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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빈도수의 십년간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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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a statistical change-point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Korea landfalling tropical cyclone (TC)

frequenc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1981. This increase is due to the following phenomenon. When anomalous cyclone

is developed in the East Asian continent, anomalous anticyclone is reinforced in the western Pacific, which is related to

the eastward shift of western North Pacific high, and thus anomalous southerly is formed to Korea from low-latitudes.

This anomalous southerly plays an important role as steering flow in moving TCs toward Korea. To examine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anomalous cyclone in the East Asian continent, this study analyzed the water equivalent of

accumulated snow depth during the preceding spring (March to May). As a result, less snow depth is observed in most

regions of the East Asian continent than before 1981. Therefore, anomalous cyclone in the East Asian continent in

summer can be reinforced by the land heating from the preceding spring and then the steering flow of anomalous

southerly that moves TCs toward Korea can be also developed to Korea from low-latitudes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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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을 통해 한국 상륙태풍의 빈도가 1981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함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증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동쪽으로의 이동에 의해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강화되는 반면,

북서태평양에는 고기압 아노말리가 강화되어 결국 저위도로부터 한반도 부근 지역으로 남풍의 아노말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남풍의 아노말리는 아열대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지향류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강화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봄(3-5월)동안의 적설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1981년 이전보다 적은 적설량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대

륙의 가열로 인해 여름철 이 지역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결국 태풍을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남풍 아노말리의 지향류가 형성될 수 있었다.

주요어: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

서 론

지금까지 태풍의 변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 사

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태풍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Chan and

Shi(1996)는 북서태평양에서의 매년 태풍 발생빈도를

이차방정식에 적용한 결과 199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음을 관측하였다. Chu and Clark(1999)은 중앙태평

양에서의 매년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였다. 한편 Kamahori et al.(2006)은 강한 태풍이

지속되는 날이 최근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강한 강도를 가진 태풍의 영향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Elsner et al.

(2000)은 남태평양을 제외한 모든 태풍 발생해역에서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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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는 북대서양과 북인도양에서 더욱 뚜렷함

을 보였다.

반면, 태풍활동에서 추세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Lighthill et al.(1994)은 북대서양, 북

서 또는 북동 태평양 해역에서의 매년 태풍 발생빈

도의 변화경향이 뚜렷하지 않음을 보였다. Klotzbach

(2006)은, 카테고리 4-5 등급을 가지는 허리케인에서

의 작은 증가를 제외하고, 지난 20년(1990-2006) 동

안 각 태풍 발생 해역에서 누적 사이클론 에너지

(accumulated cyclone energy)에서의 증가추세는 관측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위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태풍활동 변화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Landsea

et al.(1996)은 지난 50년 동안 대서양에서 강한 강도

를 가지는 허리케인의 발생빈도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Ho et al.(2004)는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

을 통해 동중국해에서의 태풍 이동 빈도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 부근 지

역에서의 감소추세가 더욱 뚜렷함을 증명하였다.

Chan(2005)은 Chan and Shi(1996) 연구의 연장으로

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업데이트 된 북서태평양에서

의 태풍 발생빈도 자료를 같은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 중반 이후 오히려 추세가 감소하고 있

음을 보였다.

위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각 태풍 발생해역 또는

주요 태풍 영향지역에서의 태풍 변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 영향 또는 상륙 태풍 변동

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상황이다. Choi and Kim

(2007)은 한국 상륙 태풍의 빈도가 1990년대 중반 이

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한 태풍의 상륙 빈도

의 증가가 더욱 뚜렷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 그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

라 태풍 진로 역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태풍이 한국

에 상륙하기 전에 중국을 경유하는 빈도가 낮아아졌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Choi et al.

(2010)은 Ho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을 한국 상륙 태풍 빈도변화에 적용하

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지난 54년(1951-2004)의 분석

기간이 세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고, 특히,

강한 태풍의 상륙빈도가 최근 기간에 가장 높았음을

강조하였다. Park et al.(2006)은 이러한 증가 경향

역시 한국 영향 태풍에서도 뚜렷함을 보였다. 특히,

Choi and Kim(2011)은 한국 영향 태풍빈도에 대해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을 적용한 후 1980년대 초 이

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한국에 영향을 주

는 태풍의 빈도가 비 정상적으로 낮아져 태풍 계절

예보자들이 예보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더욱이 위의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의 자

료가 사용됨으로써 한국 영향 또는 상륙 태풍의 활

동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최기선과 김태룡, 2011; 최기선 외,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2010년까지 업데이트 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상륙 태풍의 장기추세를 조사하고, 한

국 상륙 태풍 활동의 최근 변화를 분석 한다.

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

태풍 자료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지역특별기상센터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s-Tokyo

Typhoon Center)로부터 제공받았다(http://www.jma.go.jp/

jma/jma-eng/jma-center/rsmc-hp-pub-eg/trackarchives.

html). 이 자료는 태풍의 이름, 위·경도 위치, 최소

중심기압, 중심 최대풍속(Maximum Sustained Wind

Speed; MSWS) 등의 변수가 6시간 간격으로 이루어

져 있다. 태풍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중심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분류된다: 열대 저

기압(Tropical Depression, MSWS < 34 kts), 열대 폭

풍(Tropical Storm, 34 kts ≤ MSWS ≤ 47 kts), 강한 열

대 폭풍(Severe Tropcial Storm, 48 kts ≤ MSWS ≤

63 kts), 태풍(Typhoon, MSWS ≥ 64 kts). 이 연구에

서의 ‘태풍’은 네 단계의 모든 열대 저기압을 포함한

다. 다른 연구에서는 태풍에서 약화된 온대저기압

(Extratropical Cyclone)도 분석에 포함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순수 태풍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제외

하였다.

이 연구는 지위고도(Geopotential height), 동서 및

남북바람, 가강수량(Precipitable water), 적설(Water

equivalent of accumulated snow depth), 현열

(Sensible heat net flux)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NCEP-

NCAR)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Kalnay et al.,

1996; Kistler et al., 2001). 여기서 지위고도, 바람,

및 가강수량 자료는 위경도 2.5
o
×2.5

o
의 격자간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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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설과 현열 자료는 가우시안

격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NOAA Extended

Reconstructured monthly Sea Surface Temperature 자

료가 사용되었는데, 이 자료는 위경도 2
o
×2

o
 및 1854

년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의 시공간적 해상도로 구성

되어 있다(Reynolds et al., 2002).

분석방법

이 연구는 5
o
×5

o
의 격자간격마다 태풍의 발생 및

이동빈도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태풍이 같은 격자

내를 여러 번 이동하더라도 단 한번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태풍의 발생 및 발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연직 바람 시어(vertical wind shear)를 분석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여기서 u와 v는 동서 및 남북류를 각각 의미하며,

200과 850은 200 hPa과 850 hPa 고도를 각각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의 유의성 테스트는 Student’s t-test가

사용되었다(Wilks, 1995).

한반도 상륙태풍 빈도에서의 변화

Figure 1a는 1951-2010년(60년) 동안 한반도에 상

륙한 태풍의 월별 빈도의 퍼센티지를 나타낸다. 총

55개가 한국에 상륙하였으며, 이 중 약 절반(27개)이

8월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는 7월과 9

월 순이며, 따라서 7-9월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빈도(53개)가 전체 빈도의 약 95%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한반도 상륙 태풍의 년 변동을 살펴보았다

(Fig. 2). 1960년대 초반까지는 2개 이상의 빈도가 존

재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까지는 상륙하지

않은 빈도가 더 많다(bar graph). 이후 1980년대 초

반부터 상륙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전체

적으로는 상륙 빈도의 추세가 약하게 증가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Y=0.006X+0.74, R
2
=0.01).

한편, 한반도 상륙 태풍의 빈도 변동에 대해 통계

적 변동시점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solid line with

closed circle in Fig. 2). 이 통계분석법은 시계열에서

중요한 변화시점을 객관적으로 찾아주는데, 이 통계

분석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Elsner et al.

(2000), Chu(2002) 및 Ho et al.(2004)의 연구를 참고

하길 바란다. 이 결과에서, regime shift는 t 값이 급

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끝 해에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1960년대 후반까지는 t 값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1년에 최소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반도 상륙 태풍의 빈도 변동에서 regime shift가

1981년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hoi et al.(2010)은

같은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상륙 태

풍 빈도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세 기간으로 구분하

였다: 1950년대-1960년대 초 -다빈도 기간, 1960년대

후반-1980년대 초 -저빈도 기간, 1980년대 후반-2000

년대 초 -다빈도 기간. 하지만 이 연구에서의 한반도

상륙 태풍은 태풍에서 온대저기압화 된 사례를 포함

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륙 태풍의 다른 정의로 인

하여 현재 연구와 regime shift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났다.

1981년을 기준으로 1951-1980년 기간(P1)과 1981-

2010년 기간(P2) 동안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빈도

를 비교해 보았다. P1기간에는 2개 이상의 상륙빈도

를 기록한 해가 단지 3년(1952, 1959, 1962) 밖에 없

VWS u200 u850–( )
2

v200 v850–( )
2

+=

Fig. 1. The ratios of the monthly frequency of TCs to the

total frequency of Korea landfalling tropical cyclones (TCs)

(a) during the entire analysis period from 1951 to 2010, (b)

for the period from 1951 to 1980 (P1), and (c) for the

period from 1981 to 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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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P2기간에는 무려 9년이나 된다. 이로 인해 P2

기간의 총 상륙빈도(34개)는 P1기간의 총 상륙빈도

(21개)의 1.5배가 된다. 따라서 P1기간에 태풍의 한반

도 상륙 평균 빈도는 0.6개인 반면, P2기간에는 2배

많은 1.2개가 된다. 한편 1951-2010년 동안 태풍의

한반도 상륙 기후 평균 빈도는 0.9개이다.

또한 두 기간 사이에 월별 태풍의 한반도 상륙 빈

도를 비교해 보았다(Figs. 1b and 1c). P1기간에는 8

월에 태풍의 상륙이 집중되어 P1기간의 총 상륙 빈

도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Fig. 1b). 반면 P2기간

에는 태풍의 한반도 상륙빈도가 7, 8, 9월에 고루 분

포되어있다(Fig. 1c). 즉 8월의 빈도가 줄어든 대신

7, 9월의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P2기간과 P1기간 사이에 태풍의 활동 및 이

와 원인이 되는 종관 환경 차를 분석해 본다.

P2(1981-2010) 기간과
P1(1951-1980) 기간의 차

태풍 활동

Figure 3a는 P2기간과 P1기간 사이에 5
o
×5

o
의 격

자간격마다 태풍의 평균 발생빈도 차를 분석한 것이

다. 전체적으로, P1기간에 태풍들은 남중국해 부근에

주로 발생하지만, P2기간에는 필리핀 남동쪽 먼 해상

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두 기간

사이에 태풍 발생빈도 차의 공간분포는 15
o
N, 135

o
E

를 기준으로 북서-저빈도, 남동-고빈도의 패턴을 나타

낸다. 하지만 두 기간 사이에 평균 태풍의 발생 위도

와 경도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P1: 16.3
o
N. 139.7

o
E, P2: 15.9

o
N, 142.0

o
E).

Figure 3b는 P2기간과 P1기간 사이에 5
o
×5

o
의 격

자간격마다 태풍의 평균 이동빈도 차를 분석한 것이

다. 이 분석결과에서는 P1과 P2기간 동안 태풍의 주

이동경로에 대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파열과 같

Fig. 2. Annual Korea landfalling TCs frequency (bar graph), average frequencies for the entire analysis period (solid line), for

P1 period (dotted line), for P2 period (dashed line), and the result of change-point analysis on annual Korea landfalling TCs fre-

quency (solid line with closed circle).

Fig. 3. The differences within 5
o
×5

o
 grid box in (a) TC

genesis frequency and (b) TC passage frequency between P2

and P1. Small squares inside the circles indicate that the dif-

ferences are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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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패턴을 나타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P1기간 동안 태풍들은 필리핀 남동 먼 해상으로

부터 중국 남부 지역을 향해 주로 이동하는 반면, P2

기간 동안에는 필리핀 북동 먼 해상으로부터 동아시

아 중위도 지역(한국 및 일본)을 향해 이동하는 경향

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P2기간의 태풍들이

P1기간의 태풍들보다 좀 더 동쪽에서 발생하였던 결

과처럼, P2기간의 태풍들이 P1기간의 태풍들보다 좀

더 동쪽에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한반도 상륙 태풍들만을 선택하여 전체진로

를 분석하였다(Fig. 4). 먼저 태풍의 발생에서는 앞서

분석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P2기간 동안의 태풍들이

서태평양의 동쪽해역에서 좀 더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5
o
E의 동쪽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의 빈도는 P1기간 동안에는 단지 3개

(14.3%)뿐이지만, P2기간 동안에는 10개(29.4%)나 된

다. 이로 인해 두 기간 사이에 태풍의 평균 발생위치

차에서는 위도차보다 경도차가 더 크며, 발생위치의

경도차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위도차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전체진로에서는 태풍이 좀

더 서쪽해역에서 발생하는 P1기간 동안의 태풍들이

한반도 상륙전 중국 대륙을 경유하는 빈도가 높다.

P1기간 동안에는 7개의 태풍이 중국대륙을 경유하는

반면, P2기간 동안에는 단지 3개만이 중국대륙을 경

유할 뿐이다. 이는 앞서 분석된 것처럼 P2기간 동안

의 태풍들이 P1기간 동안의 태풍들보다 좀 더 동쪽

에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반도 상륙 태풍들만을 대상으로 한반도 상

륙 진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5). P2기간 동안의

태풍들보다 좀 더 서쪽에서 이동한 P1기간 동안의

태풍들은 전체적으로 황해를 경유한 뒤 한반도 서해

안의 중북부 지역에 주로 상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P2기간 동안의 태풍들은 동중국해를 경유한 뒤

한반도 서해안의 남부지역과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향

이 강하다. 이는 각 기간 동안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진로들을 평균한 평균 회귀 진로(mean regression

track)로부터 확인 가능하다(red line in Fig. 5). P1기

간에 평균 회귀 진로는 서해안의 중부지역을 경유하

는 반면, P2 기간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경계지역을

경유하고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태풍의 한반도

상륙 진로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인

Choi and Kim(2007)과 Choi et al.(201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태풍의 발생과 태

풍의 이동 특성들은 태풍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일본 지역특별기상센터에서 제공하는 6시

간 간격의 태풍 최적 경로 자료를 이용하여 두 기간

에 대한 태풍들의 한반도 상륙시 평균 중심기압을

분석하였다(Fig. 6). P1기간과 P2기간에 태풍 중심기

압은 기후평균보다 각각 높고 낮다. 특히, P2기간과

P1기간 사이에 태풍 중심기압의 차는 약 10 hPa에

가까우며,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렇게

P1기간의 태풍 강도가 P2기간 보다 약한 것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한반

도의 남해에는 고온의 쿠로시오 난류가 지나고 있는

반면, 황해에는 저층냉수의 영향으로 저수온이 형성

되어 있다. 따라서 저수온의 황해를 경유하는 P1기간

에의 태풍 강도가 더 약화될 수 밖에 없다(Moon et

Fig. 4. Korea-landfalling TC full tracks for (a) P1 period

and (b) P2 period. Small dots and big red dots denote the

each TC genesis location and period mean TC genesis loca-

tion (number in low right corn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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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둘째, P1기간의 태풍들이 P2기간의 태풍들

보다 중국대륙의 경유 빈도가 높아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P1기간의 태풍 강도가 더 약화된다.

종관 환경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기간 사이에 한반도 상

륙 태풍의 활동 차를 야기하는 종관 환경에 대해 살

펴보았다. 여기서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

기 위해서 각 기간의 평균은 태풍들이 한반도에 상

륙할 당시의 월 자료가 평균된 것이다.

먼저 두 기간 사이에 500 hPa 유선(streamline) 차

에서는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한반도

의 동쪽에는 고기압 아노말리가 위치해 있다(Fig.

7a). 이 고기압 아노말리는 아열대 서태평양의 남동

해역까지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

서 한반도는 이 고기압 아노말리로부터 불어오는 남

동풍 아노말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남동풍 아노

말리는 아열대 및 열대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들

을 한반도 이동시키는 지향류(steering flow)의 역할

을 하게 됨으로써 P2기간에 좀 더 많은 태풍이 한반

도에 상륙할 수 있게 된다.

850 hPa 유선 차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 서태평양에

서 북서-고, 남동-저의 기압 패턴 아노말리를 나타낸

다(Fig. 7b). 이는 P2기간에 태풍들이 서태평양의 남

동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500 hPa 유선 차와 비슷한 공간 분포

를 보이는데, 특히 서저·동고형의 전형적인 여름철

기압패턴 아노말리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500

hPa 유선 차에서도 고기압 아노말리의 영향이 한반

도까지 미치는 것은 P2기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P1

기간 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두 기간에 대해 북태평

양 고기압의 위치를 비교해 보았다(Fig. 8a). 여기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5875 gpm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영

역으로 정의된다. P2기간의 북태평양 고기압(solid

line)이 P1기간(dashed line)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함

으로써 한반도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

해 두 기간 사이에 가강수량의 차에서도 30
o
N의 북

쪽에서 양의 값을 나타낸다(Fig. 8b). 일반적으로 태

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연변을 따라 이동하

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P2기간에 태풍들의 한반

도 상륙 빈도가 더 높은 것이다. 반면, P1기간의 북

태평양 고기압은 북쪽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대신 서

쪽으로 확장해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의 태풍들은 한

반도 서해안에 상륙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는 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동쪽에 위치한 P2기간의

Fig. 6. TC minimum surface central pressure at landfall

over Korea peninsula for the entre analysis period, P1

period, and P2 period.

Fig. 5. TC tracks at landfall over Korean peninsula for P1

and P2 periods. Red line denote mean regression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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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들은 한반도 서해안의 남부지역 및 남해안에 상

륙하는 빈도가 높게 된다.

연직 바람 시어는 태풍의 발생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연직 바람 시어 값이 높으면 대류권 상층과 하

층 사이에 바람 차가 커져 태풍의 발생에 용이하지

못하며, 태풍 상하층간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여 태풍

의 발달에도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기간 사이에 태풍의 발생 및 강도차의

원인이 되는 종관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연직 바람

시어를 분석하였다(Fig. 9a). 열대 및 아열대 서태펑

양에서는 두 기간 사이에 850 hPa 지위고도차의 분

포와 같이 북서-고, 남동-저의 연직 바람 시어 아노

말리의 공간패턴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이 P2 기간의 태풍들이 서태평양의 남동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한반도 부근

지역에는 음의 연직 바람 시어 아노말리가 분포되어

있다. 이는 P2기간의 태풍 강도가 더욱 강화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해수면 온도 역시 태풍의 발생 및 발달과 연관된

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기간 사이에 해수면 온도차

를 분석하였다(Fig. 9b). 전체적으로 북서태평양 영역

에서 20
o
N를 경계로 남고·북저의 해수면 온도 아노

말리의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특히, 양의 아노말리의

중심은 서태평양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공

간분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P2기간의 태풍들이 서

태평양의 남동쪽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한반도 남쪽해역에 약한 양의 해수면 온

도 아노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P2기간에 한반

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좋은 조건

Fig. 8. (a) 5875 gpm contours averaged for P1 period

(dashed line) and P2 period (solid line) and (b) the differ-

ence in precipitable water between P2 and P1. In (b), shaded

areas are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and con-

tour interval is 1 kg m
−2

.

Fig. 7. The differences in streamline at (a) 500 hPa and (b)

850 hPa between P2 and P1. Shaded areas are significant at

the 95% confidence level. Abbreviations of ‘AC’ and ‘AA’

represent ‘anomalous cyclone’ and ‘anomalous anti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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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황해에는 음의 해수면 아노말

리가 형성되어 있어 P1기간의 태풍의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름철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기압

계 아노말리는 이전 겨울과 봄철에 동아시아 대륙에

쌓인 눈과 관련이 깊음을 지적한 바 있다(Barnett et

al., 1989). 적설은 태양 복사에너지를 반사시켜 지표

온도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며(즉 알베도의 증가),

더욱이 태양 복사에너지는 적설을 녹이는데 사용되어

지표온도뿐만 아니라 바로 위의 공기층을 냉각시킨

다. 이러한 지표와 대기의 냉각으로 인해 겨울과 봄

철에 동아시아 대륙에 고기압이 강화되고, 여름철까

지 고기압 아노말리로 지속되면서 여름몬순을 약화시

키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봄(3-5월)동안 동아

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의 적설 아노말리를 보인

다(Fig. 10a). 특히, 티벳 지역에서도 음의 아노말리

를 나타내어 P1기간에 비해 P2기간에 동아시아 대륙

에 적설이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대륙에

서의 적은 적설로 인해 봄 동안 현열도 동아시아 대

부분의 지역에서 양의 아노말리를 나타낸다(Fig.

10b). 양의 현열 아노말리는 동아시아 대륙이 봄부터

가열이 P2기간에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표의 가열은 Fig. 7에서 보여진 것처럼 여름철 동

아시아 대륙에 저기압 아노말리를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이전 봄철 동아시아 대륙에 적은 적설은

여름철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빈도의 증가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Choi and Kang, 2008; Choi et al.

2009).

Fig. 10. Same as Fig. 7. but for (a) water equivalent of

accumulated snow depth in March to May and sensible heat

net flux (SHTFL) in March to May. Shaded areas denote

positive values.

Fig. 9. Same as Fig. 7. but for (a) vertical wind shear

between 200 hPa and 850 hPa and (b) sea surface tempera-

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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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1951-2010년(60년) 동안 한반도에 상륙

한 태풍의 변동에 대해 통계적 변동시점 분석을 적

용한 후, 1981년 이후로 상륙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음을 보였다. 이후 1981년 이후 기간(P2)과 이

전 기간(P1) 사이에 차의 분석을 통해 1980년대 초

반 이후에 상륙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였다.

태풍활동에서는 P2기간의 태풍들이 P1기간의 태풍

들보다 좀 더 동쪽에서 발생하고 동쪽에서 이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한국 태풍의 상륙 진로분석에

서는 P1기간의 태풍들은 한반도 서해안의 중북부 지

역에 상륙하는 반면, P2기간 동안에는 서해안의 남부

지역과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태

풍의 전체 및 상륙진로 특성은 P2기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북동쪽에 위치한 반면, P1기간의 북

태평양 고기압은 남서쪽으로 좀 더 발달한 것과 연

관되었다.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성은 유선 아

노말리장에서도 확인되었다. P2기간에는 동아시아 대

륙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북서태평양에는 고기압 아

노말리가 위치함으로써 한반도 부근에는 남풍의 아노

말리가 강화되었다. 이 남풍의 아노말리는 열대 및

아열대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을 한반도로 이동시

키는 지향류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두 기간 사이에 태풍 진로 특성의 차는 태

풍의 강도 차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남서쪽으로 강화된 P1기간의 태풍들은 한반도

상륙전 중국대륙을 경유하는 빈도가 높아 태풍의 강

도가 약했던 반면, P2기간에는 대부분의 태풍들이 바

다 위를 이동함으로써 바다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한반도 상륙시 강도가 강했다. 더

욱이 P2기간에는 한반도 부근지역에 연직 바람 시어

가 낮았으며, 열대 및 아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

도가 높아 이 기간에 태풍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대기 및 해양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P2기간에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 아노말리

가 강화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봄(3-5월) 동

안의 적설량을 조사하였다. P2기간에 동아시아의 대

부분의 지역에서 좀 더 적은 적설량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대륙의 가열로 인해

여름철 이 지역에 저기압 아노말리가 발달할 수 있

었으며(이는 현열분석으로부터 확인됨), 결국 한반도

로 태풍을 이동시킬 수 있는 남풍 아노말리의 지향

류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비록 한반도 상륙태풍의 특성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나, 분석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태풍의

한국 상륙전 필리핀, 타이완, 중국 등과 같은 국가를

경유한다. 더욱이 이 태풍들은 한반도를 통과한 후에

는 일본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

과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에서의 태풍 특성

및 태풍 계절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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