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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sponse of a typhoon model to the change of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throughout 
the model integration. The SST change is parameterized as a formulae of which the magnitude is given as a function 
of not only the intensity and the size but the moving speed of tropical cyclone. The formulae is constructed by referring 
to many previous observational and numerical studies on the SST cooling with the passage of tropical cyclones. Since 
the parameterized cooling formulae is based on the mathematical expression, the resemblance between the prescribed 
SST cooling and the observed one during the period of the numerical experiment is not complete nor satisfactory. The 
agreements between the prescribed and the observed SST even over the swath of the typhoon passage differ from case 
to case. Numerical experiments are undertaken with and without prescribing the SST cooling. The results with the SST 
cooling do not show clear evidence in improving the track prediction compared to those of the without-experiments. 
SST cooling in the model shows its swath along the incomplete simulated track so that the magnitude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ea surface cooling does not resemble completely with the observed one. However, we have observed a little im-
provement in the intensity prediction in terms of the central pressure of the tropical cyclone in some cases. In case where 
the model without the SST treatment is not able to yield a correct prediction of the filling of the tropical cyclone especially 
in the decaying stage, the pulling effect given by the SST cooling alleviates the over-deepening of the model so that 
the central pressure approaches toward the observed value. However, the opposite case when the SST treatment makes 
the prediction worse may also be possible. In general when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s reduced, the amount of the 
sensible and the latent heat from the ocean surface become also reduced, which results in the weakening of the storms 
comparing to the constant SST case. It turns out to be the case also in our experiments. The weakening is realized in 
the central pressure, maximum wind, horizontal temperature gradi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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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은 지난 30년 (1971∼2000년 

기준)간 연평균 26∼27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3∼4개 정도의 태풍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다. 2002년의 RUSA나 2003년 MAEMI의 

경우는 강한 바람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2004년은 RUSA나 

MAEMI와 같은 강력한 태풍의 내습은 없었으나, 기상

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http://www.kma.go.kr) 통한 

공식 발표에 의하면 평년보다 약간 많은 29개의 태풍

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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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CEP daily mean SST on 20 Aug. (upper) and 30 Aug., 
2004 (lower).  The position of the typhoon Chaba (0416) and 
its 10-day passage are overlaid on lower panel. 

풍은 5개로 (7, 8, 9월에 각각 1, 3, 1개) 여름철에 집중

되어 있다. 우리나라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 집중호

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태풍에 의한 추가적인 피

해는 여름철 재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

간 동안 태풍의 진로 및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

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태풍의 예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해수면 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이하 SST)에 의한 태풍의 영향, 즉 태풍-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대다수의 연

구와 현업에서 사용되는 태풍 예측 모델에서 해수면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

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측 (Shay et al., 1992)
과 수치 실험 (Tuleya and Kurihara, 1982; Bender et 
al., 1993)에서는 태풍의 이동시 태풍 주변에 국지적으

로 1∼6oC의 해수면 온도의 감소 즉 해수면 냉각 효과

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내

의 해수면 온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풍-해양 접

합 모델을 통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 온도

를 모델의 입력자료 (하층 경계자료)로 활용하여 태풍 

예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Ginis et al., 1989; Bender et al., 1993; Falkovich et 
al., 1995; Rowley and Ginis, 1999; Bender and Ginis, 
2000).

Sutyrin and Khain (1984)은 태풍의 이동속도와 초

기 혼합층 깊이에 대한 민감도 연구 수행을 통하여 느

리게 이동하는 태풍과 해양의 얕은 혼합층은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Ginis et al. 
(1989)은 태풍 아래에서 발생하는 상층 해양의 냉각은 

태풍의 강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북

쪽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SST의 감소는 

해양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태풍의 진로를 변형시키게 된다 (Khain 
and Ginis, 1991)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Bender et al. (1993)은 태풍-해양 접합 모델을 이용

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에 대하여 이동속

도에 따라 냉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

인 하였다. 특히 태풍의 이동속도를 slow (4 ms-1이하), 
medium (4∼8 ms-1), fast (8 ms-1이상)로 분류하여 각

각 평균 4.8oC, 3.3oC, 2.6oC의 해수면 냉각이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태풍과 관련하여 실제로 해수면 냉각효과가 나타나

는지에 대해서 2004년도에 발생한 29개의 태풍의 관

측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Fig. 1은 그 한 예로서, 2004
년도 16호 태풍 CHABA의 이동에 따른 SST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윗그림은 초기 CHABA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일 후 SST의 모습 (아래쪽)에서는 

태풍 주변에 국지적인 SST 감소 즉 해수면 냉각효과

가 발생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국지적인 해수면 냉

각 효과는 일반적으로 태풍과 해양 사이에서 양, 음의 

되먹임 (feedback) 과정에 의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양
의 되먹임은 일반적으로 태풍의 발생과 발달 단계에

서, 그리고 음의 되먹임은 태풍의 소멸 단계에서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태풍이 해양을 이동할 때, 해양 표

면의 바람 증가로 인한 증발 비율의 증가는 결국 태풍

의 에너지원이 되는 잠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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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MTM.
domain 1 domain 2 domain 3

grid size 81 km 27 km 9 km
grid dimension 121 x 121 103 x 103 61 x 61
terrain resolution 5 min 2 min 2 min
cumulus scheme Kuo Kuo None
center of domain variable with typhoon center

는 태풍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양의 되먹

임). 그러나 해양에서는 표층의 강한 바람에 의한 난류 

혼합이 발생하게 되며, 혼합층에 수온 약층의 차가운 

물의 유입이 발생하게 되어 SST의 감도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Bender et al., 1993). 이러한 

SST의 국지적인 감소는 증발의 약화를 통하여 잠열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이

다 (음의 되먹임).
본 연구에서는 태풍-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전

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태풍 

발생 시 나타나는 냉각의 정도를 확인하여, 태풍 전용 

모델의 하층 경계장으로 사용되는 SST를 태풍의 강도

와 이동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수화 과

정을 통하여, 태풍 예측의 개선을 시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SST가 태풍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기상 요소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태풍-해양의 상호

작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차후 태풍-해양 접합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모델 개요 및 초기 입력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2000년 공주대학교와 기상

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MTM (Moving-nest Typhoon 
Model)으로서, PSU/NCAR MM5 (Penn State Uni- 
versity/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Mesoscale Model Fifth Generation) Version 3모델에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의 태

풍 보거싱 기법을 적용한 태풍 전용 모델이다 (Kwon 
et al., 2002). 현재 MTM은 지속적인 모델의 성능 개

선을 통하여 현업에 가동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

당한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4).
MTM은 태풍 내부의 상세한 모의와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3중 둥지 격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바깥쪽 영역 (DOMAIN1)은 81 km, 중간 영역

(DOMAIN2)은 27 km, 가장 안쪽 영역 (DOMAIN3)
은 9 km의 격자간격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모델 수행 

초기시간의 태풍 중심 위치에 따라 영역의 중심이 정

해지게 된다 (Table 1). 또한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안쪽 격자인 둥지격자 2와 둥지격자 3이 태풍을 따라 

자동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 자동 이동 기능은 3시

간마다 모델 내의 태풍의 위치를 조사하여 태풍의 중

심이 외측 경계에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할 경우 이동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정되면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동

시킨다. 이 과정은 3시간 마다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

면온도의 처리도 3시간마다 수행하였다. 
MTM 수행에 사용되는 초기 입력 자료로는 1.25°× 

1.25°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기상청의 전구 분

석 자료 GDAPS T213을 사용하였으며, 하층 경계 자

료로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0.5°×0.5°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일평균 SST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태풍의 초기위

치는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에서 보고된 태풍전문을 사용하였다.

2.2 모델 내의 해면 온도 처방

초기 입력 자료가 모델 내에 들어간 후, TERRAIN, 
REGRID, BOGUS, INTERPF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델 input 자료가 생성되게 된다. 이때 형성된 자료 중

에 LOWBDY_DOMAIN1, 2, 3는 하층 경계 자료로

서, SST가 각 영역별 해상도에 맞게 변형된 형태이다. 
따라서 모수화된 SST를 LOWBDY_DOMAIN1에 적

용시키고, DOMAIN2와 3는 DOMAIN1에서 자동 내

삽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모수

화된 SST를 사용하지 않고, DOMAIN1에만 사용하는 

이유는, DOMAIN2와 3의 nest가 이동할 경우 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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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dure of SST modification in MTM.  

Fig. 3. Magnitude of SST cooling F(Vmax) with respect to the 
typhoon intensity.

층 경계 자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에서 

DOMAIN1의 값을 가지고 자동 내삽 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SST를 모수화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TM은 72시간 예보를 

하게 되며, 예보 도중 3시간 단위로 태풍의 위치를 확

인하고, 태풍 주변의 SST를 수정하여 하층의 경계 자

료를 계속해서 변화시켰다.

2.3 해수면 온도의 모수화

태풍에 의한 해면 냉각을 결정하는 요소는 태풍의 

강도, 이동속도 그리고 해양 혼합층의 두께 및 그에 따

는 해양 열용량 (OHC: Ocean Heat Content)이다. 이
중 OHC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양 혼합층의 

두께 및 해수온도의 시ㆍ공간적 분포를 정확히 파악해

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3차원 해양모델이 필수 요소이

다. 더욱이 해양 모델과 대기모델의 접합모형이 필수 

불가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도된 모수화된 

해면 냉각에서는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양 혼합층

의 두께 및 OHC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해수면 냉각의 사실적 구체화라기보다 해면 냉

각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모수화와 이를 사용한 태풍 

모델에서의 반응을 조사하는데 있다. 이전의 관측 및 

모델 연구 결과 (Tuleya and Kurihara, 1982; Shay et 
al., 1992; Bender et al., 1993)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해면 냉각은 태풍의 경로를 따라 후면에서 나타나며 

그 범위는 태풍의 강도 및 크기에 좌우된다.  최대 냉각

이 대략 6도 정도로 밝혀진 것을 감안하여 해수면 냉각 

SST'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제시한다. 

SST '=0.15×e
- (

r
r30

)
2

×F(VMAX )              (1)

r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각 격자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

며, r30은 태풍의 30 kt 반경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함수 F(VMAX)는 최대풍속에 따른 최대냉각 가능 온도

의 함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최대풍속에 따라 hy-
perbolic tangent 함수로 간주했다.

F(V MAX)  

=3 ×( tanh(0.1×(V MAX-33))+1)             (2)

Fig. 3은 최대풍속에 따른 함수 F(VMAX)의 변화량을 나

타내고 있다. 함수 F(VMAX)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1∼6oC의 냉각화를 보인다는 것과, 10 ms-1 이상의 바

람에서 혼합층의 균질 혼합 과정이 SST를 변화시킨다

는 Shay et al. (1992)의 이전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최

대의 냉각이 6oC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해면 냉각에 대한 상기 경험식 SST'을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3시간마다 하층경계의 SST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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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itial condition of SST (a) and after 72 hours the 
modified type of SST (b) in MTM and anomaly (c).

수정해 줌으로써 태풍의 발달에 따른 해면온도의 변화

를 표현하였다.

                                    (3)

모델 적분동안 사용하던 는 3시간 후 식 

(3)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 된다. 이 과정을 

72시간 적분하는 동안 3시간마다 처리하게 되면 총 23
회의 냉각 처리를 하게된다. 식 (1)과 (2)에 의하면 1회

의 냉각 처리에서 해면온도 감소의 최대값은 매우 강

한 태풍의 경우에 0.9도가 된다. 만일 모델 적분 기간 

동안, 예를 들어 72 시간동안 태풍이 정지해 있다면 상

기의 해면 냉각 처리로 태풍의 중심에서 20.7도나 해

면온도의 감소가 있게 된다. 물론 이 20.7도의 해면온

도 감소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모델 적분 동안 정지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극단의 사례이다. 72시간동안 

정지해 있는 태풍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이동속

도의 경우에 대해 매우 강한 태풍의 경우 대략 6도 정

도의 해면 냉각을 나타낸다. Fig. 4는 2003년도 21호 

태풍 LUPIT의 예로서 위의 식(3)을 모델 내에 적용하

였을 때 72시간 동안 태풍이 이동함에 따른 SST의 변

화와 아노말리 (anomaly)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초

기시각인 2003년 11월 28일 00UTC 당시 LUPIT은 

15.5 oN, 133.0 oE의 위치에서 느리게 북동쪽 방향으

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50 kt 반경은 222 km, 30 kt 반
경은 602 km이었다. 중심기압은 920 hPa, 최대 풍속

은 100 kt (51.4 ms-1)의 매우 강한 태풍이었다. 

2.4 사례 선정 방법

해수면 냉각화 실험을 하기 위해선, 실험의 의도에 

적합한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SST의 변화를 통

해, 태풍 예측의 다양한 변화를 보기 위해선 기본적으

로 태풍이 72시간의 예보 기간 중 육지를 지나거나 육

지에 상륙하여 SST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는 분석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뚜렷한 해수면 냉각효과를 

주기 위해선, 약한 태풍 (TS, STS급)보다는 TY급 정

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강한 바람 

강제력을 가진 태풍일수록, 즉 강도가 강한 태풍일수

록 큰 해수면 냉각화를 보인다 (Ginis, 1995)는 이전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

해서 TY급 사례를 선정의 대상으로 잡았다.
사례 선정 대상의 기간은 2003∼2004년 동안 발생

한 50개 (21개, 29개)의 태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 중 RSMC에서 보고된 태풍 전문을 이용하여 TY
급을 분류하였다. Table 2는 이러한 평균값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태풍 전문에서 태풍의 이동속도가 거의 

없을 경우는 ALMOST STATIONARY, 아주 느리게 

이동할 경우 SLOWLY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는 

평균값을 구하는데 있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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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characteristics of tropical cyclones based on the RSMC best track data from 2003 to 2004.

no. of cases pressure
(hPa)

maximum wind
(kt)

moving speed
(kt)

TS 268 993.0 39.6 13.0
STS 266 979.6 55.1 14.0
TY 492 947.9 79.3 11.9
Total 1026 968.8 62.7 12.7

Fig. 5. Observed track of the MEARI (042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RSMC에서 보고된 태풍 

전문의 TY급 사례는 총 492개가 된다. 이 사례 중에 

MTM에서 모의된 해수면 냉각의 형태가 종관자료에

서 나타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였을 경우는 태풍에 의

한 해수면 냉각효과라 판단을 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Bender et al. (1993)의 연구에서처럼, 해수면의 냉

각정도가 태풍의 이동속도와의 상관유무를 보기 위하

여, 2003∼2004년 RSMC의 태풍전문에 나타나는 태

풍의 이동속도를 가지고 느림 (slow), 보통 (medium), 
빠른 (fast) 태풍을 구분해 보았다. 2년 동안 RSMC 태
풍 전문에 나타난 이동속도는 최저 6 kt에서 최고 44 
kt의 값을 보이고 있다. 상기 2년의 태풍 사례를 이동

속도에 따라 느림, 보통 그리고 빠름으로 각기 1/3이 

되도록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누적횟수의 33%를 

차지하는 이동속도는 8.7 kt (4.5 ms-1)이고, 67%가 되

는 부분의 이동속도는 13.2 kt (6.8 ms-1)가 되었다. 따
라서 8.7 kt 이하의 초기 이동속도를 가지는 것을 이동속

도가 느린 태풍으로, 13.2 kt 이상의 초기 이동속도를 가

지는 것을 이동속도가 빠른 태풍으로 분류하였다.

3. 대표적 수치 모의실험

이전 장의 사례 선정 통하여 느린, 보통, 빠른 태풍

의 사례별로 몇 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두호, 
2006)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2개의 사례만을 제시한

다. 선택된 2개의 사례에 상응하는 수치실험으로부터 

각각 진로, 중심기압, 총 표면 열 속, 상당온위, 기온 및 

남북속도, 유선 및 등풍속선 그리고 누적 강수량의 기

상요소를 이용하여 태풍 예측에 미치는 해수면 냉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해

수면 냉각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하, ORG)와 

초기시간 이후부터 냉각효과가 적용된 경우 (이하, 
00SST)로 2번 수행되었다.

3.1 2004년 21호 태풍 MEARI (사례1: 9월 25일 
    18 UTC)

Fig. 5는 MEARI의 진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서 선택된 사례는 그림에서 타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 9월 25일 18 UTC∼28일 18 UTC의 72시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MEARI는 중위도 지역에서 전

향을 하고 있다. 초기 보고된 25.2N, 127.8E의 위치에

서 14 kt의 이동 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

며, 중심기압 955 hPa, 최대 풍속 80 kt의 TY급 태풍

이다. 
이 모델 수행 기간 동안 실제의 해수면 냉각과 모수

화된 해면 냉각과의 비교를 Fig. 6에 제시하였다. 모델

에서의 해면 냉각과 실제 관측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최대 냉각의 정도는 물론 분포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유는 모델에서 태풍의 진로가 

관측된 진로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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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bserved and two simulated tracks of MEARI at 18 
UTC 25 September, 2004.

Fig. 6. SST cooling in observation data (up) and 00SST 
(down).  Unit is degree.

실제로 태풍은 초기 시각에서 하루 정도 서진을 하다 

이후는 날카롭게 북동방향으로 선회하여 일본 열도로 

향했으나 모델에서는 이러한 진로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여 해면온도 냉각의 분포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했

다. 둘째로 모델에서의 해면온도는 식 (3)의 모수화 공

식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모델에서는 실제보다 전반적

으로 태풍이 느리게 진행하였으며 특히 전향할 무렵 

진행속도가 더욱 느려져서 해수면 냉각이 크게 발생하

였다. 하지만 관측 자료로 분석한 실제 해면 냉각은 느

리게 전향한 순간에도 가장 큰 값이 1.2도 정도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면 냉각은 태풍의 강도나 진

행속도 이외에도 해양혼합층 및 OHC의 분포와도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 7은 이 사례에 대한 실제 경로와 모의실험 2회

에서 추출한 진로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이 경우는 해수면 냉각에 의해 태풍의 진로예측 

결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좀 더 

자세한 진로 예측을 분석하기 위하여, 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에서 태풍의 진로 예보 검증 

(JTWC, 2001)에 이용되는 Forecast-Track Error (FTE), 
Along-Track Error (ATE), 그리고 Cross-Track Error 
(XTE)의 편기성향을 분석해 보았다. FTE 분석 결과에

서 00SST의 72시간 예보에서 큰 오차를 보였으며, 
ATE의 분석 (그림 생략)에서 역시 72시간에 음의 bias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음의 편기는 모델 예상 진로가 관

측 진로보다 늦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XTE 분석 결

과에서는 ORG와 00SST 둘 다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

가 없었다. 이는 냉각에 의한 진로 예측의 변화로 인하

여 ATE의 값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

풍의 이동속도를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해수면 냉각 처리를 한 모의 실험의 경우 거의 전시

간에 걸쳐 원래 실험에 비해 강도가 약해진 모습을 보

이고 있다 (Fig. 8). 원 실험의 경우에서도 시간에 따라 

태풍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냉각처리를 한 경우

는 보다 빠른 시간동안 태풍이 급속도로 약화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태풍의 주 에너지원인 해면으

로부터 잠열의 유입양에 따라 강도가 결정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SST가 감소하면 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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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bserved and the two simulated 
intensity of MEARI at 18 UTC 25 
September, 2004.

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태풍의 세력도 약화된

다는 음의 되먹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냉각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민감하게 나

타나는 반응은 총 표면 열 속 (잠열+현열)이다. Fig. 9
는 24시간 간격으로 ORG 실험과 (a, b, c) 00SST 실험 

(d, e, f)의 총 표면 열 속의 변화를 본 것이다. ORG의 

경우 태풍의 중심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북동진 

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조금씩 열 속의 양

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반면, 00SST의 경우 

SST의 강한 냉각에 의해 태풍이 이동한 지역을 따라 

급격한 열 속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Fig. 10은 상당온위의 동서 연직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ORG의 경우 24, 48, 72시간 후 태풍의 중심위치

는 각각 (26.4 oN, 124.8 oE), (28.3 oN, 125.5 oE), (30.9 oN, 
126.7 oE)이며, 00SST의 경우는 각각 (26.5 oN, 124.7 oE), 
(27.7 oN, 125.1 oE), (29.6 oN, 125.1 oE)이다. ORG 실
험에서는 태풍의 중심 부근에 형성된 온난핵이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심부근의 온난핵과 주변 온

위장과의 수평 온위 경도가 큰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00SST 실험의 경우 중심부근의 상당온위의 값

이 ORG 실험에 비해 상당히 작아지고, 수평 경도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면온도의 냉각에 따

라 해면으로부터의 현열 및 잠열 속의 감소, 그에 따른 

대류의 감소와 이어지는 벽운 부근에서의 상승기류의 

감소, 눈 부근에서의 하강기류의 약화 등에 의한 효과

가 동시 발생으로 인한 복합적 효과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2시간 후 00SST 실험에서 태풍은 소

멸 단계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은 두 실험에서 나타난 24시간 별 기온 및 남

북속도의 연직 단면도이다. 태풍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는 남풍 계열의 바람, 서쪽에서는 북풍계열 바람, 그리

고 대략 대칭인 전형적인 태풍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온도장에서도 보듯이 중심 부근에 잘 정의된 온

난핵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00SST 실험에서 태

풍이 시간에 따라 약화되는 이전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온난핵의 약화, 남풍 계열의 약화 그리고 연직 깊이의 

감소등 ORG 실험에서보다 태풍이 약화되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남풍의 약화는 지향류와 관련해서 태

풍의 북진을 약화시켜 모델의 진로에서 보듯이 실제 

진행방향으로 진행속도가 느리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

하고 있다 (Fig. 7). 또한 기온의 분포를 보게 되면, 하
층 냉각에 의한 중심의 이류 약화로 인하여 기온의 감

소와 최대값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

은 소멸시기 태풍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2 2004년 12호 태풍 MERANTI (사례2: 8월 5일 
   12 UTC)

Fig. 12은 MERANTI의 진로다. 이전의 사례가 전

향하는 경우임에 반하여, MERANTI의 경우는 태풍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거의 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중에서 선택된 사례는 그림에서 타원형의 점선

으로 표시된 부분인 8월 5일 12 UTC부터 8일 12 UTC
의 72시간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MERANTI는 중위

도 지역에서 북진하고 있었으며, 초기 보고된 27.2 oN, 
166.7 oE의 위치에서 10 kt의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중

간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심기압 970 hPa, 
최대풍속 70 kt의 비교적 약한 TY급 태풍이다. 

관측 자료와 00SST 실험에서의 72시간 아노말리 

(Fig. 13)의 비교를 통하여 해수면 냉각의 형태와 최대 

냉각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주목해야 될 점은 모델에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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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The variation of total surface heat flux (a, b, c: ORG, d, e, f: 00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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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east-west cross section of the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 b, c: ORG, d, e, f: 00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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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rtical east-west cross section of temperature (contour) and meridional wind (shaded), (a, b, c: ORG. d, e, f: 00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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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orecast track of MERANTI at 12 UTC 5 August, 
2004.

Fig. 13. SST cooling in 72 hours in observation (up) 
and 00SST experiment (down).

Fig. 12. Observed track of MERANTI (0412).

된 냉각의 정도와 관측 자료에서 나타난 냉각의 정도

가 최소한 태풍 경로를 따라서는 거의 일치 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Fig. 14는 ORG와 00SST 실험에서의 진로 예측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실험 사례 모두 진행방향의 왼

쪽으로 전향하는 예측을 보였으며 실제 경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수면 온도의 냉각 처리가 진로 

예측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따라서 오차

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강도 예측에서는 어느 정도

의 개선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논의

될 것이다.
MERANTI의 수치실험에서 나타난 강도 모사의 결

과가 Fig. 15에 나와 있다. 처음 24시간 동안은 냉각처

리를 안한 ORG 실험이 관측 결과를 잘 모사하는 것으

로 보이나 24시간 이후 72시간까지는 해면온도 냉각 

처리를 한 00SST 실험이 관측 결과에 보다 가깝게 나

타났다. 이는 MERANTI가 북진함에 따라 급속히 약

화되고 있는데 반해 ORG 실험에서는 실험 기간 내내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였고 해면온도 냉각 처리를 

한 00SST 실험에서는 예상하다시피 태풍이 약화됨에 

따라 관측 결과에 보다 가깝게 나타난 것이다. 
이 MERANTI 실험에서도 총 표면 열 속, 상당온위, 

온도와 남북 바람의 연직 단면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MEARI 실험에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므로 여기

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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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bserved and the two simulated 
intensity of MERANTI at 12 UTC 5 
August, 200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풍 모델에서 하층 경계장으로 사

용되는 해수면 온도를 태풍의 강도와 이동속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고, 태풍의 모의실험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전의 

관측적인 연구 결과와 수치실험들, 북서태평양 지역에

서 관측 자료에 나타나는 해수면 냉각의 정도 그리고 

태풍 전용모델인 MTM을 이용한 하층 경계장의 변화 

정도를 통하여 SST의 모수화식을 제시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태풍에 따른 최대 냉각이 6∼

7oC정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발생한 29개의 

태풍을 확인해본 결과 5oC이상의 냉각이 발생한 경우

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매우 강

한 태풍을 사용한 반면에 2004년도에 발생한 태풍이 

전반적으로 강도가 강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태풍이 대개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풍이 

약화되면서 강한 냉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2개의 대표적 수치 실험을 통하여 SST가 대기와 상

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기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00SST의 실험에서 최대 냉각

이 5oC이상 발생하였다. 이는 초기 이동 속도는 빠른 

편이였으나, 태풍이 느리게 전향하였고, 이동하면서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여 실제보다 더 큰 해수면 냉

각화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강한 해면 냉각으로 인

하여 진로에 있어서 왼쪽으로 치우치고, 태풍의 이동

도 느려지게 되었다. 중심기압도 급격히 약화되었으

며, 총 표면 열 속, 상당온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

다. 태풍 중심에서의 기온도 SST 냉각의 영향으로 크

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바람의 남북 성분도 또

한 약해졌다. 
태풍의 강도가 약했던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위에

서 말한 현상들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큰 차이점은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ORG의 경우 소멸하는 태풍의 

모습을 잘 모의 하지 못한 반면, 00SST의 경우 강도 예

측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대표적인 2개의 사례를 통하여, 하층 경계 조건으로

서 해면온도가 태풍의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ST가 단순히 태

풍의 강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냉각의 정도에 

따라 태풍의 진로 예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달하는 태풍에 있어서는 해수

면 냉각 발생이후 태풍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는 모

습을 보임으로써, 예보가 개선되지 못했다. 두 번째 사

례에서 보여주었던 강도 예측이 개선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소멸하는 

태풍에만 국한되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방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본 연구는 당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모델 적분 시간 동안에 SST를 상수로 고정

시킨 모사실험보다는 태풍의 강도 및 이동에 따라 유

동적으로 바뀌는 해면온도를 처방함으로서 예측의 개

선을 기대하였으며, 두 번째는 태풍-해양의 바른 이해

를 통하여 차후 태풍-해양 접합 모델의 개발 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상변수의 분석을 통하여 

두 번째 목적은 소기 성과가 있었으나, 첫 번째 목적인 

예측의 개선에서는 발달하는 태풍에 대해서는 그리 만

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3일 동안의 태풍을 관측하고, 

실험하였기 때문에, 태풍에 의한 해양 순환의 반응의 

정도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또한 관측 

자료의 조사에 있어서도 단지 1년 동안 발생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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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분석을 통하여 경험식을 구성하는데 사용했다

는 것도 미흡한 부분으로 남는다. 충분한 관측과 사례 

실험을 통하여 태풍-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한 SST 냉
각의 최적 반응 시간을 찾아내고 실험에 적용한다면 

좀 더 개선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접합 모델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순환에서의 SST 처방과 기상

변수들의 반응은 선행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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