도 증가 구역도 북서쪽 방향으로 확장한 모습이 보인다.

(a) 5. 22. 00UTC

(b) 5. 23. 00UTC

(c) 5. 24. 12UTC

(d) 5. 26. 00UTC

(e) 5. 29. 00UTC

(f) 6. 03. 00UTC

그림 10. 2012년 5월말~6월 초 한반도 북쪽에 나타난 블로킹 현상. 500hPa 고도장으로서, 채색된 부분 중
붉은색 영역은 24시간 고도상승 구역, 파란색 영역은 고도하강 구역을 의미함.

이 때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류의 남북 사행이 커진 모습이 보인다. 그림 10(c) 5월 24일
12UTC에 오호츠크해 북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나타났으며, 오메가 형태의 블로킹 패턴이 만들어졌다.
블로킹 고기압의 서쪽과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절리저기압의 동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기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때, 24시간 고도증가 구역은 고기압 중심의 북쪽으로 분포하며, 고도하강 구역은 절리
저기압 중심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후, 블로킹 고기압은 북쪽으로, 절리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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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형(북고·남저)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0(d) 5월 26일 00UTC에 고기압은
오메가형태에서 분리되었으며, 중심은 북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고기압의 중심과 서쪽으로 계속해서 고
도상승구역이 위치함에 따라 이 고기압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고위도에 위치하면서 블로킹 형
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0(e) 5월 29일 00UTC에 남·북으로 분리된 저기압 중심과
고기압 중심이 동서방향(경도)으로 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고기압 중심이 남쪽에 위치한 저
기압 중심보다 서쪽에 있으며, 고기압 중심부근으로 지속적인 고도상승 구역이 보인다. 따라서 블로킹
패턴은 이후에도 유지되고 고기압은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고기압 중심의 남동쪽에
위치한 저기압 중심 부근으로 고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 저기압은 약화되거나 소멸 할 것으로 예측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후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저기압과 저지고기압이 블로킹 형태로 결합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5월 29일 이후 저지고기압과 새롭게 접근한 저기압과의 블로킹 형태가 유지되다가 그림
10(f) 6월 3일 00UTC부터 블로킹 패턴이 약화되었다. 고기압 중심 부근으로 고도가 하강하면서 블로킹
패턴이 다음날인 6월 4일에 사라졌다.
이번 블로킹 패턴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10일간 한반도 북쪽에서 지속되었으며,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주었다. 상층에 고기압이 고위도로 확장하면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상층 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북쪽까지 접근하여 상층의 대기가 매우 차가웠다. 블로킹 패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림 11
과 같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으며, 총 4일간 우박이 관측되었다.

(a) 5월 27일

(b) 5월 28일

(c) 5월 30일

(d) 5월 31일

그림 11. 2012년 봄철 블로킹 기간 중 발생한 우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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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의 예측성
블로킹 패턴에서 차가운 상층 저기압(골)의 이동은 골 추적도 분석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그림 12는
그림 10에서 보여준 블로킹 사례에 대한 ECMWM 모델의 위도 35-45N를 평균한 골 추적도이다. 블로
킹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인 (a) 5월 21일 12UTC 에 생산된 예상도를 보면, 26일에 고도하강 중심이 일
본동쪽 해상인 140-150E에 위치할 것으로 모의되었다. 오메가 형태의 블로킹 패턴이 만들어진 (b) 5월
24일 12UTC 에 생산된 예측모델에서 25일에 고도하강 중심이 우리나라 부근인 경도 130E에 위치할 것
으로 모의되었다. 이와 같은 모델예측결과를 볼 때 블로킹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로킹 패턴에서 상층 기압골은 저지고기압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블로킹 이전 예측보다
남쪽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블로킹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측모
델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층일기도 분석을 통해 골의 이동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층 저기압 내
부에서 발생하는 단파골 추적은 500hPa 최대와도 구역의 이동 방향과 비슷하므로 500hPa 와도장은 기
압골 추적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a) 2012. 5. 21. 12UTC 예측

(b) 2012. 5. 24. 12UTC 예측

그림 12. 그림 9에서 보여준 사례에 대한 500hPa ECMWF 골 추적도(35-45N) 예상. 붉은색은 고도하강 구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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