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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climat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ndfall typhoons on North
Korea are surveyed to estimate the frequency, the intensity, the track, and their damage. The data

for the period of 1951-2008 are used from both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 and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There are the ten highest frequencies from 1961 to 1965 and is one frequency for the period of

both 1966-1979 and 1976-1980 respectively. Even if a clear trend on the frequency of typhoon is
not defined, it is noticeable the intensity has been weak since the frequency of TS (Tropical

Storm) decreased. In order to figure out both the characteristic of intensity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typhoon track and the expansion of North Pacific High (NPH), Typhoon's track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s follows: (I)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through the

mainland of China, (II)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III) landing on a central/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 More often than not, the characteristic of Type
(I) is the case of a landfall after it becomes extratropical cyclone. Type(II) and Type(III) show a

landfall as TS grade, by comparis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yphoon's track and the

expansion of NPH analyzed, Type (I) shows the westward expansion while both Type (II) and
Type (III) show the northward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NPH. This means the intensity of

a typhoon landfall on North Korea is variabl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NPH. Finally,

only two cases are found among total five cases in EM-DAT, reportedly that North Korea was
damaged. And therefore, the damage by the wind of Prapiroon (the 12th typhoon, 2000) and heavy

rainfall with Rusa (the 15th typhoon, 2002) landing on North Korea was analyzed. Moreover, it

is estimated both Prapiroon and Rusa have done badly damaged to North Korea as the economical
losses of as much as six billion and five hundred-thousand US dolla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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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다(IPCC, 2007).

UN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적 전략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에 따르면,

최근 15년(1991-2005년) 간 누적피해액 상위 50개 국

가 중에 북한은 5위, 우리나라는 17위이며, 북한의 경

우 거의 매년 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7년 세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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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 1위이며,

지구기후위험지수(Annual Climate Risk Index, CRI)

역시 2위로 재해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Germanwatch, 2008). 지구기후위험지수란, 기상재해

건수와 사망자 수, 인구 규모, 국내총생산(GDP), 경제

구매력 등의 여러 요인을 분석해 각국이 기상재해에

어느 정도 민감한 지를 측정한 지수이다. 북한이 높

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매우 크고, 인구 당 사망자 수도 전 세

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10만 명 당 사망

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2.33명으로 지구기후위험

지수가 가장 높았던 필리핀의 1.46명 보다 많다(Voice

of America, 2007). 또한, 북한은 전체 면적의 35.1%

가 재해취약지역에 해당되며, 1970년 대 식량난 때문

에 다락밭을 건설하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

한 벌목으로 산림훼손이 심해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명수정 등, 2008). 

한편 태풍은 주로 6~9월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을 통과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는 주요 기상

현상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태풍 및 허리케

인의 강도가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다(Emanuel, 2005;

Webster et al., 2005). 최근 10년 간(1998~2007) 우리

나라에서 재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기상현상은 호

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는 전체의 97%, 피해액은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의 재산피해율과

인명피해율은 각각 53%, 40%로 나타났다(박관영,

2008).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의 현황 분석 연구(박종길 등, 2005)에서 태

풍 루사(0215)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2002년이 6조

1,153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 매미(0314)의 피해

가 있었던 2003년이 4조 3,831억으로 2위를 기록하였

다. 또한, 권원태 등(2007)은 태풍 루사의 피해액이

GDP 대비 0.9%로 최근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대한 연구로 이동

규 등(1992)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30년 간 중위

도에 접근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

친 태풍이 북위 25°N에 이를 때의 중심기압 평균값

은 964.8 hPa이고, 최대 지상 풍속의 평균값은 69.4

kts이었으며, 동중국 해상에서 전향하여 한반도에 접

근하는 태풍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또한 박종길 등

(2006)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진로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

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일본을 거쳐 영향을 주는 경

우가 각각 24.6%와 22.9%를 차지하였다. 즉, 한반도

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약 50%는 다른 나라를 거치

면서 한반도에 접근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

반도 영향 태풍이 동해를 통과할 때는 집중호우, 서

해를 통과할 때는 강풍에 의해 주로 피해가 발생한다

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안숙희 등, 2008).

태풍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주변해역

을 통과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주로 피해가 발생하

기 때문에 태풍이 북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상황은 북한지역

에 대한 자료 수집의 한계로 정확한 지역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지만, 북한의 홍수

나 태풍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

들다. 다만 북한 기상에 관한 연구로 정용승(1993,

1994)과 오재호 등(1999)은 북한의 학술지 “기상과 수

문”을 수집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태풍에 관련된 해

양상태, 해류의 관측 및 예보는 상당 수준에 달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대부분 해양 및

해양기상을 모니터링하며 작성된 논문으로 태풍의 영

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 자료를 사용하여 1951~

2008년 동안 북한에 상륙한 태풍을 정의하고, 그에 따

른 태풍의 빈도, 강도 및 진로와 재해 특성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RSMC Tokyo Typhoon

Center의 1951년부터 2008년까지 수집된 자료로 해마

다 발생한 태풍을 차후에 다시 분석하여 태풍의 위치

와 강도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1977년부터는 위성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위성 자료를 사용하여 검정되어

졌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많은 연구들에서 1977년 이후의 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SMC Tokyo Typhoon Center를 JTWC(Joint Typhoon

Warning Center) 등 다른 기관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기관에 따라 자료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Kwon
et al. 2006; Hui et al. 2007), RSMC Tokyo Typhoon

Center의 자료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관한

선행 연구들(Choi et al., 2009; 이동규 등, 1992; 박종

길 등, 2006; 김주홍 등, 2003)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북한에 상륙할 당시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

치와 발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1951년부터 2008

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2.5° × 2.5° 격자 간격의 N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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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

료 중에서 500 hPa 고도의 일평균 자료를 사용하였

다. 여기서 기후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 http://

www.emdat.be/)에 보고된 북한 재해 사례를 사용하여

북한의 태풍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EM-

DAT는 OFDA (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
/ CRED (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에서 재해 관리를 위해 각 나라의 자연재해

와 인위적인 재해에 대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자료의 기간은 1900년부터이지만, 과거의 자료는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활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료는 연도별·나라별·재해형태별 인

명 피해, 부상자, 이재민수, 피해자수, 총 피해액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으며, 자연재해의 형태로는 가뭄,

지진, 전염병, 극한기온, 기생충, 산사태, 화산, 해일,

산불, 강풍 등 10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재해의 발생

일, 인명 피해, 이재민 수, 총 피해액 등에 대한 자료

를 통해 재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

한에 상륙한 태풍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하여 우선 태풍의 통과 영역은 북한의

영토 범위인 37.4~43°N, 124.1~130.4°E(교육인적자원

부, 2001)를 통과한 태풍으로 하였다. 또한, 태풍의 등

급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저기압으로 변질된

경우를 태풍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

한에 상륙하는 태풍이 대체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저기압으로 변질된 이후에도 수증기 유입

등으로 집중 호우의 원인이 되어 기상재해로서의 영

향력을 미치므로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태풍에 대하여 빈

도와 진로, 강도를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태풍의 빈도·강도·진로 특성

1951~2008년까지 58년 간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수

는 총 53개였다. 태풍이 가장 많이 상륙한 해는 1962

년으로 4개였으며, 상륙하지 않은 해는 이 기간 중에

26회로 나타났다.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연평균 개수

는 0.9개 정도였다(Fig. 1(a)). 북한상륙태풍의 월별 빈

도(Fig. 1(b))는 해마다 비슷하게 7~9월에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8월(26회)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

우, 태풍은 주로 5~10월 사이에 영향을 주며, 8월이

전체 36.6%, 7월이 32.6%, 9월이 18.3%를 차지한다

는 박종길 등(200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Fig. 2는 태풍이 북한에 상륙할 당시의 중심기압과

Fig. 1. Interannual(a) and monthly(b) frequency of typhoon

landfalling on North Korea.

Fig. 2. Frequency of central pressure(a) and typhoon grade

(b) of the landfall typhoons on North Korea. The capital L

means “Extratropical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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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에 상륙하는 태풍

의 중심기압은 996~1000 hPa 범위가 23회로 가장 많

았으며, 981~995 hPa 사이의 태풍도 19회 상륙하였다

(Fig. 2(a)). 태풍의 등급은 TS와 STS급만이 23회 상

륙하였으며, 태풍이 상륙할 당시에 온대성저기압으로

약화된 경우도 24회 나타났다(Fig. 2(b)). 

태풍의 빈도나 강도가 어떠한 추세로 변화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년 변동성을 알아보았다(Fig.

3). 여기서 빈도는 1951년부터 5년 단위 북한상륙태

풍 빈도의 총합이며, 중심기압은 5년 단위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5년 변동성에 대한 추세의 F-test 결

과, 빈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심기압은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륙 빈

도는 E1960(1961-1965년)이 10회로 가장 많았으며,

L1960(1966-1970)과 L1970(1976-1980)은 각각 1회로

가장 적었다. 중심기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

해 태풍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의 강도에 관한 연구(박종길 등, 2006)와 비교해 보았

을 때 그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의 경우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후 북상하면서

진로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다. 북

한에 상륙한 태풍은 진로에 의해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의 진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동규 등(1992)

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30년 동안 한반도에 영향

을 준 76개의 태풍에 대하여 8개의 유형으로 진로를

분류하였으며, 박종길 등(2006)은 1954년부터 2003년

까지 50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대해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주홍 등

(2003)은 벡터 EOF와 Fuzzy 군집을 이용하여 1951년

부터 2002년까지 6~9월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모

든 태풍을 6개의 태풍 진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

와 같은 태풍 진로 유형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분류된 진로의 유형 중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진로는

중국을 경유하여 상륙하는 경우(Fig. 4(a)), 서해안으

로 직접 상륙하는 경우(Fig. 4(b)), 남한을 경유하는 경

우(Fig. 4(c))로 3가지 유형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상륙한 태풍을 진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을 경

유하여 상륙하는 경우(50.9%)가 가장 많았으며, 남한

을 경유하는 경우와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하는 경우

는 각각 35.8%와 13.2%로 나타났다. 중국을 경유하

는 경우 대부분 상륙 당시 온대성 저기압으로 그 세

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후 그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Choi

et al., 2009). 이에 비해,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할 경

우와 남한을 경유하는 경우는 주로 TS급이 많았다

(Fig. 4(d)). 또한 10년 단위로 태풍의 진로별 상륙빈

도는 1950년대와 1960년대, 1990년대에는 중국을 경

유하여 상륙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970년대에는

남한을 경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980년대와 2000

년대는 중국을 경유한 경우와 남한을 경유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생략). 이는 Choi and Kim

(2007)의 연구에서 500 hPa 고도장과 진로의 관련성

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5는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발생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발생

위치는 10~20°N, 135~155°E 사이이며, 특히 20°N 부

근에서 발생한 전체 태풍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북

한의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한 태풍은 15~25°N, 128~

138°E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130°E 선을 따라

서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을 경

유하여 북한에 상륙한 태풍은 10~18°N, 130~150°E의

범위 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동규 등(1992)에 따

르면,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발생 위치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 30년 동안 중위도에 접근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친 76개 태풍의 발생위치의

범위(5~25°N, 120~170°E)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의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 및 방

향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기상청, 1996).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 변화와 약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태풍의 전향 및 진행 방향의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이동규 등, 1992).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으면 태풍은 중국대륙 쪽으로

진행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어 일

본 열도 부근까지 위축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진

행해 오는 경우가 많다. 북한상륙태풍과 북태평양 고

기압의 확장·수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Fig. 3. 5-year variations of frequency(bar) and central

pressure(line) of the landfall typhoons on North Korea. The

bar denotes a 5-year total frequency and the line denotes a 5-

year average, respectively. The capital E and L mean “early”

and “la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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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풍이 북한에 상륙한 날짜에 대해 500 hPa 고도장을

경로별로 합성(composite)을 하였다(Fig. 6). 이러한 합

성분석을 통하여 북한에 태풍이 상륙할 당시에 북태

평양 고기압의 장출 또는 후퇴를 볼 수 있다. 그 결

과, 태풍이 북한에 상륙할 때에도 중국을 경유하여 상

륙할 때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여

발달해 있으며(Fig. 6(a)), 서해안에 직접 상륙할 때

(Fig. 6(b))와 남한을 경유할 때(Fig. 6(c))에는 다소 동

쪽으로 위축되고 북쪽으로 확장하여 발달되어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여 서쪽으로 확장해 발달할 경우, 태풍은 중국을

경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태풍이 온대성 저기

압으로 변질된 후에 북한에 상륙하게 될 가능성도 높

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

으로 변질된 후에 상륙하게 된다면 북한에 미치는 태

풍의 영향은 약해지므로 재해가 적게 발생하게 될 것

이고, 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하여 동쪽으

로 위축되어 있다면,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거나 남한

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3.2. 태풍의 재해 발생 특성

1951년부터 2008년까지 EM-DAT에 보고된 북한 재

해 사례는 총 23건이며, 그 중에서 태풍에 의한 것은

총 5건으로 Table 1에 제시하였다. EM-DAT의 자료

기간은 1900년부터 현재까지로 과거의 자료는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태풍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990년대

에 2건, 2000년대에 3건만이 보고되어있다. 이 중에

서 북한에 상륙한 태풍에 포함되는 태풍은 북한의 서

Fig. 4. Track patterns of the landfall typhoons on North Korea.: (a)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through the

mainland China, (b)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and (c) landing central/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 Frequency of typhoon grade(STS, TS, TD, L(Extratropical Cyclone)) by each pattern of the landfall

typhoons(d).

Fig. 5. Genesis location of typhoon landfalling on North

Korea(C :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through

the mainland China, W :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S : landing central/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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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직접 상륙한 2000년 12호 태풍 프라피룬과 남

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상륙한 2002년 15호 태풍 루

사 뿐이었다.

Table 1에서 북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2000년 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46명이 사망하고, 약

60억 US$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태풍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상륙하였으며, 강수량이 적었고 바

람이 강하였다. 이호만 등(2001)에 따르면, 프라피룬

은 8월 31일 00 UTC에는 제주도 서쪽 230 km 부근

까지 진출하여 중심기압 965 hPa로 발달하였고, 중심

부근에는 35 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였으며, 31일

15 UTC에 해주 부근에 상륙하여 빠른 속도로 북동진

하면서 9월 1일 18 UTC경에 연해주 부근 해상에서

온대성 저압부로 약화되었다. 고위도로 이동하면서도

그 세력이 약화되지 않았으며, 상륙 직전까지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150 km

이상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태풍은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상륙한 2002년 15호

태풍 루사이다. 사망자가 3명이고, 약 50만 US$의 경

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루사의 피해는 여러 연구

에서(김정희 등, 2003; 이은희와 박선기, 2004; 정병

석 등, 2002)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태풍이 제

주 부근을 지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던 것과는 달

리 루사는 평년보다 높은 남해상의 해수면 온도의 영

향으로 950 hPa 정도의 강한 태풍으로 유지한 채 남한

에 상륙하였다. 2002년 9월 1일 북한에 영향을 미칠

당시에는 992 hPa의 열대성저기압(TD) 상태였지만, 8

월 31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북한의 강원

도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태백산맥 상층부에

형성된 비구름대와 북서쪽의 저온다습한 공기가 합류

하여 통천, 안변, 고성 지역 등에 많은 강수로 인한

재해를 입혔다. 루사는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영향

을 주었지만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하며, 강한 폭풍과 호우를 동반함으로써 프

라피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경우, 프라피룬은 2000년 8월 31일 단 하루

동안 영향을 받았으며, 전라북도 지역에 사리와 겹치

는 시간에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25명의 사망자와 11

만 3천 US$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루

Fig. 6. Composite map of 500 hPa geopotential height by

each track pattern of typhoon landfalling on North Korea.: (a)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through the

mainland China, (b) landing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c) landing central/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

Table 1. Typhoon damages in North Korea reported by EM-DAT

Date Typhoon name Deaths Number Total Affected Number Est. Damage (US$Million)

1993.8.8~10.8 Robyn(9307) 6 2,500 110

1997.8.18~8.19 Winnie(9713) 0.01

2000.8.31~9.4 Prapiroon(0012) 46 627,180 6,000

2002.8.31~9.6 Rusa(0215) 3 7,401 0.5

2007.9.17~9.25 Wipha(07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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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영향을 주었

으며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 많은 강수로 인해 184

명이 사망하였고, 4200만 US$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

혔다. 프라피룬과 루사의 남·북한 피해상황이 정반

대로 나타난 이유는 프라피룬은 서해안으로 직접 상

륙하였으며, 루사는 남한을 경유하여 통과하였기 때

문으로 보인다.

4. 결 론

1951~2008년까지 58년 동안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빈도, 강도, 진로 등 기후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RSMC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 자

료와 NCEP/NCAR 재분석 자료의 500 hPa 고도 자료

를 사용하였다. 또한, EM-DAT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

의 태풍에 대한 피해를 알아보았다.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상륙 빈도는 1961~1965년에

가장 많았으며, 1966~1970년과 1971~1975년은 각각

1회씩 상륙하였다. 태풍의 빈도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없었지만, 태풍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풍의 강도가 약해진 이유는 상륙 당시 TS급

의 태풍 빈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위

도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태풍이 북상하면서

중국대륙이나 남한을 통과하면서 태풍이 급격히 약화

되기 때문에(Choi et al., 2009) 북한에 상륙 할 당시

대부분의 태풍은 온대성저기압 상태로 약화된 상태였

다. 태풍의 경우 진로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거나 강

해질 수 있으므로 태풍의 진로를 중국과 남한을 경유

하거나 북한의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는 세 가지 경우

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중국을 경유하여 상륙한 경

우에는 온대성저기압으로 약화된 후 상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하거나 남한을 경

유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TS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태풍이 중국을 경유하여 상륙할 때는 북서태

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다소 확장되어 있었으며, 서

해안에 직접 상륙할 때와 남한을 경유하여 상륙할 때

에는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북한에 태풍이 상륙

하였을 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연구

해보려 했으나, EM-DAT에 보고된 사례 외에는 자료

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EM-DAT에 보고된 5개의 태

풍 피해 사례 중에서 2000년 12호 태풍 프라피룬과

2002년 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살펴본 결과, 프라

피룬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으며 약 60억 달러의 경

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루사는 강수에 의해 약 50만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프라피룬과 루

사의 남·북한 피해상황이 반대로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프라피룬은 서해안으로 직접 상륙하였으며, 루

사는 남한을 경유하여 통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이 북한인 관계로 자료의 수집

에 한계가 있어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 하였다. 태풍이 상륙했을 당시의 강수량이나 풍속,

태풍의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해진

다면 더 개선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남북기상협력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기상협력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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