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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ater vapor is main absorption factor of outgoing longwave radiation. So, it is essential
to monitoring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water vapor and to understanding the causes of such changes.
In this study, we monitor temporal variability of Total Precipitable Water (TPW) which observed by
satellite. Among climate variables, precipitation play an important part to analyze temporal variability of
water vapor because it is produced by water vapor. And El Niño is one of climate variables which appear
regularly in comparison with the others. Through them, we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variability of TPW and climate variable. In this study, we analyzed long-term change of TPW from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adiometer (MODIS) data and change of precipitation in middle area
of Korea peninsula quantitatively. After these analysis, we compared relation of TPW and precipitation
with El Niño. The aim of study is to research El Niño has an impact on TPW and precipitation change in
middle area of Korea peninsula. First of all, we calculated TPW and precipitation from time series analysis
quantitatively, and anomaly analysis is performed to analyze their correlation. As a result, TPW and
precipitation has correlation mostly but the part had inverse correlation was found. This was compared
with El Niño of anomaly results. As a result, TPW and precipitation had inverse correlation after El Niño
occurred. It was found that El Niño have a decisive effect on change of TPW and precipitation.
Key Words : TPW, precipitation, ENSO, anomaly

요약 : 수증기는 지구 장파 복사에너지의 주요 흡수인자이다. 따라서 수증기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변

화의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관측에 의해 얻어지는 Total

Precipitable Water (TPW)자료를 사용하여 가강수량의 변화패턴을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인자들

중 수증기를 통해 생성되어 수증기의 변화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수량과 다른 기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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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증기는 지구 장파 복사에너지의 주요 흡수인자로

서 지표 온도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수증기의 위상 변화

와 함께 일어나는 잠열의 급격한 변동은 대기 순환을 유

도하며 태풍과 같은 악기상이 전개되는 과정에 깊은 관

련이 있다(Song, 2009). 또한 수증기의 분포는 구름 형성

과 강수량변화에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과거와 미

래의 기후변화 예측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를 모니

터링하고 변화의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Chung et al., 2014).

하지만 상층수증기량은 주로 라디오존데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여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시공간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층수증기량 관측의 경우 탑재된 습도 센서의

반응 정도가 물 분자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료의 정

확도는 저하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 위성관측에 의해 관

측되는 총가강수량(Total Precipitable Water, TPW)자료

는 라디오존데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범위한 관측

과 비교적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ark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성기반의

TPW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중 가강수량의 변화패턴을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또한 대기 중 가강수량은 강수량,

온도등과 같은 기후인자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가강수량의 변화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후인자들과의 상관성분석 또한 중요하다. 특히

강수량은 대기 중 물순환에 해당하는 증발, 수분수송,

강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기 때문에 가강수

량의 변화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Ryu and Ryu, 1999). 또한 엘니뇨는 다른 기후인자에 비

해 비교적 주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적은 신호지만 엘니

뇨에 의한 한반도 기후인자들에 해당하는 강수량, 수증

기, 기온 등의 변동량 알고 있으면 기후인자들간의 상

관성 분석이 향상될 수 있다(Kang, 1998).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Lee and Kim(2012)은 엘니뇨, 라니냐 기간의

흔히 P-E비라 하며 월 강수량을 월 증발량으로 나눈 강

수효율의 영향성을 평가하였고, Lee(1998)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량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상층수증기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TPW를 이용한 분석이나 영

향에 관한 연구, 강수량과 TPW의 상관관계를 엘니뇨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PW의 장기적인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TPW의 변화가 한반도 중부지역의 강수량 변

화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TPW와 강수량의 상관성을 엘니뇨와 비교하여 엘니뇨

발생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Fig. 1과 같이 한반도 지역

인 위도 30°N-45°N, 경도 120°E-135°E이며 시간적 범위

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4년으로 선정

하였다. 한반도의 기후특성은 수증기의 계절적 변화가

뚜렷한 편이며 장마전선에 의해 6월 - 7월경까지 장마

가 지속되어 수증기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수증기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수증기량

의 장기간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는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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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비해 비교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엘니뇨를 통해 가강수량의 변화패턴과 기후인자와의 상관성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TERRA/AQUA 위성의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adiometer

(MODIS) 센서를 통해 관측된 TPW의 장기적인 변화와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강수량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이들의 관계를 엘니뇨와 함께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엘니뇨의 발생이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강수량과

TPW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해 TPW와 중남부지방

강수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anomaly분석을 통해 이들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서로 반대

의 양상을 띠는 부분이 발견되어 엘니뇨의 anomaly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같은 양상을 띠

고 있던 TPW와 강수량이 엘니뇨가 발생한 후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서 제공하는 TPW자료를 사용하였다 . MODIS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다국적 프로젝트인 지구관측 시스템의 첫 번째 다용도

목적위성인 Terra와 Aqua 에 탑재된 센서이다. NASA

(https://ladsweb.nascom.nasa.gov/)를 통해 수집된 TPW

자료는 TPW의 일평균 값(cm)을 이용한Monthly, 8-Day,

Daily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하여 Terra의MODIS센서에서 2000

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Aqua의MODIS센서에서

200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Monthly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강수량 자료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http://sts.kma.go.kr/)에서 제공하는 한반도 95개 지점

의 지상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와 동일한 기간인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의 일강수량(mm)의 월 평균값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엘니뇨자료로 사용된 El Niño/Southern
Oscillation(ENSO) 지수는 엘니뇨와 그때의 남방진동

현상을 말한다. 열대 태평양 해역에서 관찰된 해수면 압

력, 위도류, 대기온도, 해수면 온도, 지오선류 및 운량의

6개의 주요변수를 다변량 종합지표로 평가하여 ENSO

의 강도를 나타낸 것을 Multivariate ENSO Index(MEI)

라 한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2015

년까지의 자료로부터 추출된 MEI자료를 사용하여 연

구기간인 2000-201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ENSO자료는 NOAA(http://www.esrl.noaa.gov/psd/

enso/mei/index.html)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강수량자료는 Terra와 Aqua에

탑재된MODIS센서의 TPW데이터이다. 장기간의 위성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Terra와Aqua의 기간을 합성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자료를 합성하기 위

해서 관측시간이 다른 Terra와 Aqua의 TPW값을 비교

하고 두 위성자료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5개의

대륙에서 임의의 지점 1군데씩 United States of America

(41°N, 118˚W), Brazil(11°S, 55°W), Ghana(9°N, 1°W),

Russia(63°N, 106°E), Australia(25°S, 149°E)로 선정하고

Terra와 Aqua자료가 겹치는 기간인 2002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를 비교하였다. 두 위성의 TPW값을 비

교한 결과, 5개의 지점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위성이 겹치는 기간에서는 TPW값을 평균하

였다. 평균한 기간은 TPW의 변화량이 적은 가을부근을

경계로 하여 2002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지정

하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Terra의 TPW

값,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Aqua의 TPW값

을 사용하였다. 또한 Terra의 자료가 2000년 3월부터 제

공되었기 때문에 2000년 1월과 2월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1월과 2월의 Terra의 TPW값과 Aqua의 TPW값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TPW의 1월과 2월의 값

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Terra의 2001년

과 2002년 1월의 평균하여 2000년 1월에, 2001년과 2002

년 2월의 평균값을 2000년 2월의 값으로 사용하여 총 연

구기간인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위성자료

값을 구축하였다. 또한, MODIS TPW자료는 1°의 격자

자료로 되어있지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수량 자료

는 관측소의 위치에서 측정한 지점자료이기 때문에 공

간해상도에 차이가 있다.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두 자료의 공간해상도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MODIS자료 격자에 대하여 지점자료들을 match up하

고 한 픽셀에 포함되어 있는 지점자료들을 평균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후인자인 강수량과 TPW 자

료에는 계절변화뿐만 아니라 경년변화도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실관측 자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표준화된

anomaly값을 이용하는 것이 강수량과 TPW의 특성을

계절변화나 경년변화를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variability of TPW and climat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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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35°N-45°N, 120°E-135°E).



는데 도움이 된다(Jung and suh, 2005). 본 연구에서는 95

개의 관측지점에서의 월평균 일강수량을 격자자료에

맞게 전처리한 지점자료 중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자료

의 단순 평균을 사용하여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

고 이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anomaly를 산출하였다. 표

준화된 anomaly 식은 (1)과 같다.

                                  z =                                     (1)

z는 anomaly, x는 데이터 값, 
_
x는 데이터의 평균, sx는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뜻한다.

4. 연구 결과

표준화된 anomaly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전

에 연구영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

증기량이 가장 많은 여름(Jun., Jul., Aug.: JJA) 기간 동안

의 연간 변화경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고 변화를

분석하였다(Fig. 2). 그 결과 한반도 중남부지방(36°N-

38°N, 126°E-128°E) 에서 TPW값의 상승경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부지방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및 남서 계절풍과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계절과 지

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09; Yoo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TPW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남부지방을 중심으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TPW와 강수량의 장기간 변화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TPW와 강수량 자료는 Monthly자료였지만 TPW와

강수량은 1년 안에 장마나 가뭄 등의 변화요소들이 많

다. 따라서 월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변화 경향을 분석

하는 것은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

이 있다고 판단되어 1년 동안의 연 총 강수량을 산출한

후 중남부지방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의 값을 평균하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 강수량은 연간

5.1262mm, TPW는 연간 0.0431cm로 모두 증가하는 경

향이 나타났지만 2003년부터는 TPW와 강수량의 시계

열적 변화가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경수0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계절적 변화

나 경년변화등을 제거한 후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anomaly값으로 두 요소의 시계열적 변화경향을 살펴보

았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omaly분석에서 TPW와

강수량이 2000년, 2001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09

x _
_
x

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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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ime series analysis graph is sum of precipitation and TPW in middle area of Korea (year).

Fig. 2. Annual change TPW trend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from 2000 to 2013 (JJA: Jun., Jul., Aug.).



년, 2010년에서처럼 대부분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2003년, 2005년, 2006년, 2011년-2013년에서는 반대의 양

상을 띠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Lee(1998)

는 엘니뇨와 월강수량의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엘니뇨

와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수량을 예측할 정도로 충분한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3~15개월 지체되어 유

의적인 비례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엘니뇨가

한반도의 강수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TPW와 강수량이 반대의

양상을 띠는 부분에 엘니뇨가 연관이 있다고 예상하여

TPW와 강수량을 엘니뇨와 함께 분석하였다. 엘니뇨는

anomaly값이 0.4이상인 부분이 3개월이상 지속된 부분

으로 정의하였고, TPW와 강수량이 반대의 양상을 띠는

년도와 유사한 2003년, 2005년-2007년, 2010년, 2012년

에 엘니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 이는 조

금의 시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한 다

음에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TPW와 강수량이 평년과 다

르게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 anomaly 분석을 통해

TPW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TPW가 한반도 중남

부지방 강수량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TPW와 강수량의 상관성을 엘니뇨와 비교하여 엘

니뇨 발생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계열 분석에서

TPW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였지만, 2003년

부터 시계열적 변화가 조금씩 어긋나게 변화하는 모습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variability of TPW and climat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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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cipitation anomaly (blue bar) and TPW anomaly (black dash bar) from 2000 to 2013.

Fig. 5. ENSO anomaly from 2000 to 2013 (red bar: El Nino, blue dash bar: La Nina, black bar: ENSO).



을 보였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nomaly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같은 양상

을 띠고 있었지만 TPW와 강수량이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띠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엘니뇨의 anomaly 분석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엘니뇨가 발생한 이후 한반

도 중남부지방 TPW와 강수량이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띠

는 것이 확인되었다. Anomaly 분석을 통해 강수량과

TPW가 서로 반대양상을 띠는 이상현상이 엘니뇨와 관

련이 있으며, 이로써 엘니뇨가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TPW와 강수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TPW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

석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TPW와 강수량, 엘

니뇨 사이에서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관성을 분석하고 엘니뇨에 의한 기후

변동량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기후의 장기예측은 더

욱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엘니뇨가

발생한 이후 한반도의 강수량과 TPW가 서로 반대양상

을 띠는 원인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TPW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인 분

석을 통해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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