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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강수와 제13호 태풍 링링 전망
- 2~5 일 정체전선 영향 전국 많은 비( 돌풍, 천둥·번개 주의)

※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중심, 시간당 30～50mm, 총 300mm 이상

- 6~7 일 태풍 영향, 전국 많은 비, 강한 바람 주의

9월 2~5일 정체전선과 기압계 모식도

□

9월 6~7일 기압계 모식도(태풍)

(정체전선의 발생) 최근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고온

,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

2일(월) 15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
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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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전선 영향, 2~5일 강수 전망]
□

(정체전선의 북상) 앞으로 티벳 고원 부근의 상층고기압(고도
10km 이상에 위치한 티벳고기압)이 확장하여 몽골 북쪽 상층
(고도 5km 이상) 서풍이 강해져 ①찬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여 ②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강해지기 때문에
③두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 정체전선) 가 주로 중부지방까지

.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2~5일 강수 전망) 오늘(2일) 남해안에 머물던 정체전선은 3일(화)에
남부지방, 4일(수)~5일(목)에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 영향으로 오늘(2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3일 오전에는 충

,

.

청도까지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어 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 특히 저기압이 산둥반도 남쪽으로부터 정체전선으로 접근하면서
①4 일 새벽~ 오전, ②태풍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전선
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5 일 새벽~ 오전에는 비구름대가 더욱 강

(

)

해지면서 주로 중부지방 강원영동 제외 을 중심으로 시간당

,

30~5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총 300mm 이상의 매우

.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2~5일)
-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서해5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 강원영동, 전라도, 경남남해안: 50~100mm
(많은 곳 전라해안, 경남남해안 150mm 이상)
- 경상도(남해안 제외), 제주도, 울릉도.독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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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 6~7일 강수 전망]
□

□

□

(태풍

) 9월 2일 09시 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1)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태풍은 15시
현재 중심기압 1000hPa으로 최대풍속 시속 65km(초속 18m),
크기는 소형(강풍반경 210km)의 세력을 유지하며 시속 33km의
속도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500km 부근 해상을 경유
하여 북북서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태풍 전망) 앞으로 태풍 링링(LINGLING)은 대만 동쪽 해상을
경유하여 7 일( 토) 경, 서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7일 강수 전망) 5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6일(금)부터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까지 추가로

,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

7일

○ 특히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6일 밤~7일에는 제주도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

내리겠습니다

□

(변동성) 3~5일은 정체전선의 위치, 6~7일까지는 태풍의 강도와
경로, 이동속도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구역과 시기가 변경될

,

수 있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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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많은 비 주의) 2~7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고, 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많은 비와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

.

니다

□

(강한 바람 주의) 특히 6~7일에는 제주도와 서쪽지방을 중심으
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30~40m(시속 108~144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수
확기 농작물 및 과수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

)

,

□ 높은 물결 월파 주의 또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함에 따라

5~7 일에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
해안 도로 등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라며, 시설물 피해 및

.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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