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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관측을 통한 태풍의 급강화 현상 및 대양
과 우리나라 해역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전체 내용

목표

우리나라로 향하는 강한 태풍의 대부분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 에디 해역에서 태풍 전후와 태풍 통과 중의 해양-대기 경계층과 
해양에서의 수온, 풍속 등 제반 물리요소를 관측하고, 이를 통해 급격한 
태풍강화 과정과 연관된 해양-태풍 상호작용을 이해를 일차적인 목적으
로 함. 관측된 해양-대기 플럭스 특성 이해와 관측된 자료 해석 및 다양
한 수치모델링 기술을 병용하여 태풍강화 기작 분석을 통해 급강화를 유
발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급강화 시 해양-대기 플럭스 모수화 개선 등을 
통해 태풍-해양예측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확인하는 예측연구를 하고자 
함. 해양변동성에 따른 북서태평양 태풍 활동의 중장기적 변동성 이해를 
위하여 엘니뇨와 열대 온난역의 표층수온 상승 등 해양변동성 자료를 활
용해 태풍-해양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함.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
절내진동의 기작 이해 및 북서태평양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서안경
계류에 의한 열수송 이해를 통한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해역과의 상관 
기작을 규명하고자 함.

내용

본 연구는 5개년도(2017-2021) 연구로서, 매년 3개 연구 분야로 구성.
(1)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
용 조사 및 이해
- 조사선 및 무인관측기기 등을 이용하여 태풍-해양 상호작용 요소 관
측: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에서 태풍 전에 조사선을 이용한 CTD 관측, 
라디오존데 관측, 난류 특성 관측 및 자동관측기(아고부이, 표층부이, 파
랑 글라이더) 계류를 통한 태풍시 해양특성 조사.
- 1차년도 공동조사로서 미해양기상청이 유인항공기(미공군/C130)를 이
용하여 GPS 드롭존데, AXBTS, ALAMO 수온/염분 프로파일러 등을 활
용한 관측 참여. 2차년도 이후 참여여부는 협의중.



-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태풍의 급강화 기작 규명 및 재현 
실험: 관측자료로부터 얻어지는 해양-대기 플럭스 자료 해석을 통해 급
강화 기작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태풍모델을 이용하여 기작 이해 
실험 실시. 
- 열대 온난역 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 및 
아열대 해역 에디(eddy) 변동성 연구: 열대 온난역의 표층수온 등 해양
변동성 자료 분석과 대기 열수지 관측을 통한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 
연구와 북서태평양 아열대 중규모 와류 형성 기작 및 에디구조 연구.
(2)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기술 개선/개발 연구
-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3차원 순환모델과 관측자료를 활용한 태풍 전 해양상층 특성 재현 모델
링 수행.
- 다양한 태풍-해양 결합 모델을 이용한 태풍 강도 예측기술 개선 : 해
양-태풍결합 모델 등을 이용하여 개선된 모수화를 기반으로 급강화 개선 
예측연구 실시.
(3) 북서태평양 온난해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서안경계류 특성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과 해양-대기 상호작용 분석
-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추출 및 북진 역학 분석
- 저위도 서안경계류 관측을 통한 서안경계류 변동성이 한반도 주변 해
양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개발성과 

(1)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
-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에서의 단기 해양-대기 상호작용 자료 확보, 조사기술 구축 및 국제
공동 조사 활성화. 
- 북서태평양 난수괴 상에서 태풍 급강화 기작 이해 
- 태풍모델과 연계된 사실적인 난수성 에디 발달 재현 순환모델 개발
- 해양변동성에 따른 북서태평양 태풍 활동의 중장기적 변동성 이해
(2)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기술 개선/개발 연구
- 해양-대기 접합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 예측을 개선한 수치모델 개발
- 개발한 신축적 초기화 기법을 이용한 결과의 해양 상층 수온 구조를 태풍모형 입력 자료로 
활용.
- 해표면 열운동량 교환량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고해상도 대기-파랑-해양 결합 수치모형 구축
(3) 북서태평양 온난해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서안경계류 특성 연구
- 서안경계류의 열수송과 한반도 주변 해양의 연관성 제시
- 북서태평양의 표층 플럭스 관측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북서태평양 단기 해양-대기 상호작용 조사 연구기반 구축 및 향후 활용
- 북서태평양 급강화 태풍 발생 기작 이해를 통한 태풍 강도 예측 정밀도 향상
-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연구 및 태풍 강도 예측 개선을 통한 태풍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
- 태풍 급강화 해역에서 난수성 에디 재현이 가능한 해양순환모델과 태풍모델과의 연계를 통
한 태풍 강도 변화 예측 기술 향상
- 열대 온난역 해양변동의 역학 이해 및 태풍 활동 이해의 과학적 진보
-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양 변동의 상관성 이해 증진으로 장기 해양변화 대응에 대한 
정보 제공 
- 해양관측과 모니터링을 통한 태풍진단과 예측기법 향상 및 그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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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관측을 통한 태풍의 급강화 현상 및 대양과 우리나라 해
역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최종목표
설정근거

최근 급강화 태풍 사례에 대한 2016년까지 기술수준 대비 태풍 강도 20% 향상
(북서태평양에서 난수성 에디를 통과하는 태풍은 급강화 특성을 보이나, 기존 예
측모델은 오차가 크게 나타남. 이는 난수성 해양과 태풍사이의 열이나 운동량이 
교환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확한 모수화가 문제일 것이라는 가설하에 태풍시 
북서태평양 난수성 에디 해역에서 해양-태풍 상호작용을 조사, 이해하고자 함. 
모수화 개선을 통한 태풍예측 모델 개선은 태풍 강도 정확도 향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개선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함) 

세부목표

○ 핵심연구 분야
-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 해양-대기 접합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 예측모델 모듈 개발
-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
리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 주요 성능
- SCI/SCIE급 20편(분야 상위 15% 수준학술지 4편 포함 상위 30% 수준 학술
지 10편) 

1-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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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최종
목표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북 서 태 평
양 열용량 
분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관측자료

100
지점 5 2017-2021년 하계 연

변동 난수괴 분포 이
해 및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
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2017~2021년 하계 북서
태평양  열용량분포 지도 5건 5 26℃이상 수온, 염분 자

료기반 열용량도 산출 

태풍-해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6

급강화 기작이해 및 
개선된 모수화 모델 
제시를 위한 핵심 요
소

파랑글라이더, 표층부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순환모델 재현 상층 구조
의 태풍모델 입력자료화 1건 4 태풍모델 초기 수온구조 

입력자료화 여부

개선된 급강화 모수화 기
작 제시 1건 6

급강화 태풍에 대한 모
수화 실험을 통해 검증
된 기작 제시 여부

태풍 중장
기 변동성 
이해

관측자료 및 기후모형에
서 나타나는 중장기 변동 
태풍활동 매개변수 산출

3종 7
에디 변동에 따른 태
풍 중장기 변동성 이
해

태풍잠재강도, 태풍발생
빈도, 태풍환기지수 등 
산출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
풍급강화 예측모
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
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20% 7

개선 모수화에 기반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최종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치의 48
시간 강도변화 (최대풍
속-48시간전 풍속) 비교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
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
명

해양-대기 
상 호 작 용
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규명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원
격상관 분석 5건 5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
-자료 확보 여부
-논문발간 여부

서 안 경 계
류의 열수
송 변동성
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서안경계류 열 변동성 분
석 4건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이해 계류자료 분석 여부

서안 경계류 변동성 분석 4건 5 서안경계류 변동성이
해

해류 변동특성 제시 여
부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 제 공 동
연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5건 4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부

미국연구진 공동조사 및 
급강화 기작 모델링 공동
연구

5건 4
NOAA공동조사 및 기
작이해를 위한 모델링 
보완 

추가 기작 수치실험 여
부

연구개발 정량적 
성과

연 구 논 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3+4편 12

SCI급 논문 상위 20% 
논문 12편 포함 총 20
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
력 지수(mrnIF) 80 이
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2+1편 6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
호작용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3+1편 8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성
이 한반도해역에 미치는 
영향

2+1편 6

특허 및 소프트웨어 등록 2건 5
-해양수층-대기 상호
작용 동시관측 가능
-모수화개선 코드

특허/소프트웨어 등록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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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1차년도
(2017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
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관측자료 기
반 북서태평
양 열용량 분
포 지도 

Ÿ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Ÿ 2017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5

10

Ÿ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산출 기초자료 
획득 

Ÿ 2017년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이해

Ÿ 위경도 2도 내 CTD 15 지점 
자료 획득 여부

Ÿ 26℃ 이상 수온 구조 기반 
열용량도 산출 여부

태 풍 - 해 양 
상호작용 이
해 및 태풍급
강화 기작 규
명

Ÿ 2017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시범자료 획득 

Ÿ 상층 해양모델 수립

Ÿ 기존 모수화 기반 2017년 
급강화 태풍 재현 실험

Ÿ 해양-태풍 난수괴 기작실험 
모델 수립 

Ÿ 최근 5년간 급강화태풍에 
대한 단순태풍모형 적용실험 
결과

5

3

4

4

4

Ÿ 해양-태풍 상호작용 
이해 기초 자료 획득

Ÿ 관측자료 활용 
상층해양 결과 
산출모델 수립

Ÿ 2017년 급강화태풍 
재현에 기존 모수화 
효과 이해

Ÿ 급강화 난수괴 효과 
이해 수단

Ÿ 단순결합모델 
개선위한 기존 모델 
평가

Ÿ 해양상층 연속자료 획득 
여부

Ÿ 해양상층모델 수립 여부

Ÿ 2017년 내습 태풍실험 여부

Ÿ 기작모델 수립 여부

Ÿ 기존 단순 모형 평가 여부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

Ÿ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Ÿ 아열대 해역 중규모 에디 
고해상도 모델 구축

10

5

Ÿ 엘니뇨 간 태풍활동 
이해 부족 보완

Ÿ 중규모 에디 모사 
가능 해상도 모형 
수립

Ÿ 태풍매개변수 산출 여부

Ÿ 에디변동성 모델 수립 및 
스핀업 적분 실험 수행 여부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
안경계류의 열수
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
역과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북 서 태 평 양 
해 양 - 대 기 
상 호 작 용 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
는 영향 규명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플럭스 관련분야 
SCI(E) 논문 1편

15

5

Ÿ 저위도 해양- 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저위도 대기 연직구조 자료 
획득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서 안 경 계 류
의 열수송 변
동성이 한반
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Ÿ 지형류 산출(CTD조사)

5
15

Ÿ 서안경계류 장비 설치
Ÿ 해수 물성자료 획득

Ÿ 계류장비 설치 여부
Ÿ 자료 확보 여부

국제협력 관련분야 국
제공동연구

Ÿ 외국연구기관 협력체계 
추진(MOU 체결1건)

Ÿ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Ÿ 한미 공동조사 1건 이상

Ÿ 선진국과 급강화 기작 관련 
모델 공동연구 추진

2

3
3

2

Ÿ 일본 연구기관 협력 
추진

Ÿ 류큐해역 환경 이해
Ÿ 급강화 기작 관련 

선진국과 공동 연구
Ÿ 급강화 기작 모델보완 

연구

Ÿ MOU 체결 여부

Ÿ 계류장비 설치 여부
Ÿ 미측조사 참여여부 

Ÿ 모델연구 착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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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2차년도
(2018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
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관측자료 기
반 북서태평
양 열용량 분
포 지도 

Ÿ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Ÿ 2018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13

4

Ÿ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산출 기초자료 

Ÿ 2018년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이해

Ÿ 위경도 1도 내 CTD 25 지점 
자료 획득 여부

Ÿ 26℃ 이상 수온 구조 기반 
열용량도 산출 여부

태 풍 - 해 양 
상호작용 이
해 및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Ÿ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획득

Ÿ 난수괴 특성 상층모델 결과 
산출

Ÿ 기존 모수화 기반 2018년 
급강화태풍 재현 실험 

Ÿ 급강화 난수괴 역할 기작실험

Ÿ CHIPS 태풍 모형과 GOTM 
해양 수층 모형의 
결합모형(CSTORM) 개발

Ÿ SCI급 논문 1편(상위 30% 
또는 상위 15% 이상)

5

3

4

3

3

2

Ÿ 해양-태풍 상호 작용 
기초자료

Ÿ 난수괴 해양 특성 
재현/이해

Ÿ 급강화 기작 기존 
모수화 효과 이해 

Ÿ 난수괴의 급강화 역할 
이해

Ÿ CSTORM모형을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이해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상위30%내)

Ÿ 해양상층 연속자료 획득 
여부

Ÿ 관측자료 활용 상층 난수괴 
수온장 산출

Ÿ 2018년 내습 태풍 실험 
여부

Ÿ 난수괴 조건실험 여부

Ÿ CSTORM 활용 최근 5년 
급강화 예 실험 결과 
(CSTORM 모형 개발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

Ÿ 기후모형을 이용한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Ÿ 아열대 해역 중규모 에디 
기후 특성 모의

Ÿ SCI급 논문 1편(상위 30% 
내)

5

5

3

Ÿ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 변동성 
이해 부족 보완

Ÿ 서안경계류 수송량 등 
북태평양 상-중층 
해양순환과 중규모 
에디 발달과정 이해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 
매개변수 산출 여부

Ÿ 기후평균 강제력 기반 30년 
적분 및 아열대 해역 에디 
포함 상층 순환장 모의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
안경계류의 열수
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
역과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북 서 태 평 양 
해 양 - 대 기 
상 호 작 용 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
는 영향 규명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 부이 
제작

Ÿ SCI(E) 논문 1편(상위 10% 
이상 1편)

6

2

5

5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열)

Ÿ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이산화탄소)

Ÿ 해양-대기 플럭스 
시계열 관측 준비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해양- 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여부

Ÿ 자료 획득 여부

Ÿ 플럭스 연속관측 부이제작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서 안 경 계 류
의 열수송 변
동성이 한반
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유지

Ÿ 서안경계류 1점추가 계류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전 수층 

유속 구조 제시 
Ÿ SCI(E) 논문 1편(상위 30% 

이상)

6

4
5

5

Ÿ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동성 이해

Ÿ 추가자료 확보
Ÿ 상세구조 제시요청

Ÿ 학술지 영향력

Ÿ 계류 유지

Ÿ 추가 계류 여부
Ÿ 해류구조 제시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전체 

상위10%이내 1편, 30%내 
3편)

국제협력 관련분야 국
제공동연구

Ÿ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Ÿ 난수괴의 급강화 기여 분야 

공동 연구
Ÿ 항공관측 실행 

4
4

4

Ÿ 류큐해역환경 이해
Ÿ 난수괴 역할 이해

Ÿ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Ÿ 류큐해역 조사여부
Ÿ 난수괴 역할 실험 여부

Ÿ 관측 실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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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3차년도
(2019년)

북서태평양 태
풍-해양 상호
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
작 규명

열용량 분
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연직 관측자료

30
지점 5 난수괴 분포 이해 및 

에디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
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CTD 자
료 획득 지점 수

2019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5 26℃ 이상 수온 구조 기반 

열용량도 산출

태 풍 - 해 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
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자료

3종 4
해양로봇 장비를 이용
한 태풍- 해양 상호 
작용 관측 자료와 수
치실험 결과를 활용한 
태풍 급강화 기작 이
해 목표치로 설정.

3종(파랑글라이더, 표층부
이, 아고부이)의 기기별 
관측자료 건수

고해상도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예측 자료

1건 4
가변격자 최대 수평해상도 
상(1/24°해상도) 결과 산출 
여부

기존 모수화 기반 급강
화 기작 이해 및 모수화 
집중 실험

3개
(태풍) 7

관측 기간 중에 발생한 급
강화 집중실험(모델 2종) 
태풍 건수

태풍중장기 
변동성이해

태풍강도 분석 위한 아
열대 해역 수온 경년변동 
모의

20년 3
태평양 10년 변동 모
의를 위한 최소 적분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델 
적분 기간

수온 변동에 따른 태풍
강도 변동 분석 1건 4 수온 중장기 변동과 태풍 

활동 상호작용 이해 부족
수온변동과 태풍활동 상관
성 분석결과 제시여부

해양-대기 접
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 예
측모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
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10% 7

개선 모수화에 기반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1차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치의 48시
간 강도변화 (최대풍속-48
시간전 풍속) 비교

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플럭
스 및 서안경
계류의 열수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과의 원격
상관기작 규명

해 양 - 대 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
해역에 미
치는 영향

저위도 대기연직구조 관
측자료 20점 5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를 위한 
관측자료 조사/분석을 
목표치로 설정

12시간 간격 10일 이상 
대기자료 획득 여부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 작
용 재분석자료 특성 분석 1건 5 분석 결과 제시 여부

대기관측부이 시범 설치 1개월 5 부이 운용기간 (보고서내 
관측자료 그림으로 제시)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 동 성 이 
한반도 해
역에 미치는 
영향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자료 (계류관측) 3점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평가 기초 자료

계류자료 획득 여부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자료 (선박관측) 12점 5 1000m 이상 수심까지 수

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량
산출 1건 6 북서태평양 열수지 이해 열수송량 단면도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제공동연
구

류큐해역 공동 조사 1건 3 류큐해역 환경 조사 류큐해역 조사 여부

태풍 공동모델링 연구 1건 4 급강화 기작 연구 보완 기작 수치실험 수행 여부

국제워크샵 개최 1건 3 태풍/해양-대기분야 
전문가간 교류 국제워크샵 개최여부

연구개발 정량
적 성과

연 구 논 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
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1+2편 5

1(20%이상) + 2(기타)

SCI급 논문 상위 20% 
논문 4편 (주제별 각 
1편) 포함 총 6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력 
지수(mrnIF) 80 이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0편 4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
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0편 4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
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1+0편 3

특허 등록 1건 4 해양수층-대기 상호작
용 동시관측 가능 특허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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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4차년도
(2020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파악

태풍전후시기 동중국해 
해수 물성조사 추가

(추가 7지점)

37
지점 10 2020년 난수괴 특성 

이해와 에디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
분 물성 자료 측정 

5000m 1점 이상 포함한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
분 자료획득 지점 수

 하계 열용량분포 지도 1건 5 26℃이상 하계 열용량도 
산출

태 풍 - 해 양 
상호작용 이
해 및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6

관측자료 및 모델실
험을 이용한 급강화 
기작 및 모수화 효과 
이해 

파랑글라이더, 표층부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2017-2019)관측치 기반 
순환 모델 상층 수온구조 3건 3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검증 결과 제시 여부

급강화 기작 이해 및 
모수화 집중 실험(모델2종)

3개
(태풍) 9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급

강화 집중실험 태풍건수

태풍중장기 
변동성이해

태풍강도 예측을 위한 
중규모 에디 단기 미래 

예측
20년 5 RCP시나리오 근미래 

예측 적용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델 
적분 기간

고해상도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분석 2건 5

고해상도 접합모형에
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의 이해 부족 보완

온난해수역 변동분석, 
태풍활동의 장주기 변동성 
분석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
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
명

북서태평양 
해 양 - 대 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
해역에 미치
는 영향

대기연직구조 관측자료 20점 5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를 위한 
관측자료 조사/분석

해양-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

해양-대기 상호 작용 
재분석자료 특성 분석 1건 5 분석 결과 제시 여부

대기관측부이 설치 6개월 5 부이 운용기간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동성이 한
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계류관측) 3점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평가 기초 자료

계류자료 획득 여부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선박관측) 20점 5 1000m 이상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서안경계류역 열수송 변화량 
산출 1건 6 북서태평양 열수지

이해 열수송 변화량 단면도

국제협력 관련분야 국
제공동연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2건

5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부

급강화기작 태풍 모델링 
공동 연구 5 급강화 기작 연구 보

완 기작 수치실험 수행 여부

연구개발 정량적 
성과

연구논문 게
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급강화 기작 규명 1+1편 5

SCIE 논문 상위 20% 
논문 3편 포함 총 5
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력 
지수(mrnIF) 80 이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0편 4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0편 4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0+1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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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5차년도
(2021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관측자료

30
지점

5 20201년 난수괴 분포 
이해 및 열용량 산출
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획
득 지점 수

2021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지도 1건 5

26℃이상 수온, 
염분 자료기반 열
용량도 산출 

태 풍 - 해 양 
상호작용 이
해 및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난수괴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3

급강화 기작 및 개선
된 모수화 모델 제시
를 위한 요소

파랑글라이더, 표
층부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관측자료기반 급강화 특
성 분석 1건 3

관측자료기반 태
풍 급강화 해석여
부

관측자료 활용 수온구조 
계산결과 및 태풍모델 
입력 자료화

4건 4

(2017-2021) 
관측자료 이용 
상층 수온구조의 
태풍모델 
입력자료화 여부

개선된 급강화 모수화에 
의한 태풍강도 실험 결과

10개
(태풍)

6

과거 관측 기간 
중 급강화 태풍 
대상 재현 실험 
여부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

태풍강도 예측을 위한 
중규모 에디 중기 미래 
예측

50년 3 RCP시나리오 미래 예
측 적용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델 적분 기
간

기후모델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매개변수 미래
전망 

3종 4
CMIP6 기후모델을 
이용한 태풍활동 전망 
부재

태풍잠재강도, 태
풍발생빈도, 태풍
환기지수 등.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
풍급강화 예측모
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
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20% 7

개선 모수화에 기반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최종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치
의 48시간 강도변
화 (최대풍속-48
시간전 풍속) 비교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
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
명

해 양 - 대 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
에 미치는 
영향 규명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원격상관 분석 1건 10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 논문발간 여부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동성이 한
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열 수송량 분석 1건 10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이해

계류자료 분석 여
부

해류 변동성 분석 1건 4 서안경계류 변동성이
해

해류 변동특성 제
시 여부

국제협력 관련분야 국
제공동연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2건

5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
부

급강화 추가 기작 모델
링 공동 연구 5 급강화 기작 추가 이

해 
추가 기작 수치실
험 여부

연구개발 정량적 
성과

연구논문 게
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
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1+1편 5

SCIE 논문 상위 20% 
논문 4 편 포함 총 8
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력 지수
(mrnIF) 80 이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1편 5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 
에 미치는 영향

1+1편 7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
성이 한반도해역에 미치
는 영향

1+1편 6

소프트웨어 등록 1건 3 모수화개선 코드 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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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

❍ 조사선 및 무인관측기기 등을 이용하여 태풍-해양 상호작용 요소 관측
-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그림1.2.1, 남측 에디 해역)은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이 급강화

되며(Rapidly Intensified, RI) 태풍전향이 나타나나 급강화 태풍 시에 해양-대기 직접 
관측자료가 거의 없음. 

-  북위 20°-25° 해역에서 급강화되는 태풍은 1-2일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그림
1.2.2)을 주기 때문에 예측의 신속성과 정확도가 매우 중요함(그림1.2.2는 2000년 이후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준 급강화 태풍의 강도를 나타냄). 

-  그러나 북서태평양에서의 급강화 태풍에 대한 예측오차는 매우 큼(그림1.2.3).

그림1.2.1 2003년 태풍매미 시기 북서태평
양 고도수위(Lin et al.,2005). 큰 값
은 고온의 혼합층 나타냄. 난수/냉수 
에디특성도 나타남. 

그림1.2.2 2000년 이후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준 난수
괴역을 통과한 8개 급강화 태풍의 위도별 강
도 변화(강, 2016). 급강화 태풍: 24시간에 30
노트 이상 강화하는 태풍.

그림1.2.3 급강화 태풍의 하나인 태풍 콤파스의 경우 주요 기관(하와이태풍예경보센터(JTWC), 일본
기상청(JMA), 한국기상청(KMA))의 급강화 태풍의 예측 정확도는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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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강화 태풍의 큰 오차는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에서 태풍 급강화 시에 해양-대기 상호
작용 조사 및 모수화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태풍 시기에 다양한 관
측장비를 활용한 북서태평양 해양과 대기에서의 운동량, 열 등의 플럭스 조사가 필요함. 

- 선박 이용이 가능한 시기에는 태풍 전후 북서태평양의 난수 에디 특성 및 분포, 난류 특
성 등 해양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태풍 시에는 선박조사가 불가능하므로, 태풍 시에 해양로봇 및 항공관측 등을 활용하여 
해양, 대기 특성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플럭스 관측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예측모델의 
정확도 평가 및 개선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현재의 무인관측 장비의 표층특성 관측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장비 개발 노력 역시 필요함. 

- 항공관측이 가능한 경우, 태풍 시기에 유무인 항공 관측을 통한 해양-대기 변수 조사는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태풍 전후 해양-대기 조사를 통해 태풍 시 단기간의 급격한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태풍의 급강화 기작 규명 및 실험 분야
- 급강화 태풍의 경우, 초기 24-48시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태풍-해양결합 모델

의 해양 상태 재현 부정확, 해양-대기 모멘텀 모수화 오차, 해양-대기 열교환 모수화 오
차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관측치 조사, 해석을 통한 급강화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모델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 태풍 전 및 태풍 시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하며, 새롭게 개선된 효과
들이 급강화 개선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함: 
*) 태풍 등 강풍 시 해상 상태에 따른 조도 및 Sea Spray을 고려한 대기-해양 운동량

속(그림1.2.4)과 열속을 산정하고 관측치와 비교를 통해 태풍모델의 표층경계에서의 운동
량속과 열속 모수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Spray 등 질량(mass) 플럭스에 대한 직접적
인 관측기술은 취약한 상태임. 

*) 파랑효과에 따른 태풍진로 효과는 뚜렷하나, 강도변화 효과(그림1.2.5)는 미미함, 파
랑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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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4 50m/s 이하에서 바람에 따른 
해양-대기 운동량 교환계수(Drag 
coefficient)(Jarosz et al., 2007).

그림1.2.5 태풍모델의 wave coupling 효과에 따
른 진로개선 효과는 뚜렷하나 강도개선 효
과는 없음(Ginis, 2009)..

- 단순한 해양-태풍 결합 모형(CSTORM) 개발을 통한 급강화 기작 연구.
*) 복잡한 태풍과 해양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칭 구조의 단순한 

태풍 열역학 모형을 개발/개선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풍의 발달 과정 및 급강화 기작을 규
명함.

*) 특히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 이해를 위해 태풍 중심부에서의 간단한 일차원 
수층 모형을 개발하여 태풍에 의한 수층의 반응과 해양과 태풍 간의 열 및 운동량 교환을 
이해함.

*) 개발된 태풍 발달 모형과 태풍 진로 상에서의 일차원 수층모형을 결합하여 개선된 
단순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모형을 개발함.

- CSTORM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양 조건 및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수화에 따
른 태풍 급강화 기작을 이해함.

그림1.2.6 단순 태풍-해양 결합 모형(CSTORM) 개발 및 활용 추
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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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강화 기작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 초기 조건 및 태풍-해양 작용 모수화 개선 실험 
등 재현 실험 분야를 제시함.

- 위성관측, 현장관측 및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혼합층수온 등 정확도가 향상된 해양 
초기조건을 활용하여 과거 급강화 태풍 재현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함. 아울러 태풍-
해양 운동량 모수화, 태풍-해양 열교환 모수화 개선에 기반한 실험을 실시함.

-  단순 태풍-해양 결합 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로서 태풍이 발달하기 전 북서태평양 해양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 진로 상의 일차원 수층모형을 초기화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단순 태풍-해양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을 통한 태풍 발달과정
을 모의함으로써 현장 관측 자료를 활용한 급강화 재현 실험을 수행함.

- 위탁연구기관인 로드아일래드 대학(URI)과 POM 모델을 활용하여 바람장에 따른 Drag 
계수 효과 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함. 

❍ 열대 온난역 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 및 아열대 해역 에디 
변동성 연구 

- 태풍의 장기적인 변동성 이해를 위해 고해상도 재분석자료 등을 이용한 엘니뇨 공간 분
포에 따른 태풍활동 관련 지수 및 개별 태풍의 강도 변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고해상도 기후모형 등을 이용한 서태평양 온난해수역 혼합층 변동에 따른 북서태평양 태
풍활동 변동의 중장기적 변동성 및 미래전망을 분석함.

-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에 존재하는 난수성 및 냉수성 중규모에디들의 구조와 열적 특성 
및 시간적 발달 과정을 모의하고 태풍 강화 해역의 에디 특성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예
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개발을 통해, 관측 전략 수립 및 에디 거동을 이해
함.

2.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기술개선/개발 연구

❍ 한반도는 강한 태풍의 발생빈도가 가장 큰 북서태평양 난수역의 가장 자리에 위치해 있
으면서 (그림 1.2.7), 종종 태풍에 기인한 해상의 큰 파도와 이에 수반되는 해일로 인하
여 연안 침수는 물론 제반 시설물의 붕괴, 유실 등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
어 왔음. 2007년의 태풍나리는 남한에만 16명의 인명피해와 1,592억원의 재산피해를, 
2003년는 태풍 매미는 132명의 인명피해와 4조 7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그리고 2002년
의 태풍 루사는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음. 

❍ 최근의 연구 결과들(Peduzzi et al., 2012; Knutson et al., 2010; Emanuel, 1987)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표면의 열용량이 증가하면서 태풍의 빈도수는 감소하지만 
태풍의 강도는 대체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됨. 그림 1.2.8은 그 한 예로서 관측값과 
IPCC 4차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로부터 계산된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PDI (Power 
Dissipation Index)를 나타낸다. 관측으로부터 태풍의 강도가 최근 증가하는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환경에서도 꾸준히 태풍의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태풍의 강도는 증가하는 접안 지역에서의 인간활동과 더불
어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의 가능성을 높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라 태풍의 
활동이 활발한 서태평양 난수역이 확장한다면 한반도가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에 보
다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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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에 따라 강한 태풍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
는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에 대한 상세한 해양 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태풍 
예측(진로, 강도) 정확도를 높이고, 특히 급격히 강화되는 (Rapidly Intensified, RI) 강
한 태풍에 대한 예측 정확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 

그림 1.2.7 태풍에 의한 위험 빈도와 사망 위험도 분포 (2010년 기준) (From Peduzzi et 
al., 2012).

그림 1.2.8 관측과 모델에 의한 태풍의 강도 변화 및 예측 (Knutson et al., 2010.)

❍ 미국 국립허리케인 센터(National Hurricane Center, NHC)에서 제시하는 대서양 허
리케인 진로예측 정확도는 1990-2005 기간에 48시간 예측의 경우 200 km 오차에서 
100 km 오차 수준으로 15년간 약 50% (50%/15년=3.3%/년, 연간 약 3% 정확도 상
승)의 정확도가 상승됨. 



- 13 -

❍ 북서태평양 우리나라에서 태풍 예보하는 영역에서, 최근 기상청(그림 1.2.9)에서 우리나
라의 48시간 진로예측 정확도는 2008년 229km에서 2014년 약 172km 정도에 도달하
여 연간 진로 정확도 개선율은 3.6 %로서, 일본보다는 양호하나 미국수준 (4.6%/년)에 
도달위해 꾸준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유, 2016). 태풍진로 예측의 경우, 해일예측에
도 활용되기 때문에 48-72시간 예측 진로오차의 절대적인 거리가 중요하며, 우리의 경
우 100-200km 거리는 상륙이 부산인가 여수인가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1.2.9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 기관별 진로오차 (km) (유, 2016).

❍ 진로보다 강도예측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향상되어 왔으며, 대서양에서 미국립허리케인 
센터에서는 1990-2015년 기간에 강도오차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임 (그림 
1.2.10).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48시간 예측 오차는 15년간 약 17 kts에서 13 kts
로 개선되는 데 그쳐, 강도 예측 개선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의 경우,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짐. 미국 대서양 
태풍센터(NHC)의 2003-2005년 3년 평균적으로 48시간-84시간 예측 정확도는 그림 
1.2.11와 같이 20-30 노트(kts)에 달함(그림 1.2.11 좌측). 태풍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파랑효과를 고려한 미지구물리연구소(GFDL) 연구(그림 1.2.11 우측) 강도오차
는 쉽게 30노트가 넘어섬. 

❍ 북서태평양 난수역에서는 급격한 강화가 자주 발생함. 매미(2003), 산바(2012)는 최대풍
속이 각각 150노트, 155노트에 달하였으며, 급격히 강화된(RI) 태풍이었음 (그림 
1.2.12). 대만에 영향을 준 2010년 태풍메기는 160노트까지 달함. 급격히 강화되는 태
풍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집중적인 태풍강도 예측기술 향상
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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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0 1990-2015 기간 대서양 허리케인센터 예측 강도오차 (Tallapragada, 2016).

❍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경로와 강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음. 태풍의 경로의 경우 기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지만 태풍 강도 
예측 분야는 해양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발달하고 있는 해양 
예측 분야와 함께 현재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임. 그림 1.2.12은 2003년 한반도에 크
게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가 해양의 난수성 에디를 지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음. Yablonsky and Ginis (2008)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예로
부터 태풍의 강도 예측에 있어 해양의 초기화가 중요함을 수치모델로 보이기도 했음. 

❍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해양-대기 결합 모델에 기반한 태풍 모형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특히 
해양 자료동화를 적용한 해양 초기화는 향후 태풍 강도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임. 
또한 태풍의 강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를 적용한 지역 모델이 요
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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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1 2003-2005년간 대서양 급격히 강화된(RI) 태풍의 예측 정확도 (좌) 및 파랑효과를 
고려한 태풍 리타 강도 예측 (Ginis, 2009). 48-84시간 강도예측 오차가 20-30kts에 달
함. 

그림 1.2.12 태풍 매미(2003년)가 지나가기 전 해면고도변이와 관측으로부터 계산된 
TCHP(Tropical Cyclone Heat Potential). 태풍 매미의 경로를 함께 표시했으며 해양
의 난수성 에디를 통과하면서 그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줌. (From Lin et al., 
2012).

❍ 기존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소규모의 해양물리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정밀한 해상
도를 가진 해양수치모델을 구성하여 시도되고 있는데, 대기와의 운동량 및 열·염 교환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임. 태풍으로 인한 대기-해양의 상호작용의 경우 단
순한 모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
요함. 현재까지는 2관측자료를 통계로 도출된 모수를 이용하여 대기와 해양 사이의 교
환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태풍과 같은 급격한 조건 변화에서는 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해
야 함. 파랑은 대기와 해양 사이의 경계층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운동량 에너지로 정의
될 수 있으며, 파랑의 에너지 및 표면 거칠기 등의 상태에 따라 대기와 해양의 교환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파랑을 고려한 대기와 해양의 물리량 교환율을 산정하여, 대기 
및 해양 예측 모델링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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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온난해역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서안경계류특성 연구

❍ 서태평양 온난해역은 전 지구 해양에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구 기후계의 
열 공급처 역할을 하는 해역으로 ENSO 발생 조절, 태풍 발생 및 아시아-태평양 몬순 
조절 해역으로서 전 지구의 기후계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및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정기적인 고층관측은 대부분 지상의 관측소에 있어 북서태평양 대양 지역은 고층관측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 고층관측의 결핍은 태풍 등 조직적인 열대/아열대 적
운 대류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현상을 모의하고 예측하는데, 큰 오차를 만들어 낼 수 있
음.

❍ 이 해역의 서안경계류는 북태평양의 순환계의 축을 이루며 열과 염을 북쪽으로 수송시
키는 역할과 함께, 대양 열염순환계 관점에서는 인도네시아 통과류와 연결되어 열 수송
의 시발점이 됨(Hu et al., 2015). 이러한 해양기후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해역의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관련된 물리 기작 및 변동성과 서안경계류의 수송량(열염 수송
량)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모델
분석 결과에 의존하고 현장 관측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임. 이는 북서태평양의 해황의 변
동성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양변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
이 됨.

❍ 부정확한 태풍 예측은 종종 해양 환경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함. 고
온의 해수를 이송하는 쿠로시오 경계에는 위치한 수온전선의 이동과 관련된 프로세스인 
표층수온의 변화가 태풍에 피드백을 줌(Kuo et al., 2011). 태풍의 이동에 따라 아표층
과 상층의 유향이 반대가 되어 연직혼합이 강화되어 상층 냉각이 강화될 수 있음(그림 
1.2.13).

그림 1.2.13 쿠로시오 경로로 태풍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상층 냉각의 모식도

❍ 태풍이 쿠로시오 경로를 통과하면 쿠로시오 축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음. 대만 북동 해
역에서 Radar system으로 태풍 통과 후 쿠로시오 축이 대륙붕으로 이동한 현상이 직
접 관측됨(Morimoto et al., 2009). 쿠로시오 축이 이동함에 따라 쿠로시오 아래 아표
층의 해수가 대륙붕 위로 이동하여 저온의 환경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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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는 태풍을 포함한 열대성 저기압의 강화와 발생 빈도를 증가시킴. 이런 환경
에서는 난수성에디 대비 냉수성에디의 비율이 증가하여 쿠로시오에 영향을 미치는 양의 
잠재와도 플럭스 경향이 증가함. 이는 고위도에 열을 공급하는 쿠로시오를 강화시킴
(Zh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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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1.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해역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

1) 조사선 및 무인관측기기 등을 이용하여 태풍-해양 상호작용 요소 관측

- 북서태평양 난수괴 해역 조사선 조사 IV
- 조사해역 해양로봇 조사 IV
- 항공조사(NOAA)

2)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태풍의 급강화기작규명 및 태풍 강화 요소에 따른 급강
화재현 실험

- 난수역 조사자료 기반 해양-대기 요소 이해
- 난수역 수온조건에 따른 급강화 효과 실험 수립
- 단순 태풍 강도 모형을 이용한 태풍 강도 변화 실험
- 급강화 태풍시 해양-대기 플럭스 분석 및 이해 I 
- 파랑-해양-태풍모델 초기결합 모형 개발

3) 열대 온난역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 및 아열대 해역 에디
(eddy) 변동성 연구 

-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활동 변화 분석
-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모의를 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냉/난수성 중규모 에디 과
거 변동 분석과 미래 전망
- 서태평양 온난해수역 장주기태풍활동 변화 분석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 특성 단기 미래 예측

2.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기술개선/개발 연구

1) 다양한 해양모델링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수온구조예측기술개발 

- 관측자료 활용 북서태평양 순환모형 개발/수립
- 2019년 자료 상층 수온구조 재현/예측 실험 및 검증

2) 태풍-해양 결합 모델을 이용한 태풍 강도 예측기술개선

 - 단순 태풍 강도 모형 수립
 - 기존 운동량 및 열교환 모수화를 활용한 연차별 태풍 진로 및 강도예측
 - 초기조건 및 경로에 따른 앙상블 예측 방법(C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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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온난해역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서안경계류특성 연구

1) 해수면 플럭스관측 및 해양변동성 역학과 중위도 원격상관연구

 - 해양-대기 플럭스 및 이산화탄소 플럭스 관측
 - 계절내진동 특성과 경년 변동성 분석
 - 해양-대기 연직 프로파일 시범 관측
 - 대기관측부이를 이용한 해양-대기 변수 장기 시계열 관측
 
2) 서안경계류관측 및 특성 분석

- 민다나오 해류 관측을 위한 해류계 설치 
- 저위도 서안경계류 특성 정리 
- 민다나오 해류 시스템 구조 및 열수송량 특성 분석

3) 서안경계류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연구

- 해류 시계열 자료 기반 쿠로시오 변동 분석
- 해류 관측 자료와 자료동화모형 모의 결과 비교
- 계절별 쿠로시오와 동중국해 해류의 연관성 분석
- 동중국해 남부역과 북부역의 쿠로시오 변동성과 동중국해 해류 변동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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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 태풍이 급격히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난수괴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
해

❍  동중국해에서 태풍에 의한 해양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함 (기초기술연
구회, 2011). 관측기간중 동중국해를 직접 통과한 태풍은 2회(2007년 태풍 나리, 2010
년 태풍 콤파스) 있었으며, 태풍 나리 통과후 수일후 관측한 CTD조사에서 용승과 혼합
특성이 관측되었으며, 연직 단주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이같은 단주기 운동
은 해양혼합과 관련하여 랑뮈르 순환 연계성이 추정됨. 2010년 5th beam을 장착한 관
측기 계류로 태풍 통과전, 통과시, 통과후 해양반응중 유동특성이 상세히 관측됨. 이를 
통해 태풍시 상부혼합층에서의 난류혼합이 왕성히 일어나며, 상부혼합층의 에너지가 수
온약층이하로 전파되는 과정이 관측됨. 이는 태풍시 내부파의 발생 연계를 최초로 시사
하는 관측결과로 태풍혼합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함.

❍ 동중국해상에서 2007, 2014년, 2015년에 동중국해에서 조사된 열용량 분포는 그림 
1.4.1에 제시함 (기초기술연구회, 20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관측점 서측해
역은 서쪽에서 저층냉수의 유입으로 열용량이 작으며, 대체로 동쪽은 대마난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큼. 2007년 최대 열용량이 70 KJ/cm2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같은 8월 하순임에도 최대치가 40 KJ/cm2 이하임. 멕시코만의 Loop 해류 해역에서는 
약 100 KJ/cm2에 도달함. 이같이 작은 열용량은 동중국해역에서 태풍강도가 지속적으
로 약화되는 특성을 설명함. 

그림 1.4.1 좌에서 우로 2007 (8월 하순), 2014 (9월 중순), 2015년 (8월 하순) 해양열용
량(Ocean heat content). 

❍ 동중국해 영역에서 내부파의 감쇄에 따른 난류혼합 연계성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결과는 
2014년 하계조사 관측자료 해석 연구에서 제시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이 해역
에서 나타난 부력진동수 부근 단주기 내부파의 감쇄 및 이로 인한 혼합특성은 태풍시 
상층혼합외에 내부파 발생을 통한 추가적인 혼합기작 존재 가능성을 시사함. 대양에서
의 혼합층 이하 수온약층에서 상층으로부터의 열전달과 관련된 혼합특성을 규명하는 데 
내부파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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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대만과 미국은 북서태평양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강한 태풍에 대한 상호작용 연
구를 실시함(그림 1.4.2). 2010년 8월 20일-10월 20일까지 조사 프로그램(ITOP) 수행 기
간 중에 파나피(Fanapi), 말라카(Malakas), 메기(Megi)가 통과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표
층부이(drifting buoy), 계류부이(Mooring buoy), 및 태풍관측 항공기(C130)를 투하함. 
2 등급 태풍인 말라카스는 상층열용량(UOHC)이 38-42KJ/cm2 해역을, 3등급 태풍인 파
나피는 UOHC가 65-78 KJ/cm2 해역을 통과함(Lin, 2016). 

그림1.4.2 2010년 대만/미국 공동 조사(Aug.20-Oct.20, 2010)(ITOP)시 계류부이(Mooring buoy) 
설치와 항공기에서 표류부이 투하 등을 통한 조사를 수행함(Lin, 2016).

-  최근 수년 간 국외에서 파랑 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양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국
내의 경우 웨이브 글라이더 등 무인자율 해양관측 로봇을 이용한 태풍 조사를 목적으로 
한 해양 관측은 없었음.

-  국외의 경우 하와이에서부터 호주 시드니까지 Wave Glider를 이용한 태평양 횡단 관측
을 수행하던 중 남태평양에서 인근을 통과하는 태풍 Freda로 방향을 돌려 태풍을 관통
하는 관측을 수행하였으나 대기 및 표층 관측에 국한됨(그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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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3a 태평양 횡단관측 중인 글라이더 글
라이더 Benjamin 모습.

그림1.4.3b 글라이더 부착 센서를 통해 관측된 해
면기압(상), 유의파고(중), 바람(하).

- 미 항공우주국(NASA)은 무인 항공기인 Global Hawk에 의한 허리케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음. 글로벌 호크는 본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 정찰기로, NASA가 기상 관측용으
로 개조하여 허리케인 관측에 이용하고 있음. 유인 항공기는 허리케인까지의 왕복 비행
시간을 제외하면 연속 관측을 10시간 정도를 할 수 있지만, 글로벌 호크는 30시간 정도
의 연속 관측이 가능함. NASA의 글로벌 호크에는 dropsonde를 투하하기 위한 설비와 
기상 위성에 들어가는 최신 센서가 탑재되어 있음. 허리케인의 위치에 반응해 궤도를 수
정할 수 있는 기상 위성과도 비슷하여, NASA에서는 글로벌 호크를 가상 위성(virtual 
satellite)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관측 수법의 확립을 통해 예보 정밀도를 개선시키
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태풍 매커니즘의 구명에도 이용되고 있음.

❍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태풍의 급강화 기작 이해 및 재현 실험 분야
-  급강화 기작 연구를 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없으나, 태풍 강도, 진로 정확도 개선을 위

한 연구로서 미국, 일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음. 
-  대기-해양 경계층인 해표면에서의 파랑효과를 고려한 실험에서 2005년 태풍 리타의 진

로예측은 개선을 보이나, 강도예측 오차는 개선효과가 없음.
-  태풍의 강도변화가 표층의 해수면 온도에 의한 열속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해양 혼합층이 태풍 발달, 약화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됨.
-  전통적인 대기-해양 운동량속의 모수화는 태풍 등의 초강풍에서의 관측 자료가 부족함, 

현재 자료는 중간풍까지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수립한 것으로, 초강풍에서의 에너지 교환
량은 해상상태에 따른 조도 및 Sea Spray을 고려한 개선이 시도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각종 기상, 해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기 해면 과정에 대한 운동량, 
물질 교환에 대한 다양한 검토(SOLAS-int.org)가 이뤄지고 있음(그림 1.4.4). 태풍 등 
강풍에서의 연구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본 사업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대기-해양 결
합모델에 이식시켜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염, CO2 플럭스 모델을 구축하고, 관측치와 
비교를 통해 태풍 시의 모수화 결정에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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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4 대기-해양 상호작용 모식도(SOLAS 2015-2025).

-  태풍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미국 MIT 대학의 Kerry Emanuel 교수
는 해양 혼합층의 변화를 고려한 단순한 태풍강도 예측 모형인 CHIPS(Coupled 
Hurricane Intensity Prediction System, Emanuel et al., 2004; Emanuel, 1995)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태풍 강도 예측기술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역학모형
과 달리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모형도 활용하고 있음. 

-  태풍 강도 급강화(Rapid Intensification, 이하 RI)의 기준은 미국 허리케인 센터(NHC)
에서는 대략적으로 “24시간 동안에 태풍의 최대 풍속이 30 kt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함. 이는 태풍 중심기압의 급강하를 수반하며 통상 24시간 동안에 약 42 hPa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함. 태풍의 급강화는 강한 태풍 발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통
상적인 태풍의 발달 시에도 종종 볼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움(http://hurricanes.wikia.com/wiki/Rapid_intensification). 

-  Kaplan et al.,(2010)은 RI 지수를 대서양과 동태평양에서 각각 산출한 바, 두 지역에서 
RI로 발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우선 순위가 다름을 주장함. 즉, 대서양에서는 직전 12
시간 동안의 강도 변화, 상층 발산, 그리고 연직 쉬어가 가장 중요했으며, 동태평양에서
는 직전 12시간 동안의 강도 변화, 내부 코어 대류의 대칭성 그리고 현재 강도와 최대 
잠재 강도의 차이 등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1.4.4 CHIPS 모형의 개념도 및 해양의 영향에 대한 태풍 강도 변화 모의 결과(Emanue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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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급강화 기작은 해양-대기 단기 열교환 기작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태풍시기 수일동안의 난수괴 해역 등에서 잠열속(Latent heat flux)의 단기정보가 필요
하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자료 해상도가 부족하고 전 지구 광역해역 연구(그림1.4.5)에 
제한됨.

그림1.4.5 위성 1주일(6-12, Jan 1997) 평균 Latent heat flux 분포도(Bentamy et al., 
2003).

- 일반 태풍에 비해 급강화 태풍에 대한 에측 오차가 20-30노트 정도로 크게 나타나며(그
림1.4.3), NOAA의 허리케인 예측개선 프로젝트(HFIP) 이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됨(Tallapragada, 2016).

- 급강화 기작과는 별도로 태풍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대기-파랑-해양 상호작용
을 고려한 결합모델 개발 등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대기-해양 상호작용에서의 운동량 교환을 위해 해표면에서 파랑 모델을 이용한 대기-파
랑-해양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대기와 해양의 운동량 교환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하
는 노력이 있으나, 태풍 급강화 기작을 보기 위한 시도는 아님.

-  해양과기원 연구에서 MOM3-GFDL 결합모델을 사용하여, 2005-2008년 내습 13개 태
풍의 해양초기조건에 대한 태풍경로/강도 예측 민감도를 제시함.

-  해양과기원에서 해양재분석장(NWPROM)과 미해군 NCODA 자료를 이용한 2일 예측 결
과, 모두 약 100km 이하의 오차를 보임. 최대 강도 오차가 약 15 hPa 정도이나 강한 
태풍 최대오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강한 태풍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지배적이므로 강
한 태풍의 강도오차 개선 노력이 중요함.

- 단순 해양-태풍 결합 모형(CSTORM) 개발 및 활용 연구: 일반적으로 다양한 해면 수온 
관측 자료를 활용한 태풍발달 모형을 이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위성을 활용한 간접적인 
관측 자료를 활용하며, 뜰개 자료의 경우에는 광역을 조밀하게 관측하기 어려워 자료동
화 모형을 활용하여 해면 수온을 정량화하여 이용함. 

❍ 열대 온난역 확장과 엘니뇨 변동에 따른 태풍의 중장기적 변동성 및 아열대 해역 에디 
변동성 연구 분야

-  Webster et al.(2005)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북서태평양 온난 해수역(Warm pool) 확
장에 따라 태풍강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

-  Carmago et al.(2013)은 다중 CMIP5 모형을 이용하여 태풍활동에 대한 태풍잠재발생 
지수 및 개별 태풍 분석을 통해 태풍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음. 태풍 발생 빈도와 관련
하여 태풍 미래 전망은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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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et al.(2014)는 열역학적인 태풍잠재강도를 이용하여 엘니뇨에 의한 두꺼워진 해양
내부 혼합층은 동태평양 태풍 발달에 에너지를 공급해 태풍 강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임.

-  Boucharel et al.(2016)은 중태평양 엘니뇨 및 동태평양 엘니뇨에 따른 동태평양 태풍
활동에 영향을 주는 ACE, SST, VWS, RH 등의 차이를 보임. 엘니뇨에 따른 해양 내부 
변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Kim 등(2014, OSJ)은 대만 남동방 해역(북위18도, 동경135도)에서 ADCP 해류관측을 
통해 북태평양 아열대반류(STCC)의 분지를 직접 측류하였음. 겨울부터 봄철까지 STCC
가 지속된 것과 더불어 북위17.5도와 20.5도 주변에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디들이 각
각 동서 방향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들 에디들이 동향하는 STCC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파악함.

-  Qiu 등(2014, JPO)은 위성고도계 자료와 고해상도 해양순환 모형 모의를 통해 STCC에 
나타나는 150km 규모 이상의 중규모 에디를 분석하고, 에디 운동에너지와 와도 변동성
이 각각 5월과 4월에 계절적 최대치를 가짐을 발견함. 이러한 중규모 에디의 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부 경압불안정성(baroclinic instability)으로, 이 불안정성은 
연직 쉬어를 가지는 STCC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40일 정도의 시간규모로 
성장하며 파장 250km 규모로 발달한다고 제시하였음.

2.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태풍 예측기술개선/개발 연구

❍ 국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해상도의 해양-대기 결합 모델
을 기반으로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미국에서는 GFDL/URI 결합 허
리케인 예측 시스템(Yablonsky and Ginis, 2008)에서 해양 초기화를 적용한 태풍 강
도 예측을 수행하였고, 일본 JMA에서는 CMSM (atmosphere-ocean coupled 
mesoscale model) (Ito et al., 2015)을 이용한 바 있음. 전세계적으로 고해상도 해양-
대기 결합 모델과 해양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한 기관에서 태풍 강도 예측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대기 지역 결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해양모델로는 
GFDL의 MOM5(Modular Ocean Model Version 5)를 대기모델로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casting) 모델을 OASIS 결합자를 이용하여 결합한 바 있음. 또한 
해양 모델의 초기화를 위하여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자료동화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그러나 해양 모델인 MOM5는 기후모델에 적합한 
Arakawa-B 격자로 구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태풍 예측을 위해서 
Arakawa-C 격자인 MOM6로 버전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해양 초기화에 따른 태풍 
강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태풍 강도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태풍으로 기인한 
자연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NOAA에서는 WW3모델을 이용하여 극지방을 제외한 전구영역에 대한 5일 예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의 주요지역에 대한 상세 영역을 따로 모자이크 방법으로 구성
하여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한국 기상청에서도 WW3모델을 이용하여 전구 및 한반도 
부근의 파랑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상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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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에서 대기-해양-파랑 결합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수행되
고 있는데, 저질에서의 퇴적물의 물리 현상을 모의하는데 있어, 파랑의 역할이 필수적이
기 때문에 고려되고 있으나, 대기 및 해양 상태에 따른 파랑의 변화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파랑의 역할을 고려하는데에는 해양에서의 대기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
어 파랑의 역할을 부여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

❍ 해양표층에서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마찰응력은 경험식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주로 정상상태의 해양 및 대기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태풍과 같은 예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기존 난류 
모델에서는 쇄파나 기포의 혼합 등에 의한 표층 난류 전체를 부시네스크 과점성 가정으
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모델 계산에서는 표층연직격자의 간격 이하이므로 거의 무시
되고 있으나, 태풍과 같은 유의파고가 10미터 이상의 상황이 되는 경우 버스트충의 두
께가 10미터 이상이 되어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수적임(Murakami and 
Yasuda, 2008). 해양 순환과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해수면에서의 진동인 파랑의 에너지가 수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난류모델
의 경계를 보안해줌으로써 고려하는 방법이 Mellor and Blumberg (2004)에 의해 제안
되었고, 파랑에너지에 의한 수직적인 에너지를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Qiao et al., 2010) 등이 사용되고 있음. 폭풍해일과 같은 상세규모의 실시간 시뮬레이
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파랑의 영향이 고려되는데, 파랑의 상태(파고, 주기, 파
향 및 표층거칠기 등)에 따른 해양에 입력되는 교환율 모수화 개선, 파랑장으로부터 산
정되는 방사응력 또는 파랑으로부터 소산되는 에너지를 해양의 표층에 추가적인 마찰응
력으로 부여하는 방안 (Lee et al., 2013) 등이 연구되고 있음.

❍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국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SOLAS (Surface Ocean and Lower Atmospheric Studies)는 해양 또는 대기학자들
의 초기 연구수행결과에 기반하여, 그 사이의 분야인 저층대기 및 표층해양을 초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대기 표층에서의 flux 관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특히 
Sea Spray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적용해 볼 필요
가 있음.

❍ 웨슬리대학에서는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대형풍동실험시설인 SUSTAIN을 활용한 연구
를 진행 중임. SUSTAIN 실험시설은 최대 80m/s의 초강풍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버블발생 및 물질교환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설임. 강한 바람여건에서 
해수중의 가스 농도 측정을 통해 대기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버블발생을 측정할 수 있
음. 풍속이 30-35m/s 대에서 가스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태
풍-모수화 커브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바람-파랑 발생과 연관하여 
Spray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초연구로 생각됨.

❍ 폴란드 해양연구소에서는 선박에서의 Sea Spray을 통한 교환량 관측에 대한 연구로 음
향센서를 이용해 수중에서 거품과 파열 등으로 인한 음향을 감지하여 스프레이의 교환
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시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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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에서 사용되었던 태풍전용 수치모델은 GFDL모댈을 기반으로 한 GFDL model 
(GFDK)과 순압모델인 BATS, MM5 기반의 MTM, 그리고 천수방정식 기반의 DBAR 등
이 있었으며, 2008년에 개발되어 2014년까지 운영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태풍전용모
델 (Typhoon WRF; TWRF)는 48시간 예측오차가 ECMWF의 오차보다 큰 차이를 가지
게 되어 태풍지역통합모델(TRUM)을 개발하여 운용중임. TRUM은 태풍 강도예측 향상
을 위해 해상도를 6 km까지 증가시키고 물리모수화기법 최적화 및 역학적 초기화기법
을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음.

❍ NCEP의 HWRF모델은 대서양과 동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진로, 강도, 구조 
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NCEP에서 운용중인 현업모델로, 2007년 태풍 시즌
부터 운영되고 있음. 

-  HWRF는 POM 해양모델과 접합을 통해 TC 강도 예측에 중요한 요소인 대기-해양 상
호작용을 고려하고 있음. 

-  HWRF와 결합되는 해양모델은 MPIPOM-TC 또는 HYCOM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며, 파
랑모델인 WW3과 지표모델 (Noah LSM)과의 결합도 개발되었음.

그림 1.4.6 HWRF 태풍에측모델 시스템 순서도

- ECMWF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고해상도 전지구 기상모델 (HRES) 및 앙상블 (ENS) 모델
을 이용한 태풍예측결과 및 가능성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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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ECMWF의 태풍예측 서비스
(https://www.ecmwf.int/en/forecasts/charts/t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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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온난해역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서안경계류특성 연구

❍ 북서태평양에서의 순환 연구는 대규모 국제 공동 관측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음. 
CSK(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 1965-1979)와 
WEPOCS(We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Circulation Study, 1985-1988) 프로
그램은 이 해역의 해양 순환 이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2000년대 들어 OKMC(Origin of the Kuroshio and Mindanao Currents, 
OKTV(Observations of Kuroshio Transport and Variability) 및 
NPOCE(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 등을 
통한 관측 연구 결과로 서안경계류의 구조 및 형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연구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변동성과 전체적인 연관성 파악을 위하여 시계열 해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북서태평양 온난해역(동중국해 포함)에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는 거의 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북적도해류와 쿠로시오 관측을 수행한 바 있으나 저위도 서
안경계류 관측 연구는 수행한 적이 없음

❍  쿠로시오 주축의 위치 변동과 동중국해의 해양환경 간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전 지구 자료동화모형의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일부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
함.

❍ 북서태평양의 해양-대기의 종관적 변동성은 기후적으로 북동아시아 지역과 원격상관을 
통해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Kosaka and Nakamera, 2006), 북서태평
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음(Chou et al., 2010).

❍ 동중국해에서 중규모 해양-대기 상호작용으로 인한 강수량 변화 연구는 주로 인공위성 
자료, 수치모델 실험, 재분석장 등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 연구자
들을 중심으로 선박에서 시공간적으로 조밀한 해양-대기 수직 프로파일을 얻음으로써 
쿠로시오 변동과 Baiu 전선 변동의 상관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됨(Sato et 
al. 2016). 

❍  북서태평양에서의 순환 연구는 대규모 국제 공동 관측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음. 
CSK(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 1965-1979)과 
WEPOCS(We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Circulation Study, 1985-1988) 프로
그램은 이 해역의 해양 순환 이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2000년대 들어 
OKMC(Origin of the Kuroshio and Mindanao Currents, OKTV(Observations of 
Kuroshio Transport and Variability) 및 NPOCE(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Experiment)등을 통한 관측 연구 결과로 서안경계류의 구조 
및 형성기작에 대하여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변동성과 전체적인 연관성 파악
을 위하여 시계열 해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쿠로시오 주축의 위치 변동과 동중국해의 해양 환경 간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전 지구 
자료동화 모형의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일부 상관성이 제시됨. 그러나 장기 
현장 시계열 해류 조사 자료가 없어 연구 결과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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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1차년도 수행 과정 및 내용(2017년)

2-1-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2-1-1a 관측자료기반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지도
1)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가. 관측 및 에디특성
- 2017년 하계 9월 8일 – 9월 30일 기간중에 아래 해역에서 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그림 2-1-1a-1-1 2017년 조사해역의 CTD(T02-T32) 및 xctd (X02-X13, XE1-XE7) 관측점. 
하늘색 선은 uCTD 관측 단면임. 파랑글라이더 관측점(SV3, SV2)에서도 CTD 조사 수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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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N, 19.5°N, 2개 단면에서 2000m CTD 조사 외에 xCTD를 투하하여 대략 1000m 수
심까지의 수온,염분 특성을 파악하였고, 아울러 Underway CTD를 활용하여 3개 단면(그
림 2-1-1a-1-1에서 하늘색 단면)에서는 200-250m 상층까지의 수온, 염분 특성을 관측
함. 관측영역의 동서방향 영역은 127.5°N- 133.5°N로서 약 600km이며, 남북간 거리는 
17.5°N-20.5°N로서 약 330km 임.

- 조사해역은 난수성 및 냉수성 소용돌이가 많은 eddy-rich zone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SSHa자료(그림 2-1-1a-1-2)로부터 warm eddy와 cold eddy가 다수 존재하는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음. 

그림 2-1-1a-1-2 9월 8일-23일간 5일 간격으로 Copernicus website(http://marine.copernicu
s.eu/services -portfolio/access-to-products/)에서 제공하는 관측해역의 해수변 변위 anomaly 
(SSHa) (m)의 시간 변화. 

 

- 조사해역으로 항해 당시 태풍 Talim이 대만으로 향하고 있어 이를 피해 동쪽으로 항해하여 
9월 14일에 첫 번째 단면의 동쪽 끝 관측점 T08 조사를 시작으로 16일 T02 CTD 조사를 종
료함. 그림 2-1-1a-1-2에 보이듯이 CTD 관측 직전일(9월 13일)에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
디의 존재가 뚜렷하여 태풍전 에디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가 가능하였음을 시사함. 

 

http://marine.copernicus
http://marine.coper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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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xCTD, CTD 조사 및 파랑 글라이더를 계류를 마친 관측기간은 비교적 짧은 9월 14
일부터 23일까지 10일 소요되었으나, 이 기간(9.13-9.23)중 나타나는 에디의 시간 변화가 
유의할만함. 

- 조사해역의 4개 단면에서 성과지표인 수온, 염분 등 해수물성의 2000m 수심까지 연직 단
면 특성은 그림 2-1-1a-1-3, 2-2-1a-1-4에 제시하였음. 

나. 수온, 염분 물성의 단면별 연직분포 특성

그림 2-1-1a-1-3 T02-T08(상) 및 T10-T16(하) 단면에서의 수온(좌) 및 염분(우) 연직분포도.

- CTD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인 수온, 염분의 연직단면 분포는 그림 2-1-1a-1-3과 
같음. T02가 위치한 단면에서는 2000m까지 분포를 T10 단면에서는 1000m까지의 수온 
및 염분 특성을 제시함. T02-T08 단면의 상부 수온 혼합층은 대략 50m 정도이며, 



- 33 -

100-200m 층에서 고염수가 나타나나, 450-900m 층에서는 34.4‰ 이하 저염수층이 두드
러지며, 두 특징적인 수괴가 연직구조를 지배함. 

- 19.5°N T10-T16 단면중 T11, T12지점에서의 26℃ 등온선은 수심 100m에 위치하여 난수
성 에디중심의 열에너지가 매우 높음을 추정할 수 있음. 100-200m 수심층에 35‰ 이상의 
고염수가 존재하며, 고염수 최고치는 T12에 위치함. 이는 난수성 에디중심부 근처로서 난
수성 에디특성 존재와 상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400m-900m 층에는 34.4‰이하 
저염수가 존재하며, 염분 최소층은 T13에서 나타남. 이같은 상부 염분 최대층과 하부 염분 
최소층의 북서태평양 모드수 등과 관련하여 분석중임. 

그림 2-1-1a-1-4 T18-T24(상) 및 T26-T32(하) 단면에서의 수온(좌) 및 염분(우) 연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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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N 단면(T18-T24)의 수온, 염분의 연직단면 분포는 그림 2-1-1a-1-4(상)과 같음. 
SSHa자료에 보이듯이 T18-T20이 위치한 지점이 난수성 에디의 하방경계에 유치하여 상
층 고온수의 두께가 두터움. 반면에 T21-24까지는 냉수성 에디의 영향으로 상층 고온수의 
두께가 얇음. 100m-200m 층에 35‰ 이상의 고염수가 나타나고, 450-900m 층에서는 
34.4‰ 이하의 저염수층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34.16‰의 최소 저염수가 동측 끝 관측점들
인 T23, T24에서 나타남. 염분 최소치 위치의 공간적인 특성은 다르나 경향은 북측 두 개 
단면과 유사함. 

- 17.5°N 단면(T26-T32)중 T27지점에서 26℃ 이상의 수온층이 상부 100m 층에 위치하여 
난수성 에디의 수온 분포 특성이 나타나고 수온 분포가 downwelling 특성이 나타남. 
100-200m 수심층에 35‰ 이상의 고염수가 나타나며, 400m-750m 층에는 34.4 이하 저
염수가 나타남. 공간적으로 북측 관측의 저염수 발생층이 더 두텁고, 대체로 동측 관점에
서 염분이 더 낮아 북동쪽이 저염수 기원으로 보임. 

- 경도126° 단면(XE1-XE7)에서 1000m까지의 수온, 염분의 연직단면 분포는 그림 
2-1-1a-1-5(하)와 같으며, 관측시기의 SSHa 분포는 윗그림과 같이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디를 관통함. XE1-3까지 난수성 수괴특성이 뚜렷하며, XE2에서는 26℃ 이상의 수온이 
상층 100m 위치함. 냉수성 에디가 상층에 존재하는 XE6, XE7 정점에서는 1000m에서 
300m 층까지 등수온선이 위로 향하는 upwelling 특성이 뚜렷함. 염분의 경우 
100m-200m층에서 나타나는 25‰ 이상의 고염층이 XE1-XE3까지만 존재함. 따라서 이러
한 고염수는 남측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임. 34.4‰ 이하의 저염수는 400m-700m 층에 
존재하고, 34.16 염분 최소 등염선은 남측 관측점에서 더 두터움. 난수성 에디의 하층 
100m-200m 층에 35‰ 이상의 고염수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XE4-XE6에서는 800m 이하 수심에서 34.4‰ 이상의 고염수가 upwelling 하는 특성이 뚜
렷함. 이 수심대에서 수온구조도 upwelling 특성이 뚜렷함. 

그림 2-1-1a-1-5 xCTD 남북 단면(XE1-XE7)에서의 수온(하좌) 및 염분(하우) 연직분포도. 윗 그림은 
SSHa 높이 및 센서 투하 위치 (+표기 7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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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가. 열용량 단면 특성
- 수온 연직 구조자료로부터 관측해역 단면별로 산정한 열용량은 26℃ 이상의 상층해역에서

의 단위 단면적당 수층에 대한 열에너지를 나타냄. 그림 2-1-1a-2-1(우측)에 5개 단면에
서의 열용량을 산출하였음.

- 두 번째 단면에서 최대 135 KJ/cm2 정도의 최대 열용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5°N 
단면 해역의 열용량이 매우 큰 해역임. 과거 자료로부터 90-100 KJ/cm2 이상의 열용량 
환경에서 4내지 5등급 태풍으로 강화될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하면 이 해역의 100KJ/cm2 
이상의 열용량을 지닌 난수성 에디의 존재는 이해역을 통과하면서 태풍이 강력히 강화될 
수 있는 해양여건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그림 2-1-1a-2-1 우측 최하 그림에 남쪽 단면(N21.7°)에서 북쪽 단면(N25.4°)으로 가면서 
초기 125 KJ/cm2 정도의 높은 열용량이 나타나고, 이후 30 KJ/cm2 이하의 낮은 값이 나
타남. 

- 열용량 공간특성을 보여주는 그림 2-1-1a-2-2에 130°E를 경계로 서쪽 해역에서 100 
KJ/cm2 이상의 높은 열용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동측 해역에는 50 
KJ/cm2 이하 낮은 열용량이 나타남.

그림 2-1-1a-2-1 4개 동서단면(20.5°-17.5°) 및 남북단면(XE1-XE7)에서 경도/위도별 열용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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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a-2-2 4개 동서단면(20.5°-17.5°)의 열용량 수평 분포도. 

나. 열용량과 SSHa 공간특성
- 해표면 변위(SSHa)는 상부 혼합층의 수온팽창에 의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 단면관측이 실시된 시기(9.15-9.25) 시기 초반부인 9월 15일 SSHa (그림 2-1-1a-2-3)로

부터 난수성 및 냉수성 에디 분포 특성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서측의 SSHa 값이 높게 
나타나 관측시의 열용량의 공간적인 특성은 난수성 에디로 인한 것임을 시사함. 

- 동경 126.5° 경도선을 따라 남북방향 열용량에서 초기에 125 KJ/cm2 정도의 높은 열용량
(그림 2-1-1a-2-1 우최하) 특성은 난수성 에디(그림 2-1-1a-1-5)에 의한 특성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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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a-2-3 4개 동서단면(20.5°-17.5°) 영역에서 해수면 변위 (SSHa) 공간 분포.

- 관측기간 동안 난수 및 냉수성 에디는 지속적으로 서진하는 특성을 보임. 에디의 서진에 
대한 정량적인 특성은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에디의 이동성은 해양 수치모델의 예측
성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강화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역
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북서태평양에서 급격한 태풍 강화 특성에 대한 수치모델의 낮은 
예측력은 난수괴의 복잡한 거동에 따른 해양정보의 부정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서태평양 조사 약 1개월 후인 10월 10일 경에 동경 130도를 따라 태풍 Lan이 남북방향
으로 통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태풍 급강화 및 에디특성 변화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은 다음 
성과항목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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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1) 2017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시범자료 획득 
 가. 조사선 선상 시범관측 
- 그림 2-1-1a-1의 관측점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시범조사

의 일환으로 파랑글라이더 2대, 표층 부이 5대 및 조사선에 바람 및 기상센서를 추가 설치
함 (그림2-2-1b-1). 

- 해양-태풍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운동량과 열 플럭스 산출을 위하여 해
양-대기 경계면에서 바람, 기온, 기압, 습도, 수온 등 기본 관측항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함 
(그림2-2-1b-1 우상).

- 잠열속(Latent heat flux, LHF)은 bulk 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됨. 
-  LHF =      
-  (  공기밀도,  Latent heat of vaporization,  난류열교환계수,  10m 높

이 풍속,  해표면 비습,  대기 비습.
- 아울러 현열 속 및 운동량 교환의 기본 요소인 바람에 의한 응력을 난류플럭스를 이용하

여 산출함.

그림 2-1-1b-1 조사선에 탑재된 파랑글라이더(좌상)의 기상센서, 이사부호 선수에 부착된 기상센서
(우상), 발사준비중인 라디오존데(좌하), 조사선 기상관측기(우하) 위치 모습. 좌상 그림에 표층 
부이는 투하후, 현재도 관측중임. 파랑글라이더에는 기 부착된 Airmar 센서외에 1Hz 샘풀링 관
측을 위하여 Gill 센서를 추가 부착하여 9월 16일 – 9월 20일 기간 해상에 투입, 시범 관측함.

 

- 선수에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40Hz 간격의 바람과 1Hz 샘플링 간격의 기상변
수를 관측함. 그림 2-1-1b-2, 3은 조사선상 Csat3 기상센서에서 관측된 바람(u,v,w) 관측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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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2 조사선 선수에 설치된 기상센서에서 관측된 u(좌), v(중), w(우) 바람장. 9월 14일 10시
-11시. T07에서 CTD 조사가 관측된 시점임.

그림 2-1-1b-3 조사선 선수에 설치된 기상센서에서 40Hz 간격으로 관측된 u(좌), v(중), w(우) 바람장. 

 9월 17일 10시부터 관측결과로 T12 도착 약 2시간전임.
- 관측기간중 바람자료는 선수 초음파 관측기, 조사선 부착 관측기, 단기 글라이더 풍속계 

등에서 관측함. 북서태평양에서의 관측자료로부터 15분 평균 마찰속도(, Frictional 

velocity) 및 10m 해상 평균풍속()을 산정하였으며 해상 풍속 () 및 는 그림 
2-1-1b-4와 같음. 

- COARE 3.5 관계식에 비해  에 대응하는  풍속이 작게 나오는 특성을 보임. 이는 
선박에 의한 바람풍속이 약하게 왜곡됨을 시사함. 칼라는 조사선 선수로부터 바람이 불어
오는 상대각도를 나타내며 대략 ±135°내에서 COARE 3.5 라인과 상대적으로 경향이 유사
함. 

그림 2-1-1b-4 초음파 자료로부터 산정된  및 . 청색 실선은 COARE 3.5 자료임. 컬러는 선수
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상대각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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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풍속자료로부터 산정한 마찰속도를 그림 2-1-1b-5에 제시함. 다양한 관측치로부터 
산정한 값이 초음파 관측치로부터 직접 산정한 마찰속도와 비교적 잘 부합함.

- 시범 관측을 통해 바람 응력(  
)산정에 활용되는 마찰유속이 성공적으로 분석된 것

으로 평가됨.

그림 2-1-1b-5 조사선관측(청색선), 초음파평균관측(적색원), 초음파산정(노란원) 및 SV3관측 풍속으로부
터 환산한 마찰속도(Frictional velocity). 9월27일-28일 wave glider의 Gill 센서 자료도 제시됨.

- 그림 2-1-1b-6은 유동물체상에서 관측된 효과를 보정함에 따른 운동량 (<u’w’>, <v’w’>)
의 에디공분산 특성으로서 초기 관측치의 에너지가 크나 보정에 따라 에너지의 수렴특성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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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6 유동 물체에서 관측된(meas.) 운동량 공분산치(<u’w’>, <v’w’>)가 보정
(corr. 및 mreg.)에 따라 운동량 공분산 스펙트럼의 감쇄가 나타나는 특성. 

나. 잠열 요소 시범관측 및 분석 

그림 2-1-1b-7 조사선 선수에서 관측된 1Hz 대기온도(상), 상대습도(중), 기압(하)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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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8 조사선 궤적 따라 대기온도(좌상), 습도(우상), 풍속(좌하), 및 표층수온(우하). 

- 조사선 앞머리에서 초음파센서르 통해 열속 산정을 위한 기본 인자인 기온, 상대습도(%), 
기압(hPa) 시간변화가 비교적 잘 관측되었음 (그림 2-1-1b-7).

- 그림 2-1-1b-8에 초음파 센서로 관측한 기온, 상대습도와 조사선 관측 10m 풍속 및 조사
선 TSG로 관측된 표층수온, 관측시기에 태풍 Talim 발생시기에 오끼나와 남동ㅈ쪽으로 
하강하는 시기와 조사후 동중국해 항해시 시기에 10 m/s 이상의 풍속(노란색, 적색 영역)
이 제한적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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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9 북서태평양 관측 단면별로 산정한 Latent heat flux (Watt/m2). 

- LHF는 그림 2-1-1b-9 및 그림 2-1-1b-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관측해역에서 
100-500W/m2이며, 북위 19.5° 단면에서 500 W/m2 이상의 값이 나타남. 경향적으로는 

그림 2-1-1b-10 관측Latent heat flux (LHF) (Watt/m2) 및 Ocean heat contnet (OHC)(KJ/cm2) 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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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가 높은 난수괴 해역의 수치가 높으나 북서측 해역에서는 100이하의 값도 나타남.
- 이는 대체로 최대 10m/s 내외의 미약한 풍속 환경에서 나타난 값으로 풍속이 30m/이상

에 도달할 때, 1000-1500 W/m2 영역이 넓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함. 
- 그림 2-1-1b-11에서 붉은 선은 Bulk 식을 사용하여 얻은 LHF(잠열)이며, 청색선은 초음

파 풍속계 자료로 추산한 잠열플럭스를 나타냄. 잠열 Bulk식 알고리즘 (3.0)의 경우, 아열
대 해양-전구기상 결합 해양-대기 반응 실험 (Tropical Ocean Global Atmospheric 
Coupled Ocean-Atmosphere Response Experiment (TOGA COARE)(Webster and 
Lukas, 1992)을 통해 개발되었음. 

- Burns et al.(2012)는 현열플럭스를 아래 식과 같이 초음파 관측 현열 플럭스(Sensible 
heat flux)와 잠열플럭스함수의 차로 표현함. 본 관측특성으로부터 잠열 플럭스를 그림 
2-1-1b-11과 같이 추산함. 

  ′′    ′′      ′′ 

 여기서 <>는 평균치,  ′ ′는 각각 기온, 기온 변화치 및 초음파관측 수온변화치, ′′
는 각각 연직풍향 변화치와 상대습도 변화치를 나타냄,  

- 잠열플럭스는 관측장비의 기온 샘플링 간격이 1Hz 자료인 탓에 주요 에너지 밴드에서 열
에너지의 약 80%가 감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정한 수치임. 모수화식 및 잠열플럭스
로부터 산정한 결과치가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향적으로 상당히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 
산정된 LHF가 신뢰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함.

그림 2-1-1b-11 Bulk 식에 의한 LHF 및 초음파 관측치로부터 추산한 난류 LHF. 대체로 유사한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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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모델에서 조사 해역을 통과할 시 열속 검증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기존 모델에서 급강화의 초기여건이 어느 정도 성
능을 보이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2-1b-4 기작실험에서 조사해역의 9월 15일-25일 당시 Latent heat flux를 비교하여 
모델 초기 수행능력을 평가할 예정임. 관측 1개월 후 태풍이 당시 해역을 통과하며 급강화 
되었으므로 기작 실험의 시범 케이스로 판단됨. 

다. 파랑글라이더 시범관측 및 분석
- 관측해역에서 태풍시 해양-대기 상호작용 관측을 위하여 파랑글라이더 2대(SV3, SV2)를 

시범적으로 운용함. 파랑글라이더(SV3)에 탑재된 센서로부터 관측된 기온, 풍속, 해면 기
압의 공간 분포 및 시간변화를 그림 2-1-1b-12a에 제시함.

- SV3는 북위 20도, 동경 129도에 투하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정점관측이 
실시됨. 

- 관측기간중 바람은 대체로 10m/s 이하이나, 9월 27-28일 동중국해에서 20m/s 근접 풍속
이 관측됨.

- Liquid Robotics 사 제작 파랑글라이더에는 Airmar 기상 센서와 ADCP, CTD 등의 해양
센서가 부착되어 해양, 기상 요소를 관측할 수 있으며, 10분 간격 자료가 수집되었음. 고
주파 바람을 관측하기 위하여 1Hz 관측 Gill 센서를 추가 부착하여 관측함. 파랑조건에서 
자료해석의 적절성 등을 검토중이며, 자료 기록과정에서 엉킨 특성이 나타나 편집이 필요
하였음. 

- 해상에서 움직이는 유동체에서의 자료 해석 및 태풍여건에서 자료 관측을 시도하기 위한 
파랑글라이더의 운용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함. 

- 2차년도에는 태풍시 보다 고주파 운동량 및 열 플럭스 관측을 위하여 장비를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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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2a 파랑글라이더 관측요소들(기온, 풍속, 기압)의 공간분포 및 시간 변화(우하). 

- 북서태평양 정점조사(그림 2-1-1a-1)시 투하된 SV3 파랑글라이더에 부착된 해양센서인 
CTD를 통해 관측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및 시간변화는 그림 2-1-1b-12b, 
그림 2-1-1b-12c와 같음. 그림에서 사각형 궤적은 동서로 300m, 남북으로 약 3km의 거
리를 움직인 궤적을 나타내고 있음.

- SV3는 북위 20도, 동경 129도에 투하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9일 정점 관측
을 실시함. 

- 관측결과로부터 태풍 조사시 해양요소들에 대한 관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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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2c 파랑글라이더 해양관측요소들(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시간 변화. 

- 파랑글라이더(SV3) Gill 센서 관측결과: 그림 2-1-1a-1에 위치 도시하였으며, 9월 16일부
터 9월 25일까지 약 9일 정점에서 1초 간격으로 관측된 기온, 풍속, 상대습도는 그림 
2-2-1b-12d와 같음.

- 기온은 26.5℃-32.0℃ 범위, 0.7m 높이에서 관측된 풍속은 대체로 10m/s 이하이나 
15m/s에 근접한 풍속이 관측됨. Logarithmic 분포를 가정할 때, 0.7m 높이에서 관측된 
풍속 10m/s는 10m 높이에서의 풍속은 13m/s 로서 약 30% 증가함. 

- 상대습도는 75%에서 95% 사이의 변화를 보임.
- 9월 28일 동중국해에서 0.7m 높이에서 관측된 풍속은 대체로 13m/s 이하임. 
- 강한 북서풍이 내습한 동중국해에서 기온은 19℃-25℃의 변화를 보였으며, 상대습도는 

45%-95% 사이의 변화를 보임.
- 주요 기상 관측 요소에 대한 관측결과로부터 태풍 조사시 기상요소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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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2d 북서태평양 파랑글라이더(SV3)에서 관측된 기온, 풍속, 상대습도의 시간변화. 관측센
서는 해표면에서 약 70cm 높이에 위치함. 해상 10m 높이 풍속으로 환산한 값을 적색점으로 표
기함.

- 파랑글라이더(SV2) Gill 센서 관측결과: 그림 2-1-1a-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파랑글라이더 
SV2는 난수성 에디 남동쪽 경계에 설치하였음,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7일간 정
점에서 1초 간격으로 관측된 기온, 풍속, 상대습도 시간변화는 그림 2-1-1b-12e와 같음.

- 기온은 관측기간동안 26.5℃-32.0℃ 변화를 보였으며, 상대습도는 75%에서 95% 사이의 
변화를 보임. 

- 해상 0.7m 높이에서 관측된 풍속은 대체로 10m/s 이하이나, 해수면상 10m 높이로 환산
된 풍속(적색점)은 대체로 10-15m/s 내외이나 20m/s에 근접한 풍속도 나타남.

- SV3, SV2에서 관측된 주요 기상 관측 요소에 대한 양호한 관측결과는 태풍 조사시 기상
요소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보다 정교한 센서를 탑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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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2e 북서태평양 난수괴 남동측 경계에서 투하된 파랑글라이더(SV2)에서 관측된 기온, 풍
속, 상대습도의 시간변화. 관측센서는 해표면에서 약 70cm 높이에 위치함. 0.7m 높이에서의 풍
속은 청색점으로, 10m 높이 풍속으로 환산한 값은 적색점으로 표기함. 

라. 표층 뜰개 (surface drifter) 시범 조사 및 분석 

- 관측해역에서 조사해역에서 수개월 지속적인 바람과 같은 해양-대기상호작용 인자를 관측
하기 위하여 표층 부이를 5대 계류하였음. 그림2-2-1b-13a에 11월 중순까지의 부이와 태
풍 Lan 궤적을 나타냄.

- 태풍 Lan 통과시 2개의 인근 부이에서 관측된 해양기상 변수를 그림2-2-1b-13b에 도시
함. 급격한 수온 강하와 기압변화 특성이 잘 나타났으며, 7분 평균 u10 풍속은 30m/s정도
로 나타남. 

- 태풍 통과시 2-3초 평균인 Gust 풍속은 최대 50m/s가 넘는 값이 확인되어, 태풍시 유효한 
자료획득 수단임을 확인함.그림 2-1-1b-13a 부이의 11월 중순까지 궤적. 10월 20-21일경 
태풍 Lan/Sa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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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3a 부이의 11월 중순까지 궤적. 10월 20-21일경 태풍 Lan/Saomai가 통과. 

그림 2-1-1b-13b 31680 및 31890 부이의 태풍 Lan/Saomai 통과시 수온, 기압, 평균풍속, 
풍향 시간변화. 

- 10월 20일 6분 평균 최대 최대 풍속과 순간 최대풍속이 발생하는 시간이 4시간(최대치 5
시30분), 혹은 1시간내(21일 03시 30분에 최대치) 에서 일치함.  

- 이 시기 부이 310890의 20일 0시–03시 사이의 위치(그림2-2-1b-13c좌)와 부이 310680
의 21일 00시-03시의 위치(그림2-2-1b-13c 우측그림)를 그림에 점으로 표기하였음. 대체
로 태풍 진행방향의 우측 부분에 위치하여 최대 풍속이 기록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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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3c 31680 및 31890 부이의 태풍 Lan/Saomai 통과시 수온, 기압, 평균풍속, 풍향 시
간변화.

 

- 태풍 LAN이 두기의 표층 부이를 통과할 당시 순간 최대 풍속(gust wind)이 55.3 m/s, 
49.7m.s에 각각 도달하여 3등급 수준의 풍속이 관측됨. 

- 위치상으로 볼 때,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북위 20-21도에 인근에 근접하여 위치한 10890 
부이에서 최대치가 나타남.

- 태풍 급강화 시기의 풍속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가치있는 자료로 판단됨.

  
그림 2-1-1b-13d 31680 및 31890 부이의 태풍 Lan/Saomai 통과시 수온, 기압, 평균풍속, 풍향 

시간변화. 
- 태풍 LAN이 접근하기 전에 아주 약한 냉수성 에디가 동경 130.5° 북위 21°에 위치(그림 

2-1-1b-14)해 있었으나 태풍 Lan의 접근으로 급격히 강화되었고 태풍 Saola에 의해 더
욱 강화되어 다른 에디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함. 

- 태풍 Lan의 경우 태풍 진로가 바뀌고 진행 속도가 늦어진 해역의 북쪽에 약한 냉수성 에
디가 위치해 있었고 4-5 등급으로 분류된 태풍 Lan이 이 냉수성 에디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태풍의 진로 변경 및 진행 속도가 늦어진 이유가 냉수성 에디의 영향 때문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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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4 태풍 Lan과 Saomai 통과전후 약 10여일 간에 걸친 냉수성 에디강화 특성. 

마. 아고 뜰개 시범 투하 및 분석 

- 상층 수온,염분의 지속적인 단기 관측 및 상층 500m의 수온 및 염분 연직구조를 약 10시
간 간격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2017년 이사부호 활용 탐사시 SV3 정점에 투하 (2017. 9. 
16. 02Z). 

- 아고 자료는 태풍 전후 OHC 변동성에 해석과 태풍 환경에서 배경 열용량 이해에 활용할 
예정임. 

- 난수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서진하여 루손해협을 통과해 남중
국해 북부 해역으로 이동하여 관측중임 (2017. 11. 24. 23Z 현재). 

- 필리핀 해역에 있는 동안 두 차례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아쉽게도 태풍 영향권에서 많이 벗
어나 있어 태풍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뚜렷한 해양상태 변화를 관측하지 못함.

- 2차년도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관측 주기 및 대기 수심을 바꿀 수 있는 Iridium 통
신 방식의 Argo 2기를 추가 투입하여 태풍 영향 관측 확률을 높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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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15 Argo 뜰개 궤적 (2017.09.16. ~ 2017.11.25.): 우측의 일련번호는 2017년 이
사부호 조사 정점 번호.

- Argo 뜰개로 관측한 수온 및 염분 연직 구조: 상층 50m 정도의 혼합층이 존재하고 남중국
해는 태평양에 비해서 염분과 수온이 낮게 나타나나 500m 이심에서는 수온은 비슷하나 염
분은 높게 나타남.

그림 2-1-1b-16 Argo 뜰개로 관측한 초기 수온 연직구조(좌, 9월 16일)와 동중국해로 들어간 
뜰개의 연직구조(우, 점선). 

- T-S Diagram : 필리핀 해역은 남중국해에 비해서 표층온도는 높고 염분도 높게 나타남. 
500m 수심에서는 태평양의 염분이 남중국해의 염분보다 다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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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라디오존데 시범 조사 및 분석 
- 난수괴 해역 CTD 조사 정점 및 파랑글라이더 투하점에서 라디오존데 대기 프로파일 자료 

획득

그림 2-1-1b-17 라이오존데 프로파일 위치.
- 태풍이 발달해서 올라오는 위치에 30여개의 라디오존데를 올리고, 대기의 연직구조에 대해 

시범적으로 관측함.

그림 2-1-1b-18 저위도 프로파일(a)과 중위도 프로파일(b)에 대한 온위, 상당온위, 그리고 포화상당온위.
- 태풍이 발달 지역에서 대기하층은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에 대하여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태풍이 올라오는 중위도 지역 대기하층은 여전히 불안정하나 중층은 어느 정
도 불안정이 해소된 특성을 가짐.

- 위도별로 태풍이 발달하는 지역의 대기 하층의 구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공통적으로 
대기 중층이 건조하고, 하층과 상층이 습윤한 특성을 가짐.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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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해양순환모델 수립 및 테스트
Ÿ 1차년도는 차후 수행할 순환모델링 연구의 준비기간으로 대상해역에 대해여 간단한 모

델을 수립하여 차후 실시할 모델실험을 위하여 모델의 성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
음. 

Ÿ 태풍통과 해역 해양 상층 수온구조 예측을 위하여 북서태평양 영역(105-145°E, 0-55°N)
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1/6°해상도(coarse grid)의 3차원 순환모형을 수립하였음 (그림 
2-1-1b-2-1). 

Ÿ 순환모형의 성능(계산속도) 및 적합성을 평가하여 추후 상세격자(fine grid: 1/12° 이상 
상세 격자 또는 필요시 가변격자체계 사용) 모형 수립 여부를 결정함. 모델의 에디 분해
능을 감안할 때, 1/12° 격자망은 해상도 측면에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Ÿ 모형/관측 재분석자료(HYCOM, NEMO, ERA-Interim, GRDC 등)를 수집/분석하여 순
환모형의 초기조건, 외해 경계조건, 대기조건, 하천조건 자료를 확보하였음.

Ÿ 수립된 순환모형의 계산속도 향상을 위해 병렬화 및 최적화 측면의 모형개선 연구를 수
행하였음.

Ÿ 주로 외해경계조건의 적정성 검토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해협 수송량과 관심해역 수온 
구조 자료 분석 및 초기 모형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모형의 성능/적합성을 검토하였음.

Ÿ 현장조사 자료와 이용 가능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된 진단장(revised diagnostic)
을 산출하는 상층 수온구조 산출 기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그림 2-1-1b-2-1 조립 균일격자 모델.



- 56 -

3) 단순 태풍 강도 모형을 이용한 태풍 강도 변화 실험
- 단순태풍강도 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경로상의 해양 연직구조 및 대기 조건에 따른 과거 태
풍 강도 변화를 실험하여 모형의 성능과 문제점을 파악.
- 2차년도에 개발할 1차원 연직혼합수층모형을 단순 태풍강도 모형에 결합할 수 있도록 단순 
태풍강도 모형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구현 방식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개발.

그림 2-1-1b-3-1 단순태풍강도모형 모식도(a) 및 단순해양연직구조(b: 유속, c: 수
온)(Emanuel et al., 2004).

- 기존 CHIPS 모형(Emanuel, 1995)을 북서태평양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해양 및 대
기 초기/경계조건을 산출.

* 해양 경계조건으로 태풍경로상 표층 수온과 혼합층 깊이 및 연직수온구배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 가용 관측 및 해양순환모형 자료를 분석하여 태풍 경로상의 필요 경계조건을 산출.

* 배경 대기 경계조건으로 상층 및 표층 기온, 평균 하층 습도 및 바람장 구배 등에 관한 
항목들을 전 지구 대기모형 자료로부터 수집, 분석. 

그림 2-1-1b-3-2 단순 태풍모형(CHIPS) 구조(Emanue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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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급강화 태풍에 대한 단순태풍모형 적용실험 결과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핵심해역을 지나던 태풍 중 급강화 대표 사례가 될 만한 

태풍을 하나씩 선정하여 이의 특성을 조사하고 단순 태풍모형을 적용하여 재현성을 평가
함.

- 해양 상태는 태풍 존재기간 동안의 NRL-HYCOM 재분석 자료의 평균값을 모형의 입력값
으로 부여하였으며, 중층대기의 습도 변화를 통해 태풍 존재기간 동안 비교적 잘 맞는 재
현특성을 산출함.

연도-연번 (JTWC) 태풍이름 급강화율 (kt/day) 최저기압 (hPa) 최대풍속 (kt)
2012-17 SANBA 75 907 155
2013-31 HAIYAN 60 895 170
2014-19 VONGFONG 65 907 155
2015-13 SOUDELOR 55 907 155
2016-02 NEPARTAK 70 907 155

표 2-1-1b-3-1 최근 5년(2012∼2016)간의 핵심해역 대표적인 급강화 태풍 

그림 2-1-1b-3-3 최근 5년(2012 ∼ 2016)간의 대표적인 급강화 태풍 진로 및 강도 변화 (6
시간 간격, 음영구간은 급강화 시작구간)

❍ 2012년 태풍 산바 (SANBA)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모형 태풍은 초기 3일간의 급강화 기작은 어느 정도 관측 추정치

를 따라가나 3일 이후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태풍은 3일 중반에 최대로 발달
했다 바로 급격히 약화되어,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유지하지만 모형 태풍은 지속적으로 완
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산바 통과시 해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단순 태
풍으로 모의시 3일 이후 태풍의 세기가 강화되지 않은 이유는 해양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모형 해표면 수온이 실제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5일 전후에 실제 태풍의 세기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 해양과의 음의 상호작용이 작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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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3-4 2012년 태풍 산바(SANBA)의 최대 풍속 (흑점) 및 최저기압 (적점) 변화 및 단순태
풍모형 적용 결과 (실선), 점선은 이론 최대풍속 및 최저기압

❍ 2013년 하이얀 (HAIYAN)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2.5일간의 급강화 기작은 관측 추정치를 잘 따라가나 발달 

정도는 구간에 따라 다름. 
- 5일째 태풍의 세기는 최대로 발달하나, 모형 태풍은 4일 이후 매우 느리게 강화되는 양상

을 보임 
- 모형태풍은 실제태풍보다 시간적으로 더 늦지만 상륙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약화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하이얀 통과시 해상 상태 분석 결과 단순 태풍

으로 모의시 태풍의 이동속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소용돌이 구조와 연관된 혼
합층 깊이의 일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봉퐁 (VONGFONG)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봉퐁의 경우 초기는 선형적으로 발달하다가 일정 강도로 발달하여 

약 이틀 정도 그 강도가 유지되다가 급강화하는 이례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강도가 약화됨.

- 반면 모형 태풍의 발달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2일째부터 급격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 강도는 최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강도가 강한 정도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오래 가다가 
상륙을 하면서 급격히 감쇄되는 특징을 보임.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봉퐁 통과시 해상 상태 분석 결과 4~6일 사이
에 태풍의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까닭은 상대적으로 이동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태풍의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지며 강도가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태풍의 이동속도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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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3-5 2013년 태풍 하이얀(HAIYAN)의 최대 풍속 (흑점) 및 최저기압 (적점) 변화 및 단순
태풍모형 적용 결과 (실선), 점선은 이론 최대풍속 및 최저기압

그림 2-1-1b-3-6 2014년 태풍 봉퐁(VONGFONG)의 최대 풍속 (흑점) 및 최저기압 (적점) 변화 및 단
순태풍모형 적용 결과 (실선), 점선은 이론 최대풍속 및 최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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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소델로 (SOUDELOR)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소델로의 경우 초기 강도변화를 비교적 잘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

으나, 최대 강도를 모의하진 못했음.
- 실제 태풍은 초기 급강화 이후 완만하게 약화되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단순태풍모형도 이와 비슷한 양상은 보였으나, 크기와 시기는 일치하지 않음.
- 중국 대륙 상륙 이전 대만 상륙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변동성을 단순태풍모

형에서 고려하지 못해 태풍의 약화 양상이 실제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소델로 통과시 해상 상태 분석 결과 7일째 태

풍의 강도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해표면 수온과 혼합층의 깊이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를 단순태풍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별로 5일 예측을 하되, 태풍 경로 상에 
있는 해표면 수온 및 혼합층의 두께를 비록 예측치는 아니더라도 과거 3~5일 전의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네파탁 (NEPARTAK)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네파탁은 초기에 완만하게 강도가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

분이 약간 지연되어 나타나지만 단순태풍모형은 급강화가 다소 (0.5~1일 정도) 빨리 일어
남.

- 풍속은 이론 최대치에 거의 육박하나 기압은 이론 최소치 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며, 모형 
최저 기압은 관측치와 비슷하지만 최고 풍속은 관측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 시기도 약 
2일 정도 지연됨.

- 반면 태풍 강도의 약화는 실제보다 모형이 먼저 발생하며, 약화율도 훨씬 크게 나타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소델로 통과시 해상 상태 분석 결과 초반 3일

동안 급격히 강화되다가 이후 강화정도가 주춤한 것이 이동속도의 증가 및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태풍모형에서 이동속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단위
로 초기조건을 바꿔 5일 예측을 연속적으로 시도하면서 대기 조건 및 해양-대기 열 및 운
동량 교환계수 등을 조정해 보며 실험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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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b-3-7 2015년 태풍 소델로(SOUDELOR)의 최대 풍속 (흑점) 및 최저기압 (적점) 변
화 및 단순태풍모형 적용 결과 (실선), 점선은 이론 최대풍속 및 최저기압

그림 2-1-1b-3-8 2016년 태풍 네파탁(NEPARTAK)의 최대 풍속 (흑점) 및 최저기압 (적점) 변
화 및 단순태풍모형 적용 결과 (실선), 점선은 이론 최대풍속 및 최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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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c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
1)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가. 태풍 잠재강도
- 태풍잠재강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될 수 있음


  ,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를 의미함.

- 북반구에서 태풍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계절인 JASON 계절에 대하여 평균된 해수면온도 
패턴과 태풍잠재강도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나 해수면온도 변동에 비례하는 것은 아님(그
림 2-1-1c-1-1)
- 태풍잠재강도 산출식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항은 CAPE와 관련된 항임.

그림 2-1-1c-1-1 (a) 해수면온도, (b) 해면기압, (c) 태풍잠재강도의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계절 
기후값.

- 엘니뇨패턴은 엘니뇨마다 다르므로 태풍잠재강도와 관련된 해수면온도 패턴에 대하여 클러
스터분석을 수행하였음
- 사용된 클러스터분석은 계층적 클러스터분석(hiearchical clustering analysis)으로서 거리
는 패턴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연결은 단순 연결(simple linakge)를 이용함. 클러스터분석 
수행결과 3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그림 2-1-1c-1-2). 
- 첫 번째 클러스터는 통상적인 엘니뇨 모드이고, 두 번째 클러스터는 중태평양 엘니뇨와 관
련된 모드이고, 세 번째 클러스터는 중태평양 가열과 관련된 엘니뇨 모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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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c-1-2 위 패널은 첫 번째 클러스터, 중간 패널은 두 번째 클러스터, 그리고 아래 패널은 
세 번째 클러스터. 좌측 패널은 해수면온도 편차, 그리고 우츨 패널은 태풍잠재강도 편차.

- 통상적인 엘니뇨 패턴은 약 54.5%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적도 중태평양과 북서태평양의 동
쪽 지역 태풍의 약화와 관련이 있음.
- 중태평양 엘니뇨 패턴은 약 11.2%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의 약화와 
관련 있음.
- 중태평양 가열과 관련된 엘니뇨 패턴은 약 27.3%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열대 지역 뿐 아니
라 북서태평양 태풍의 강화와 관련이 있음.
- 즉, 같은 엘니뇨 해라고 하더라도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의 강화와 관련된 모드와 약화와 
관련된 모드가 구분되어 있음.

나. 태풍 환기지수(ventilation index)
- 태풍 환기지수는 태풍과 관련된 매개변수 중 가장 태풍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수
임(Tang and Emanuel, 2012).
- 태풍 중심부는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고, 주변 배경은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중층 에디에 의하여 태풍 중심부의 엔트로피가 주변과 섞이지 않는다면 태풍은 아
주 강하게 발달할 수 있음.
- 태풍 환기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2-1-1c-1-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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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200hPa과 850hPa의 상하층 바람쉬어이고, 는 경도풍에 대한 태풍 잠재
강도임.  은 엔트로피손실율(entropy deficit)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됨(2-2-1c-1-3a).

 


  


  

 여기서 
 는 태풍내부에서 포화엔트로피(saturation entropy)이고,  은 600hPa의 주변 엔

트로피이며, 
 는 해면에서 포화엔트로피이고, 는 경계층에서의 엔트로피임

- 이 값은 중층에서 태풍내부와 외부의 엔트로피 차이를 경계층에서의 값으로 표준화시킨 지
수임 또한, 위단열 엔트로피(pseudoadiabatic entrop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log  log   


 log  

 여기서 는 주증기량에 따라 변하는 정압비열, 는 온도, 는 건조공기에 대한 기체상수, 
는 건조공기에 대한 기압, 는 잠열, 은 수증기의 혼합비, 는 수증기에 대한 기체상수, 
그리고, 는 상대습도임.
- 태풍환기지수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 수행 결과 통상적인 엘니뇨 모드인 경우 북서태평양의 
태풍활동과 큰 관련이 없음(2-1-1c-1-4a).
- 반면에 중태평양 엘니뇨 모드인 경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동쪽 지역은 태풍의 활동이 감
소하고, 서쪽 지역은 태풍의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음 보임.
- 북태평양 가열과 관련된 엘니뇨 모드인 경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남쪽 지역은 태풍의 활
동이 감소하고 북쪽 지역은 증가하는 남북 변동 모드임. 

그림 2-1-1c-1-3 (a) 엔트로피 손실율(entropy decifit)과 (b) 태풍 환기지수(venti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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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c-1-4a 그림 2-2-1c-1-3과 같으나 태풍환기지수에 대한 것만 다름.

다. 태풍 잠재강도의 수정
- 태풍잠재강도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될 수 있음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를 의미하는데, 이 해수면온도 대신에 20m-100m 평균해수온도를 
이용하여 태풍 잠재강도를 재산출하였음(2-1-1c-1-4b).

 

그림 2-1-1c-1-4b 엘니뇨 시기 태풍잠재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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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발달하면서 강수에 의하여 태풍의 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해수면온도 대신에 평균
해수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산출된 태풍잠재강도를 엘니뇨 시기에 비교하였는데, 동태평양의 얕은 수온약층과 
아적도 지역의 해류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에 의한 태풍잠재강도가 양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
도 이 지역은 음의 편차를 가짐 -> 해수면온도에 의한 태풍잠재강도는 상대적으로 과평가되
는 경향을 가짐.

2) 아열대 해역 중규모 에디 고해상도 모델 구축 
가. 모델 수립
- 본 연구에서는 아열대해역에서 발생하여 주변해역으로 진행하는 중규모 에디의 발달과 변
동 과정 및 그 역학적 특성을 모의하기 위하여 일차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고해상도 해양순환
모델을 수립하고 초기 적분을 실행하여 모델의 안정성과 중규모 에디 재현 가능성을 분석함
을 목표로 함.
-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스핀업 적분 실험을 수행함.
- 모델 구성: 북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순환과 해수특성, 쿠로시오 및 중규모 에디들은 적
도 지역의 해양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그러므로 모델 영역을 아열대해역이나 북태평양 
지역해로 제한할 경우에 모델의 개방경계에 정확한 측방 경계조건을 부여함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모델링상의 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고해상도 해양순환모
델의 대상 영역을 전지구 해양으로 함. 본 연구에서 수립한 모델은 GFDL의 MOM5-SIS 
(Modular Ocean Model ver.5-Sea Ice Simulator) 해양-해빙결합기후모델을 근간으로 함. 
모델의 해상도는 경도 방향으로 1/5도의 격자 간격을 가지며, 위도 방향으로는 79S에서 40S
까지는 1/3도, 40S에서 20S까지 1/3~1/5도, 20S에서 40N까지 1/5도, 40N에서 64N까지 
1/5~1/3도, 64N에서 90N까지 1/3도의 격자 간격을 가짐. 모델의 연직 방향 해상도는 상층
부에 조밀한 격자 간격들을 가지는 60개의 층으로 구성됨 (0~50m; 5미터, 50~270; 10미터, 
270~5550m; 점증하는 격자 간격을 취함). 모델수심은 ETOPO5를 사용하였으며, 동아시아 해
역은 SKKU 수심을 사용함. 모델에서 육지와 해양의 경계 획정을 위하여 64.5N 이남부터 
NOAA-GSHHS 해안선 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함.
- 입력자료: 초기 조건으로 기존에 수립된 전지구 0.5도 해상도 순환모델의 500년 적분된 최
종상태의 순환장을 사용함. 해양-해빙결합모델은 해표면경계조건을 위하여 외부강제력으로부
터 운동량속, 열속 및 담수속을 필요로 함. 외부강제력으로서 CORE 기후평균강제력
(CORE-NYF.v2)을 사용함. 
- 모델 실험 수행: 기존의 1/2도 해양-해빙결합모델의 500년 적분 최종 상태로부터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적분을 시작함. 적분 시간은 3개월 적분시 코아 252개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420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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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초기 스핀업 과정 분석 :
- 전지구 평균 해양 변수들의 적분 시간에 따른 스핀업 과정: 본 모델의 초기 해양상태는 전
지구 0.5도 모델의 500년 적분된 최종 기후평형 상태를 고해상도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사용
하기 위해 전지구 약 0.2도 해상도의 격자 체계로 내삽함. 
- 모델에서 초기조건의 유속장과 초기조건의 수온⦁염분장간에 지형류적 역학 관계를 정확히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델의 초기 조건으로서는 전지구 0.5도 모델의 수온과 염분장만
을 부여함. 그러므로 고해상도 순환모델이 초기상태로부터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후강제력에 
반응하여 스핀업(여기)되는 과정에는 전체 에너지의 감소 혹은 증가 상태를 겪게 됨. 초기 스
핀업 과정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분 시간에 따른 전지구 평균 열, 염, 해수면 변위 및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수렴을 확인함. 
- 전지구 평균 해양 변수들의 적분 시간에 따른 스핀업 과정: 적분 8년째의 표층과 106m 층
의 수온(그림 2-1-1c-2-1와 2-1-1c-2-2) 분포임.
- 표층에서 2월에서 8월로 가면서 태평양 적도역의 웜풀 지역이 크게 확장하며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도 중위도대까지 확장됨. 106m 층의 수온 분포에서는 2월에 가장 고온의 해수가 
적도 남반구 지역에 존재하며 8월에는 북서태평양 아열대순환계가 좀 더 닫혀진 형태를 취하
며 대만 근방에서 북으로 향하는 서안경계류의 더 강화된 수온 분포 형태를 보여줌.

그림 2-1-1c-2-1 적분 8년 2월(좌)와 8월(우)의 표층수온 분포

 

그림 2-1-1c-2-2 적분 8년 2월(좌)와 8월(우)의 106m 층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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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열대해역의 평균순환과 중규모 에디 특성 모의 분석 :
- 아열대해역(대만 동남방)의 수온장 모의 특성; 아열대해역의 수온장 분포를 통해 본 고해상
도 모델이 중규모 에디의 존재를 양호하게 모의함 (그림 2-1-1c-2-3 상단). 그림 
2-1-1c-2-3(상단)은 적분 8년 8월의 표층수온 분포인데 29℃ 이상의 고온의 수괴가 띠 형태 
혹은 패치 형태로 분포함. 참고로 2017년 태풍급강화 해양관측 해역을 그림내 청녹색 영역으
로 표시하였음.
- 이러한 분포는 쿠로시오에 동반되는 고온의 해수와 아열대해역 중앙부에서부터 이동해 오
는 에디들에 의한 고온의 해수 분포가 영향 미친 결과임. 
- 염분 분포에서도 중규모 에디의 존재가 어느 정도 모사되지만 그러나 수온과 비교하여 중
규모 에디의 존재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 또한 본 모델이 기후 평균강제력에 의
해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해에 따른 에디의 경년변동을 모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위의 모든 그림들은 월평균장에 근거하여 표출된 때문에 순간적인 에디 변동 양상들은 나타
나 있지 않음.
- 중규모 에디의 존재와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해수면 변위임. 그림 2-2-1c-2-4은 
적분 8년 8월의 모델 해면고도 분포이며 직경 100~200km 규모의 중규모 에디들이 다수 존
재함. 적어도 5개 이상의 고기압성 순환의 에디들을 연구해역에서 모의함. 위성고도계에 의한 
1993-2014년 기간의 8월 평균 해면고도 분포를 보면 대만 남동방과 아열대해역내에 평균적
으로 수 개의 고기압성 중규모 에디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모델은 이와 같은 중
규모 에디의 공간 스케일과 분포 위치 및 발생 개수 등에서도 관측과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태풍급강화 해역 해양관측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필리핀 동방(17.5N)에서 동서 단
면 수온과 128.9E에 따른 남북 단면 수온을 그림 2-2-1c-2-5에 보였음. 100~200m층에 걸
쳐 존재하는 수온약층의 경사는 쿠로시오에 의한 북향류를 보여줌. 그와 더불어 0~150m에 
이르는 해양 상층부에서 고온의 중규모 에디와 상대적으로 저온의 에디들이 연속하여 존재하
는 모습을 모의하고 있음. 남북 방향 단면에서는 에디의 중심을 정확히 통과하는 단면을 취할 
경우에 이러한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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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c-2-3 고해상도 순환모델의 적분 8년 8월의 표면수온(상), 표면염분(중)과 해류벡터(하). 하
늘색 실선은 금년도 조사해역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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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c-2-4 고해상 순환모델 적분 8년 8월의 해면고도 분포(상)와 위성고도계의 8월 평균 해면
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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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c-2-5 고해상도 순환모델의 적분 8년 8월의 수온 단면. 필리핀 동방 동서단면(17.5N, 상)
과 남북 단면(128.9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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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2-1-2a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규명  
1)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그림 2-1-2a-1-1 태풍 Megi, Malakas, 그리고 Fanapi가 발달할 때 (a) 수심에 따른 해수온, (b) 태풍
강도에 따른 해수면온도, (c) 엔탈피 플럭스 (Lin et al., 2013)

가. 해양 변동성에 따른 열속 변동(그림 2-1-2a-1-1)
- 태풍 Megi와 Malakas가 발달할 때, 해수면온도는 비슷한 값을 가지나, 해양혼합층의 깊이
는 뚜렷한 차이를 가짐.
- 태풍이 발달할 때, 강수에 의하여 해수면온도는 냉각될 수 있으나 태풍 Megi의 경우 두꺼
운 해양혼합층으로 인하여 거의 냉각되지 않음. 이에 반하여 태풍 Malakas의 경우 해수면온
도는 급격히 냉각되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함.
- 태풍 Megi의 경우 지속적으로 해수면으로부터 열에너지 즉, 엔탈피를 받아 급격히 강한 태
풍으로 발달함. 

나. 대기 변동성에 따른 열속 변동 (그림 2-1-2a-1-2, 그림 2-1-2a-1-3)
- 재분석자료로부터 산출된 7월-11월 평균 잠열속(latent heat flux)과 현열속(sensible heat 
flux) 기후값을 보면 태풍이 발달하는 지역에서 잠열속은 현열속에 비하여 약 10배 이상의 큰 
값을 가지면, 아열대 중태평양인 경우 현열속이 작아 100배 이상 큰 값을 가짐.
- 전체지역 기후평균이 약 3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지역의 잠열속은 현열속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아주 큰 값이고, 지면의 기온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열속은 육지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짐.
-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활발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잠열속을 가짐 이 지역 수면 근처 
낮은 풍속과 대기의 대류활동으로 인한 강수가 해수면을 냉각하여 잠열속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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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열속의 기후적 수평분포는 해수면온도 분포 및 해면 풍속 분포와는 다르므로 해수면온도 
및 풍속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해양-대기상호작용에 의한 대기 기온 및 습도 구조에 따
라 결정될 수 있음.
- 플럭스 재분석자료는 재분석에 이용되는 기후모형에 민감하므로 이 지역 관측을 통하여 보
다 정확한 플럭스 관측값을 구해야 함.

그림 2-1-2a-1-2 7월부터 11월 평균의 잠열속과 
현열속 기후값. 단위는 W/m2

그림 2-1-2a-1-3 7월부터 11월 평균의 지상
바람벡터 및 풍속. 단위는 m/s

그림 2-1-2a-1-4 열대서태평양 열대성 저기압 통과시 (a) 해면기압, (b) 열속, (c) 상대습도 및 (d) 
해수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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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성 저기압 통과시 대기변동성에 대한 열속 변동을 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열속 변동
을 구함(그림 2-1-2a-1-4).
- 열대 서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통과시 잠열속(latent heat flux)과 현열속(sensible 
heat flux)은 크게 증가함. 육지에 비하여 현열속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작은 것을 발견.
- 열대성 저기압 중심부를 통과하기 전 대류활동 지역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열속(heat flux)
는 증가하면, 중심부를 통과한 이후 열속은 크게 증가함.
- 상대습도는 열대성 저기압이 통과할 때, 급격히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함. 이는 강수에 의해 
비습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함.
- 잠열속이 증가하고, 강수가 내리면서 해수면온도는 급격히 냉각됨.

다. 난수괴 해역 대기-해양 연직구조 관측자료 시범적 획득

그림 2-1-2a-1-5 2017년 11월 18일 라디오존데 
및 XBT 관측 기온 및 수온

그림 2-1-2a-1-6 2017년 11월 18일 라디오
존데 및 XBT 관측 기온 및 수온편차

- 북서태평양 지역 2017년 11월 18일 00Z부터 11월 19일 00Z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동경 
141.136도, 북위 14.047도에서 동경 136.45도, 북위 10.16도로 이동하면서 3시간 간격으로 
같은 위치 같은 시각 라디오존데 및 XBT에 의한 기온 및 수온 자료 획득.
- 대기기온의 수평경도는 작으므로 수평적 이동에 의한 수평기온 경도는 무시할 수 있지만, 
수온은 공간적인 수평경도가 있으므로 그림에서 보이는 수온편차는 시간에 따른 일변화로 고
려하기 어려움. 반면에, 대기는 일변화로 고려할 수 있는데, 기온편차는 경계층 위인 약 2 
km 상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위도 지역 기온편차가 가장 큰 위치가 지상 근처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 시기 아적도 대
기의 기온편차는 해수면의 일변화보다는 낮 동안 하층운에 의한 잠열방출에 의한 기온 상층
으로 여겨짐.
- 중하층의 양의 기온편차는 대류활동에 의해 상층으로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고, 일몰 이후 
해수면이 냉각되면서 대기 하층의 기온이 줄어드는 경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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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편차는 공간규모로 보았을 때, 관성진동으로 여겨지며, 표층 해수면온도와는 다른 경향
을 가지므로 일변화로 고려하기는 어려움 한편, 깊이 약 100 m를 경계로 하여 수온편차는 경
압구조를 가짐.
- 대기와 해양의 기온구조를 관측하였는데, 정점에서 장기간 기온, 해수온, 그리고 열속 등을 
동시에 관측하여야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적절히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라. 난수괴 해역 대기 연직구조 관측자료 시범적 획득
 - 북서태평양 지역 동경 141.136도, 북위 14.047도에서 동경 128.35도 북위 8도로 선박을 
이용하여 - 이동하면서 25개 지점에 대하여 3시간 간격으로 라디오존데 관측을 하고 연직 기
온, 기압, 그리고 습도 프로파일 자료를 획득함.
 - 하부성층권의 기온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 이는 안정한 하부성층권에서 에디에 
의한 혼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1-2a-1-7 열대 서태평양 지역 난수괴 해역 25개 지점 라디오존데 대기 프로파일의 평
균 기온, 상대습도, 온위, 그리고 상당온위.

- 대류권계면 이후 성층권에 진입하면서 온위 및 상당온위에 의한 안정도가 증가함.
- 상부대류권이 상대적으로 습윤하게 나타나고 중부 대류권의 상대습도는 낮게 나타남을 발
견.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하부대류권의 상당온위는 조건부불안정 상태를 보임. 중하대류권도 불안정상태로 기대하였
으나 관측결과 상대적으로 습도도 낮고 안정함.
- 열대 대기의 종관규모 변동에 따라 대기의 연직 기온 및 습도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지역적 변동뿐만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시간적 변화에 따른 라디오존데 관측이 이루
어져야 함.



- 76 -

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계산을 위한 시계열 이산화탄소 분압자료 획득
- 2017년 11월 북위 5~14도, 동경 125~145도에서 표층 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xCO2)은 
384~411 μatm 범위를 나타냄(그림 2-1-2a-2-1). 
- 조사해역의 가장 서쪽인 필리핀 연안(북위 8도, 동경 126도)에서 410 μatm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위도와 경도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어 표층 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의 공간적인 변화는 크
게 없음.

그림 2-1-2a-2-1. 2017년 11월 이사부호에서 관측한 해수면 xCO2 분포.
- 표층 해수의 이산화탄소 분압(xCO2)은 수온, 염분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 총 알칼리도
(Total Alkalinity), 용존 무기 탄소(Dissolved Inorganic Carbon)와 같은 화학적 요인에 영
향을 받음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화학적 요인들(총 알칼리도와 용존 무기 탄
소 농도)의 결과 값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물리적인 요인들이 이산화탄소 분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표층 수온의 범위는 29.3~30℃였고 염분 범위는 33~34.5로, 변화 범위가 각각 0.7, 1.5로 
작음. 이론적으로 수온과 염분이 1씩(1도, 1psu) 증가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각각 13 
μatm, 10 μatm 씩 증가한다. 조사해역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만으로 23 μatm의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가 가능한데 실제 관측 결과(27 μatm)와 잘 맞음. 
- 대양에서는 주로 표층 수온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와 서로 관련 있으나 2017년 
11월 조사해역에서는 표층 염분이 표층 수온보다 이산화탄소 분압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2-1-2a-2-2)(추후 연구 필요).

     그림 2-1-2a-2-2. 해수면 xCO2 와 수온 및 염분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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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가. 관측 개요 
- 대표적인 저위도 서안경계류인 민다나오해류는 북태평양 중위도해역의 표층 열과 고염수를 
적도해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 해류계의 수직 구조와 계절 이내의 변동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다나오해류의 주축이 통과하는 해역에 연구선 이사부호 해양조사 항해 기
간중 해류계를 설치하였음.
나. 설치 개요
  - 위치: 7° 59.96‘N, 126° 54.14’E (weight 투하 위치).
  - 수심: 약 4,000 m.
  - 설치일: 2017. 11. 23.
  - 계류기간: 2017. 11. 23 – 2019. 10(예정).
  - 계류 디자인 (그림 2-1-2b-2): 75 kHz ADCP (수심 500 m에 상향, 600 m에 하향) 2
대, 유속계RCM 1대 (수심 1200 m), CTD 4대 (해류계 수심 및 해저).

그림 2-1-2b-1-1. (좌) 계류 설계도, (우상) 계류지점 지형도, (우하) 계류 작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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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다나오 해류 통과해역 지형류 산출

가. 관측 개요
 - 연구선: 이사부호.
 - 관측항해 기간: 2017. 11. 17 – 12. 12 (괌-광양).
 - 관측지점 (그림 2-1-2b-1): 북위 6.5도 및 8도상 필리핀 EEZ, 팔라우 EEZ 해역.
 - 관측항목: 수온, 염분, 용존산소, 유속, 기상 (CTD, SADCP, LADCP, AWS).
 - 자료검교정: 염분과 용존산소는 채수한 해수로부터 실험실 측정치 이용 검교정.
 - 참고사항: 이사부호 공동활용 방침에 따라 항해 기간에 8개 연구과제가 직간접적으로 참
여.

그림 2-1-2b-2-1. CTD/LADCP 조사 및 해류계 계류 지점. CPIES 계류는 서안경계류의 형
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소용돌이 이동의 탐지를 목적으로 ‘연구선 공동활용연구’ 과제
에서 계류한 것임.

나. CTD 조사
 - SBE 911을 이용하여 18개 정점에서 센서의 관측가능 수심(5,500 m) 이내 전 수심에 걸
쳐 조사를 하였으며 라인 B에서의 관측 결과를 그림 2-1-2b-2-2에 나타내었음. 

다. 수괴분포 특성 (그림 2-1-2b-2-3, 그림 2-1-2b-2-4)
 - 관측 해역의 지배적은 수괴는 North Pacific Tropical Water (NPTW), 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 (NPIW) 및 Antarctic Intermediate Water (AAIW)임.
 - NPTW는 100-300 m의 밀도약층 수심대에 최고 35.1까지 염분최대층에 나타나며 북적도
해류와 민다나오 해류에 의하여 수송됨.
 - NPIW는 300-1000 m 수심에서 용존산소최대 및 염분최소층의 특징을 가지며 σϑ
=26.2-27.0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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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IW는 NPIW보다 깊은 수심인 σϑ=27.2 부근에 분포하며 용존산소최대층의 특징을 지니
며 민다나오잠류에 의하여 북쪽으로 수송되나 라인 B에서는 관측점 B05-B08에 분포하고 있
음.

(a) (b)

(c) (d)
그림 2-1-2b-2-2. 단면 B상 (북위 8도 동서 관측단면) (a) 수온, (b) 염분, (c) 용존산소 및 (d) 밀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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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b-2-3 전체 관측자료의 수온, 염분, 밀도 및 용존산소의 수직 분포. 수심 4000-5000 m의 
해저면층에서 수온과 염분이 수직적으로 변화가 작지만 관측점에 따라 변화폭이 있어 저층해수
의 이동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판단됨.

그림 2-1-2b-2-4라인 B 관측 자료의 수온-염분도. NPIW는 혼합과정이 활발함을 암시하는 복잡
한 형태로 나타난 반면 NPTW는 염분값이 외해역에서 크고 연안에 근접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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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형류 계산 (그림 2-1-2b-2-5, 2-1-2b-2-6)
- CTD 조사 결과로부터 수심 4,000 m를 무류면(level of no motion)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며, 향후 염분 검교정 처리후 재계산할 것임.
- 지형류 계산결과 정점 B04에서 필리핀 연안 사이에서 상층 300 m에 민다나오해류 
(Mindanao Current)와 300 m-1800 m의 두꺼운 민다나오잠류(Mindanao Under Current)
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점 B05–B10 영역에 남향류와 북향류가 반복하여 분포하여 
sub-thermocline eddy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서안경계류 해역에서 발생하
는 잠류의 발생 기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2b-2-5. 단면 B의 밀도 자료로 계산한 지형류 분포. 무류면은 수심 4,000 m로 가정
하였음.

- 북위 6.5도 선상에서는 관측점 A05를 중심으로 북향류가 나타나며 A07-A07과 A10-A11 
사이에서 남향류가 나타남. 이는 북적도반류(North Equatorial Count Current)에 수반한 사
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민다나오해류는 관측점 A04보다 서쪽 해역에 분포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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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약층에서부터 2000 m 수심 까지도 20 cm/sec 이상의 지형류 분포를 보여 심층의 흐름
의 폭이 매우 두꺼운 것을 나타냄. LADCP 자료와 정밀한 비교가 필요함.

그림 2-1-2b-2-6. 단면 A (북위 6.5도)의 밀도 자료로 계산한 지형류 분포. 무류면은 수심 4,000 m로 
가정하였음.

마. LADCP 및 SADCP의 실측 유속 (그림 2-1-2b-2-7)
- 상층은 필리핀 연안역에 남향의 민다나오해류가 약 2 노트까지 강하며 수심 200 m보다 깊
은 곳에 북향류인 민다나오잠류(Mindanao Undercurrent)가 폭 넓게 분포함. 
- 수온약층 아래의 심층에서 동서방향에 따라서 북향류와 남향류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어 

sub-thermocline eddy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냄. 이는 지형류의 계산 결과와 일
치하고 있으나 두 자료 모두 정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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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2b-2-7. 북위 8도선상 관측라인 B에서의 유속관측 결과. (a) LADCP, (b) SADCP. 왼쪽은 
64 m, 208 m 및 520 m 깊이의 유속을 표시하였으며, 오른쪽 유속 단면도에서는 (a), (b) 각
각 위쪽은 동서방향 성분(청색: 서향, 적색: 동향), 아래쪽은 남북방향 성분(청색: 남향, 적색: 
북향)을 나타냄.

 
3) 서안경계류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연구
가. 쿠로시오 본류에서 관측한 해류 시계열 자료에서 쿠로시오 변동 분석:
- 2015년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쿠로시오 본류(그림 2-1-2b-3-1의 황색 점)에서 관측
된 상층 500 m의 평균 유속을 쿠로시오 진행 방향(along-Kuroshio)과 연직 방향
(across-Kuroshio) 유속 성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두 유속 성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가짐(72시간 장주기필터 후 상관계수: 0.7). 즉, 쿠로시오 세기가 커질수록 외
해쪽 방향으로의 유속 성분도 커지는 “offshore shift” 특성을 보임(그림 2-1-2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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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해상도 전지구 자료동화 모형의 해류 변동과 현장 관측된 해류 변동의 특성 비교:
- 2015년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상층 500 m의 평균 해류는 관측에서는 유속이 72 
cm/s, 유향이 56.8도이며 1/12도 해상도를 갖는 전지구 자료동화 모형인 HYCOM 결과에서
는 유속은 64 cm/s이고 유향은 67.1도임.
- 쿠로시오 본류(그림 2-1-2b-3-1의 황색 점 위치)에서 현장 관측된 해류 변동과 HYCOM 
결과의 해류 변동 시계열을 비교한 결과 HYCOM의 모의 수준이 상당함이 검증됨(그림 
2-1-2b-3-3).

그림 2-1-2b-3-1 2015년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의 쿠로시오 축(월평균; 보라색 실선, 연
평균; 흑색 실선)과 유속계 계류 지점(황색 점)의 평균유속(적색 화살표). 

그림 2-1-2b-3-2 2015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관측된 상층 500 m 평균 유속(a: along, 
b: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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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제협력
2-1-3a 관련분야 국제공동연구
1) 외국연구기관 협력체계 추진
-일본 가고시마대학과의 MOU 체결 완료 (그림 2-1-3a-2 MOU 서류 참조)
2)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2017년 6월 3-18일 일본 EEZ 공동조사 수행, 쿠로시오 본류 계류 1점(그림 2-2-2c-1의 황
색점) 설치 완료(그림 2-1-2b-3-1)

그림 2-1-2b-3-3 2015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의 현장관측자료(ADCP)와 수치모델(HYCOM)에 나
타난 상층 500 m의 평균 유속.

그림 2-1-3a-1. 2017년 쿠로시오 본류 계류 유속 관측장비. 쿠로시오 주축에 가까운 지점에 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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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a-2. 가고시마 대학-KIOST간 연구협력 MOU 체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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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년도 수행 과정 및 내용(2018년)

2-2-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2-2-1a 관측자료기반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지도 

1)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가. 관측해역 조사 및 에디 특성

그림 2-2-1a-1 2018년 조사해역 CTD조사 및 인근에서 5등급으로 강화된 태풍 제비(Jebi) 
및 태풍 망쿳(mangkhut)의 진로를 표기함.

 

- 2018년 8월 29일 – 9월 22일 기간중에 이사부호 조사를 실시함. 9월 1일 현장 도착 즈음
에 태풍 제비가 북서진하여, 최북단 관측선 인근 (21.1°N, 130°E)에서 파랑글라이더를 투하하
고 남서진하여 관측을 실시함 (그림에서 흰색선은 태풍전까지 경로를, 태풍 망쿳 피항후 관측
경로는 회색으로 표기함.  
- 관측해역에서 실시한 CTD, xCTD 조사지점 및 파랑글라이더 등 해양로봇 투하지점은 그림 
2-2-1a-2와 같음. 그림 2-2-1a-3에는 9월 1일부터 5일 간격으로 해수면 변위 anomaly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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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a-2 CTD와 xCTD 조사지점 및 파랑 글라이더, 아고부이, 부층부이 등 해양로봇 
장비 투하지점. 배경 색깔은 2018년 9월 13일 해수면변위 anomaly를 나타냄.

그림 2-2-1a-3 9월 1일부터 5일간격으로 해수면 변위 Anomaly. 관측해역 도착 당시인 9월 1일에는 
관측영역 외곽에 있던 동쪽 에디가 16일에는 100km 정도 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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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a-4 단면 N(1/2행) 및 A(3/4행)에서의 1000m까지 수온(좌) 및 염분(우) 연직 분포. 

- 북서태평양 해역내(17.5°-21.1°N, 126.5°-133.5°E), 30-40여개 지점(그림 2-2-1a-2)에서 수
온, 염분 등 해수물성 조사를 위하여 CTD, xCTD 조사를 실시함. CTD 보완관측으로 xCTD 
조사를 12개 지점에서 관측함. 수온, 염분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열용량 공간특성에 대한 정
량적 정보를 산출함. 
- 상부 단면 N에서의 1000m 수심까지 수온 및 염분 특성(그림 2-2-1a-4위)은 에디층인 
Tx04n에서 Tx06n까지 약 50m 수심까지는 29°C 이상이며, 26°C 이상 수온은 상층 100m 두
께에서 보임. 상부 혼합층은 대략 50m 정도이며, 혼합층 깊이는 공간적인 차이를 보임. 



- 90 -

- 상부 두번째 단면 A에서의 1000m 수심까지 수온 및 염분 특성(그림 2-2-1a-4아래)은 N단
면과 유사함. 약 150m 층에는 북서태평양 고온 상층수가 400-800m 수심은 북서태평양 저염
수 특성이 나타남.
  

그림 2-2-1a-5 단면 B(위) 및 C(아래)에서의 1000m 수심까지 수온(좌) 및 염분(우) 연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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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B는 태풍 망쿳 통과 3-4일전인 9월 10일-11일경, 단면 C는 통과직후인 9월 15일-16
일에 관측함. 
- 단면B의 동서 에디해역에서 26°C 이상 수심은 약 100-120m 두께이며, 약 50-70m 두께까
지 29°C 이상 고수온이 나타남. 100m-300m 층에 34.8-35.0psu의 북서태평양 고염수가 나
타나며, 450-750m 층에 34.2 psu전후의 북태평양 중층수를 나타내는 염분 최소층이 나타남. 
- 단면 C의 에디 해역에서는 26°C 수온이 서측 에디역에 약 80m까지, 동측에는 특징적으로 
150m까지 분포하며, 상층 혼합층 에디역 동서측 수온은 각각 28°C, 29°C이며 두께는 60m 
내외임. 태풍으로 인한 열의 손실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태풍 통과후 관측한 C단면 중앙부 
용승해역 상부 혼합층 두께는 40m 정도이며, C단면에서 최대 혼합층 두께는 70m 정도로서 
공간적 특성이 크게 나타남.
- C 단면에서도 100-200m 층에 35.0 psu의 북서태평양 고염수 핵이 나타나며, 400-800m 
층에 34.2 -34.4 psu 전후의 북태평양 중층수의 염분 최소층이 나타남. 중앙부에 용승으로 
인한 고영수가 50m 층 가까이 상승하는 특성이 나타남. 
- 특기할 사항은 그림 2-2-1-4a 난수괴 에디 표층에 나타나는 저염수는 상층수렴을 시사하
며, 에디중심역 수온강화를 유발하여, 결국 태풍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발견으로 판단됨. 
- 저염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관측이 실시된 2017년 B단면(2018년 B단면과 동일 단면)의 염
분 특성은 에디 중심에서 최소염분이 나타나는 특성이 명확(그림 2-2-1a-6a)하며, 대기현상 
혹은 Ageostropic 과정 관련성 등 저염수 발생을 유발하는 기작을 분석중이며, 태풍강화에 
미치는 과정도 심층 분석중임.

그림 2-2-1a-6a 2017년 B단면에서의 염분 상세 구조. 129°E에 34 psu 저염수의 핵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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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a-6b A,B,C 3개 단면(좌)에서 2017년 및 2018년 수괴(water mass) 분포 특성을 보이는 
T-S diagram (우). 100m이내 상층 2017/2018년 관측값을 각각 옅은 하늘색/주황색으로 표기
함. 

- 2017년에 비해 2018년 100m 이내 상층에서의 수온은 약 0.5°C 낮으나, 대체로 2018년도
에 인근 해역에서 5등급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정도 수온 약화는 태풍을 크게 약
화시키지는 않을 것임.

2) 2018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가. 열용량 단면 특성
- 2018년 태풍전후를 망라한 관측단면별 열용량(OHC, Ocean Heat Content)은 26°C 이상 
상층해역에서 단위단면적당 수층 열에너지를 나타냄. 그림 2-4-1a-7에 4개 단면에서 열용량 
공간 특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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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a-7 조사해역(좌), 9월 13일 SSHa (우상) 및 태풍전과 후 취합한 열용량(OHC) 분포 (우
하). 

- 

- 그림 2-4-1a-7(우상)은 9월 13일 현재 3개의 소규모 에디가 존재하여, OHC 공간 변화가 
크게 나타남. OHC 최대치는 남서부 에디해역에서 가장 크며, 최대치는 140 kJ/m2를 상
회함. 난수성 에디역은 대부분 100 kJ/m2이상이며 북쪽 에디역은 80kJ/m2정도임. 태풍후 
남측 용승해역은 30-50 kJ/cm2로 약화됨. 

그림 2-4-1a-8 태풍 망쿳 통과전과 후의 조사해역 남서부에서의 열용량 변화. 

- 

- 태풍전과 태풍후에 관측이 수행된 남서측 에디 단면상의 T17, T18, Tx18에서의 태풍전과 
후의 열용량 변화는 태풍전 125, 124, 115 kJ/cm2에서 105, 75, 85 kJ/cm2 정도로 크
게 낮아짐(그림 2-4-1a-8). 이같은 열손실은 해양 연직 혼합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대기로 
방출되는 열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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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 급강화기작규명

1)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획득 
 가. 조사선 관측 
- 그림 2-2-1a-2의 관측점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조사의 일
환으로 파랑글라이더 2대, 표층 부이 6대, 아고부이 2대, 수온 프로파일러 2대 및 조사선에 
바람 및 기상센서를 추가 설치함 (그림2-2-1b-1-1). 

- 해양-태풍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운동량과 열 플럭스 산출을 위하여 해양
- 대기 경계면에서 바람, 기온, 기압, 습도, 수온 등 기본 관측항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함 (글
라이더에 센서 설치).
- 잠열속(Latent heat flux, LHF)은 bulk 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됨. 

 LHF =      
 (  공기밀도,  Latent heat of vaporization,  난류열교환계수,  10m 높이 
풍속,  해표면 비습,  대기 비습.)
- 태풍시 여건에서 관측한 자료는 부분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열플럭스 산출을 최초로 
시도함.
- 조사선에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를 사용해 항로를 따라 관측된 기상요소 관측 예 (그림 
2-2-1b-1-2).
- 조사선에 관측된 풍속은 대체로 20m/s 이하이며, 기상장비가 우치한 32.6m에서 기온은 
25°-30°C의 변화를 보임. 상대 습도는 60-90% 범위의 변화를 보임.

그림 2-2-1b-1-1 발사준비중인 라디오존데(좌상), 아고부이 투하(우중) 및 표층부이 투하준비 (우상), 
탑재된 파랑글라이더의 기상센서(중좌) 및 글라이더 투하(중중) 및 항행, xCTD 발사(좌하), 회수
중인 파랑글라이더 및 선수풍속계(우하). 9월 1일, 8일에 각각 투하하여 귀항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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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주기의 대기압 변동성은, 대기조석 또는 대기의 낮과 밤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예상됨. 
- 32.6m 높이에 설치된 조사선 기상장비로 관측된 조사기간중 평균풍속 및 순간최대 풍속(그
림 2-2-1b-1-3)은 10m 높이에서 최대치가 15-20 m/s정도이며, 순간 최대 풍속은 20m/s 
이상임..

나. 잠열 요소 관측 및 분석 
- 32.6m 높이에 설치된 조사선 기상장비와 선수 13m, 20m 높이에서 관측된 기온, 상대습도 
및 대기압(그림 2-2-1b-1-4). 대체로 각 관측값이 대비되며,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
는 특성이 나타남. 

  그림 2-2-1b-1-2 조사선 항로(위) 및 조사선 장착장비에서 관측된 풍속, 기온, 대기압 및 습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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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3 조사선 장비(32.6m 높이)관측 풍속 및 10m 상공 변환 1분 평균풍속(위 두그림). 
10m 높이 및 32.6m 높이에서의 순간 최대 풍속치 (아래 두 그림). 

그림 2-2-1b-1-1-4 조사선과 선수고(13m, 20m)에서 1초 간격으로 관측된 기온(상), 상대습도, 해면기
압(하). 

- 조사선 기상장비와 선수 13m 높이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관측기간중 산
출한 LHF(Latent heat flux) 분포 및 바람 자료를 나눈 바람정규화된 잠열 
wnLHF(wind-normalized LHF) (그림 2-2-1b-1-5a). 5일-7일경 에디역 통과시 최대치가 
300-400 W/m2 정도로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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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정규화된 wnLHF는 제비를 피해 남서쪽 에디를 조사시기에 25-30 W/m2/(m/s)로 최
고치를 보임. 이는 같은 풍속조건에서 난수괴 에디역에서의 잠열 방출이 가장 클 것임을 시사
함.

그림 2-2-1b-1-5a 관측기간동안 선수 센서 및 해수면 SST를 이용하여 산정된 15분 평균 Latent 
heat flux (LHF) 및 풍속으로 정규화된 Wind-normalized latent heat flux (wnLHF).

그림 2-2-1b-1-5b 관측치로부터 산정된 15분 평균 잠열(LHF)(좌) 및 바람 정규화된 잠열 (wnLHF, 
wind-normalized latent heat flux) (우). 

- 잠열 및 바람정규화된 잠열의 공간분포를 그림 2-2-1b-1-5b에 제시함. 바람정규화된 잠열
은 에디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대체로 크게 나타남. 태풍 망쿳 14일 통과한 직후인 9월 15일, 
16일에 관측한 최남측 단면에서의 정규화된 잠열 강하는 전반적으로 상부혼합층 표층 수온 
약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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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5c 관측치로부터 산정된 15분 평균 잠열(LHF)(좌) 및 바람 정규화된 잠열 (wnLHF, 
wind-normalized latent heat flux) (우). 

- 4개 단면에서의 1분 평균(검은 점) 및 15분 평균 LHF (적색선) 및 15분 평균된 바람(청색
점)을 나타냄. 최북단 단면 에디역에서 LHF가 300-400 W/m2로 크게 나타나며, 여타 단면에
서는 대체로 200-250 W/m2 이내의 값을 보임, 
- 2017년 관측자료 추가분석 결과(그림 2-2-1b-1-6), 잠열에서 바람 효과를 제외한 바람정
규화된 잠열(wnLHF, wind-normalized Latent Heat Flux)과 해양열용량 및 해양과 대기 비
습차 관계에서 해양열용량과 wnLHF는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높음을 시사함.
- 해양과 대기의 열정 비평형을 나타내는 비습차(Qs-Qa) 역시 SST보다는 해양열용량과 공간
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표층의 수온이 아니라 해양열
용량이 바람 정규화된 잠열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와 해양의 비습차는 해양이 난수성 에디와 한랭성 에디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나, 대
기의 비습은 관측기간중 대기상태에 의해 지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건조한 대기는 북측에
서 습한 대기는 남측에서 전달해 오는 것으로 나타남. 
- 위 자료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 바람정규화된 변수인 wnLHF 가 해양-대기 
상호작용 자료해석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였음. 
- 이같은 태풍이 없었던 2017년 난수괴 에디 주변에서의 관측 특성으로부터 10m/s 이내의 
풍속에서 난수성 에디 해역에서 대기로의 방출열이 대체로 해양열용량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태풍모델의 태풍전 상태 검증에서 확인해야할 해양과 대기 특성으로 확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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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6 2017년 태풍이 없는 조건에서 관측치로부터 산정된 15분 평균 잠열(LHF)(좌상), 해
양열용량(우상), 바람정규화된 잠열(wnLHF, wind-normalized latent heat flux)(좌
하), 및 해양과 대기 열적 비평형성 비습차(Qs-Qa)(우하) (Kang et al., 2018). 

다. 파랑글라이더 관측 
- 그림 2-2-1b-1-7a는 각각 파랑글라이더(WG1)에 부착한 CTD센서 및 기압센서로 산출한 
수온, 염분, CTD계류수심, 해면기압임. 제일 아래 그림은 JTWC 예측 태풍진로임. 북동쪽 에
디역에 투하한 수온은 29°C 전후값을 보이며, 염분은 33.7-34.2 psu 구간으로 대체로 양호하
게 관측되었음. 
- 그림 2-2-1b-1-7b는 각각 파랑글라이더(WG2)에 부착한 CTD센서 및 기압센서로 산출한 
수온, 염분, CTD수심(8m 아래 부착)임. 9월 1일 태풍 제비 북상시 투하했으며, 이후 북동쪽 
에디역에 머물다가 태풍 망쿳 관측을 위해 남서측 에디 방향으로 이동. 
- 대기 기온은 30°C를 기록하다가 해수중 수온은 28.5-29.5°C 전후값을 보이며, 염분은 
34.0-34.5 psu 구간임. CTD는 8m 아래 계류하였으며, 태풍이 지나던 9월 14일-15일경에 
단주기 변동 특성이 뚜렷함.
- CTD는 4m 아래 계류하였으며, 대체로 그 수심을 유지하나, 태풍이 인근을 지난 9월 13일
-15일(그림 2-2-1b-1-8a)에 단주기 변동이 크게 나타남. 
- 대기압 자료는 12시간 주기 진동이 두드러지고 13일을 중심으로 9월 12일-14일에 펄스형
태의 기압진동은 파도 등에 의한 해수가 장비위에 덮치어 순간적인 기압 상승 때문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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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더 선수(해면상 0.7m-1m)에서 1초 간격으로 관측된 최대 풍속은 최대 20m/s 정도
로 기록되며 태풍이 남측을 통과하는 시점인 9월 13일 14일에 강한 풍속이 나타나며, CTD 
부착 수심도 요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2-2-1b-1-8a는 JTWC 태풍진로 예측 자료이며, 13일, 14일경에 관측해역 남단을 지
나고 있음. 

그림 2-2-1b-1-7a 파랑글라이더(WG1)에 부착한 CTD 관측 수온, 염분, 수심 (해면하 수심)과 해면대기
압, 풍속 및 밧데리 용량의 시간 변화. 태풍예측진로는 9월 14일경(그림 2-2-1b-1-8a) 관측해역 
남측을 통과하고 있음. 시간대는 UTC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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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7b 파랑글라이더(WG2)에서 관측한 수온, 염분, 수심(CTD계류수심), 시간대는 UTC 
기준임.

그림 2-2-1b-1-8a 태풍 통과궤적 및 관측영역 (청색 점선 영역). 시간대는 UTC 기준임.
- 망쿳의 급강화는 9월 10일(그림 2-2-1b-1-8b) 일어났으며, 9월 11일 오후부터 14일 오후
까지 5등급이 유지됨. 망쿳은 2018년 발생한 전 세계 태풍중 가장 강한 태풍으로 알려짐.  
- 급강화 시기인 9월 10일 유효한 자료가 수집된 WG1 관측결과는 그림 2-2-1b-19와 같음. 
금번 조사는 최초로 태풍시 정밀한 해양경계층에서 해양-기상 관측이 수행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 WG1 관측풍속은 그림2-2-1b-9에 9월 10일 7시45분경에 7m/s이상으로 강화되며, 비습은 
17g/kg에서 15.5g/kg으로 감소함. 태풍 영향에 따라 해양-대기 경계면에서 활발한 해양-대
기 상호작용이 나타남을 시사함. 해양과 대기간 열역학적 비평형성을 나타내는 ∆(Qs-Qa)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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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8b 태풍 망쿳의 급강화 특성 및 5등급 지속일 특성(NRL). 시간대는 UTC 기준임.

그림 2-2-1b-1-9 WG1에서 관측된 변환된 비습, 풍속 동서성분(u) 및 연직(w) 성분의 40Hz 간격 1시
간자료.

- WG1 관측은 날짜별 태풍경로에 다르나 대략 9월 10일-12일경에 대략 500km 정도 거리에
서 관측됨. 따라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작은 여건에서 관측되었으며, 차년도에 강한 풍속에서 
관측 계획임. 급강화 단계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4) 급강화 난수괴 기작
실험” 항에 추가 상세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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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층 뜰개 (surface drifter) 조사 및 분석 
- 1차년도에 표층부이 관측에서 태풍 란(Lan) 통과시 10m 환산풍속 기준 50m/s를 상회하는 
바람을 관측하여 모델 검증 등에 유용성을 확인함. 조사해역에서 수개월 지속적인 바람과 같
은 해양-대기상호작용 인자를 관측하기 위하여 6대의 표층부이를 투하하여 10월 31일까지의 
궤적을 그림 2-2-1b-1-10에 제시함. 그림2-2-1b-1-10에 인근을 통과한 태풍 제비, 짜미, 
콩레이, 망쿳의 궤적을 함께 나타냄.
- 위 4개의 태풍은 금년에 예외적으로 모두 5등급까지 강화되었으며, 태풍 짜미(Trami)는 관
측 해역내에디 해역에서 5등급으로 강화됨. 9월 13일-14일간에 조사해역 남측을 통과한 망쿳
은 금년 발생한 전세계 태풍 중에서 가장 강화된 태풍으로 알려짐. 
적색 부이의 경우,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다가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매우 특징적인 궤적을 보임.

- 1개 부이는 수일후 통신 두절되고 5개 부이가 작동하였음. 각 표층부이로부터 관측한 해면
기압, 표층수온 및 6분 평균 풍속을 그림 2-2-1b-1-11에 제시함. 태풍 짜미와 콩레이 인근
을 통과한 부이에서는 태풍 흔적이 뚜렷이 나타남. 
- 짜미와 콩레이가 부이 12130을 통과하며 기압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며, 표층수온의 경우 짜
미 통과후 냉각된 표층 수온이 콩레이 통과시 다시 하강하는 특성이 관측됨. 이때 6분 평균 
10m 높이 최대풍속은 약 30m/s로 관측됨.

그림 2-2-1b-1-10 관측기간동안 표층부이의 투하후 궤적 및 4개 태풍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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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11 생존한 5개 부이의 관측기간 동안 해면기압(상), 표층수온(중), 6분 평균 풍속(하). 6
분 평균 풍속은 0.7m 높이 및 10m 높이 환산 풍속으로 표기함.

- 태풍 짜미의 경우, 9월 23일 약 400km 거리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부이에 접근(그림 
2-2-1b-12a)해 오다가, 9월 24일에 표층 부이 1대의 50km 정도의 거리에 근접(그림 
2-2-1b-12b)하면서 강한 풍속이 관측됨. 0.3m 높이에서 Gust 풍속은 약 30m/s 이고, 10m 
높이에서는 Gust 풍속은 50 m/s에 달하였음. 표층수온은 약 1도 낮아졌으며, 해면기압은 
1013 mb에서 964 mb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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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12a 관측기간 동안 표층부이(12130)의 투하후 9월 23일 태풍 짜미가 외곽(18°N, 132°E)에서 접
근시 기상특성 변화 및 0.7m 높이 및 10m 높이 풍속.

그림 2-2-1b-1-12b 관측기간 동안 표층부이(12130)의 투하후 9월 24일 태풍 짜미(Trami) 근접(19.5°N, 
129°E)시 기상특성 변화 및 0.7m 높이 및 10m 높이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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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인무인항공기 NOAA 대서양 조사 자료 
- 2017년도 허리케인 maria 당시 NOAA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NOAA 연구책임자인 Cione박사가 2018년 5월 해양과기원 방문시에 관측한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결과(Cione, J.J., 2018; Low level boundary layer UAS observation in Hurricane 
Maria(2017), BAMS)세미나를 갖음.
120m 상공에서 잠열이 855W/m2 정도로 관측되었음. 무인항공기 최초 열속 관측사례로 의
미가 있음.

그림 2-2-1b-1-13 120m 상공에서 무인항공기(Coyote)를 이용하여 난류/bulk 열속을 직접 관측, 산정 
의미. 

 

바. 아고 뜰개 투하 및 분석 
- 상층 수온, 염분의 지속적인 단기 관측을 위해 상층의 수온 및 염분 연직구조를 약 6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2018년 이사부호 활용 탐사시 2개 정점에서 투하 (그림 
2-2-1b-1-14). 
- 아고 자료는 태풍 전후 OHC 변동성에 해석과 태풍 환경에서 배경 열용량 이해에 종합, 활
용할 예정임. 
- 난수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서진하여 루손해협을 통과해 남중
국해 북부 해역으로 이동하여 관측중임 (2017. 11. 24. 23Z 현재).
- Argo Profilers 관측은 2018년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ridium 방식의 Argo 2 기를 
집중관측 해역 동쪽에 투하하여 현재 2개월 이상 관측 중이며, 관측기간 중 5개 태풍의 직간
접적인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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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14 이리듐 통신 방식 Argo 2기(f8261, f8508)의 두 달간 궤적과 태풍 통과 진로 
(배경은 2018년 11월 17일 기준 해면 고도 이상과 지형류).

- 그림 2-2-1b-1-15에는 관측 기간 중 두 기의 Argo 프로파일러의 표층 위치 변화와 양방
향 통신에 의한 관측주기 및 깊이 제어 결과를 보여줌.

그림 2-2-1b-1-15 양방향 통신 방식을 이용한 Argo Profiler의 작동 모드 변경 이력 (태풍 발
생시 6시간 간격으로 600m 관측, 태풍 없는 경우는 3일 마다 2000m 까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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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b-1-16, 그림 2-2-1b-17에 아고부이의 관측기간중 연직 수온과 염분 프로파일
과 수온-염분 다이어그램을 각각 표시함.

그림 2-2-1b-1-16 양방향 통신 Argo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연직 수온/염분 구조의 시간 변화: f8261의 경
우 태풍 위투가 근접했을 때 연직혼합에 의한 수온의 하강과 염분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f8508의 경우 태풍 망쿳, 짜미, 위투 등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나타남.

그림 2-2-1b-1-17 두 기의 Argo Profiler가 관측한 수온-염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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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라디오존데 조사 및 분석
- 난수괴 해역 CTD 조사 정점 등 30여개 정점에서 라디오존데 대기 프로파일 자료 획득
- 정점 부근에서 라디오존데를 이용하여 12시간 간격으로 대기의 기온과 습도 등을 관측함
(그림 2-2-1b-1-18). 00Z와 12Z만 관측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해양관측 정점과 라디오존데 
부양 위치는 일치하지 않음.

그림 2-2-1b-1-18 라디오존데 관측 지점.
 

- 관측 영역에 대하여 대기의 기온과 습도를 그림 2-2-1b-1-19에 나타냄. 관측 지점과 기간
에 대하여 건조층(dry layer)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증충에 상대습도가 높은 시기는 대류활동이 강한 시기로서 강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전년도 라디오존데 관측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금년도 관측에서는 건조층이 현저하게 나타
나지 않음(그림 2-2-1b-1-20).
- 관측 영역에 대하여 건조층의 유무는 태풍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7년 관
측영역과 2018년 관측영역에 대하여 건조층이 뚜렷하지 않은 2018년 관측영역에서 태풍활동
이 더 활발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중층의 상대습도가 태풍 생성 및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
임.

그림 2-2-1b-1-19 라디오존데 관측을 통한 기온과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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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1-20 관측점 평균 상대습도 프로파일. (a) 2017년 관측, (b) 2018년 관측. 

- 태풍의 잠재적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를 이용하였음. 태풍잠
재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를 의미하고, 는 부력이 0이 되는 고도의 outflow level의 기온
을 의미함. 그리고, CAPE*-CAPE는 대류가용위치에너지(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의 태풍 중심 부근과 주변의 차이를 의미함
- 위 식을 이용하여 관측 영역에 대하여 태풍 잠재강도를 산출함(그림 2-2-1b-1-21).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SST가 높고 중층 상대습도가 높은 관측 영역 서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태풍 잠재강도를 가짐. 즉, 관측시기, 서쪽 관측지역에서 태풍 최대풍속 반경에서 최대 
풍속이 더 커질 수 있음.

그림 2-2-1b-1-21 라디오존데 관측 지점에서의 태풍 잠재강도. 
- 그림 2-2-1b-1-21은 9월 23-25일경 조사해역을 통과한 태풍 짜미가 북서쪽 해역에서 급
강화하고 5등급 태풍으로 강화한 특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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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관측자료 동화 기법 개발

가. 연구개요
a) 연구목표
- 본 연구는 CTD/XCTD 등 현장조사 자료와 위성/재분석 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

용하여 태풍해역 상층 수온구조를 포함하는 개선된 진단장(Revised Diagnostic) 산출을 
목표로 함. 

b) 당해 년도 연구목표
- 당해 년도에는 기존 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 해역에 수립된 3차원 해양모델로

부터 태풍 통과/발행 해역의 해양상층구조를 산출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연구방법
a) 재분석 자료 활용
- SST, SSS 자료동화 - 수치모델로 계산한 해수면 수온과 염분에 대하여 HYCO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이완방법(relaxation method)으로 보정함. 은 이완시간, 은 이완율
임.

- SSH 자료동화 – SSH의 이완방법에는, SSH의 값 자체를 이완시키는 방법과 SSH의 경사
를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을 병용하여 실험함.

mod  mod      

  

b) 관측자료 활용
- 2017년에 관측된 CTD/XCTD 자료(표 2-2-2-1a-1)를 사용하여 이완방법으로 자료동화 

함.

조사
연도

기간 
구분

조사기간
조사자료(CTD/XCTD)

CTD XCTD 합계 사용자료
2017 09.14 – 09.26 28 15 43 28 (CTD만)

표 2-2-1b-2-1 관측자료(2017) 확보 및 활용 

다. 연구내용
a) 수치모형
- 사용된 모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3차원 지역해 모형(ESCORT)으로 연직 격

자체계에서 표층에는 -격자를, 저층에는 -격자를 사용하는 모형임. 수평격자는 가변격
자를 사용하며, 시간차분에는 Explicit Leap-frog scheme을 사용하며, 운동량/물질 이송
항에는 2차/4차 중앙차분, TVD, UN3체계 등을 사용함.

- 연직난류 계산에는 GOTM을, 밀도 등의 해수특성 계산에는 TEOS-10을 사용함. 퇴적물 
이동, 수질 변화, 입자추적 모듈, 하위해양생태계 모형과 접합되어 있으며, OpenMP, MPI 
등의 병렬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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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변 상세격자 수치모형 수립 및 테스트
- 모형 수립 및 테스트 – 서태평양 영역(96°∼166°E, 3°S∼64°N)에 대하여 그림 

2-2-2-1a-1과 같이 1/24도(2.5분) ∼3/8도(22.5분)의 가변격자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총
격자수는 668 × 740 = 494,420개임.

- 수심(그림 2-2-2-1a-2)은 SRTM30 (SRTM+GTOPO30)을 사용함. 
- 연직격자는 표층에서 최소 2m, 저층에서 최대 500m로 총 46개 격자로 구성되며, 상부 

16개 층(최대 100m)를 -격자로 하였음 (표 2-2-2-1a-2).
- 초기조건: HYCOM 재분석 자료(daily, 1/12°간격)의 해수면과 수온을 부과하였으며 유속의 

경우에는 Cold start 조건을 사용함.
- 외해경계조건: HYCOM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며, 해수면, 수심평균 유속, 3차원 유속을 이

용하여 Flather 경계조건을 적용함. 조석은 사용하지 않음. 수온, 염분의 경우에는 
Nudging조건을 부과함.

- 대기경계조건: HYCOM의 SST, SSS 및 SSH에 대하여 이완조건을 적용함. 기상자료로는 
ECMWF의 ERA-Interim 자료의 바람, 평균해면기압, 대기온도, 이슬점 온도, 구름, 강수, 
증발 자료를 사용함. 

- 하천경계조건: 29개 하천(중국 6개, 한국 7개, 일본 15개, 베트남 1개)의 월평균 유량자료
를 부과하고, 장강의 경우는 시계열 월평균 자료를 사용함.

2-2-1b-2-1 상세 가변격자.

 

2-2-1b-2-2 모델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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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격자 크기 
(m)

격자저면 수심 
(m)

1∼5 2.0 10.0
6 3.0 13.0
7 5.0 18.0
8 7.0 25.0

9∼16 10.0 105.0
17 15.0 120.0
18 20.0 140.0

19∼20 30.0 200.0
21∼24 50.0 400.0
25∼26 75.0 550.0

27 100.0 650.0
28 150.0 800.0

29∼30 200.0 1,200.0
31 300.0 1,500.0

32∼48 500.0 10,000.0

표 2-2-1b-2-2 모형 연직 격자 크기.

- 모델 테스트 결과, 3차원 비균질류 실험에서는 경계면에서 유속과 해수면 계산에서 경계면
에 주어진 값이 내부로 원활히 전파되지 못하고 유속분포에서 격자 변화 구간의 협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격자 크기 변화 구간을 따른 흐름이 나타남. 

- 따라서 문제점의 해결과 간편한 모델 테스트를 위하여 모델을 이원화하여 모델실험을 수행
하기로 하였고 1차 년도에 수립한 바 있는 간단한 조립 정방격자 모델을 수립하여 모델 
테스트를 수행함.

c) 조립 균일격자 수치모형 수립
- 수립된 모델은 1차 년도에 기초적인 테스트를 위해 수립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 모델영

역은 상세 가변격자 모델과 동일함(그림 2-2-1b-2-1). 격자 크기는 균일하게 Dx = Dy = 
1/6°,총격자수는 414 × 396 = 163,944개이며, 연직격자는 상세 가변격자와 동일함. 기타 
실험의 조건도 상세가변격자 모델과 동일함.

d) 모형 검증 및 진단장 계산
- 2017년 태풍 현장조사 정점 자료와 HYCOM 재분석 자료, 모델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음. 

2017년 9월 1일부터 초기 10일 동안은 수온/염분장을 고정시킨 채 가동하여 진단장이 형
성되도록 하고 이후 9월 30일까지 수온/염분 변화를 포함하여 모델을 가동함.

- 그림 2-2-1b-2-3에 9월 11일의 모형 결과, HYCOM 자료를 조사 정점에서 비교하여 정
점 T22의 결과를 제시함. 모델 결과와 HYCOM 자료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지만, 
표층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그림 2-2-1b-2-4에 관측된 수온/염분 구조와, 같은 위치/일자의 HYCOM 재분석 자료, 
모델 계산 결과를 비교함. 수온은 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한 연직 구조를 보여주나 염분
에서는 표층구조에서 세 자료가 차이를 보임. 모델 결과는 표층에서 약 800m에 이르기까
지 상당히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서 초기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연직확산이 과도함을 보
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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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b-2-5에 CMEM(COPERNICUS) 위성재분석 자료, HYCOM 재분석 자료, 모델
결과에서 나타난 2017년 현장조사 영역에서의 SSH 수평분포를 제시함. 위성재분석 자료
와 HYCOM 재분석 자료는 상당히 유사한 SSH 분포를 보여주나 모델결과는 개략적인 형
태는 비슷하다 해도 상당히 달라서 HYCOM 재분석 자료 이완방법을 통한 자료동화가 충
분치 못함을 보여줌. 

그림 2-2-1b-2-3 모델 초기장(0911)의 연직구조 
비교(좌: 수온, 우:염분).

 그림 2-2-1b-2-4 관측시점(09/20)의 연직구조 
비교 (좌: 수온, 우: 염분).

그림 2-2-1b-2-5 CMEM 위성재분석 자료(좌상), HYCOM 재분석 자료(우상), 모델 결과
(하)의 2017년 조사해역 SSH 분포(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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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델 실험 결과 – 해양표층 수온/SSH/염분 분포
조립 균일격자 모델로 계산한 상층의 수온, SSH, 염분의 분포(8월)를 그림 2-2-2-1a-6에 제
시함. 모델 가동 초기 1년 동안의 결과로 수온과 염분의 경우 초기조건을 주었지만 유속의 경
우는 cold-start를 주었기 때문에 spin-up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
모델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비균질 계산 경계조건의 문제 등 상세 가변격자 모델 실험에서 
나나났던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되었음. 현재의 결과는 모델 초기 결과로 향후 비교/검증을 통
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2-2-1b-2-6 조립 균일격자 모델로 계산한 8월 상층수온, SSH, 염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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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태풍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단순모형 개발
❍ 2017~2018년에 발생했던 급강화 태풍 사례에 기존 CHIPS 모형 적용 결과

- 해양 상태는 태풍 존재기간 동안의 NRL-HYCOM 재분석 자료의 평균값을 모형의 입력값
으로 부여하였으며, 중층대기의 습도 변화를 통해 태풍 존재기간 동안 비교적 잘 맞는 재현특
성을 산출함.

그림 2-2-1b-3-1 2017 ∼ 2018년의 대표적인 급강화 태풍 진로 및 강도 변화 (6시간 
간격)

 

연도-연번 
(JTWC)

태풍이름
최대 급강화율 

(kt/day)
최저기압 (hPa) 최대풍속 (kt)

2017 LAN 50 922 135
2018 TRAMI 60 - 140
2018 KONG-REI 55 - 140
2018 YUTU 70 - 155

표 2-2-1b-3-1 2017∼2018년 핵심해역 대표적인 급강화 태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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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7년 태풍 란(LAN)

그림 2-2-1b-3-2 단순태풍모형(CHIPS)으로 모의한 2017년 태풍 란(LAN)의 강도 변화 (실선: 
모형, 점원: 관측추정치)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모형 태풍의 강도는 관측 추정값에 비해서 하루 정도 일찍 급강화
가 시작되어 3일 이상 강도가 유지되다가 급격히 감소하나, 관측 추정치는 후반부 강도 감쇄
가 다소 선형적이며 느리게 나타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란 통과시 해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해표면수
온의 평균값은 28.3℃ 정도이며 전반부엔 위도가 높아질수록 완만히 감소하다가 일본 열도를 
지나서 급격히 낮아짐.
태풍 란 진로상의 해양혼합층 깊이는 평균 70m 정도였으며 냉수괴와 난수괴를 만날때마다 
최대 30m 정도까지 차이가 남.
 
(나) 2018년 태풍 짜미(TRAMI)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모사를 하나, 중반의 최대 강
도는 재현하지 못했으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음.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짜미 통과시 해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해표면
수온의 평균값은 28.7℃ 정도이며 평균 혼합층의 깊이는 69.6 m 이었음.
태풍짜미는 평균 이동속도가 4.4 m/s 이고 최저 0.5 m/s 로 다른 태풍에 비해서 매우 느리
게 이동한 특징을 보임.



- 118 -

그림 2-2-1b-3-3 단순태풍모형(CHIPS)으로 모의한 2018년 태풍 짜미(TRAMI)의 강도 변화 (실
선: 모형, 점원: 관측추정치)

(다) 2018년 태풍 콩레이(KONG-REY)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재현할 수 있었으나, 최대로 
발달한 이후 감소되지 않음. 이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의 찬 해수와 얕은 혼합층 그리고 육지와
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사료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콩레이 통과시 해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해표
면수온의 평균값은 27.25℃ 정도이며 우리나라 남해에서 동해를 통과할때는 20℃정도로 낮아
짐. 북서태평양의 평균 혼합층의 깊이는 70 m 이었고, 남해역에서는 20m 정도로 얕아짐.
태풍 콩레이의 평균 이동속도는 북서태평양에서 4~5 m/s 였고 남해역에 이르러서는 평균 8 
m/s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함.
 
(라) 2018년 태풍 위투(YUTU)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와 강도유지는 비교적 잘 재현되었으나 최대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강도의 감쇄는 훨씬 급격하게 모의함.  
- NRL-HYCOM 모형 재분석 자료로 본 태풍 위투 통과시 해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해표면
수온의 평균값은 28.05℃ 정도이며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필리핀을 통과한 남중국해에서는 
25℃ 정도까지 낮아짐. 북서태평양의 평균 혼합층의 깊이는 74 m 임.
태풍 위투의 평균 이동속도는 5.3 m/s 였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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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3-4 단순태풍모형(CHIPS)으로 모의한 2018년 태풍 콩레이(KONG-REY)의 강도 변
화 (실선: 모형, 점원: 관측추정치)

그림 2-2-1b-3-5 단순태풍모형(CHIPS)으로 모의한 2018년 태풍 위투(YUTU)의 강도 변화 (실
선: 모형, 점원: 관측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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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급강화시 대류/대기 변화 연구 
❍ 연구 추가 배경 

- 대류에 의한 잠열방출은 태풍의 중심 기압을 떨어뜨려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역
학적으로는 대류셀(hot tower) 내의 강한 상승기류는 대기 중 공기괴를 stretching하여 양의 
와도를 증대시킴. 대류셀 내의 강한 양의 와도 아노말리(저기압성 소용돌이) 현상을 vortical 
hot tower(VHT)라 지칭함(Montgomery et al. 2006). 기존에 종관 규모의 저기압성 소용돌
이가 내에, 대류셀이 유도한 VHT가 일어나면, 기존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태풍이 강화될 
수 있음 

- 당해 연도에서는 위성관측을 이용하여 Lan이 급강화 전후 태풍의 대류/대기의 특이한 변화
를 분석하였음. Lan(2017)은 10월 18-19일까지는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다가, 20-21일 난수
괴 영역을 지나면서 급강화 하였으며, 22일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Lan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대류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그림 2-2-1b-4-1 항공기 도플러 레이더(ER-2 Doppler Radar)에서 관측된 Hurricane 
Dennis(2005)의 급강화 전 eyewall에서 생긴 깊은 대류셀(hot tower)의 레이더 반
사도(dBZ)/바람장(위)과 연직속도(아래).



- 121 -

그림 2-2-1b-4-2 2017년 태풍 Lan의 강도변화(minimum sea level pressure) 및 트렉. 태풍 
급강화 전후 5단계 구분 표시: Phase A. Neutral(급강화 -2 Day), Phase B. Neutral(급
강화 -1 Day), Phase C. Re-intensification 0 Day, Phase D. Re-intensification + 1 
Day, Phase E. Weakening  

❍ 태풍 Lan(2017) 사례분석 
- Phase A. Neutral (급강화 –2 Day): 태풍 중심부 근처에 수십 km 스케일로 깊은 대류셀
들이 여러 개 발생하고 있으며, 대류셀 간 거리가 매우 짧음(06 UTC). 아침 시간이 되면서, 
여러 개의 대류셀들이 병합되어 수백 km 스케일의 깊은 대류 구름으로 발달함(18 UTC). 이 
대류영역이 강한 상승기류와 수렴역을 동반하여 태풍이 강화되었음.   
- Phase B. Neutral (급강화 –1 Day): eye와 eyewall이 생성됨. 06 UTC에는 eyewall내의 
적외채널 밝기 온도가 극심하게 차가운 영역이 사라짐, eyewall내 대류 활동이 약화됨을 뜻
함. 18 UTC에는 eyewall내의 다시 대류 활동이 활발해 짐. 남쪽에 수개의 hot tower 구조들
이 발달. 
- Phase C. Re-intensification 0 Day: 이전날 eyewall 남쪽에 있었던 수 개의 hot tower 
구조들이 병합하여, 06 UTC eyewall내 아주 높게 발달한 대류 구름의 영역이 커짐. eyewall 
내 대류의 구조가 asymmetric(비대칭적) 구조를 보임. 18 UTC에는 eyewall의 온도가 차가
워지며, eyewall이 전방향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며, eyewall의 구조가 asymmetric에서 
symmetric으로 변화되면서, Lan은 급강화하였음 
- Phase D. Re-intensification + 1 Day: eyewall의 구조가 뚜렷하게 유지되며, 오전
(18UTC) 시간이 되면서 eyewall 내의 대류가 약화되는 특성을 보임. 
- Phase E. Weakening: 태풍의 eye가 없어지면서, 태풍의 구조가 깨어지며 대류 활동이 급
격하게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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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b-4-3 태풍 Lan(2017)의 각 단계별(급강화 -2일, -1일, 당일) 
Himawari-8 적외 영상 변화: 06 UTC (위)와 18 UTC(아래). 영상에서 노랑색 
영역 안의 옅은 주황색(점선 동그라미로 표시)은 영하 80도(193K) 이하의 아
주 차가운 구름으로 연직으로 높이 발달한 대류 구름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2-2-1b-4-4 태풍 Lan(2018)의 각 단계별(급강화 +1일, 약화 
단계) 

  

 

 -본 분석 결과 태풍 Lan(2018) 급강화 직전, Guimond et al. (2010)에 나타났던 것과 비슷
한 연직으로 깊게 발달된 대류 셀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난수괴 해역에서 병합을 계속하면서 
eyewall이 생성되고 태풍이 급강화 되었음. 대류셀에는 잠열방출에 의한 상승기류 뿐 아니라, 
강수입자의 하강에 의한 cold pool이 존재하는데, 이 하강영역이 감소될 때 대류셀간 병합이 
이뤄 질수 있고 태풍의 강화가 가능하다. 난수괴 해역에서는, 해양에 의한 잠열방출로 cold 
pool 영역이 감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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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c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

1) 기후모형을 이용한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 태풍의 잠재적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를 이용하였다. 태풍잠
재강도는 아래식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여기서 는 해수면온도를 의미하고, 는 부력이 0이되는 고도의 outflow level의 기온을 
의미함. 그리고, CAPE*-CAPE는 대류가용위치에너지(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의 태풍 중심 부근과 주변의 차이를 의미함
- 북반구에서 태풍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계절인 JASON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계절에 대하여 평균된 해수면온도 패턴과 태풍잠재강도는 어느 정
도 유사성을 가지나 해수면온도 변동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태풍잠재강도 산출식에
서 가장 변동성이 큰 항은 CAPE와 관련된 항이다.
- 태풍의 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기지수(ventilation index)를 아래과 같은 식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특히, 태풍의 환기지수는 빠르게 발달하는 태풍에 대한 좋은 매개변수이므로 
이 매개변수에 대한 변동성을 분석함으로써 태풍의 활동성을 진단하였다.

 

⋅

 여기서  는 200hPa과 850hPa의 상하층 바람쉬어이고, 는 경도풍에 대한 태풍의 잠
재강도이며,  은 엔트로피손실율(entropy deficit)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태풍내부에서 포화엔트로피(saturation entropy)이고,  은 600hPa의 주변 엔

트로피이며, 
 는 해면에서 포화엔트로피이고, 는 경계층에서의 엔트로피이다. 

- 위 값은 중층에서 태풍내부와 외부의 엔트로피 차이를 경계층에서의 값으로 표준화시킨 지
수이다. 또한, 위단열 엔트로피(pseudoadiabatic entrop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log   


 log  

 - 여기서 는 주증기량에 따라 변하는 정압비열, 는 온도, 는 건조공기에 대한 기체상
수, 는 건조공기에 대한 기압, 는 잠열, 은 수증기의 혼합비, 는 수증기에 대한 기체
상수, 그리고, 는 상대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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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1 해수면온도 편차의 클러스터 분석에 따른 각 클러스터의 해수면온도 
합성도 및 태풍잠재강도 합성도

- 태풍의 활동성을 분석하기 지난해 클러스터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그림 2-2-1c-1). 사용
된 클러스터분석은 계층적 클러스터분석(hiearchical clustering analysis)으로서 거리는 패
턴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연결은 단순 연결(simple linakge)를 이용하였다. 클러스터분석 수
행결과 3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2-1c-1). 첫 번째 클러스터
는 통상적인 엘니뇨 모드이고, 두 번째 클러스터는 중태평양 엘니뇨와 관련된 모드이고, 세 
번째 클러스터는 중태평양 가열과 관련된 엘니뇨 모드로 여겨진다. 통상적인 엘니뇨 패턴은 
약 54.5%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적도 중태평양과 북서태평양의 동쪽 지역 태풍의 약화와 관
련이 있다. 
- 중태평양 엘니뇨 패턴은 약 11.2%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의 약화와 
관련 있다. 중태평양 가열과 관련된 엘니뇨 패턴은 약 27.3%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열대 지
역 뿐 아니라 북서태평양 태풍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즉, 같은 엘니뇨 해라고 하더라도 북서
태평양 지역의 태풍의 강화와 관련된 모드와 약화와 관련된 모드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태
풍 환기지수는 태풍의 급격한 발달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2-2-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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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2 태풍 환기지수와 태풍의 발달 관계.

 

 
- 클러스터 분석 결과 엘니뇨 해들은 크게 동태평양 엘니뇨, 중태평양 엘니뇨, 북태평양 엘니
뇨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북태평양 엘니뇨는 적도 중태평양 엘니뇨에 아열대 지역에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를 가지는 엘니뇨이다. 동태평양 엘니뇨는 태풍발생지역에서 태풍의 발달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중태평양 엘니뇨는 중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크게 발달 할 수 있으
며, 태풍이동지역에서도 강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북태평양 엘니뇨는 태풍이 아열대 및 
중위도로 이동하면서 강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각 엘니뇨 타입에 대하여 각 기후적 인자의 상
대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기지수식을 다음과 같이 미분하였음.

   





 

 

-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면, 상대적 기여도를 무차원수로 구할 수 있다. 각 기후적 인자의 차
이는 각 인자의 변동과 그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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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3 동태평양 엘니뇨에 대한 각 인자의 기여도

그림 2-2-1c-4 중태평양 엘니뇨에 대한 각 인자의 기여도

- 동태평양 엘니뇨는 북서태평양의 서쪽 지역에서 태풍의 활동이 억제되고, 중태평양에서는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태풍잠재강도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상하층의 바람쉬어
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동태평양의 엘니뇨인 경우 태풍활동성은 열
역학적인 인자에 비하여 역학적인 인자가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그림 2-2-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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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태평양 엘니뇨의 경우에도 태풍 환기지수변동에 대하여 태풍잠재강도는 거의 영향을 주
지 않으며, 동태평양엘니뇨와 유사하게 상하층 바람쉬어가 주요하게 영향을 준다. 아열대의 
태풍활동은 엔트로피 손실률도 주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그림 2-2-1c-4).

그림 2-2-1c-5 북태평양 엘니뇨에 대한 각 인자의 기여도

- 북태평양 엘니뇨의 경우에도 상하층의 바람쉬어가 태풍환기지수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며, 
동태평양 엘니뇨의 경우 북서태평양 서쪽에서 태풍의 활동이 크게 약화되지만, 북태평양 엘니
뇨의 경우 그 약화되는 정도가 현저히 작다. 또한, 태풍의 이동 영역에서 태풍의 활동이 강화
될 수 있다(그림 2-2-1c-5).
- 미국 NCAR CESM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1979년부터 2005년까지 0.5도 격자로 
AMIP-type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관측에 비하여 태풍수를 적절히 모의
하였다(그림 2-2-1c-6). 특히, 많은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대서양 지역 과소모의가 나타나지 
않으며, 적도 지역에서 과도하게 모의되는 태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은 관측에 비하여 과소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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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열대 해역의 중규모 에디 기후 특성 모의 
가. 기후평균강제력 기반 전구해양순환모델 40년 규모 적분 및 아열대해역 상층해양 기후평균 
특성 모의⦁분석
- 모델 구성: 북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순환과 해수특성, 쿠로시오 및 중규모 에디들은 적
도 및 중위도 지역의 해양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지역모델의 인위적인 개방경계상의 불
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지구 해양을 대상 영역으로 하여 전지구 순환모델을 수립하였음. 
기본 모델은 GFDL의 MOM5-SIS (Modular Ocean Model ver.5-Sea Ice Simulator) 해양-
해빙결합기후모델로서, 모델 해상도는 경도 방향으로 1/5도, 위도 방향으로 79S에서 40S까지
는 1/3도, 40S에서 20S까지 1/3~1/5도, 20S에서 40N까지 1/5도, 40N에서 64N까지 
1/5~1/3도, 64N에서 90N까지 1/3도의 격자 간격을 가짐. 연직 방향으로는 60개의 층으로 
구성됨.
- 입력자료 및 적분: 초기 조건으로 Levitus97 기후치와 해표면경계조건으로 CORE 기후평균
강제력(CORE-NYF.v2)의 운동량속, 열속과 담수속을 사용하였음. 40년 적분을 실행하여 상층 
해양 특성과 중규모 에디 특성을 분석하였음.
- 모델 적분: 아열대해역에서 발생하여 주변해역으로 진행하는 중규모에디의 발달과 변동 과
정 및 그 역학적 특성을 모의하기 위하여 40년 적분을 실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모델의 상층 
해양 특성과 중규모 에디 특성을 분석하였음.
- 아열대해역 상층해양 기후평균 특성 분석: (그림 2-2-1c-2-1) 모의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
역의 각 월별 표면수온은 WOA05의 해면수온 관측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
이며 모델의 대기-해양간 열속 경계조건이 표층수온을 양호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시사함. 모
델의 해면염분은 관측(WOA-05)과 비교해 아열대해역 중심부에서 고염의 특성을 모의함. 모
델에서 해면염분은 강수와 증발 조건 및 해면염분 관측치로의 복원조건에 의해 계산되는데, 
WOA-05의 해면염분 기후치가 공간적으로 낮은 샘플링 간격으로 인해 아열대해역 중심부에
서 고염의 특성을 약하게 나타냄에 비해 모델은 보다 더 높은 염분 분포 특성을 잘 모의함.
- 서태평양을 남북으로 지나는 165.5E 단면상의 수온과 염분 분포는 표층부터 1500 m 층까
지 관측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임. 특히 적도역과 아열대해역에서 24℃ 이상의 상층 고온수
의 위도에 따른 수직적 분포 형태와 위도 20-30N 및 25-35S 근방에서 표층-중층에 분포하
는 고온의 염분 구조는 관측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임. 순환모델의 이와 같은 해수 특성 모
사 성능은 모델에서 해양 상층순환이 관측과 부합되게 사실적으로 모의되고 있음을 시사함.

나.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준평형상태 이행 정도 파악
- (그림 2-2-1c-2-2) 모델의 준평형상태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구 해양평균 열량과 
해면고도, 운동에너지와 포텐셜에너지를 분석함. 적분 40년간 전체 열량은 해양으로 계속 유
입되며 해면고도와 포텐셜에너지도 계속 상승하는 과정임. 운동에너지는 거의 평형 상태에 이
름으로 해양 상층부의 순환은 준평형상태에 달하였음.
- 모델은 쿠로시오 등 서안경계류의 대규모 수송량과 북태평양 아열대환류(시계 방향) 및 아
한대환류(반시계방향) 패턴을 사실적으로 모의함(쿠로시오 유역; 25Sv, 일본 동방; 30Sv 이
상). 적분 40년간 동아시아해역과 아열대해역의 순압유선함수 분포에서 동해와 대만 동방 및 
필리핀 북동방 해역에 수송량의 공간적 변화가 진행됨(그림 2-2-1c-2-3). 아열대환류역 내부
에서도 적분에 따라 수송량 재분포가 계속 진행됨. 대한해협 통과 수송량은 8월에 약 1.3Sv
로서 관측(평균 2.6Sv)보다 작게 모의됨.



- 129 -

그림 2-2-1c-2-1 아열대해역의 WOA-05 해면수온과 염분(상단)과 모델 해면수온과 염분(하단, 적분 40
년째)과의 비교.

- 해빙은 순환모델에서 차가운 표층 해수의 형성과 중-심층순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모델은 북극의 기후 평균적인 해빙 농도와 두께(단위 m)를 모의해줌(그림 생략). 3월
에는 북극해의

그림 2-2-1c-2-2 전구 해양평균 열량(좌상단), 해면고도(우상단), 운동에너지(좌하단)와 위치에
너지(우하단)의 적분 시간에 따른 변화

 스칸디

- 나비아 반도 북부를 제외한 거의 전 해역에 해빙이 분포하며 그린란드와 캐나다 다도해 북
측 연안에서 최대 2m 정도의 해빙 두께를 보임. 모델은 전반적으로 기후 평균적인 해빙 분포 
양상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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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 (그림 2-2-1c-2-4) 전구 고해상도 순환모델의 표층 특성 모사 성능을 타 재분석자료와 비
교 분석함. 비교에 사용한 재분석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동화 재분석자료(KIOST 
ESM v1)의 2001-2010년 평균치로서, 본 순환모델의 표면수온은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에서 
KIOST ESM 재분석자료보다 하계에 약 2도 정도 낮게, 표면염분은 약 0.5 psu 정도 높게 모
의됨. 이러한 차이는 추후 경년변동 대기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할 경우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라.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중규모 에디 거동과 특성 모사
- (그림 2-2-1c-2-5) 중규모 에디의 평균적 분포 패턴과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 고도
계의 해면고도 자료와 모델을 비교함. 그림의 좌단은 AVISO 자료에 의한 1993-2014년 평균 
격월별 해면고도로서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높은 해면고도가 일본 남부 쿠로시오 재순환역에서 
나타남. 이에 비해 본 순환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재순환역의 높은 해면고도가 재현되지 못함. 
그러나 위성 해면고도에 비해 그 영역과 높이가 좀 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아열대해역에
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잘 모의함. 하계로 가면서 위성 고도자료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모델에서도 아열대해역 중앙부에서 0.9~1m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해면고도 지
역들이 패치 형태로 나타남.
- 그림 6(좌단)은 적분 40년째의 9월 해면고도를 10일 간격으로 보인 것임. 0.92 m 이상 되
는 높은 해면고도 지역들이 각각 128E와 137E 근방을 중심으로 하여 18~24N 사이에서 적어
도 세 곳 이상에서 패치 형태로 나타남. 동일한 날짜의 모델 해면수온(그림 2-2-1c-2-6 우
단)에서도 18~22N 위도대에 25.5℃ 이상의 고온수가 패치 형태로 해면고도의 패치와 대략적
으로 일치되게 나타나며, 이는 중규모 에디의 존재를 시사함. 고도 분포와 수온 분포 모두에
서 에디의 이동 양상이 명료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는 9-10월경부터 모델 해양 상층부가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하며 해표면 강제력으로 기후 평균된 열속과 운동량속이 사용되는 점과 
관계가 깊을 것임. 

그림 2-2-1c-2-3 적분 40년경의 동아시아해역과 아열대해역의 순압유선함수(좌-적분 
0년 8월, 우-적분 3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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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2-4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KIOST ESM v1 재분석자료 해면수온(좌, 
2001-2010 평균)과 모델 해면수온(우, 적분 40년째)과의 비교

그림 2-2-1c-2-5.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위성 고도계 해면고도(좌, 1993-2014 평균)와 모델 
해면고도(우, 적분 40년째)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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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2-6.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적분 39년 9월 10, 20, 30일 해면고도(좌, 
단위 m)와 해면수온(우, 단위 °C) 분포 

마.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의 중규모 에디 표층 열속 분석
- (그림 2-2-1c-7) 모델의 월평균 현열속+잠열속 분포에서 가장 큰 값은 동계(12월~2월)에 
동중국해 육붕역과 쿠로시오역에서 나타남. 4월에 대기로 많은 열방출이 아열대해역에서 일어
나며 6월경에 쿠로시오해역과 아열대해역의 열방출이 최저가 되고 하계로 가면서 다시 증가
하는 형태를 보임.
- (그림 2-2-1c-2-8) 모델의 현열속과 잠열속의 단기 변화를 분석함. 적분 39년 9월 15일경 
분포에서 현열속은 동중국해 육붕과 쿠로시오해역에서 가장 큰 값을 보임. 잠열속은 육붕과 
쿠로시오해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동방과 아열대해역 중앙부에서도 큰 값을 가지며 패치 형태 
분포를 취함.
- (그림 2-2-1c-2-9) 필리핀 동방과 아열대해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19N 선(그림 
2-2-1c-2-8에 표시)을 따라 9월 각 일별(5, 10, 15, 20, 25, 30일)로 모델 열속을 분석함. 현
열속은 9월 전기간에 최대 30 W/㎡ 정도이며, 19N을 따라 그 피크 위치가 반드시 잠열속의 
위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9월 30일에는 좋은 일치를 보임. 잠열속은 19N 선상의 필리핀 북
동방 135E 부근에서 9월중 최대 360W/㎡에 달하며 현열속의 10배 정도 규모를 보임. 이 위
치의 잠열속은 9월 25일에는 100 W/㎡ 정도로 감소되는 큰 단기 변동을 보임. 19N 선상에
서 시간 경과에 따라 각각 150E, 170-180E 및 190E 근방에서 잠열속의 피크가 나타남. 이 
위치들은 그림 13의 각 일별 표층수온에서 발견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해역의 중규모 에디
들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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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2-7.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모델 월
평균 현열속+잠열속(적분 40년째) (단위 W/㎡)

그림 2-2-1c-2-8.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적분 39년 9월 15일의 모델 현열속, 잠
열속과 현열속+잠열속 (단위 W/㎡)

그림 2-2-1c-2-9.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적분 39년 9월 각 일의 모델 현열속, 잠열속과 현
열속+잠열속 (단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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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c-6 1979년부터 2005년까지 해수면온도를 처방한 0.5도 CESM 모형에서 모의
되는 전구 태풍의 경로

- 미국 NCAR CESM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1979년부터 2005년까지 0.5도 격자로 
AMIP-type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관측에 비하여 태풍수를 적절히 모의
하였다. 특히, 많은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대서양 지역 과소모의가 나타나지 않으며, 적도 지
역에서 과도하게 모의되는 태풍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경로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다소 과소 모의되는 특성을 보인다. 표본수의 부족으로 각 클러스터의 
변동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중태평양 엘니뇨인 경우 중태평양
에서 태풍의 활동이 강화되고, 북태평양엘니뇨에서 중위도지역의 태풍의 활동이 강화되는 경
향이 보인다(그림 2-2-1c-7).

그림 2-2-1c-7 관측 및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각 클러스터의 태풍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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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2-2-2a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규명 

1)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가. 관측 개요
- 해양-대기 연직 프로파일 집중관측 해역은 그림 2-2-2a-1-1에 표시한 바와 같이 필리핀해
이며 관측기간은 2018.11.17. –11.30 임.
-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정점 및 이동 중 00Z 기준 3시간 간격 혹은 6시간 
간격으로 해수면 온도의 공간 변화가 큰 해역에서 라디오존데를 이용하여 대기의 기압, 기온, 
이슬점온도, 상대습도 등의 연직 프로파일을 관측하고, 같은 지역 같은 시각에 XBT 혹은 
XCTD를 이용하여 해양의 수온 및 염분의 연직 프로파일을 관측하였음.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라디오존데 6시간 간격 관측, M정점에서 3시간 간격으로 라디오존데 관
측함.

나. 관측 결과 
- 위치별 및 시간별 해양-대기 연직프로파일의 분석 결과는 그림 2-2-2a-1-2에 나타내었음.
- 정점 P1에서 P11까지 이동하면서, 상대습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TD (Tropical 
Depression)의 영향으로 보이며, 풍향도 이에 따라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뀜(그림 
2-2-2a-1-2, 그림 2-2-2a-1-3).

그림 2-2-2a-1-1. 해양관측 정점 및 라디오존데 관측 위치. 파란 사각형은 해양CTD 관측 지점이고, 
붉은 십자는 라디오존데 관측 정점. M은 48시간 반복 관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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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1-2. 라디오존데와 CTD 관측 결과(a) 대기 온도, b) 상대습도, c) 수온, d) 염분).

그림 2-2-2a-1-3. 남북 이동 및 M 정점에서의 동서성분 및 남북성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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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정점에서 대류권 중층의 상대습도가 야간 동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그 지역 중층의 
북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은 중층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그림 2-2-2a-1-3).
- 성층권하부에서 남북성분이 강한 하강하는 중력파가 관측됨(그림 2-2-2a-1-3).
- 열대 북서태평양 지역에 적도 근처에서는 하층에 아열대에서는 중층에 건조층(dry layer)이 
관찰됨.
- 2017년에 관측된 라디오존데 상대습도 프로파일과 2018년에 관측된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2018년의 라디오존데 관측에서 건조층이 약화됨. 이는 이 지역에서 대기 대류 활동이 상대적
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그림 2-2-2a-1-4).
- 5km 고도 이하에서는 2018년에 상대습도 및 비습의 감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층에 습
도가 높은 공기가 유입되고, 일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를 보임(그림 
2-2-2a-1-4).
- NCEP2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상층은 재분석자료가 과대평가하고 중층에서는 과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함. 즉, 재분석자료에서 건조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그림 
2-2-2a-1-4).

- 북서태평양 지역 NCEP2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상대습도의 프로파일은 겨울철에 모든 
층에서 건조층이 발달하고, 이른 여름에서 늦가을 까지는 상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습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줌. 건조층의 발달은 계절적인 변동과 경년변동을 동시에 가짐(그림 
2-2-2a-1-5).

그림 2-2-2a-1-4. 2017년과 2018년에 북서태평양 지역 라디오존데를 통해 관측된 상대습도와 
비습 평균. 실선은 NCEP2 재분석자료에서의 11월 평균 기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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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TC(Year Of Tropical Convection)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추출 (그
림 2-2-2a-1-6).

- YOTC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는 0.125도(약 14 km) 격자자료이며, 태풍 등 열대 대류활동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집중관측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만 가용
함

- 추출된 태풍 풍속의 합성도를 보면,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비대칭 구조를 볼 수 
있음

그림 2-2-2a-1-5. 북서태평양 지역 NCEP2 재분석자료에서 얻어진 상대습도의 기후값.

그림 2-2-2a-1-6. YOTC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추출된 태풍의 지면기압과 풍속의 합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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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TC 자료에서 추출된 태풍 중 강한 태풍만 모아 같은 지역의 지연 합성도를 구하였다
(그림 2-2-2a-1-7). 태풍발달 후 강한 바람이 있는 태풍 동쪽부터 해수면온도의 급격한 
냉각이 보이며, 태풍 풍속 분포에 따른 해수면온도 편차의 비대칭구조를 보인다. 또한, 
YOTC 자료에서 추출된 약한 태풍의 지연 합성도를 구하였다(그림 2-2-2a-1-8). 중심부
근의 해면기압도 높지만, 주변 기압과의 차이가 작음에 따라 최대풍속반경의 풍속도 낮으
며, 풍속분포도 비대칭성이 크다는 것이 나타난다. 태풍발달 전후 해수면온도 냉각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태풍이 지난 2일 후 가장 강한 해수면온도의 비대칭적인 냉각이 나타난
다. 강한 태풍인 경우 태풍 발달 전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가 보이며, 양의 해수면온도 편
차는 태풍의 발달을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한 태풍인 경우 태풍 발달 전에도 양의 해
수면온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가 강한 태풍을 이끌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림 2-2-2a-1-7. 강한 태풍(중심기압 960 hPa 이하) 발달 전후의 해면기압, 풍속 및 해수면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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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1-8. 약한 태풍(중심기압 960 hPa 이상) 발달 전후의 해면기압, 풍속 및 해수면온
도.

- 태풍 중심부근에서 태풍 발달 전후의 지면기압은 강한 태풍의 경우 빠르게 발달하는 특징
을 보인다(그림 2-2-2a-1-9). 반면에 약한 태풍의 경우 천천히 발달하다가 천천히 소멸하
는 특징을 보인다. 태풍 중심부근에서 해수면온도의 변화를 보면, 강한 태풍의 발달 하루 
전부터 해수면온도의 냉각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약한 태풍의 경우 
천천히 발달하다가 천천히 소멸하는 특징을 보인다. 태풍 중심부근에서 해수면온도의 변화
를 보면, 강한 태풍의 발달 하루 전부터 해수면온도의 냉각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한 태풍의 경우, 태풍 최대풍속반경의 약한 풍속으로 인하여 해수면온도의 냉각효
과가 매우 약하게 일어난다. 반면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태풍과 그렇지 않은 태풍의 선행 
해수면온도 조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태풍 발달 후의 잠열속의 급강하가 예상
되었지만, 재분석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잠열속의 변화는 약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 
향후 실관측자료를 통하여 잠열속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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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1-9. 태풍 중심부근, 태풍 발달 전후의 (a) 지면기압, (b) 풍속, ©해수면온도편차 및 
(d) 잠열속.

- 적도 서태평양 지역 대기 변동에 따른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중위도 원격상관 분석하였
다(그림 2-2-2a-1-10). 북서태평양 지역 아열대고기압 지수 변동에 따라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량 변동은 2005년 이전 양의 상관을 갖지만, 2005년 이후 음의 상관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서태평양 지역 강수량 패턴이 tripole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그림 2-2-2a-1-10. 북서태평양몬순지수(북서태평양아열대고기압지수)와 북동아시아지역 강수지수
의 시계열 및 9년 이동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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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자료 획득 
❍ 탄소 플럭스는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평상시에 비해 100배 가량 증가함 (Bates et al., 

1998). 열대 해역(적도~위도 25도 사이 해역)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해양에서 
대기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그림 8,9월)하게 됨. 이로 인해 대기 이산화탄
소 분압이 증가하면 대기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 기온 이 상승하면 태풍 발생 빈도와 크
기가 증가하게 되어 다시 해양에서 대기로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증가함. 이처럼 태풍과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positive feedback 관계를 유지하기 하기 때문에, 태풍 발생 빈도
와 크기의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태풍이 이산화탄소 플럭스에의 정량적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2a-2-1. Sargasso Sea에서 2년간(1994-1995) 풍속/pCO2 플럭스 변화 (Bates et 
al., 1998). 

- 이사부호를 이용한 관측기간 동안 이동항로를 따라서 이산화탄소 플럭스(fCO2) 자료를 획
득하였음. 2018년 11월 17일 – 27일까지 획득한 자료를 관측종료 후 자료 검보정 후 3차
년도에 자료 분석 예정임. 

- 관측된 fCO2 범위는 350-380 ppm으로 1차년도 관측과 유사함 (그림2-2-2a-2-2).
- 북적도 반류 통과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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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2-2. 2018년 11월 17일 – 27일에 이사부호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플럭스.

3)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 부이 제작
-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는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 부이를 NTAS (Northwest 

Tropical Atlantic Station)와 WHOT (WHOI Hawaii Ocean Timeseries Station)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WHOI에서 대기 관측 센서의 통합, 데이터 로거와의 통신 등 장비 운용 관련 정보를 습득
하고 대기 센서의 보정 과정을 이해함(그림 2-2-2a-3-1).

그림 2-2-2a-3-1. 데이터로거와 센서 간 데이터 교환 관련 교육.

- WHOI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WHOT식의 관측 부이는 센서를 부착하는 타워의 구매 비
용이 많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제작하기로 함.

- 또한 부이 헐의 국내 제작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헐의 형태를 TRITON식을 혼용하
는 형태로 제작하기로 구조 변경함.

-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부이의 센서 통합운용을 평가함으로써 실제 계류시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육상에서 안정성 테스트(그림 2-2-2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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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3-2. TRITON식 구조에서 센서와 데이터로거 간 연결 문제점 테스트. 

- 2차년도 해양 조사기간 중 후보해역(북위 15도 및 동경 134도 부근)의 해저 수심을 정밀 
탐사하여 계류지점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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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a-3.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 부이 설치 해역 정밀 수심 조사 결과 (색깔 표시, 단위는 
m임) 및 부이 설치 예정 지점(별 표시).

- 

- 해저 수심 조사사결과 및 부이 계류 예정 지점 (수심 약 4600 m)을 그림 min-3에 표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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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유지
 - 1차년도 계류한 1개점(그림 2-2-2b-1-1의 MC1)은 2년간 계류예정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2-2-2b-1-1. CTD/LADCP 조사 및 해류계 계류 지점. CPIES 계류는 서안경계류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소용돌이 이동의 탐지를 목적으로 ‘연구선 공동활용연구’ 과제에서 계류한 것임.

2) 서안경계류 1점 추가 계류
2018년 6월 류큐 해역 미야코지마 서쪽의 쿠로시오 주축에 설치한(그림 2-2-2b-2-1의 
KCM1) 해류계를 회수하고 재계류
미야코지마 동쪽에 500 m에 ADCP 1개점 추가 계류함(그림 2-2-2b-2-1의 RCM1)

그림 2-2-2b-2-1. 류큐 해역 해류계 계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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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위도 서안경계류 전 수층 유속 구조 제시 
 가. 1차년도 관측 자료 분석
- 표층뜰개 자료 활용 저위도 서안경계류 시스템의 특성 분석 (그림 2-2-2b-3-1).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동궤적은 북적도해류(North Pacific Equatorial Current), 민다
나오해류(Mindanao Current), 민다나오 에디 및 할마헤라 에디 등 저위도 표층의 서안경계
류 시스템을 보여줌. 이 흐름장은 해수면 고도의 분포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해류가 지형류 
균형을 따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그림 2-2-2b-3-1. (a) 2017년 11월에 투하한 표층뜰개의 3개월간 이동궤적. (b) 해수면고도와 표
층뜰개 이동궤적의 상관성. 

- 저위도 서안경계류시스템의 계절 변화를 보기 위하여 겨울과 여름의 표층뜰개 이동궤적을 
비교하였음. 겨울철에는 1차년도의 관측과 동일하게 민다나오해류가 할마헤라섬 부근의 남
쪽까지 남진한 다음 북적도반류(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로 연결되며, 이에 
수반된 민다나오 에디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고 있음. 반면 여름철에는 민다나오해류
가 북적도해류로 연결되는 위치가 북위6도 정도까지 북진하여 나타나고 있어 표층 순환계
의 남북방향 계절변화가 뚜렷함. 이러한 계절 변화는 바람장의 계절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b-3-2).

그림 2-2-2b-3-2. (a) 북반구 겨울 (2017년 2월) 및 (b) 여름 (2017년 7월) 기간 민다나오 에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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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에디의 중심 위치는 관측자료(관측시기)의 한계 때문에 문헌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바 순환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할 예정임. 바람장의 영향에 대하여 
지역적(열대 서태평양) 현상일 것인지 아니면 태평양 전체 규모의 바람장에 대한 반응일 
것인지의 연구가 필요함. 

- 민다나오 해류 관측 해류계 설치 해역 및 쿠로시오 형성 해역에서 전 수심에 대한 CTD 
조사를 수행. CTD 자료와 LADCP 자료에 기반하여 전 수층의 유속구조를 제시하고 상층 
열용량을 산출함. (그림 2-2-2b-3-3, 그림 2-2-2b-3-4). 2017년 분석자료 수정하여 전 
수층의의 유속구조 제시함.

그림 2-2-2b-3-3. 단면 A (북위 6.5도)에서 CTD 자료로 계산한 열용량과 LADCP로 측정한 유속
으로 계산한 열수송량(청색은 남쪽, 적색은 북쪽 수송량을 의미함).

- 단면 A (북위 6.5도)와 단면 B (북위 8도)의 열용량은 상층 100 m 이내에서 1.0E+8 J/m3 
이상의 높은 값을 보임. 가장 높은 열용량은 수심 50 부근에 형성된 혼합층에서 나타남.
- 열수송량은 열용량에 LADCP로 관측한 유속과 면적을 곱하여 계산함. 열용량분포와 달리 
가장 높은 열수송량은 상층의 유속이 빠른 수심에서 나타남. 상층의 열수송은 대체로 필리핀 
연안쪽은 남향, 외해쪽은 북향하는 열수송이 나타남.

그림 2-2-2b-3-4. 단면 B (북위 8도)에서 CTD 자료로 계산한 열용량과 LADCP로 측정한 유속으
로 계산한 열수송량(청색은 남쪽, 적색은 북쪽 수송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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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관측 
(1) 관측 개요
 - 저위도 서안경계류에 의한 열용량과 열수송을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해에서 연구선 이사부
를 사용하여 2018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유속, 수온, 염분, 용존산소를 관측하였다
(관측장비 선저부착 ADCP, CTD, LADCP, MSP, TSG). 타 과제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인 
관계로 경비와 연구선 사용료를 분담 본 과제와 분담하였다. 관측계획은 그림 2-2-2b-3-5에 
표시하였다. 유속은 연구선 이사부에 설치된 38 kHz ADCP와 CTD관측 할 때 프레임에 장착
한 LADCP를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연구선에 설치된 ADCP는 연구선이 이동한 궤적에 대한 
유속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약 1000 m보다 깊은 수심부터는 관측이 되지 않는 단
점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LADCP를 사용하여 CTD 관측 수심까지 함께 유속을 관측
한다. 이외에도 해수면 플럭스를 연구하기 위해 기상요소(AWS)와 라디오존데, pCO2 관측을 
수행하였다.

 
그림 2-2-2b-3-5. (왼쪽) 2차년도 관측 계획. 북위 8도상에 서안경계류 시계열 조사 계류지점임. 

빨간 상자안의 번호는 성과목표로 제시한 항목번호임. (오른쪽) 관측점 번호.

 (2) 유속 관측 결과
- 연구선 이사부호의 ADCP(38 kHz)를 이용하여 관측한 유속분포와 CTD 관측과 동시에 
LADCP를 CTD 프레임에 부착하여 관측한 정점별 유속을 그림 2-2-2b-3-6, 그림 
2-2-2b-3-7과 그림 2-2-2b-3-8에 나타내었다. 
- 전체적으로 저위도 서안경계류 해역의 상층(표층에서 수심 100 m)에서는 7°N를 기준으로 
남쪽에서는 북적도반류 (또는 민다나오 에디의 남쪽과 할마헤라 에디의 북쪽)에 의해 동향하
는 흐름이, 북쪽 해역에서는 서향하는 북적도해류의 흐름이 주를 이루고 이었다. 동향류 중심
은 5.5° ~ 5.8°N, 표층에서 수심 150 m에 있었고 유속은 120 cm·s-1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
났다. 관측점 P01(3.24°N)의 상층에서는 할마헤라 에디 중심축에 위치하여 동서성분 유속이 
거의 0 cm·s-1에 가까웠으나, 수심 600 m에서 750 m 사이에서 30 cm·s-1 이상 동향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그림 2-2-2b-3-8). P02-P04(4°-6°N)에서는 모든 상층에서 강한 동향류
가 나타났고, 수심 1000 m의 수심층에서도 유속은 10 cm·s-1 이하로 약하지만 동향하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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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존재하여 전수심에서 동향류를 보였다. P05(7°N)는 상층에서만 동향하는 흐름이 존재하
고, 수심 800 m 이하의 수심층에서는 5~10 cm·s-1 범위에서 서향하는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북적도해류와 북적도반류의 경계에서 북적도해류가 되는 P06(8°N)에서는 상층에서 20 
cm·s-1의 서향류가 존재하고, 수심 800 m이하의 수심에서는 뚜한 방향성이 나타나진 않았다. 
북적도잠류가 관측된 P07(9°N)와 P08(10°N) 표층에서 수심 100 m까지 서향하는 흐름이, 수심 
100 m ~ 1000 m까지 동향하는 북적도잠류가 관측되었다. 최대 유속은 수심 500 m ~ 600 m
에서 25 ~ 30 cm·s-1로 나타났다. 북적도해류가 존재하는 P09(11°N), P10(12°N), P11(13°N)
에서는 정점 P11의 수심 200 m ~ 500 m의 약한 동향류를 제외하고 전체 수심층에서 서향하
는 흐름이 관측되었다. 
- 수심 304 m의 정선에 따른 유속은 표층보다 유속은 작게 나타났다(그림 2-2-2b-3-6). 
7°N 남쪽은 적도반류 10.5°N 북쪽은 북적도 해류가 표층에서부터 유지되어 나타나지만 그 사
이에는 북적도반류에 대한 잠류(서향)와 북적도해류에 대한 잠류(동향)가 8.5°N을 기준으로 서
로 대칭을 이루는 모양을 보였다(그림 2-2-2b-3-7).

그림 2-2-2b-3-6. VM-SADCP에서 관측한 경도 131°E, 위도 3.24°N – 13°N 유속 단면(상: 동서성
분, 하: 남북성분) 

그림 2-2-2b-3-7. VM-ADCP에서 관측한 수심별 유속 분포(좌: 112 m, 우: 3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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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b-3-8. 관측 정점별 LADCP 관측 결과(P01 ~ 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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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b-3-8(계속). 관측 정점별 LADCP 관측 결과(P09 ~ P11).

(3) 지형류 분포
- 수온, 염분, 압력 자료로부터 무류면을 3,000 m으로 가정하고 지형류를 계산하였다(그림 
2-2-2b-3-9). 
 상층 200 m까지의 유속분포 중 4°N의 남쪽에서는 서향류, 4~8°N에서는 강한 동향류, 그 북
쪽은 다시 서향류가 나타났다. 이 분포는 남적도해류, 북적도반류, 북적도해류에 해당한다. 남
적도해류는 충분히 관측되지 않았고 북적도반류의 최대 유속이 120 cm·s-1이상으로 나타났
다. 
- 북적도해류는 유속은 약하지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북쪽으로 가면서 10 cm·s-1 이
상의 유속 등치선이 깊어졌다. 수심 200 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잠류의 특성을 보이는 표층
과 반대로 나타나는 유속분포를 보였다. 남적도해류 아래에서 잠류는 표층과 반대로 동쪽으로 
흐르고, 4-5°N과 6-8°N에 동쪽으로 흐르는 북적도반류를 중앙에 두고 서쪽으로 흐른다. 서쪽
으로 흐르는 북적도해류 아래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북적도잠류가 나타났다. 

그림 2-2-2b-3-9. 지형류 단면도. (a) 표층부터 무류면(3,000 m)까지의 지형류. (b) 표층부터 
1,000 m까지의 지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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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평양 적도해류역의 열함량을 수온, 염분, 압력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지형
류를 이용하여 열수송량을 계산하였다. 해수의 비열(J·(kg℃)-1)은 수온에 따라 증가하고 염분
과 압력에 따라 감소한다((Fofonoff and Millard Jr, 1983).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함량
(J·m-3 )은 해수의 비열에 수온과 밀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그림 2-2-2b-3-10). 수온의 영
향을 크게 받아 수심 200 m 상층에서 열함량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혼합층의 열함량은 
1.2X1012 J·m-3 으로 가장 높고 수심 400 m에서 0.4X1012 J·m-3로 급격히 낮아진다. 
- 열수송량(W = J·s-1)은 열함량에 지형류속과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였다(그림 
2-2-2b-3-11). 표층에서 열함량이 높고 유속이 빠르므로 열수송량도 표층이 매우 크다. 표층
의 열수송량은 열대해류를 따라 변하는데 북적도반류의 열수송이 가장 뚜렷하다. 상층 500 m
의 열수송량은 북적도반류에 의해 동쪽으로 6.086X1015 W, 북적도해류와 남적도해류에 의해 
서쪽으로 2.469X1015 W가 이동한다. 관측 단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열이 서쪽으로 이동
하는 열의 약 2.5배 크다.

 (a) (b)
그림 2-2-2b-3-10. 열함량(J·m-3)의 단면도. (a) 전체수심에 대한 열함량 분포. (b) 상층 1,000 

m의 열함량 분포.

         

 (a) (b)
그림 2-2-2b-3-11. 열수송량(W)의 단면도. (a) 전체수심에 대한 열수송량 분포. (b) 상층 1,000 

m의 열수송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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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안경계류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연구 
  가) 관측 자료 분석
  - 류큐 해역 미야코지마 서쪽의 쿠로시오 주축 KCM1의 500 m에 계류한 ADCP 자료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록되었으며 1000 m에 계류한 단층유속계 자료는 1년간 기록됨
(그림 2-2-2b-3-12).

그림 2-2-2b-3-12. 미야코지마 서쪽에서 관측한 상층유속(상:동서방향, 중;남북방향)과 1000 m 유
속(하).

상층의 평균 유향은 35도로 북동향이다. 깊이에 따른 유속 구조는 150 m에서 유속이 최대이
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준편차는 400 m 이심에서 급격하게 감소하
는 양상이다(그림 2-2-2b-3-13).
동일 시기(6월~11월)에 2015년과 2016년의 평균 유속 구조는 2015년과 2016년에는 250 m
까지 유속이 비슷하고 400 m 이심에서 표준편차의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50 m 유속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에서 4일과 7일, 그리고 14일 주기대에서 peak가 나
타났다.

그림 2-2-2b-3-13. 6월~11월 기간 KCM1의 평균 유속 구조와 표준편차(a: 2015, b: 2016, 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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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측한 쿠로시오 해류와 주변해역 해면고도 및 해면고도 편차와의 상관성
2015년 6월~2017년 6월 동안 미야코지마 서쪽 쿠로시오 주축(KCM1)에서 관측된 유속 변동
과 인공위성 관측 해면고도(AVISO)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관측된 500 m까지 상층의 평균
유속이 큰 시기와 작은 시기로 기간을 나눠 해당시기의 해면고도 분포를 조사하였다. 즉 평균
보다 1 표준편차 이상 큰 시기와 1 표준편차 이상 작은 시기에 해당하는 해면고도의 합성장
을 구성하였다.
상층의 평균유속이 큰 시기에는 KCM1의 남동쪽에 양의 해면고도 편차가 존재하고 북서쪽에
는 음의 해면고도 편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평균유속이 약한 시기에는 남동쪽의 강한 양의 해
면고도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림 2-2-2b-3-14, c와 d). 평균유속이 큰 시기에는 KCM1 
주변 해면고도의 등고선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반면 평균유속이 작은 시기에는 해면고도의 등
고선이 성긴 양상이 있다(그림 2-2-2b-3-14, a와 b).

그림 2-2-2b-3-14. 20년 동안 쿠로시오 본류의 북동방향 수송량이 평균보다 1 표준편자 이상 클 
때(a, c)와 1 표준편차 이상 작을 때(b, d) 해면고도(a, b) 및 해면고도 편차(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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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개 이상의 자료동화모형에서 모의된 서안경계류의 특성 비교
- 1993~2012년 기간 동안 자료동화 재분석 자료인 HYCOM과 FORA에 나타난 쿠로시오 수
송량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자료에 나타난 수송량의 변동 패턴의 상관성은 높으나 지
역에 따라 변동성의 크기는 차이가 난다(그림 2-2-2b-3-15).

그림 2-2-2b-3-15. 자료동화 모형(HYCOM(적)과 FORA(청))에서 모의된 1993~2012년 동안 쿠로
시오 변동성 비교: (a) 대만 동쪽, (b) 미야코지마 부근, (c) 큐슈 남서쪽.

- 현장관측을 수행했던 미야코지마 부근 쿠로시오 수송량의 변동성은 대부분의 주기대에서 
FORA보다 HYCOM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1년 주기의 변동성은 FORA에서 크게 나타난다(그
림 2-2-2b-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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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b-3-16. 미야코지마 부근 쿠로시오 변동성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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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차년도 수행 과정 및 내용(2019년)

2-3-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2-3-1a 열용량분포 파악

1)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연직 관측자료 
- 2019년 하계 8월27일부터 10월 중순 기간중 이사부호 조사기간중 통과한 전체 태풍 궤적
과 관측지점은 그림 2-3-1a-2과 같음.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인해 조사일정에 일부 단축함.

그림 2-3-1a-1 1항차(좌) 및 2항차 관측점(우). 

 

그림 2-3-1a-2 하계조사 1 항차(좌)와 2 항차(우)에서 투하한 관측장비 파랑글라이더 및 표층부이 궤
적. 배경색은 해수면고도(배경색)이며 태풍 Lingling 및 Hagibis 시기의 태풍 경로도.

- 1항차 및 2항차 관측점 명칭 (그림 2-3-1a-1, 좌 및 우). 1항차 시기 E단면은 태풍전후 
반복 조사함.
- 두 개의 항차로 나눠 (1항차: 8월 27일~9월 20일, 2항차:10월4일~10월 18일) (그림
2-3-1a-1) 이사부호조사를 실시함. 관측 초반 태풍 링링(9월1일-5일)이 북상전에 대각선 E 
단면에서 중점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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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차 관측중 태풍 하기비스 인근 통과(10월9일-11일)로 14°N 부근까지 피항후 관측을 재
개함.
- 하계 8월27일부터 10월 중순 기간중 이사부호 조사기간중 파랑글라이더, 아고(Megenta), 
표층부이의 투하지점 및 궤적은 그림 2-3-1a-2와 같음. 
- 1항차 시기에 난수성 소용돌이가 관측해역 북서쪽 인근 (중심 위치 23°N, 127°E)에 존재하
였고, 관측해역 동쪽 해역(중심 위치 21°N, 133.5°E)에서도 비교적 높은 해수면고도 해역이 
존재함. 냉수성 소용돌이로 추정되는 낮은 해수면고도 영역이 T04~T06 정점 남동부 부근
(19~20°N, 130~132°E)에 위치하며, 난수성 소용돌이의 동남부 영역 관측을 위해 E 단면을 3
회에 걸쳐 관측함.

❍ CTD 관측
- N~B 단면(그림 2-3-1a-3)에서 혼합층은 수심 30~40m까지 발달하였고 대략 수심 50~250 
m까지 염분 34.8 psu 이상의 염분최대층(Tropical Salinity Maximum)과 용존산소 최대층
(>200 μmol kg-1)을 보임. 이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북서태평양중앙수(North Western 
Pacific Central Water)와 수심 600 m 부근에 염분 최소층을 지닌 북서태평양중층수(North 
western Pacific Intermediate Water)가 관측됨.
- 최북단 단면인 N 단면의 경우 T03-T05 구간 정점에서 26℃ 등온선이 60m 깊이까지 나타
나고, 이 수역은 단면에서 34.4 전후의 상대적으로 저염분 특성이 나타남.
- A 단면의 경우 T07 정점에서 26°C 와 20°C 등온선이 깊어지고, 표층~50 m 수심에서 34.4 
이하의 저염수와 수심 100~200 m 에서 35 psu 이상의 고염의 해수가 나타남 (그림 
2-3-1a-3). 
- B 단면의 경우, 26°C 수온이 약 70m 까지 나타남. T12 정점에서 26°C 등온선이 10 m 가
량 깊어지고 표층~30 m 수심에서 34 psu 이하의 저염수의 핵이, 수심 150-200 m에서 34.8 
psu 이상의 고염수의 핵이 나타남. 특히, 600 m 부근에 나타나는 최소 염분층인 북서태평양
중층수의 두께가 50 m 정도로 북쪽 단면들에 비해 얇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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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a-3 1항차 시기에 관측한 단면 N (1행), A (2행), B (3행)에서의 1000 m까지 수
온(좌) 및 염분(우) 연직 분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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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차 조사에서는 1항차와 유사하게 세 개의 남북관측(W1~W3) 단면(그림 2-3-1a-1b)에서 
혼합층은 수심 30~40m까지 발달하였음 (그림 2-3-1a-4). 염분 34.8 psu 이상의 염분 최대
층은 수심 80~250 m까지 나타남. 북서태평양고유수와 염분 최소층이 나타나는 북서태평양중
층수가 수심 600 m 부근에서 관측되나, 서쪽 단면과 남쪽 정점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얇아지
고 최저 염분이 나타나는 수심도 얕아지는 특성을 보임. W1단면은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남
쪽으로 피항시 조사단면이며, 태풍 통과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W1, W2 단면을 관측함.
- 남북 세 개 단면 모두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증가하여 남쪽 기원임을 시사함.
- 서쪽 단면으로 갈수록 남쪽 정점에서 관측되는 표층 부근 저염수(34.4 psu이하)의 영역이 
넖어짐.

그림 2-3-1a-4 2항차 시기에 관측한 W1 (126°E, 1행), W2 (126°E, 2행), W3 (126°E, 3행) 단
면에서의 1000 m 까지 수온(좌) 및 염분(우) 연직 분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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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a-5 반복 관측을 통해 획득한 E 단면 수온(좌) 및 염분(우)의 시간 변화를 나타냄.

- 태풍 통과(9월 4일) 전에는 29°C 수온이 E01~E03 정점까지 표층~50 m 수심까지 나타나고 
26°C 등온선의 정점 간 수심 변화가 적음. 태풍 통과 후에는 26 °C 등온선이 남서쪽으로 가
며 얕아지고 표층~50 m 수심까지의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29 °C 이상의 해수는 두 번째 
E 단면 관측 시기에는 정점 E02, 세 번째 E 단면 관측 시기에는 T01의 표층 부근에서만 관
측됨.
- 태풍 통과 전에는 34.4 psu 이하의 수괴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태풍 통과 후에는 남서쪽 
정점에서 34.4 psu 이하의 해수가 관측이 됨 (그림 2-3-1a-5). 이는 태풍시기에 저염수가 유
입되었음을 시사함.
- 1항차 시기 태풍 통과 후 나타난 특성과 달리 동북쪽 정점에서 34.4 이하의 저염의 핵이나
타남. 특히 두 번째 관측 시기에는 E03 정점 표층 부근에서 저염수의 핵이 나타남. 태풍 통과 
후 거의 사라졌던 염분 최대층 또한 E 단면 양 끝단에 고염수의 핵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
어 마지막 관측 시기에는 35 이상의 고염수가 관측됨.
- 1, 2항차 CTD 관측은 61개 지점, xCTD는 29개 지점, uCTD는 17개 지점에서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목표치인 30 지점 자료 수집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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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존데 관측
- 12시간 간격으로 관측영역에서 라디오존데를 비양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그림 2-3-1a-6
은 2018년 같은 영역 본 사업에서 비양한 라디오존데 관측 기온 자료와 2019년 자료를 동시
에 보임. 하층의 기온은 거의 같고 그 변동성도 큰 차이가 없지만, 2019년 대류권 상부 기온
은 상대적으로 2018년에 비하여 더 낮은 값을 보임. 이는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배경장이 될 수 있지만, 당시 태풍활동이 강하여 적운대류에 따른 대류권 상부의 낮은 기온이 
형성될 수도 있음.
- 그림 2-3-1a-7는 관측영역에 대한 상대습도를 보임. 시공간에 따라 상대습도의 변화가 크
며, 2018년의 경우 대류권 중층에 건조층이 형성되어 있음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반면에 
2019년 평균 상대습도 프로파일을 보면 대류권 중층 건조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류권 전층
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습도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중층 습도 조건은 강한 
태풍이 더 빈번히 생길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제공함
- 그림 2-3-1a-22은 관측지역 같은 위치 및 같은 시각에 대한 NCEP2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를 나타냄. 재분석자료는 건조층을 과도하게 보이며, 이는 태풍 모의에 심각한 bias를 만들 
수 있음.

그림 2-3-1a-6 관측영역 라디오존데로 관측된 기온 프로파일. (a) 2018년 (b) 2019년. 적색선은 
2018년 평균 프로파일을 겹쳐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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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a-7 관측영역 라디오존데로 관측된 상대습도 프로파일. (a) 2018년 (b) 2019년. 적색
선은 2018년 평균 프로파일을 겹쳐서 그림.

그림 2-3-1a-8 관측영역 (a) 라디오존데 및 (b) 동일 위치와 시각의 NCEP2 재분석자료
의 상대습도 프로파일. (c) 평균 프로파일 (d) 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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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 1항차 시기(8월27일-9월20일)와 2항차 시기(10월4일-10월14일)로 크게 분류하여 각 항차 
전체 관측점에서 열용량(Ocean heat Content, OHC)를 산출함 (그림 2-3-1a-9).
- 에디 측면 E 단면에서는 70 KJ/cm2 이상이며, 동측 에디점에서의 최대 OHC는 약 100 
KJ/cm2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2017년 2018년 에디 영역에서 나타난 100 단위 수
준의 OHC보다 작음. 
- 그림 2-3-1a-9 아래에 10월 2항차 조사시기에는 태풍 하기니스 통과로 인해 혼합으로 인
한 OHC 20°-21°N 위도 해역의 OHC가 크게 낮으나 상대적으로 19°N 남측 에디해역의 OHC
는 상대적으로 높음.
- 태풍 전후 E단면에서의 OHC 변화 및 아고 부이 관측자료를 이용해 얻어진 OHC는 대체로 
60-80 KJ/cm2 정도로서 대체로 20도 남측보다 작음. 
- 열용량 분포지도 1건 목표는 목표치는 달성함. 추가로 아고자료를 이용한 열용량 곡선도 작
성함. 

그림 2-3-1a-9 1항차(위) 및 2항차(아래) 시기 전체 관측점에서의 열용량 
(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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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통과에 따른 북서태평양 준관성진동 변동성과 열에너지 전파 연구 
- 준관성진동은 관성주기(f)에 따라 주기가 결정되고, f가 0이 되는 적도를 제외한 열대해역에
서부터 극지해역까지 어디에나 존재함. 준관성진동은 수백 km에 걸쳐 전파하면서 에너지를 
재분배하며, 위도 함수인 f와 내부파 특성으로 인해 동 위도상에서 전파하거나 극에서 적도를 
향해서만 전파(북반구의 경우 북에서 남으로 전파)할 수 있음. 열에너지의 해류따른 전파는 류
큐 북측해역에서 태풍강화 기여가 가능함.
- 쿠로시오속류(Kuroshio Extension)에서 심층 준관성진동 관측(Park et al., 2010)과 북대
서양에서 수치모형을 이용한 허리케인 기인의 준관성진동이 멕시코만류에 의해 동쪽으로 이류
(Zhai et al., 2004)된다는 결과는 서안경계류에서의 상층 준관성진동이 매우 약함을 암시하
나, 서안경계류와 같이 흐름이 강한 해역에서의 준관성진동 생성과 전파에 대한 연구와 이해
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며, 본 연구에서는 쿠로시오역의 유속관측자료와 수치모형을 활용하여 
태풍에 의해 생성된 준관성진동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
- 수치 모형은 태풍 SOUDELOR에 의한 준관성진동이 관측지점의 남서쪽 약 100 km 떨어진 
쿠로시오 상류에서 강하게 발생함(그림 2-3-1a-10). 가장 강한 준관성진동이 생성된 8월 8일 
00h (GMT)에 관측지점 KCM1과 KCM2에서는 준관성진동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쿠로시오 하
류역에서도 약하게 나타남(10a). 쿠로시오를 따라 약 300km 걸쳐 강한 준관성진동에너지가 
관찰됨(10b). 3000 J/m2보다 큰 준관성진동 수심적분운동에너지는 25°N∼27.6°N에서 쿠로시
오를 따라 나타나며 특히 축의 우측에 나타남(10c). 태풍 DUJUAN의 경우에도 관측점에서는 
준관성진동이 상류쪽보다 약하게 나타남(그림 10d). 약 5.5일 후, 100m 수심에서 쿠로시오를 
따라 관측점과 그 주변에 강한 준관성진동이 나타남(10e). 수심적분한 준관성진동운동에너지
는 약 25°N∼28°N에서 쿠로시오 오른편에 분포하며, 태풍 SOUDELOR 유사함(그림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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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a-10 태풍 SOUDELOR 통과에 따라 발생한 해수면(수치모형 수심 4m)에서의 준관성진동
(2015년 8월 8일 0시 GMT). b, 태풍 SOUDELOR에 의해 나타난 수심 100m에서의 준관성진
동(2015년 8월 11일 05시 GMT). c, 20일 동안 시간평균 및 수심 적분한 준관성진동 운동에너
지. d, e, f는 태풍 DUJUAN의 경우임. 삼각형은 관측점 KCM1과 KCM2임. 본 연구사업에서 
수행하여 출판된 연구논문의 그림 발췌 (Jeo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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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규명

1) 태풍 해양로봇 조사 (아고 부이, 표층 부이, 파랑글라이더) 
- 1, 2항차 기간중 파랑글라이더 3대와 아고부이 3대 및 표층부이 5대를 투하함. 관측기간중 
파랑글라이더 3대 및 아고부이 3대의 궤적은 그림 2-3-1b-1a와 같고, 표층부이 투하 및 궤
적은 그림 2-3-1b-1b와 같음.

그림 2-3-1b-1a 관측기간중 해양로봇 파랑글라이더와 아고부이 투하지점 및 
궤적 (검은실선:아고부이, 녹색 및 하늘색선: 파랑글라이더 부이, 청색원: 
csio 아고부이).

그림 2-3-1b-1b 표층 부이 투하후 궤적 및 최종 지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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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부이 조사 및 분석
- Argo Profilers 관측: 2019년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ridium 방식의 Argo 3기를 집중
관측 해역 동쪽에 투하하여 2 기는 현재까지 약 2개월 이상 관측 중 (그림 2-3-1b-2a)이며, 
1기는 1개월 관측 후 회수 성공.
- 아래 그림에는 관측 기간 중 두 기의 Argo 프로파일러의 표층 위치 변화와 양방향 통신 
그림 2-3-1b-2b)에 의한 관측 주기 및 깊이 제어 결과, 그리고 시간에 따른 수온 및 염분 프
로파일 변화와 수온-염분 다이어그램을 표시하였음.
- 양방향 통신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태풍시와 평상시의 관측 시간간격에 유통성을 기하여 관
측효율을 극대화 함.

그림 2-3-1b-2a 2019년 9월 투하한 이리듐 통신 방식 Argo 3기 (BF8509(적색), F8874(청색), F8875
(녹색))와 태풍 링링 궤적 (배경은 2018년 11월 17일 기준 해면 고도 이상과 지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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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2b 양방향 통신 방식을 이용한 Argo Profiler의 작동 모드 (관측
주기 및 수심) 변경 이력 

그림 2-3-1b-2c 양방향 통신 Argo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연직 수온/염분 구조의 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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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2d 세 개의 Argo Profiler로 관측한 T-S 다
이어그램

- 집중 조사가 수행된 에디 주변 아고부이로부터 산정한 열용량 (OHC)는 태풍 Tapah 발생 
전인 9월 15일경까지는 대략 60-90 KJ/cm2 범위(그림2-3-1b-2e)로서 2017-2018년보다 상
대적으로 작음. 26°C 수심은 약 60m임.
- 이러한 환경에서 태풍 링링이 급강화한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해양열용량으로 설명이 어려
우며 새로운 기작이 요구됨. 다음 항에서 급강화에 적도 고온저염수 역할과 기작을 분석, 기
술하였음. 

그림 2-3-1b-2e E단면 에디 주변에 투하한 아고 부이(청색)와 csio 투하 아고 궤적(에디동
측 흰색 원 표기)(A 및 B). 아고 부이 산정 OHC (C). csio (D) 및 kiost (E) 아고 부
이 연직수온 시계열 자료. C에서 청색점은 E단면 CTD로부터 산정한 OH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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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층부이 조사 및 분석
- 표층부이(해상 0.7m)에서 관측한 풍속은 그림 2-3-1b-3와 같이 최대 풍속이 20m/s 미만
으로서 대체로 약한 바람이 관측됨. 이는 태풍 하기비스는 조사해역으로부터 약 1200km 떨
어진 곳을 통과하는 등 태풍이 조사해역에서 수백 km 이상 외곽으로 통과하였기 때문임. 관
측 자료는 모델검증 활용중임. 

❍ 파랑글라이더 조사 및 분석
- 파랑글라이더에는 다양한 해양기상 센서(그림 2-3-1b-4a)를 부착하여 태풍시기에 자료가 
수집됨. 1항차인 8월31일 링링이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을 예측되어 WG190 등 2대를 T03n 
(그림 2-3-1b-1b)인근에서 투하, E단면으로 이동하게 함. 9월 4일 경 태풍 진로는 관측 단면
E로부터 200km 북서측을 통과하였으며, 태풍 링링의 진로 JTWC 예보치, ECMWF 예측치 및 
코페르니쿠스 SSHa 및 태풍 기압를 제시하였다 (그림 2-3-1b-4b). 
- WG175, WG190은 1항차 시기에 태풍 링링 시기에 E 단면에서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WG87은 2항차 시기에 태풍 하기비스 약 1000-1200 km 지점에서 관측 자료가 수집됨. 

- 링링 통과전후 관측치(그림 2-3-1b-4b)에 제시된 해면기압(A) 최소치는 12월 4일 급강화 
시기에 약 1000 hPa 정도로 관측됨. 기온(B)의 경우, 태풍 급강화전인 3일에는 대략 
27°C-29°C이며, 4일에도 비슷하게 유지됨. 상대습도(C)는 4-5일에 약 95%로서 높게 나타남. 
10분 (1분) 평균 풍속(D)은 최대치가 30m/s (35-40m/s) 정도로서 1.5m 높이에 설치된 높이
에서 매우 강한 풍속이 관측됨. 

그림 2-3-1b-3 관측기간중 투하(그림 2-2-1-2-1b)한 표층부이에 관측한 0.7m 높이에서 관측한 풍속. 

그림 2-3-1b-4a 파랑글라이더 계류전 및 투하, 회수 모습. Airmar를 비롯한 기상센서와 해양센서 장
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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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5 링링 예보진로(상), 9월4일경 예측치(좌하), 및 해수면고도 사정해류 및 태풍 해면기압(우하). 

- 비습(E)은 해양에서 24-25 g/kg 범위의 값이며 10m 풍속을 이용한 잠열 (Latent Heat 
Flux)는 대략 50-700 W/m2 값을 보임. 급강화 전날인 9월 3일 (UTC)에 최대치를 기록하였
으며, 9월 4일에는 대략 400-500 W/m2 값이 산출됨. 이시기에 태풍중심으로부터 거리는 약 
200 km 정도로서 최강풍속 외곽인 점을 감안하면 태풍 반경 100km 이내에서는 이보다 상당
히 큰 열속을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됨. 급강화 기작 이해 분야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함.

그림 2-3-1b-4b WG190 궤적상(그림 2-3-1b-1a 녹색선)에서 수집한 기상 및 해양 자료 및 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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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6a 하기비스 통과시 약 1000km 서측에 설치된 WG190 관측점(좌) 및 ECMWF 예측 기
압(등압선) 및 SSHa (color) (우).

- 그림 2-3-1b-6a와 같이 태풍 하기비스는 미국 및 일본 EEZ 해역 통과하였고, 관측장비는 
통과지점으로부터 약 1200km 서측에 위치한 E01에 파랑글라이더를 설치하였고, 이시기에 아
고 및 투하된 표층부이(그림 2-2-1–2a-1b)는 대부분 1000km 이상 거리에 위치함. 
- 1200km 거리에서 관측된 파랑글라이더에서 관측된 자료는 그림 2-2-1-2-6b와 같다. 태풍 
하기비스는 10월 10일 6시간만에 100kts에서 130 kts로 급강화 되었음. 

- 관측해역(그림 2-3-1b-6b좌) 동쪽을 통과하는 하기비스의 5등급 태풍상태인 10월 10일 00
시경 구름 발생 특성(우측그림)은 강한 상승 구름 발생을 시사하며, 태풍의 눈의 직경도 
50km 이상 형성됨.
- 관측기간중 파랑글라이더 wg187에서 비교적 유의할만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와 관련된 
관측자료는 아래와 같이 CTD로부터 4m 수심에서 수온, 염분 및 계류 수심 정보가 그림 
2-3-1b-7과 같음.
- 수온은 관측기간중 파랑글라이더 wg187에서 비교적 유의할만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와 
관련된 관측자료는 아래와 같이 CTD로부터 4m 수심에서 수온, 염분 및 계류 수심 정보가 그
림 2-3-1b-7과 같음. 염분은 저염에서 경향적으로 고염으로 변함. 

그림 2-3-1b-6b 조사해역 위도 20°N 통과시 하기비스 예측진로(우) 및 눈 인근 구름 발생 특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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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7 태풍 하기비스 통과중 약 1200km 해상에서 관측된 수온, 염분, 계류수심 특성. 

- 수온은 태풍통과전 29°C도 이상을 유지하다가 10월9일-11일 경에 통과하면서 28.7°로 경향
적으로 하강하여 약 0.5°C 정도 cooling이 나타남. 원거리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냉각 특징이 
나타남.  

그림 2-3-1b-8 WG187에 설치된 기상장비로부터 관측된 풍속, 풍향, 기온, 순간풍속, 대기압 변화. 

- 파랑글라이더에 부착된 두 종류의 기상센서 및 고정밀 습도/풍속계에서 관측된 결과는 그
림 2-3-1b-9와 같다. 
- 관측인자로부터 산정한 열속 자료는 그림 2-3-1b-10b과 같음. 현 단계에서, 약 500km 원
격지점에서 관측이 되었던 2018년 태풍 망쿳시기와 같이 moisture 비평형성 존재여부는 뚜
렷하지 않음. 하기비스의 급강화는 그림 2-3-1b-10a와 같이 15°N 통과시 매우 급격히 발생
함. 급강화 정도는 링링보다 급강화 정도가 강함. 이 지점은 파랑글라이더 계류지점인 E01으
로부터 약 1500 km 이상 떨어진 지점임.
- 태풍 하기비스는 위도 10°N 지점에서 24시간에 약 55kts에서 140kts로 유래가 없는 급강
화 특성을 보임. 링링의 경우 24시간에 75 kts에서 115 kts로 급강화한 경우 비교하면 강화
정도가 매우 큼. 이시기의 급강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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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9 고정밀 풍속계로부터 관측된 40Hz 풍속 u(상)(m/s), v(중)(m/s) 및 비습(하)(g/kg). 

그림 2-3-1b-10a 9월-10월 관측기간중 조사해역 인근을 통과한 4개 태풍의 위도별 최대풍속/급강화정도.

- 표층수온, 풍속, 비습 등의 10월10일 시간변화는 그림 2-3-1b-10b와 같으며, 10월10일 풍
속은 25m/s에 근접하는 강한 풍속이 수차례 나타나며, 비습은 20.5-18.0 g/kg 수준으로 변
화가 큼. 
- 잠열(LHF)의 크기는 200-440 w/m2의 변화를 보임. 12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나 영향
이 상당함. 2018년 망쿳시 관측된 moisture 비평형 특성은 10월 10일에는 나타나지 않음. 
- 파랑글라이더 관측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CTD 자동관측 시스템을 부착하기 위한 기술개
발 과정에서 국내 (출원번호: 10-2019-0000360) 및 국제(PCT) 특허를 출원함 (출원번호 
CT/KR2019/016177).
- 해양로봇장비 3종 조사 목표치는 달성함. 자료에 심층적인 분석은 현재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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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 급강화 기작 이해
- 지난 3년간 조사기간중 1차년도에 저염수가 에디에 포획(entrainment)(그림 2-3-1b-11)되
어 있음을 발견함. 이로부터 저염수가 난수성 시계방향 에디에 포획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음. 저염수는 난수성 에디에 일차적으로 간헐적으로 서측해역에 유입되면, 지형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에디의 변형을 가져오면 결국 ageostrophic motion 유발로 에디중심으
로 향하게 된다는 점을 역학적으로 설명함.
- 고온 저염수는 2017년 조사에서는 기존 에디의 열용량을 약 60%를 설명(그림 2-3-1b-12)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자료에서는 저염수가 있는 경우에 약 80%를 설명하는 것으
로 제시함. 이 저염수는 고온저염수인 적도해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위성자료를 통해 확인(그
림 2-3-1b-13)하였음.
- 2019년 태풍 링링은 급강화를 보였으며 강화기간중 남측으로부터의 저염수가 유입(그림 
2-3-1b-14)되어 저염수가 태풍 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계성을 제시함. 2019
년의 경우 에디 주변부에서의 열용량은 2017년과는 달리 60-80KJ/cm2 정도로 낮은 수준에
서 급강화되었음. 이는 고위도에서 낮은 주변 열용량 환경에서 5등급으로 강화하는 타입으로 
구분됨 (Lin et al., 2008). 
- 링링 시기에 위성 해수면 수온(sst) 자료를 통해 표층 cooling이 0.5°C 이내로 매우 약한 
cooling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heat flux 강화로 인한 연계성을 설명함. 태풍 중심에서 약 
2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잠열의 크기가 400-500 W/m2임을 관측자료로 제시하여 태풍
중심 인근에서는 강한 flux로 인한 가능성을 제시함. 제한 혼합에 대한 과정은 공개된 모델 
분석을 통해 가능성을 분석, 제시함.
   

그림 2-3-1b-10b 파랑글라이더 동일위도 통과시점인 10월10일 SST, 풍속, 비습 및 잠열속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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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11 저염수의 에디 중심 포획 특성. 2017년 B 단면의 염분(A) 및 
수온(B) 연직 구조.

 

그림 2-3-1b-12 에디 관측점에서 전체 수층(검은색), 저염수층(청색)의 비율
(적색선).

그림 2-3-1b-13 적도해역에서 에디해역으로 저염수 유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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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14 태풍 링링 급강화시 E단면 9월7-8일(하) 저염수 유입 
특성. 

 

그림 2-3-1b-15 태풍 통과시와 태풍전 위성관측 표층 수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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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고해상도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예측

가. 연구개발목표
❍ 최종목표
- 본 연구는 현장조사(CTD/XCTD 등) 자료와 위성/재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태풍해역 상

층 수온구조를 포함하는 개선된 진단장(Revised Diagnostic)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당해년도 연구목표
- 당해 년도에는 북서태평양 해역에 수립된 가변격자 3차원 모델에 재분석 자료(NEMO)와 

관측된 CTD/XCTD(2018)를 이용한 자료동화 기법을 활용하여 태풍 통과/발행 해역의 해
양상층구조를 산출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당해년도 연구내용
❍ 관측자료 확보/분석
- 2차 년도(2018) 관측 87개 자료 (CTD 64개, XCTD 23개)를 정리/분석하였음 (표 

2-3-2-1a-1). 
- 3차 년도(2019)에도 태풍 발생/통과 해역 조사를 통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
❍ 자료동화기법 적용 및 수치모형 개선
- 2차 년도(2018)에는 모델(HYCOM)/위성(COPERNICUS) 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이완기법

을 적용하여 해양상층 구조를 계산하였으나 3차 년도(2019)에는 보다 정확한 NEMO 재분
석 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분석 자료 입력시스템 개선함. 

- 2차 년도(2018)에는 관측된 CTD/XCTD 등 수온/염분 연직구조 자료를 사용하여 정점 자
료동화(point)를 시도하였으며, 3차 년도(2019)에는 조사범위 상층 전체에 대하여 적용 가
능하도록(area) 자료동화 기법을 개선하여 적용함.

조사
연도

기간 
구분

조사기간
조사자료(CTD/XCTD)

CTD XCTD 합계 사용자료
2018 09.01 – 09.20 64 23 87 73 (조사해역 자료)

표 2-3-1b-3-1 관측자료 확보 및 활용 

다. 연구방법
 a) 개요 
❍ 수치모형 특성
- 사용된 모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3차원 지역해 모형(ESCORT)임. 
❍ 3차원 순환모형 수립:
- 사용한 모형은 2차 년도에 수립한 <가변 상세격자 수치모형>과 같음. 다만, 초기조건과 외

해경계조건 대기-해양 경계의 SST 자료는 HYCOM 자료 대신 NEMO 자료를 사용하였음.
- 초기조건: NEMO 재분석 자료(daily, 1/12°간격)의 해수면과 수온을 부과하였으며 유속의 

경우에는 Cold start조건을 사용함.
- 외해경계조건: NEMO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며, 해수면, 유속을 이용하여 Flather 경계조

건을 적용함. 조석은 사용하지 않음. 수온, 염분의 경우에는 경계면 Nudging조건을 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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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경계조건: 기상 자료로는 ECMWF의 ERA-Interim 자료를 사용함. 
- 하천경계조건: 29개 하천(중국 6개, 한국 7개, 일본 15개, 베트남 1개)의 월평균 유량자료

를 부과하고, 장강의 경우는 시계열 월평균 자료를 사용함.

❍ 해양상층구조 산출:
- 초기 고정된 수온/염분장을 주고 1∼3일 동안의 예비 가동을 거친 후 수온/염분 계산과 

함께 자료동화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의 가동으로 상층구조를 산출함.

그림 2-3-1b-3-1 해양상층구조 산출

b) 자료동화
❍ 재분석 자료 활용
- NEMO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수온과 해면, 해면구배에 대하여 이완기법 (Relax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자료동화 함(식 2-3-1b-3-1). 
- SST 자료동화 - 수치모델로 계산한 해수면 수온에 대하여 NEMO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

여 이완방법(relaxation method)으로 보정함.
- SSH 자료동화 – NEMO 재분석 자료 SSH 경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완방법으로 보전함.


′         (식 2-3-1b-3-1)

  : NEMO field, 
 : computed field, 

 
′ : updat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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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3-2 관측자료 자료동화

❍ 관측자료 활용
- 전체영역 이완방법 (Total Area Relaxation method): 태풍 발생 해역(Observation 

range)에서 관측한 CTD/XCTD 자료를 처리한 후 확장된 영역(Extended range)에 대하
여 내/외삽하여 모형격자화 함.

- 확장역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주고, 연직에 대해서도 깊이에 따라 가중치를 주
는 가중치 장을 작성함(그림 2-3-1b-3-2).

- 확장된 영역 (Extended range)에 대하여 매 시간간격마다 이완기법으로 자료동화를 실시
함 (식2-3-1b-3-2).

 
′   ∙ ∙  ∙∙  (식 2-3-1b-3-2)

  : observed field,  
 : weight field

❍ 모델실험
- 2018년 태풍 현장조사 정점 자료와 NEMO 재분석 자료, 모델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음. 
- 2018년 8월 31일부터 하루 동안 수온/염분장을 고정시킨 채 가동하여 진단장이 형성되도

록 하고 이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온/염분 변화를 포함하여 모델을 가동함.
- 모델실험은 <B1: NEMO 재분석자료만 적용>, <B2: 재분석자료 + Area assimilation>, 

<B3: 재분석자료 + Point assimilation>으로 3개 경우를 실험하였음.
- B2에서는 이완시간은 5일, B3에서는 이완시간은 1일로 주었음.
- 정점 TX11(09/10 관측) 자료와 동일 시점의 NEMO 재분석자료, 모델 결과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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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결과
a) 표층수온 분포 비교
- <CTD 조사자료 표층장>과 정점 TX11의 관측시점인 9월 10일의 <NEMO 재분석자료 표

층장>, <모델 B1>, <모델 B2>, <모델 B3> 결과를 비교함 (그림 그림 2-3-1b-3-3 ∼ 7). 
- 관측자료와 NEMO 자료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모델 B2>가 관측 자료와 비교적 가까우

나 그래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완시간(현재 5일) 조정 등 추가 실험이 필요함.

그림 2-3-1b-3-3 2018년 CTD 조사결과
그림 2-3-1b-3-4 NEMO 재분석 자료

그림 2-3-1b-3-5 모델 B1 결과 그림 2-3-1b-3-6 모델 B2 결과

그림 2-3-1b-3-7 모델 B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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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직구조 비교
- <그림 2-3-1b-3-8>에서 조사정점 TX11의 수온/염분 연직구조를 비교하였음.
- <좌상>은 초기시점(09/01), <우상>과 <좌하>는 정점 TX11의 관측시기인 9월 10일 시점의 

비교임. 모델결과는 <우상>에서는 <모델 B2>, <좌하>에서는 <모델 B3>를 비교하였음
- 상층에서 <모델 B3>에 비해 <모델 B2>가 보다 관측 자료와 유사함을 보여줌. 
- <모델 B2>에서 하층에서 관측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깊이에 따라 가중치를 작아지게 

주었기 때문임. <모델 B3>에서는 모든 깊이에서 가중치를 같게 주었음. 

그림 2-3-1b-3-8 수온/염분 연직구조 비교 – 좌상: 계산초기, 우상: 관측시기(모델 B2), 하: 관측시기
(모델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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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 해양-태풍 모형 실험결과
- 단순 해양-태풍 모형 (CSTORM): 2차년도에 새로 작성한 CHIPS_F95 (Fortran95 버전)과 
GOTM과의 연동 모형을 개발 중에 있음. 
-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수화 개선과 해양 연직구조 형태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급강화 태풍 (2017년 Lan, 2018년 Trami, Kong-Rey, Yutu , 2019년 
Lingling)을 대상으로 CHIPS95 버전을 이용하여 태풍-해양 상호작용 분석 및 해양혼합층 두
께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함. 

연도-연번 

(JTWC)
태풍이름

최대 급강화율 

(kt/day)
최저기압 (hPa) 최대풍속 (kt)

2017 LAN 50 922 135
2018 TRAMI 55 914 140
2018 KONG-REI 60 906 150
2018 YUTU 70 904 150
2019 LINGLING 40 928 120

표 2-3-1b-1-1 2017∼2019년 핵심해역 대표적인 급강화 태풍 사례

 - 단순 해양-태풍 모형에서 초기 해양혼합층 두께를 20~100m 까지 10m 단위로 변화시키
며 태풍 강도 변화를 실험한 결과
- 모든 경우에서 급강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해양혼합층 두께가 50m 이상일 경우임
- 급강화 초기에 태풍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 해양혼합층은 급강화 기작보다는  강도 유지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다른 인자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민감도 비교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1b-1-1 2017~2019 주요 급강화 태풍 사례 진로 및 강도 변화와 단순
태풍모형으로 재현한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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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1-2 2017~2019년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단순태풍모형(CHIPS95)을 이용한 해양혼합
층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선: 모형, 점원: 관측추정치)

(가) 2017년 태풍 란(LAN)
- 중하층대기습도 75%, 해면 수온 29도, 해양혼합층 깊이 70m, 이동속도 5.7 m/s 를 기준 
모의 실험으로 정의한 후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을 수
행함.
- 일반적으로 해양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강한 태풍으로의 발달이 잘되고 최대 풍속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임.
- 해양혼합층 두께가 50m ~ 100m 까지는 급강화율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50m 이하
인 경우에는 두께가 얇을수록 태풍 발달이 현저하게 약화됨, 

(나) 2018년 태풍 짜미(TRAMI)
- 중하층대기습도 85%, 해면 수온 29도, 해양혼합층 깊이 70m, 이동속도 4.4 m/s 를 기준 
모의 실험으로 정의한 후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을 수
행함.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모사를 하나, 중반의 최대 강
도는 재현하지 못했으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 제대로 재현되지 않음.
-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급강화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최대 풍속은 해양혼
합층 두께에 대해서 크게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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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태풍 콩레이(KONG-REY)
- 중하층대기습도 88%, 해면 수온 29도, 해양혼합층 깊이 70m, 이동속도 8.0 m/s 를 기준 
모의 실험으로 정의한 후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을 수
행함.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모사를 하나, 중반의 최대 강
도는 재현하지 못했으며, 최대로 발달한 이후 감소하지 않음. 고위도의 찬 해수와 얕은 혼합
층, 그리고 육지와의 상로작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사료됨
-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초기 급강화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짜미와 마찬가
지로 최대 풍속은 해양혼합층 두께에 대해서 크게 민감함.
- 혼합층의 깊이가 40 m 이하일 때 중간에 훨씬 빠르게 약화되나 후반부의 감소율을 재현하
진 못함.

(라) 2018년 태풍 위투(YUTU)
- 중하층대기습도 85%, 해면 수온 29도, 해양혼합층 깊이 70m, 이동속도 4.3 m/s 를 기준 
모의 실험으로 정의한 후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을 수
행함.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급강화와 강도유지는 비교적 잘 재현되었으나 최대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강도의 감쇄는 훨씬 급격하게 모의함. 
-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초기 급강화율은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으며 추정최대풍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70 m 이상 깊어야 함
- 혼합층의 깊이가 50m 이하에서는 강한 풍속을 유지하기가 힘듦. 이는 태풍의 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찬해수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마) 2019년 태풍 링링(LINGLING)
- 중하층대기습도 75%, 해면 수온 29도, 해양혼합층 깊이 70m, 이동속도 5.3 m/s 를 기준 
모의 실험으로 정의한 후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민감도 실험을 수
행함.
- 단순태풍모형 적용결과: 초기 완만하게 발달하는 태풍 강도가 비교적 잘 재현되었으나 두 
부분에 걸쳐 짧은 강화 구간은 잘 재현하지 못하였고 후반부 급격히 약화되는 양상과 달리 
모형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해양혼합층의 두께 변화에 따라 초기 급강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며 50m 보다 얕은 경우는 
잘 발달하지 못하고 60 m 이상인 경우는 급강화 기울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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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자료 분석을 통한 급강화 태풍의 기작 규명 
❍ 대류 특성 정량화 인자 개발 

- 정지궤도 적외채널 관측에서 대류강도, 구조 등 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변수를 정의하였음. 
태풍 중심 부근 10° × 10°의 박스 영역 내에 Himawari-8 11㎛ 채널의 밝기 온도(BT11)를 
이용하여 세가지 위성인자(BT11_ave, BT11_min, BT11_area)를 계산하였음. 세 위성인자는 
전반적인 대류의 강도, 가장 강한 대류셀의 강도, 대류의 면적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됨.

그림 2-3-1b-4-1 위성인자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위성 영상의 예시: a) 
Lan(2017)의 BT11의 분포, b) BT_area 계산을 위한 분석 영역 정의(하얀색 박스 
영역) 및 강한 대류 마스킹(빨간색 영역) 

 위성인자 물리적 의미 계산 방법 

a) BT11_ave
전반적인 대류의 강도
Overall convection 

분석 영역내의 밝기온도(BT11)의 
평균값 

b) BT11_min
가장 강한 대류의 강도 
Strongest hot tower 

intensity 
분석 영역내의 BT11의 최소값 

c) BT11_area 
대류의 면적 

Area of deep convection
분석 영역 내의 BT11 < 230 K 

면적(위성 픽셀 수) 
표 2-3-1b-4-1 본 연구에서 급강화 태풍의 대류 변동성 분석을 위해 Himawri-8 기상위성(AHI)를 이

용하여 정의된 위성 인자: a) BT11_ave, b) BT11_ave, c) BT11_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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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급강화 전 대류변화: 사례 연구 
- 2017년 해양조사가 이뤄졌던 Lan과 Talim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음. Lan(2017)의 경우 
2017년 10월 20일 급강화가 일어났으며, Talim의 경우 계속 태풍의 강화되었으나, 급강화는 
9월 14일에 일어났음. 먼저, 위성 인자료를 이용하여 대류의 전반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급격한 대류 확대 (convective burst) 기간(P1)이 급강화 이전에 나타났음. 즉, 
태풍 급강화 전 P1 기간 중 11㎛ 밝기온도 평균값이 급격화게 낮아지는 데 있어, 230K 이하
의 차가운 구름의 면적이 확장이 중요함을 보였음. P1은 Lan(2017)의 경우 급강화가 일어나
기 3일 전, Talim(2017)의 경우 1일 전에 나타남. 가장 강한 대류셀(BT_min)의 강도는 큰 변
화가 없음. P1 기간동안 급격한 대류의 확장에 의한 잠열 방출은, 대기 중에 열을 축적시켜 
뒤이어 일어나는 대풍 급강화에 변화에 큰 역할을 함을 의미함.   

그림 2-3-1b-4-2 Lan(2017) 사례 위성 인자들의 시계열(청색): a) BT11_mean, b) 
BT_min, c) BT11_area. 태풍의 강도 변화(적색)를 나타내는 지상중심기압(a) 혹
은 최대풍속 시계열(b, c)과 함께 나타냄. 태풍 중심기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10
월 20-21일이 급강화 기간으로 RI(Rapid intensification; 노란색 박스)로 나타냄. 
급강화 이전 급격한 대류의 확장이 나타내는 기간을 phase 1(P1)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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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4-3 위 그림과 같으며, Talim(2017)의 사례임 
 

그림 2-3-1b-4-4 Lan(2018) 급강화 전조 현상으로 나
타나는 Convective burst 기간(P1) 동안 6시간 간
격의 BT11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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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역할 조사 
- Convective burst 발생에 해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풍 경로상의 NOAA OISST 
해수면 온도를 분석하였음. 2017년 열대 서태평양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했으며, 최고 
온도 30도 이상의 수온이 나타났음. 분석 결과, Lan(2017)과 Talim(2017) 태풍의 급강화 전 
가장 주요한 Convective burst는 태풍이 온난역을 지날 때 일어났음. Lan(2017)의 경우 대
류 강화(P1)는 위도 8-10° 부근 30°C가 넘는 온난역 부근에서 일어났음, 그 이후 태풍의 강화
가 잠시 주춤했던 것은, 태풍이 10월 18-19일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영역을 지나기 때문
임. Talim(2017)은 대만 동쪽 해역 위도 20°도 이상인 지역을 지날 때, 섭씨온도 30°C 이상 
온난역이 발생하며 Convective burst가 일어나며, 태풍 급강화가 일어났음. 온난역에서 
Convective burst 발생은 해양이 대류의 발생에 주는 양의 feedback을 나타냄. 온난해역에
서 대류와 관련한 잠열 방출은 뒤이어 나타나는 급강화 현상을 유도했을 것이라 생각됨.  
- Nguyen et al.(2017)는 태풍 강화 모델은 본 연구의 태풍 급강화 전 convective burst 발
생을 잘 나태나고 있음. 이 선행연구에서는 태풍 대류가 강한 경우에도 바람 쉬어의 의해서 
기울어진 대류의 후면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하며 cool pool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대류
가 발생하거나, 태풍이 급강화 할 수 없음. 따뜻한 해양의 Surface enthalpy flux는 하강기
류의 음의 효과를 감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됨(TCOI에서 본 
연구 수행자와 Dr. Robert Rodger 토의 내용). 

그림 2-3-1b-4-5 JTWC best track의 태풍 Lan(2017) 단계별 경로 상의 (a) 해
수면 온도와 (b)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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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b-4-6 그림 5와 같으나, Talim(2017) 사례임 
  

그림 2-3-1b-4-7 비강화 태풍인 Cristobal과 강화태풍인 
Bertha의 대류구조 도식도(Nguye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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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1) 수온변동에 따른 태풍강도 변동 분석
- 그림 2-3-1c-1는 RSMC 태풍 자료(1982-2018)에서 얻은 태풍에 대하여 RI 태풍 즉, 24시
간당 30노트 이상 증가한 태풍을 추출함. 전체 182개 경우(cases)가 추출됨. 평균적인 RI 태
풍은 RI가 발생할 시점에서 약 2일까지 약 40노트까지 급격히 발달하며, 그 이후 서서히 감
소하는 특징을 가짐. 각 경우들은 관측 자료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신뢰하기 어렵지만, 
RI 태풍 전체를 평균한 값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며, RI 태풍이 발생했
을 때, 보편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우가 됨
- 추출된 태풍 경우에 대하여 합성된 해수면온도 편차를 보면 RI 태풍의 경우 RI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태풍 중심 북서쪽에서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를 보이며, RI가 발생한 이후에 서서히 
해수면온도가 냉각되는 특징을 보임(그림 2-3-1c-2). 반면에 비 RI 태풍의 경우 태풍이 강화
되기 전에도 상대적인 양의 해수면온도 편차가 약하게 나타나며, 태풍이 강화될수록 해수면온
도가 큰 폭으로 냉각되고 있음이 확인됨. 즉, RI 태풍의 경우 혼합층의 영향으로 RI가 발생하
면서 냉각되는 해수면온도의 냉각률이 작음
- 상대습도의 정확도가 재분석자료 중에서 가장 우수한 ERA-Interim에 대하여 RI태풍과 비 
RI태풍의 상대습도 연직분포를 비교한 결과 RI의 태풍의 경우 중층의 상대습도가 더 높은 값
이 나타남. 이는 RI태풍의 배경장이 상대적으로 건조층이 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 RI-태풍의 경우 건조층이 더 강하다는 것이 확임됨(그림 2-3-1c-3). 건조층의 약화는 RI 
태풍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필요조건임..

그림 2-3-1c-1 일수에 따른 RI 태풍의 평균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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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2 고해상도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RI태풍과 비RI 태풍에 대한 해수면온도 편차의 
일수에 대한 변화

그림 2-3-1c-3 RI 태풍과 비RI 태풍에 대한 상대습도 프로파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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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온도 편차에 따른 RI태풍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성모델(generative 
model)이 이용됨. 생성모델은 자료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기법중 하나임. 생성모델은 다음과 
같음.

       

 


exp 


        

- x는 해수면온도 편차를 의미하고, y는 RI 태풍 발생여부를 의미함.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해
수면온도 편차 변화에 따른 RI 태풍발생확률을 산출할 수 있음. 해수면온도 편차변동에 따른 
RI 태풍 발생확률은 베이즈 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이를 생성확률모델이라고 함. 이 값이 0.5가 되는 선이 구분자(classifier)가 됨. 그림 
2-3-1c-4는 생성모델에서 나타난 SST 변동에 따른 RI 태풍 발생의 확률을 보이는데, SST가 
증가함에 따라 RI 태풍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SST 편차가 0도에서 2도로 변할 때 
확률은 약 0.7 정도 변함. 이는 높은 SST 조건은 RI 태풍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함.

그림 2-3-1c-4 생성모델에서 나타난 SST 변동에 따른 RI 태풍 발생확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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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5 엘니뇨 지수, PMM 지수 및 여름철 태풍발생빈도와 북
서태평양아열대 고기압편차

- 일반적으로 여름철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엘니뇨/라니냐 시기에 따른 변동이 나
타나는데, 강한 엘니뇨 시기 조차 엘니뇨 시기 이후 여름철 태풍활동은 크게 다르게 나타남. 
강한 엘니뇨라고 하더라도 북태평양 아열대 변동에 따라 태풍활동은 크게 달라짐. 즉, 강한 
엘니뇨 이후 일반적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의 아열대 고기압성 흐름이 증가하여 태풍활동이 약
해지는데, 북태평양 아열대 모드 즉 PMM(Pacific Meridional Mode)가 활성화되었을 때, 태
풍활동은 강한 엘니뇨 이후 여름철 태풍활동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그림 
2-3-1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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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6 PMM모드와 VM(Victoria Mode)모드에 GPI 변동성 및 GPI 변동에 대한 
각 성분의 기여도

- 태풍잠재생성지수(GPI; Genesis Potential Ind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Murakami and 
Wang, 2010). 이 지수는 상승류 즉, omega 항이 추가된 식임. 

             

- 태풍잠재생성지수의 각 항의 변수는 각각 850hPa에서의 절대소용돌이도, 700hPa에서의 상
대습도,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 연직 바람쉬어, 그리고 500hPa에서의 기압속도
(pressure velocity)임. 이 태풍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PMM과 VM(Victoria Mode)의 상관성
을 분석함(그림 2-3-1c-6). VM은 북태평양에서 해수면온도 편차에 대한 EOF 2번째 모드로 
정의됨. PMM의 강화는 북태평양 변동성과 열대태평양 변동성의 결합정도가 강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며, 북태평양 해수면온도 편차가 SFM(Seasonal Footprint Mechanism)에 의하여 
열대 지역으로 그 편차가 이동하는데, 이 때 PMM 모드가 활성되며, 이 PMM 모드는 북서태
평양에서의 태풍활동을 강화시킴. 최근 2000년대 이후 북태평양 기후모드와 북태평양 아열대
모드인 PMM모드의 관련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북태평양모드와 태풍의 활동의 관련성이 증가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2-3-1c-a 태풍강도 분석 위한 아열대 해역 수온 경년변동 모의
가. 기후평균강제력 기반 전구해양순환모델 장기 적분 및 상층해양 기후평균 특성 모의 분석
- 북서태평양의 해양순환과 해수 특성 및 중규모 에디의 기후 평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전구 해양순환모델을 장기간 적분 수행하였음. 100년간 적분된 매년 월평균의 전지구 
해양 평균위치에너지(PE)는 초기 상태부터 10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
임(그림 생략). 이와 같은 PE의 증가는 해수면(해면고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데, 전
구 평균해수면 역시 장기 적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Non-Boussinesq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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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는 전구 해양순환모델에서 전구 평균해수면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해양에로의 열 유
입과 담수 유입에 지배받는데, 전구 평균해양열량의 시간에 따른 증가 추세가 이러한 해수면 
증가 상태를 지지해줌. 한편 KE는 적분 60년경부터 거의 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줌. 
모델에서 KE의 변화는 바람에 의한 운동량속에 지배받는데 이와 같은 KE의 평형 상태는 본 
모델의 상-중층에서 해양의 순환장이 준평형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함. 

나. 경년변동강제력 기반 전구해양순환모델의 20년 규모 적분
- (그림 2-3-1c-7) 100년 적분된 해양 최종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ECMWF의 경년변동 대기
강제력(ERA40)을 적용하여 1958년-1976년 기간의 적분을 수행하였음(그림에는 1972년까지의 
결과를 나타냄). 외부강제력이 기후평균강제력에서 경년변동강제력으로 바뀜에 따른 해양 상
태의 쇼크를 감쇄시켜주기 위하여 100년 최종상태에 이어 처음 5년간은 1958년의 대기강제
력을 반복하여 주었음.
- 평균운동에너지의 시간변화에서 살펴볼 때 적분 100년 최종상태에서 대기강제력이 1958년
의 대기강제력으로 바뀜에 따라 해양 상태의 충격이 처음 1년 정도에 걸쳐 나타나지만 이후
부터는 다시 해양이 새로운 대기강제력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958, 1959, 1961, 
1964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동에너지의 피크를 보이고, 1969, 1971, 1972년이 낮은 운동에
너지 피크를 보임.

그림 2-3-1c-7 (좌) 전구 해양 평균운동에너지(ke)와 (우) 해수면(eta_nonbouss) (적분 
100년 이후 ECMWF ERA40 경년변동 대기강제력에 기반하여 1958-1972년까지 적
분함)

다.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 특성 및 중규모 에디 연변동 특성 모의 분석
- 1958년-1972년 기간 동안 15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수온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그림 생략). 4월에 필리핀 동방에서 28.5도의 따뜻한 해수가 125-145E까지 
분포함. 6월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역이 필리핀 섬을 둘러싸고 태평양측과 남중국해측에 모두 
분포하며 29.5도 이상의 해수는 18-19N 위도대에서 145E까지 폭넓게 분포함. 8월에 29.5도 
이상의 이 고수온역은 필리핀 동방의 대상 해역 내에서 두 세 개의 덩어리로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며 10월에는 다시 수온이 낮아져 29.5도- 29도 정도의 해수가 155E까지 분포함.
- 같은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염분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
(그림 생략). 염분 35 이상의 매우 높은 염분 분포가 2월과 4월에 28-30N 위도대에서 145E 
동방의 아열대해역 중앙부에서 보임. 하계로 가면서 아열대 중앙부의 염분은 조금 더 낮아지
지만 이 고염분수로부터 떨어져 나온 34.2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염분인 해수가 계속해서 서
쪽으로 이동하여 필리핀 동방 20-22N 위도대에 패치 형태로 나타남이 보임. 이러한 고염분 
패치는 아열대해역에서 생성되는 중규모 에디의 규모와 이동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줌. 고염분 
패치는 10월과 12월 분포에도 그 특성이 계속되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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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고도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그림 
생략). 본 모델은 비부씨네스크 역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직으로 압력좌표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변위는 해저압력과 밀도의 수직 분포에 의존하게 됨. 이때 국지적인 해양의 깊
은 골이나 혹은 해산과 같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과 다른 밀도의 수괴가 존재할 수 있
는데, 그와 같은 곳에서 해수면 변위는 그 지점의 밀도가 혼합에 의해 주변과 비슷해질 때까
지 모델 해표면상에 장기간 해면 기복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음. 본 연구 해역의 해면고도 분
포는 공간적으로 최대 1m에 달하는 변위를 나타내며, 필리핀 동방의 16-22N, 128-135E 지
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평탄한 해면고도 분포가 나타나고 그 동측과 서측에 중⦁소규모의 해
수면 변위가 에디 형태로 다수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임. 이 평탄한 해면고도 분포 지역은 대
체로 필리핀 분지 지역과도 일치함.

Feb Apr Jun

Aug Oct Dec

그림 2-3-1c-8 1958년-1972년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순압유선함수 분포 (2, 
4, 6, 8, 10, 12월, 단위 Sv; 10**6 ㎥/s)

- 같은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현열속과 잠열속의 합을 격월별로 나타
냄(그림 생략). 현열속과 잠열속의 합은 동계(12월, 2월)에 동중국해와 쿠로시오해역에서 가장 
많은 열이 대기로 방출됨을 나타냄. 필리핀 분지에서는 4월에 100 W/㎡ 이하로 감소하며, 6
월과 8월에는 130~140 W/㎡ 정도의 열속이 각각 18N과 24N 위도대에서 패치 형태로 나타
남. 
- (그림 2-3-1c-8) 모의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순압유선함수의 분포
를 격월별로 나타냄. 2월에 동중국해 대륙사면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수송량은 약 1 
Sv(Sv=10**6 ㎥/s)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관측으로 알려진 값(평균 2.65 Sv)보다 작음. 쿠로
시오는 20 Sv 정도의 수송량을 나타내며 대만 동방의 재순환역에서는 25 Sv까지 증가함. 4
월에는 중국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동해로 유입되는 수송량이 조금 더 줄
어드는 형태를 보임. 대만 동남방에서 쿠로시오 수송량은 2월에 25 Sv, 4월에 20Sv 정도를 
보임. 6월과 8월에는 20 Sv의 영역이 4월보다 더 줄어들며 10월에는 15 Sv 정도까지 감소된 
형태를 보임. 그에 반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10월에 가장 많이 증가하여 1.5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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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이름. 대만 동남방의 쿠로시오 수송량은 10월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12월에는 
20 Sv에 달함.

라. 10년 규모 경년변동 대기강제력 기반 아열대해역 경년변동 모의 분석
⦁ 아열대해역 중규모 에디의 공간 분포
- 중규모 에디의 공간적 분포와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에서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 에디가 잘 발달한 1966년 8월과 1970년 8월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를 그림에 나
타냄(그림 생략). 각 년도 8월의 아노말리는 각 년도 8월의 평균해수면에서 1958-1972년 전
체 15년 기간의 8월 평균해수면을 빼줌으로써 구하였음. 1966년 8월에 중규모 에디는 각각 
21N, 127E 부근에 중심을 둔 에디와 20N, 132E 부근에 중심을 둔 에디들로 이루어졌고 그 
공간적 규모는 동서 방향으로 각각 대략 500km와 300km 정도를 보임. 1970년 8월의 중규
모 에디는 각각 19N, 128E와 13N, 128E에 중심 위치를 가지며 역시 동서로 500km와 
300km 정도의 규모를 나타냄. 1970년 8월의 에디는 필리핀 동방에 확장되어 있는 웜풀내에
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1966년 8월의 에디들에 비해 위도 1-8도 정도 더 저위도에 위치함. 
대상 해역의 하계에는 위에서 예로 보인 에디들 외에도 다수의 에디들이 존재함을 찾아볼 수 
있음.
⦁ 아열대해역 중규모 에디의 경년 변동
- (그림 2-3-1c-9, 그림 2-3-1c-10) 1958년-1972년 기간의 각 8월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
를 제시함.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에디의 존재를 나타내는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
리들이 패치 형태로 잘 발달한 해가 있는 반면, 해에 따라서는 오히려 음의 아노말리가 발달
한 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해수면의 양의 아노말리와 음의 아노말리는 각각 난수성 에
디와 냉수성 에디의 존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분포로부터 1965, 
1966, 1970, 1971년의 8월은 상대적으로 난수성 에디가 발달하였고, 1961, 1963, 1967, 
1972년은 냉수성 에디가 더 발달한 것으로 보여짐.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냉⦁
난수성 에디의 발달과 경년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19N 위도선상에서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1958-1972년 하계(7, 8, 9월)의 변화들을 119E부터 155E까지 나타냈음(그림 2-3-1c-11). 
7~9월 하계 동안 에디의 이동과 발달에 따라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변화가 진행되어짐을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해에는 다른 해보다 에디의 발달과 규모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 아열대해역 수온 경년 변동과 중규모 에디와의 관계
- (그림 2-3-1c-11) 필리핀 동방-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1958년-1972년 하계 동안 상대적으
로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해와 음의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해를 택하여 해당 년
도의 하계(7, 8, 9월) 해면수온을 전체 기간의 하계 평균 해면수온장과 비교하여 봄. 1970년 
하계는 필리핀 동방-대만 남동방 해역의 수온이 1958-1972년 하계 평균수온과 비교하여 약 
0.5도 정도 더 높음. 7월에 30℃ 등온선이 필리핀 동방에 폭넓게 분포하며, 8월에는 그 면적
이 줄어들어 대만 동측 가까이에 패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의 고온수가 140-145E 지역
에 분포함. 9월에는 여전히 고온의 해수가 대만 동측에 존재하나 수온이 8월보다 약간 더 낮
아져 29.5℃ 정도에 이름. 1972년 하계는 필리핀 동방-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1958-1972년 
하계 평균수온보다 전체적으로 0.5℃ 정도 더 낮은 분포를 보임. 그러나 7월에 29.5℃ 등온선
은 대만 남동방 지역과 20-24N, 140-145E 지역에 에디 형태의 고온수가 각각 존재함을 잘 
나타내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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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9 1958년-1972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8월 평균해수면 아노말리

- (그림 2-3-1c-12) 표층의 고온수 패치와 연관된 수온의 수직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N에 나란한 단면상에서 1958-1972년 8월 평균수온과 1970년 8월 및 1992년 8월 월평균 
수온의 수직분포를 비교함. 1970년 하계의 표층 고온수는 수심 40m 층까지 수직적으로 균일
한 구조를 가지며 평년보다 더 따뜻한 해수가 보다 더 깊게까지 존재함을 보여줌. 또한 7-9
월에 대략 120-127E와 147-147E 근방에 보이는 고온의 수괴는 각각 해당 위치에 난수성 에
디가 발달해 있음을 입증해줌. 한편 1972년의 경우에는 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7월에 29.5℃ 
이상의 고온수가 표층에 에디 형태로 나타나지만 수직적으로는 그 범위가 평년의 하계 난수
괴 규모 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은 중규모 에디의 공간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수온의 수직 구조 및 해수면 아노말리의 공간 분포를 다 함께 고찰해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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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대해역 현열속 및 잠열속의 경년 변동과 중규모 에디와의 관계
- (그림 2-3-1c-13) 하계에 상대적으로 양의 해면고도아노말리가 발달했던 1970년과 음의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1972년의 하계 현열속+잠열속을 1958-1972년 전체 기간의 하계 평균 
현열속+잠열속과 비교하여 봄. 7월에는 평년과 1970년 및 1972년 모두 전반적으로 필리핀 동
방과 대만 남동방의 고수온 역에서 현열속+잠열속의 높은 값을 보이며 특히 대만 동방 125E 
부근에서 현열속+잠열속의 극값이 나타남을 보임. 이때 상대적으로 난수성 에디가 작은 규모
이었던 1972년의 현열속+잠열속이 더 큰 규모의 에디를 보였던 1970년보다 더 큰 값을 나타
내는 점이 주목됨. 8월과 9월에는 현열속+잠열속의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동중국해 대륙사면
을 따라 북상하는 쿠로시오해류와 함께 분포하는 패턴을 보임. 또한 8월과 9월에도 아열대해
역에서 전반적으로 해면수온 분포와 양의 상관이 있음을 시사함. 

그림 2-3-1c-10 19N에 따른 1958년-1972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하
계(7, 8, 9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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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972 Mean Jul 1958-1972 Mean Aug 1958-1972 Mean Sep 

1970 Jul 1970 Aug 1970 Sep

1972 Jul 1972 Aug 1972 Sep
그림 2-3-1c-11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58년-1972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해면수온(상단)

과 1970년(중단) 및 1972년(하단)의 하계(7, 8, 9월) 평균해면수온

1958-1972 Mean Jul 1958-1972 Mean Aug 1958-1972 Mean Sep

1970 Jul 1970 Aug 1970 Sep

1972 Jul 1972 Aug 1972 Sep 
그림 2-3-1c-12 19N에 나란한 단면의 1958년-1972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수온(상단)과 

1970년(중단) 및 1972년(하단)의 하계(7, 8, 9월) 평균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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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972 Mean Jul 1958-1972 Mean Aug 1958-1972 Mean Sep

1970 Jul 1970 Aug 1970 Sep

1972 Jul 1972 Aug 1972 Sep
그림 2-3-1c-13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58년-1972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현열속+잠열속

(상단)과 1970년(중단) 및 1972년(하단)의 하계(7, 8, 9월) 평균현열속+잠열속

 
3) 해양-태풍 난수괴 기작실험 모델 수립 
- 태풍 급강화 현상에서 난수괴 역할에 이해를 위하여 2017년 10월 20일-21경 조사해역을 
통과하며 급강화한 태풍 Lan에 대한 급강화 특성과 열모수화 평가를 위하여 관측 및 계산된 
LHF를 검토함. 

그림 2-3-1c-3-1 태풍 Lan 급강화 (JTWC관측치
(검은색)/예측치(시안색)).

  

그림 2-3-1c-3-2 조사해역 SSHa 및 에디 분
포 특성 (10월 23일 현재). 현장 조사 1
개월 후인 10월 20일–21일경 태풍 Lan
의 track을 함께 도시함. 검은 색 점은 
CTD관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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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Lan 통과시 JTWC 현재 및 예측 결과를 그림 2-3-1c-3-1에 제시함. 10월 20일중에 
24시간만에 55 노트가 급강화되는 특성을 보임. 심지어 위도 20°N에서 20.5°N 해역에서 6시
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30 노트라는 최대 급강화 특성이 나타남. 이 해역은 난수성 에디 경
계영역으로, 열용량 수평 분포가 100 KJ/m2 이상인 곳으로 급강화가 난수성 에디 영향일 가
능성을 시사함. 
- WRF 모델의 해양-대기 경계층에서의 열속 모수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델계
산치와 관측치를 관측 당시 시점에서 비교하였다. 그림 2-3-2-3-3(하)는 조사 중 관측된 잠
열속(회색, 검정)과 WRF모델로 계산된 잠열속(빨강)의 비교 결과임. 참고로 WRF모델의 잠열
속은 WRF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된 NOAA SST(파랑)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림 2-3-1c-3-3의 (좌상&우상)은 WRF모델로 계산된 2017년 9월 17일 12시와 22일 18
시의 잠열속 분포임. 화살표 시작점은 당시의 이사부호의 위치를 나타냄. 조사 중 관측된 잠
열속(검정)과 WRF모델에 입력된 표층수온(파랑)과 WRF모델로 계산된 잠열속(빨강)임. 17일에 
관측된 잠열속은 순간적으로 최대 500 W/m2이상의 값이 나왔으나, 모델에서는 100 W/m2 
내외의 값이 계산됨. 300 W/m2의 평균 잠열이 관측된 9월 22일에는 필리핀 동측의 높은 잠
열 지대를 지나가면서 250 W/m2의 잠열이 계산되었음. 전반적으로 모델에서 계산된 잠열은 
관측된 평균잠열보다 절반이하로 실제 잠열과 모델의 잠열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9월 17일, 22일의 관측치와 모델치 커다란 차이(그림2-2-1b-26) 및 급강화 직전인 10월 
19일의 약한 잠열 계산치는 기본적으로 모델내의 잠열과 운동량의 교환모수화가 사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LHF 최대치 나타나는 9월 17일은 난수성 에디주변 해역으로, 대체로 
난수성 에디역이 OHC가 크고 LHF는 큰 경향을 보이므로, 난수성 에디 해역에서 잠열 모수
화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함. 차년도 강한 바람장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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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3-3 WRF모델로 계산된 9월 17일 12시(좌상)와 22일 18시(우상)의 
잠열속 분포. (하)조사 중 관측된 잠열속(회색;1분 산정치 검정:filtering)과 
WRF모델에 입력된 표층수온(파랑)과 WRF모델로 계산된 잠열속(빨강) 비교. 

- 태풍 급강화가 표층 해양의 특성이나 정확도에 따라 발생이 좌우되는가에 대한 기작에 대
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공개되는 SST를 입력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함. 
- 그림 2-3-1c-3-4의 (상)은 2017년 10월 19일의 microwave 위성으로 관측한 SST와 
HYCOM 모델 자료로부터 계산한 해양열용량(OHC)이며, 5가지 SST 자료(NOAA, RTGSST, 
MWSST, HYCOM, MERCATOR)를 이용하여 각각 WRF로부터 계산한 태풍예측치를 비교함
(그림 2-3-1c-3-4(하)). 
- 다양한 SST조건에 따른 태풍의 강도는 그림 2-3-2-3-4(하)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강도가 
실험조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10월 20일에 일어난 태풍급강화는 모델로 예측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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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c-3-4 (상) 2017년 10월 19일의 microwave 위성으로 관측한 SST와 
HYCOM 모델 자료로부터 계산한 해양열용량(OHC). (하) 5가지 SST 자료를 
이용하여 WRF로부터 계산한 태풍 Lan 예측치.

- 이같은 결과는 SST가 급강화 유발 기작과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며, 이는 현 태풍모델에
서 표층에서 모델내 열공급 과정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음을 다시 시사하기도 함.

2-3-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예측모델 모듈

1) 타 태풍예보 기관 예측치 비교 분석
- 태풍예보 기관(JTWC, JMA, KMA)에서 제공하는 태풍 경로 및 강도(강풍) 예측치와 관측치
(RSMC의 Best Track자료, JTWC의 예측치 중 초기치)를 각 태풍별로 확보하여 비교함. 태풍
의 강도는 일본과 한국은 10분 바람장의 최대 풍속으로 제공되고, JTWC는 1분 바람장으로 
제공됨. 2017년 21번째 태풍인 LAN 부터는 RSMC에서 Gust 바람장(3초)도 제공하고 있음.
- 타 태풍예보 기관(JTWC, JMA, KMA)에서 제공하는 태풍 경로 및 강도(강풍) 예측치와 관측
치(미국 NRL의 Best Track자료: JTWC자료 기반)를 각 태풍별로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태풍 망쿳은 2018년 22호 태풍으로 미국 괌 동쪽에서 발생하여 필리핀북부를 통과해 베트
남으로 진행함. 최저 기압은 905hPa로 카테고리5의 강력한 태풍이며, 카테고리5의 강도를 72
시간 이상 유지하였음. 필리핀 루손 섬의 고지대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태풍 등급이 떨
어졌음.
- 이사부호의 관측기관과 겹쳐 망쿳이 지나기기 전의 기상, 해양 상황과 망쿳이 지나가고 난 
기상, 해양 상황을 관측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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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WC의 예측(그림 2-3-2-1-1)을 보면 태풍발달기인 9월 9일쯤에는 다소 과하게 예측하였
고, 실제 태풍은 느리게 강화되었으나, 최강풍속이 80노트 이상으로 어느정도 발달한 이후로
는 5등급 강화를 예측하지 못하였음. 또한 14일 이후에 태풍강도가 급격히 약화되었으나 이
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음.

그림 2-3-2-1-1 태풍 MANGKHUT의 최적강도(NRL) 및 강도예측 (JTWC, KMA, JMA)

- 태풍 TRAMI는 24호 태풍으로 괌 북서쪽에서 발생하여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 남부를 강타
한 태풍으로, 최고로 발달한 9월 25일에는 태풍 카테고리5에 도달하였음. 여느 강력 태풍과 
마찬가지로 JTWC 태풍예측(그림 2-3-2-1-2)은 실제 태풍의 발달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으
며, 태풍의 약화되는 시간도 느리게 예측하고 있음
- 태풍경로예측은 초기에는 대만쪽을 예측하는 기관이 많았으나, 오키나와-일본의 경로를 따
라 진행하였으며, 북위 20도 부근에서 잠시 정체를 갖으면서 방향을 일본쪽으로 꺾은 특징이 
있음. 북쪽의 기압골이 내려와 태풍 주변의 고기압을 수축시키면서 태풍의 추진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2-3-2-1-2 태풍 TRAMI의 최적강도(NRL) 및 강도예측 (JTWC, KMA, J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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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급격히 강해졌다가 약해지면서 잠시 정체를 가졌는데, 이때 이사부에서 투하한 표층
부이가 태풍의 중심근처에 위치하여 태풍의 바람장을 관측하였음. 이때 관측한 바람장은 태풍
수치모델과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태풍수치모델의 경우 태풍이 멈추는 현상은 재현하지 못하
였음.

그림 2-3-2-1-3 2018년 9월 22일의 태풍 TRAMI의 최적강도(NRL) 및 강도예
측 (JTWC, HWRF, KMA, JMA)

- 그림 2-3-2-1-3는 2018년 태풍 TRAMI의 태풍강도의 분석 및 예측치의 비교임. NRL의 
최적경로 자료 중 중심기압은 915hPa 까지 하강하였으며, 1분 바람장으로 70 m/s의 최강풍
속을 제시하고 있음
- 9월 22일 0시에 생산된 NCEP의 전구 기상예측모델 (GFS) 결과에서 추출한 태풍경로자료
를 보면 태풍의 강도는 상당히 약하게 예측하고 있음. NOAA에서 운용중인 태풍모델(HWRF)
의 예측치는 GFS 예측모델보다 태풍의 강도가 NRL 최적경로자료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결과
를 제시함
- 9월 22일 9시에 발표한 한국(KMA)와 일본(KMA)의 태풍강도 예측치는 10분 바람장으로 
NRL 및 JTWC 보다 약한 풍속을 예측하고 있으며, 전구 기상예측모델 (GFS)의 결과와 비슷
한 예측치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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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4 태풍 KONG-REY의 최적강도(NRL) 및 강도예측 (JTWC, KMA, JMA)

- 태풍 KONG-REY는 25호 태풍으로 2018년에는 솔릭에 이어 두 번째로 한반도에 상륙한 태
풍이며, 10월 1일에 태풍이 급강화하며 카테고리5 태풍으로 발달하였으나, 빠르게 북상하면서 
약화되었음. 마찬가지로 모든 태풍예측(그림 2-3-2-1-4)은 실제 태풍의 발달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으며, 태풍의 약화되는 속도로 못 따라 가고 있음.

2) 기존 모수화 기반 급강화 태풍 재현 실험 
- 중규모기상모델인 WRF(버전 3.8)를 이용하여 기존 모수화 기반 태풍 재현 실험을 하루 2
회 실시간적으로 수행함. 태풍모델의 초기 및 경계장은 NOAA의 현업기상예측모델 (GFS)의 
실시간 예측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동화를 하지 않은 Free run 예측의 경우 정확도가 높
지 않아, Spectral Nudging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킴. 인도양 및 남중국해에서 유
입되는 Moisture Flux를 고려하기 위해 동경 90도~170도의 광역 격자를 50km의 저해상도
로 구성함. 
- 태풍 노루 (201705): 2017년 태풍 노루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후 서측으로 진행하며 두 번에 
걸친 강화가 나타남. 첫 강화는 7월 23일경이며, 중앙 북태평양에서 강화되었다가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약화됨.
- 후지와라 효과로 나선형으로 진행하다가 7월 30일부터 급강화하며 서북진하여 일본을 따라
서 진행함. 강화 전의 HYCOM모델 SST와 열용량 예측치를 보면 태풍의 진로를 따라 31도 
이상의 고온의 표층수온이 태풍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모델에 따라 급강화 예측 정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저해상도 WRF의 경우 태풍강도예측
이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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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1 태풍 노루(Noru) 강도 및 진로(우상) 관측치(RSMC, JTWC), 기관
별 예측치(JTWC, JMA, KMA) 및 WRF모델 예측치.

그림 2-3-2-2-2 태풍 탈림(Talim) 강도 및 진로(우상) 관측치(RSMC, JTWC)와 기
관별 예측치(JTWC, JMA, KMA)

- 태풍 탈림(Talim): 9월 9일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열용량이 충분한 9월에 최대 120노
트에 달하는 태풍으로 발달함. 대만 동북측을 지나 동중국해에 진입한 후 동진하여 일본 열도
를 따라 관통함. 모든 태풍예측은 대만을 지나서 동중국해로 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 태
풍 탈림은 예측보다 상당히 동쪽으로 진행하였음. 
- HWRF에서 9월 12일 12시에 예측한 자료에는 하루 뒤인 13일 12시에 110노트의 최강풍속
을 가진 태풍으로 발달되고 그 후 약화된다고 예측하였으나, JTWC자료에 따르면 13일 오키
나와 남쪽 해역에서 75노트에서 115노트로 급강화 특성이 나타나며 더 나중인 14일에 최강풍
속 120노트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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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COM에서 제공한 SST를 보면 태풍경로에 존재하는 따뜻한 물이 태풍을 충분히 강화시
킨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 및 한국의 자료로는 최대 90노트의 태풍으로 예측함. 급강화 특성
은 21일 발생하였으며, 모델은 대체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JTWC 예측치의 경우, 급강
화전에 태풍강도를 과대평가하는 특성을 보임.

그림 2-3-2-2-3 태풍 란(Lan) 강도 및 진로(우상) 관측치(RSMC, JTWC)와 기관별 예측
치(JTWC, JMA, KMA).

- 태풍 란(Lan): 10월에 적도 근처에서 태풍이 생성되었으며, 정북으로 북상하면서 발달함. 
10월 21일에 풍속 최대치가 나타났으며, JTWC 추산치에 의하면 20일 75노트에서 135노트까
지 강화되어 4-5등급에 해당하는 급강화 태풍임. 
- JMA 및 KMA에서는 최대 100노트의 최강풍속으로 예측하였으나, JTWC는 최대 130노트의 
최강풍속을 예측하여 KMA, JMA오차가 크게 나타남. 일본과 한국은 최강풍속에 10분 평균 풍
속을 사용하고, 미국은 1분 평균 풍속을 사용하는데, 10분 평균 풍속과 1분 평균 풍속과는 
88%의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태풍 LAN에서의 차이는 이보다 큼. 
- 태풍 LAN 부터는 RSMC에서 Gust 풍속(3초)을 같이 제공하는데, 21일 RSMC의 Gust풍속
은 JTWC의 최강풍속과 같은 135노트임. 이때 일본에서는 나고야대 주도로 태풍 LAN에 대해 
항공관측(T-PARCII 프로젝트)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드롭존데로 관측한 최강풍속은 135노트
(지상 1km 지점에서는 155노트)로서 드문 항공관측 자료로부터도 확인되고 있음. 급강화가 
일어난 20일의 태풍위치에서의 HYCOM 모델의 SST과 열용량을 보면 크게 높은 예측치를 보
여주지 않음. 
- 급강화 전인 10월 19일 태풍 Lan의 연직적분 습도플럭스, 연직바람shear(200-850hPa), 
Latent Heat Flux(LHF), 10m 풍속을 그림 2-3-2-2-4에 제시함 (본 연구에서 수립한 WRF 
모델 결과). 결과는 18일 12시를 시작으로 12시간 계산후인 19일 00시 예측 결과임.
- 그림 2-3-2-2-4의 직사각형 해역(하계 조사 해역)에서 계산된 표층 LHF는 대략 300 
W/m2 정도이고 상기 해역 통과시 풍속은 20-35m/s (850hPa)로 9월 관측시보다 2-3배 정
도 큼. 10월에도 태풍전 잠열이 9월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풍속이 2-3배 강
할 때, 잠열 역시 선형증가를 감안하면 상당히 작은 상태임. 그림 2-3-2-2-4(우하)에서의 태
풍의 최강풍속 예측치가 40m/s 정도임을 감안하면, 모델 LHF가 크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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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강화 직전인 10월 19일 00시에 이같은 정도의 약한 잠열과 풍속은 기본적으로 잠열의 교
환모수화가 사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3-2-2-4 WRF모델로 계산된 10월 19일 태풍 Lan의 연직적분 습도플럭스, 연직바람
shear(200-850hPa), latent flux (850hPa), 10m 풍속 

- 수직적분된 수분교환량 (Vertically Integrated Moisture Flux)이 남중국해로 부터 유입되
는 Moisture Conveyer Belt가 태풍의 세기의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 
및 공간분포와 같은 면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함.

- 2018년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을 중규모기상모델인 WRF(버전 3.9)를 저해상도 격자로부
터 네스팅하는 고해상도 격자(15km)로 구성하여 기존 운동량 및 열교환 모수화를 활용한 
기존 모수화 기반 태풍 재현 실험을 태풍 발생시 하루 2회 실시간적으로 수행하고, 태풍예
측치를 타 기관 예측치와 비교, 분석함. 초기 및 경계장은 NOAA의 현업기상예측모델 
(GFS)의 실시간 예측 자료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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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5 WRF를 이용한 2018년 9월 25일의 태풍 TRAMI 예측결과

- 기존 운동량 및 열교환 모수화를 활용한 2019년 태풍 진로 및 강도 예측을 수행함. 태풍 
실험은 1) WRF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물리모수화 (TROPHICAL suite), NOAA SST 이
용 실험, 2) 1번 실험에 Spectral Nudging 적용, 3) KIOST 최적화 물리모수화를 적용하
고, 표층교환량에 Garratt (1992)의 식을 이용, 4) 3번 실험에 CMEMS SST를 이용한 실
험을 수행하고, 태풍예보 기관 (JTWC)의 태풍 경로 및 강도와 비교, 분석을 수행함. 

그림 2-3-2-2-6 2019년 8번 태풍 FRANCISCO 실험 결과



- 215 -

그림 2-3-2-2-7 2019년 8번 태풍 FRANCISCO의 KIOST-ISF2-SN.NOAA 실험 결과 (8월 5일)

- 태풍 FRANCISCO (201908)은 태평양에서 북서향으로 일본 규슈를 거쳐 부산을 내습하였
음. Spectral Nudging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태풍은 중국쪽으로 진행함 (그림 
2-3-2-2-6). FRANCISCO 태풍은 카테고리 1 태풍이며 급강화 태풍은 아니나, KIOST 물
리모수화 및 Garratt의 표층교환량 식을 적용한 경우 (KIOST-ISF2) 계산초기(8월 2일) 급
강화가 일어나며 전반적으로 강한 태풍이 계산됨. JTWC 자료에 의하면 8월 6일 직전 가
장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으나, NOAA SST를 이용한 KIOST-ISF2는 8월 5일을 전후로 
강한 태풍이 모의되나 (그림 2-3-2-2-7) CMEMS SST를 이용할 경우 그보다는 약한 
(JTWC에 가까운) 강도로 계산됨.

그림 2-3-2-2-8 2019년 9번 태풍 LEKIMA 실험 결과



- 216 -

그림 2-3-2-2-9 2019년 9번 태풍 LEKIMA의 KIOST-ISF2-SN.NOAA 실험 결과 (8월 7일)

- 태풍 LEKIMA (201909)은 대만 동측을 지나 중국내륙으로 진행했으며, 쿠로시오난류와 만
나면서 급격히 급강화되어 카테고리 4 태풍까지 도달하였음. 태풍모델의 KIOST-ISF2가 
TROPH-ISF0에 비해 강화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다른 태풍 케이스와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임 (그림 2-3-2-2-8). 태풍모델의 경우 다소 진행속도가 떨어지게 계산이 되었는데, 
보통 진행속도가 늦어지면서 표층으로부터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되
나, 이와는 반대로 거의 강화되지 못하였음. 실제 급강화가 되었으나 모델에서 급강화가 되지 
않은 8월 7일 (그림 2-3-2-2-9)을 보면 10호 태풍 KROSA의 영향권에 존재하며 두 태풍 사
이에 복잡한 작용을 보여주고 있음. 두 개의 태풍이 인접할 경우 서로의 진로와 세력, 이동 
속도 등에 영향이 미치는 후리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모델에 더 크게 작용하여 태
풍 LEKIMA가 강화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또한 CMEMS SST를 보면 
LEKIMA가 지나간 위치에 저온의 해수가 존재하여 태풍모델에 열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
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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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10 2019년 13번 태풍 LINGLING 실험 결과

그림 2-3-2-2-11 2019년 13번 태풍 LINGLING KIOST-ISF2-SN.NOAA 실험 결과 (9월 4일)

- 태풍 LINGLING (201910)은 필리핀 동측, 쿠로시오난류를 따라 북상하였으며, 대만 동측 (9
월 4일)에서 급격히 급강화 하여 카테고리 4 태풍에 도달하였음 (그림 2-3-2-2-10). 이 경우
에도 역시 강도에 못미치는 모델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TROPH-ISF0보다는 KIOST-ISF2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급강화가 일어난 9월 4일에 보면 LINGLING의 위치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저온수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Ocecan Heat Content 또한 거의 없는 조
건으로 급강화가 일어나기 힘든 조건으로 보임 (그림 2-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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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12 2019년 18번 태풍 MITAG 실험 결과

- 태풍 MITAG (201918)은 표준적인 한국내습 태풍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음. 북서태평양에서 
대만동측 및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에 북동진하였으며 (그림 2-3-2-2-12), 대만동측 위치(9
월 30일)에서 최대로 강화되었음. MITAG은 급강화 태풍은 아니나 KIOST-ISF2 실험의 경우 
상당히 우수한 예측성능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3-2-2-13. (상) 2019년 각 실험 별 최대풍속, (하) JTWC 최대풍속시간일때의 각 
실험 풍속

- 2019년 주요 4개 태풍에 대해 각각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각 태풍 당 JTWC 자료와 비
교하였음. 그림 2-3-2-2-13는 각 실험 별 최대풍속과 JTWC 최대풍속시간일때의 각 실험 풍
속을 보여주고 있음. WRF에서 제공하는 물리모수화, 기본 표층교환량 및 NOAA SST를 사용
한 실험 (TROPH-ISF0.NOAA)과 KIOST에서 최적화한 물리모수화, Garratt (1992)의 표층교
환량, Spectral Nudging 및 CMEMS SST를 사용한 실험 (KIOST-ISF2-SN.CMEMS)의 결과
와 JTWC의 최대풍속과의 차이로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74.8%에서 80.9%로 6.1%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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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교환 계수 모수화에 따른 태풍강도 모델 실험
- 여러 태풍실험과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열교환량의 중요한 부분인 잠열이 모델에서는 상
당히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에서의 잠열의 교환모수화가 사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
- WRFV3.9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층 거칠기 (Donelan) 및 엔탈피 계수(CK0)에 열대성 
태풍의 재현성을 향상시킨 수정된 계수(CK1 & CK2)를 테스트함. 수정된 계수는 열속에서 열
소산항을 포함하며, 강풍에서 표면마찰이 줄어드는 Charnock 관계를 이용함. CK1은 열과 습
기에 대한 상수 Z0Q를 도입하였고, CK2는 Garratt의 열과 습기 방정식을 이용함. 그림 
2-3-2-4-1은 WRF실험 케이스(CK0, CK1 & CK2)에 따른 풍속에 따른 표층거칠기 및 엔탈피 
계수 값 비교임. 값들은 태풍 망쿳시 동경 135~150도, 북위 10~25도 사이의 값들을 추출함

  1) CK0 (COARE V3.0) :      × 

 ×  
 

  2) CK1 :    (변경가능)

  3) CK2 (Garratt, 1992) :   exp × 







 ×   ×   

  exp × 







 ×   ×   

그림 2-3-2-4-1 WRF 실험 케이스(CK0, CK1 & CK2) 별 풍속에 따른 표층거칠기 및 엔
탈피 계수 값 비교

- 그림 2-3-2-4-2는 표층거칠기 및 엔탈피 계수에 따른 WRF 모델 실험 결과이며, CK1의 
경우 가장 강한 태풍이 계산되었으나, RSMC의 최적경로(Best track)의 중심기압과 비교해 
보면 과다평가 되었으며, CK0 및 CK2는 태풍의 강도가 거의 근접하게 강화되었으나, 태풍의 
약화과정은 모의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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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2 표층거칠기 및 엔탈피 계수에 따른 WRF 모델 실험 결과

- 하계조사에서 관측된 잠열과 모델에서 산정되는 잠열을 다양한 비교실험을 통해, 태풍의 강
화과정 뿐만 아니라 약화과정까지도 잘 모의할 수 있는 사실적인 잠열 교환모수화 검토가 필
요함
- 그림 2-3-2-4-2는 표층거칠기 및 엔탈피 계수에 따른 WRF 모델 실험 결과와 표층뜰개부
이의 관측치와의 비교를 나타내는데, 9월 24일 12시까지는 상당히 정확한 값을 모의하고 있
으나, 그 이후로는 관측치보다 작은 풍속을 예측하고 있음. 이는 그림 2-3-2-4-3에서 보다시
피 태풍의 경로가 RSMC 최적경로보다 동쪽으로 예측되어 표층뜰개부이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서 나타난 결과임

그림 2-3-2-4-2 WRF 모델 실험 결과와 표층뜰개부
이의 관측치와의 비교

 

그림 2-3-2-4-3 WRF 모델 실험 경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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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모수화 기반 급강화 기작 이해 및 태풍모델 개선 요소 집중 실험
- 태풍모델에서의 급강화기작을 규명 및 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함
∙수치모델 해상도 : 태풍수치모델의 해상도에 따라 재현되는 태풍 강도 분석
∙물리모수화 옵션 : 태풍수치모델의 물리모수화 옵션에 따라 계산되는 태풍 강도 분석
∙자료동화 : 장주기 기상 성분을 Spectral Nudging 기법에 의해 동화하여 태풍 진로 예측 
향상
∙초기조건 : 초기치를 개선하여 초기 불안정성 제거
∙경계조건 : 동남아로부터 태풍영역에 유입되는 Moisture Flux에 따른 태풍의 급강화 기작 
분석
∙표층 수온 입력 : 표층 수온에 따른 태풍 변화 분석
∙표층 열교환 : 파랑장 및 모수화 등에 의한 표층에서 열교환량 변화에 따른 태풍 변화 분석
- 태풍수치모델의 해상도에 따라 재현되는 태풍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저해상도 (3/8도) 
계산을 수행함. 태풍경로 및 계절풍 등의 대/중규모 기상흐름 재현성 향상을 위해 Spectral 
Nudging 기법 적용. 저해상도 계산 결과를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하여 중해상도(1/8도) 계산
을 수행하고, 중해상도에 태풍 중심을 따라 이동하는 고해상도(1/24도) Moving Nesting 계
산을 추가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 (그림 2-3-2-5-1). 
- 태풍모델과 해양모델의 계산영역 및 계산해상도 일치를 통해 각 모델간 연계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였으며, 그림 2-3-2-5-2는 3/8도(WRF0), 1/8도(WRF1) 및 1/24도(WRF12)의 태
풍강도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음. 최소 1/24도 해상도를 가져야 충분한 태풍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나, 기존 모수화 기반 태풍시뮬레이션으로는 급격한 태풍강화 속도를 달성하지 못함. 
2018년 태풍 TRAMI에서는 저해상도와 중/고해상도와의 강도재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급강화율(하루 당 강화되는 풍속)의 차이가 두드러짐.

그림 2-3-2-5-1. 태풍수치모델 저, 중, 고해상
도 모델 도메인

 
그림 2-3-2-5-2. 2018년 태풍 TRAMI의 

격자해상도별 태풍강도 실험 결과

- 위 실험에서는 모델도메인의 크기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않아, 중해상도(D0, 1/8
도) 실험시 이용한 북서태평양 영역과 같은 영역을 저해상도(D0, 3/8도) 및 고해상도(D2, 
1/16도)로 계산하여 2019년 태풍 LINGLING의 태풍강도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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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3. 2019년 태풍 LINGLING의 격자해상도별 태풍강
도 실험 결과

- 고해상도에서는 초기 급강화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이 되었으며, 모든 해상도에서 후기 
(9월 4일)의 초급강화는 재현하지 못함. 해상도가 작을수록 태풍강도가 크게 계산되었으나, 조
건에 따라 과도한 계산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해상도의 실험을 하여야 하며, 분석시에도 이
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함.
- 태풍수치모델은 많은 물리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물리과정은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으
며, 각 옵션 또한 다양한 모수화를 통해 계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WRF 
모델에서는 두가지의 대표적인 물리모수화 옵션 (표 2-1-1-2c-1)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태풍 시뮬레이션시 이용가능한 ‘TROPICAL suite’와 장기간의 최적화 연구를 통해 구축한 
KIOST 옵션을 이용하여 LINGLING (2019년)의 태풍강도 예측을 수행함. 물리모수화 옵션에 
따라 계산되는 태풍의 경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2-5-4).

표 2-1-1-2c-1. WRF 제공 물리모수화 옵션 세트(CONUS, TROPICAL)과 KIOST 최적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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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4. 물리모수화 옵션에 따른 태풍경로 변화

- 태풍경로의 경우 중심에서의 변화에 따른 이동보다 계절풍, 무역풍 등 바깥으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며, 이런 장주기 기상 성분을 모델에 동화하여 태풍경로 정확도를 올려 태풍 진
로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4차원 동화를 하게 되면 동화할 자료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태풍의 강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자료와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자료에서 장주기 성분을 
분해하여 Spectral Nudging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태풍의 경로와 세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 수치모델을 이용한 태풍 예측 성능은 초기치에 크게 좌우됨. 태풍이 이미 발달한 경우에는 
Dynamic Initialization 기법으로 태풍초기장을 관측과 근접하게 재현해 놓고 예측을 수행하
는 방법으로 태풍의 강도 발달 예측이 비교적 수월하나, 태풍이 아직 저기압에 머물러 있는 
경우 태풍이 급강화하여 태풍 강도가 세지는 타이밍과 세지는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힘든 상
황임. 기상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Digital Filter 초기화 (Peckham et al, 2016)을 테스트 하
였음 (그림 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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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5. Digital Filter 초기화 개념도

 
그림 2-3-2-5-6. Digital Filter 초기화 적용결

과

- 그림 2-3-2-5-6은 2019년 태풍 DANAS에 Digital Filter 초기화를 적용한 결과로, 초기 
태풍강도가 관측치와 더 비슷하게 약화되었으며, 그 효과는 12시간 정도 지속되었음.
- 태풍의 강화에는 태풍에 유입되는 습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표층을 통
한 해양으로부터의 유입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함. 현재 태풍모델에서 사용하는 표층을 
통한 교환량에 대해서는 관측치를 통한 모수화가 활용되고 있는데, 관측은 주로 중풍이하의 
조건에서 수행되어 태풍 등 초강풍에서의 교환량 모수화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미국 마이
애미 대학 등에서는 대형풍동실험시설인 SUSTAIN을 이용한 초강풍에서의 풍동실험 등을 통
한 규명 연구를 수행 중임. 
- 파랑 상태를 이용한 표층교환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랑모델이 필요함. 파랑의 영향 분석
을 위해 전구 파랑예측모델을 구축함 (그림 2-3-2-5-7). 파랑예측모델은 Wave Watch 3 
(WW3) 모델을 기반으로 저해상도 전구파랑모델을 구축하고, 전구파랑모델의 결과는 향후 지
역 파랑모델의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Sea Spray를 고려하는 표층교환량 
모수화에도 활용이 가능함.



- 225 -

그림 2-3-2-5-7. 전구파랑예측모델 (Wave Watch 3)

- 표층 열교환량의 경우 SST의 정확도가 중요시 되는데, 현재 태풍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
는 NCEP GFS (또는 FNL) 모델에서는 NOAA SST를 이용하고 있음. NOAA SST를 이용하
여 계산된 태풍예측치와 해양모델 중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PSY4V3R1 모델의 표층수
온을 적용한 태풍예측치를 비교하였음. PSY4V3R1모델 자료는 NEMO 해양모델 코드를 기반
으로 하여 프랑스 Mercator에서 운용하며 EU CMEMS (Copernicus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에서 배포하고 있음.
- 그림 2-3-2-5-8은 NCEP GFS (또는 FNL)로부터 전처리된 표층온도 (SKIN 
Temperature)와 CMEMS의 SST를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육지는 NCEP의 표층온
도, 바다는 CMEMS SST 자료를 이용하여 합성하게 되며, 중간에 비는 격자를 방지하기 위해 
CMEMS 자료는 내/외삽을 통해 육지를 채워주는 과정을 거침



- 226 -

그림 2-3-2-5-8. 표층수온 합성 과정

- 동남아로부터 태풍영역에 유입되는 Moisture Flux도 태풍의 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 태풍영역에 유입되는 습기에 따른 태풍의 급강화 기작 
실험을 수행함. 그림 2-3-2-5-9는 태풍영역에 유입되는 습기를 서측과 남측에서 강제적으로 
막을 경우(그림 좌), 그 결과로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그림 우, 회색)

그림 2-3-2-5-9. 태풍영역에 유입되는 습기에 따른 태풍의 급강화 기작 실험 조건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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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 KIOST태풍모델 예측시스템은 WRF 새 버전이 배포되어 WRF v4.1을 기반으로 재구축하였
음. 
- 2019년에 달성할 태풍예측정확도 10%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북태평양을 
지나는 RI태풍을 선정함 (그림 2-3-2-5-9). JTWC 최적경로 자료에서 24시간 이전의 최대풍
속과의 차이가 30knot 이상일 경우 RI 태풍으로 선정하며, RI 태풍 중 최고풍속이 96kt 
(NHC 기준 카테고리 3) 이상이며, 북서태평양 (동경 120~140도, 북위 10~40도)에 위치한 총 
54개 태풍. 2019년의 태풍은 현재까지는 2개이나 연말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음. 참고로 한
반도에 영향을 미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RI 태풍(RIKOR)은 12개임
- RI 태풍을 선정하는데 이용한 태풍정보는 JTWC의 Best Track 자료임. JTWC Best Track 
자료는 최소 1년 뒤에 재분석으로 통하여 배포됨. 재분석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JTWC의 분석 (예측자료의 초기치)자료인데 중심기압을 제공하지 않음. 그래서 JTWC 분석자
료를 기반으로 중심기압 자료까지 포함하여 미국 NRL에서 준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Best 
Track자료를 이용하였음.

그림 2-3-2-5-9.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개년도의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카테고리 
3 이상의 RI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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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10. (좌) 최대풍속 비교, (우) 최대풍속과 최대풍속 시기의 48시간 이전의 풍
속과이 차이 비교

- 그림 2-3-2-5-10 (좌)은 상기 제시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54개 RI 태풍에 대
한 JTWC Besttrack 자료와 다음 자료의 최대풍속을 비교함. 
1) JTWC: JTWC에서 실시간적으로 예측한 최대풍속
2) TROPICAL 실험: WRF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물리모수화+기본 표층교환량+NOAA SST 
이용
3) KIOST 실험: KIOST 최적화 물리모수화+Garratt (1992) 표층교환량+CMEMS SST 이용
- 2번과 3번 두 실험 모두 Spectral Nudging 적용하였으며, 이중 WRF모델에서 태풍계산시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옵션을 이용한 TROPICAL 실험은 16년 기준 태풍예측 성능으로 제시하
였으며, 물리모수화 및 표층교환량 최적화 및 모델 SST를 이용한 KIOST 실험을 통해 예측 
정확도의 향상을 추구하였음. 향후 표층교환량 최적화 실험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JTWC의 최대풍속과 비교할때 TROPICAL 실험에 비해 KIOST 실험의 최대풍속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줌. 54개 태풍에 대한 TROPICAL 실험의 평균적인 최대풍속 예측 정확도는 
58.7%이고, KIOST 실험의 경우 69.7%로 11% 향상됨. 세계최고의 예측성능을 가지고 있는 
JTWC에서 예측한 자료를 보면 79.8%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 항후 개선을 통해 이
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림 2-3-2-5-10 (우)는 48시간동안에 강화한 풍속을 비교하였음. 이때 48시간동안 강화는 
각 자료/모델에서 산정된 최대풍속과 그 때로부터 48시간 전의 풍속을 비교하여 모델이 가진 
강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 KIOST실험의 경우 JTWC의 예측과 거의 비슷한(7.9% 차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2-3-2-5-11 (좌)는 JTWC 최대풍속시간 (JTWC Besttrack 자료에서 최대풍속이 발현
된 시간)에서의 모델의 풍속과 JTWC Besttrack의 최대풍속과의 비교를 나타냄. TROPICAL 
및 KIOST 실험에서는 당연히 실험 전체의 최대풍속보다 약한 풍속이 나오는데, 이는 태풍모
델의 강화율이 실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급강화가 딜레이되면서 나오는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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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5-11 (우)는 JTWC 최대풍속시간에서의 풍속과 48시간 전의 풍속의 차이를 비
교하였음. 최대풍속과 48시간 전의 풍속의 차이는 48시간동안 일어난 급강화(RI)율을 의미함.
- JTWC Besttrack 기준 최대 110 kt의 48시간 급강화도 발현되었음. 2012년 태풍 SANBA 
및 2014년 태풍 NURI가 48시간동안 45kt에서 155kt로 급강화됨. 이때 TROPICAL 실험에서
는 12.7kt 및 18kt의 48시간 급강화가 계산되었고, KIOST 실험에서는 40.8kt 및 46.4kt의 
48시간 급강화가 계산됨
-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급강화 예측 정확도는 TROPICAL 실험 22%에서 KIOST 
실험 34.7%로 12.7% 향상되었는데, 절대적인 48시간 급강화는 아직 많이 모자람. 다만 
JTWC의 48시간 급강화의 예측도 61.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급강화 예측정확도
를 향상시키는 여지가 충분함

그림 2-3-2-5-11. (좌) JTWC 최대풍속시간에서의 풍속의 비교, (우) JTWC 최대풍속시간일때
의 풍속과 JTWC 최대풍속시간 48시간 전의 풍속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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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2-3-3a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저위도 대기연직구조 관측자료
- 2018년도 관측에 이어 북서태평양 지역 동경 131도의 남북으로 북위 5도에서 북위 20도까
지 6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라디오존데를 비양하여 대기의 기온, 기압, 상대습도, 이
슬점온도, 동서바람, 남북바람 등의 프로파일을 집중 관측함(그림 2-3-3a-1-1). 관측이 2019
년 11월 25일 – 12월 18일 기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관측 자료와 개선된 6시간 
간격의 NCEP2 재분석자료와 비교분석함.

그림 2-3-3a-1-1 관측 경로(연두색) 및 라디오존데 관측 계획. 검정색 점은 CTD 관측 지점, 빨간
색 세모는 CPIES 설치 지점 (회수 예정), 노란색 네모는 해류계 설치지점(회수 예정), 빨간
색 원은 기상부이 설치 예정 지점임. 

- 건조층(Dry layers)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라디오존데 관측에 따르면 늦여름 및 가을철에
도 건조층이 나타남. 2018년 관측자료에 대하여 2018년 서태평양 지역에서 관측된 라디오
존데 자료와 재분석자료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임(그림 2-3-3a-1-2). 라디오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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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도 건조층이 관측되지만, 상대적으로 재분석자료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재분석자료가 지연되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2019년 관측자료는 추후 결과에 포
함시킬 것이고, 재분석자료와의 비교는 차년도에 비교할 계획임

그림 2-3-3a-1-2 2018년 라디오존데 관측 및 동지점/동시각에서 NCEP2 재분석자료에서 나
타난 상대습도 프로파일

- 그림 2-3-3a-1-3은 2018년에 관측된 라디오존데 상대습도 프로파일을 평균한 값과 동시
각/동지점 NCEP2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난 상대습도 프로파일을 평균한 값을 보여줌. 51개
의 프로파일을 평균한 값으로 재분석자료의 중층 건조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라디오존
데 관측자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 즉, 재분석자료는 계통적으로 건조층에 대
한 편이(bias)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 태풍 등 종관규모현상을 모의/예측하는데 
상당한 에러를 생성할 것임

- 2019년 관측결과는 12월 관측이 종료된 후 포함할 것임.
- 2019년에는 대기연직구조 관측 라디오존데 20점 이상을 12시간 간격으로 관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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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a-1-3 2018년 라디오존데 관측 및 동지점/동시각에서 NCEP2 재분석자료에서 나
타난 상대습도 프로파일들의 평균

2)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 작용 재분석자료 특성 분석
- 겨울철 계절내진동은 적도를 중심으로 MJO(Madden-Julian Oscillation) 모드가 가장 주

된 변동성을 가지는 계절내 변동성이지만, 북반구 여름철에는 MJO 뿐만 아니라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이 관측됨. 적도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은 인도몬순과 관련되어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성분과 동아시아몬순과 관련되어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성분으로 나누어 짐. 
인도몬순 성분은 열대 지역 역학의 성질을 많이 가지지만,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
내 진동은 중위도 몬순과 관련하여 열대/중위도 역학을 모두 포함함.

-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사례를 추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
지 않지만,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대규모 진동모드와 역학이 알려져 있음. 이를 
BSISO(Boreal Summer IntraSeasonal Oscillations)라고 함.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추
출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일별 NOAA OLR 및 ERA-Interim 자료를 이용하
여 BSISO 모드를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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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SO 모드는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에 대하여 인도양 및 서태평양을 포함하는 
40E-160E, 10S-40N 지역의 OLR과 U850의 다중변수경험적직교함수(Multivariate EOF)
의 상위 4개의 모드를 의미함. MVEOF를 수행하기 전에 장기변동성은 제거됨. BSISO 모
드는 기본적으로 전파하는 모드이므로 2개의 EOF 모드로 전파하는 모드를 표현할 수 있
음. MVEOF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인 MVEOF1와 MVEOF2를 BSISO1이라고 정의
하며, 마찬가지로 MVEOF3와 MVEOF4를 BSISO2라고 정의함. BSISO1은 Canonical 
Northward Propagating Mode라고 부르며 인도양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북동아
시아지역까지 전파하지는 못함. 반면에, BSISO2는 아시아여름몬순의 시작과 진행을 나타
내는 모드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까지 북진하는 성분임. BSISO2모드
는 그림 2-3-3a-2-1에 나타냄). 서태평양에서 북동아시아 지역까지 OLR편차의 북진하는 
성분으로 나타남. 

그림 2-3-3a-2-1 BSISO2 모드. OLR과 U850 편차의 MVEOF3과 MVEO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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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a-2-2 BSISO 모드의 위상

그림 2-3-3a-2-3 BSISO2 모드의 위상에 따른 120E-130E 평균한 OLR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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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SO 모드는 전파하는 2개의 EOF로 정의되므로, EOF PC들을 이용하여 위상을 정의할 
수 있음(그림 2-3-3-2-2). 위상에 따라 북서태평양에서 북동아시아 지역까지 북진하는 계
절내진동모드는 120E-130E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위 약 
40도까지 전파함(그림 2-3-3-2-3).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에 대하여 지연합성도(그림 2-3-3-2-4)를 보면, 계절내진동에 앞서 
양의 소용돌이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하여 계절내진동에 
앞선 소용돌이도는 상층의 발산을 이끔. 이 상층 발산은 계절내진동에 앞서 상승운동을 유
발하고, 계절내진동을 북진시킴

- 


∝

- 북반구 여름철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북진 메커니즘은 연직쉬어 메커니즘, 습윤이류 메커
니즘, 그리고 해양-대기 상호직용 메커니즘이 있음

- 인도양지역에 인도지역으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은 연직쉬어 메커니즘이 가장 주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북서태평양에서는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북진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후보
로서 고려됨

그림 2-3-3a-2-4 북진하는 계절내변동에 대한 지연 합성(Ji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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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3a-2-5은 북서태평양에서 북동아시아지역까지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주요 성
분중 하나인 BSISO2의 위상4의 OLR 및 850hPa 편차의 합성도를 보이며, 북서태평양 여
름몬순의 중심인 위도 약 15도에서 북진한 형태인 북위 약 20도에 대기 대류활동의 중심
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쪽에 상대소용돌이도 중심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도 쉬어 메커니즘이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냄. 쉬어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동풍쉬어가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북동아시아 
지역은 서풍쉬어 지역임. 그런데, BSISO2가 활발한 여름철에는 서풍쉬어가 크게 약화되어 
특정시기에는 서풍쉬어로 바뀌는 지역이 존재함. 이 시기에 BSISO2가 북진하는 것으로 분
석됨. 특히, 습도 피드백 메커니즘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본 사업 라디오존데 관측자료에서 
보이듯이 상대습도에 상당한 오차가 있어,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난 습도 피드백 메커니즘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그림 2-3-3a-1-3).

- 반대 위상인 7번 위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나 상대적으로 작은 상대소용돌이도 편
차를 가짐(그림 2-3-3-2-6). 대류활동이 강할 때는 양의 상대소용돌이도 편차도 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용돌이도 편차도 작아짐.

그림 2-3-3a-2-5 추출된 BSISO2 위상 4에 대한 OLR편차와 850hPa 소용돌이도 편차의 합성
도

- 북서태평양에서 동풍쉬어 메커니즘으로 북진할 수 있는 특별한 배경은 배경장에 있음(그림 
2-2-3-1b-7). 중위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풍쉬어 메커니즘 지역으로 동풍쉬어 메커니즘
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특별한 시기 즉, 7월과 8월에는 120E-130E 
지역에서 동풍쉬어가 일시적으로 나타남.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동풍쉬어는 북위 약 40도
까지 나타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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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a-2-6 위상 7인 것만 빼고 그림 2-3-3a-2-5와 같음

그림 2-3-3a-2-7 120E-130E 평균 200 hPa 동서 바람에서 850 hPa 동서바람을 뺀 기후값

- 동풍쉬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쉬어 메커니즘에 따라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이 나타남. 이 
결과는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에 동풍쉬어 메커니즘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습도 피드백 메커니즘이나 해양-대기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작용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습도 자료나 플럭스 자료는 북서태평양에서 실관측과 
재분석자료의 편이(Bias)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북서태평양의 관측프로그램이 
확대되면, 더 정확한 메커니즘이 분석될 것임.

-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재분석 자료의 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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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측부이 시범 설치
- 해양-대기 플럭스의 시계열 관측을 위하여 관측부이를 시범 운영함. 미 우즈홀해양연구소

에서 개발하여 검증된 ASIMET 장비를 사용하여 기압, 기온, 풍향, 풍속, 습도, 복사량 등 
대기환경 항목을 측정함.

- 여러 부이 본체(헐) 구조를 참고하여 부이 본체를 제작하여 수조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함. 
전체 계류선의 하중을 고려하더라도 수면 위 노출부가 커서 균형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노출부가 작도록 부이 부이헐을 개선함. 

- 부이 안정도를 위해 부이헐 아래 계류선과의 연결부에 부착된 무게추의 위치를 프레임 둘
레로 나누어 분산 배치함. 

- ASIMET 모듈과 데이터로거의 통합 운용을 테스트함
- 2차년도에 수행한 해저지형 탐사자료를 근거로 북위 15도, 동경 134도 30분 부근의 수심 

4500 m 지점을 설치 위치로 설정함.
- 수퍼맥스 로프를 이용한 계류선으로 디자인하여 총 5200 m 길이의 계류선을 제작함(그림 

2-3-3a-3-1)

그림 2-3-3a-3-1. 관측부이 계류 설계도(좌)와 설치할 관측부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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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계류관측)
- 2019년 11월 25일 – 12월 18일 이사부호를 이용한 필리핀해 해양조사시 2017년도에 설치
한 해류계 등 관측 장비를 회수할 예정임
- 회수 예정인 해류계 분석을 통하여 유속 구조를 분석할 예정이며, 타 과제에서 계류한 다른 
지점의 해류계 및 CPIES 자료도 공동 분석할 예정임. 
11월 25일 출항한 항차에서 관측중이며 발표시 관측자료를 제시할 예정임.
2)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선박관측)
- 선박을 이용한 유속 구조 관측은 필리핀 EEZ에 대한 조사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필리핀 EEZ 
외곽 해역에서 관측을 실시할 예정임 (2019년 11월 25일 – 12월 18일 기간 중 수행 예정임)
11월 250일 출항한 항차에서 관측중이며 발표시 관측자료를 제시할 예정임.
3)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량산출
-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는 필리핀 연안에서 북적도해류로부터 분지되고, 북적
도해류는 북적도반류와 더불어 열대 태평양 해류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열대해역의 열을 
수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131°E 정선에 대한 CT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형류에서 북적도해류와 북적도반류가 
위도 7-8°N을 경계로 구분됨. 2017년에 북적도해류가 2018년보다 강하게 나타남. 
- 수심 0-500 m, 위도 5-15°N 범위의 수송량 (Sv = 106 m3/s)

 

관측시기
서향수송

량
동향수송

량
합계

2017년 11월 -42.8 18.2 -24.6

2018년 11월 -32.3 54.8 22.5

2017년 – 2018년 -10.5 -36.6

- Nino3.4 지수가 2017년 11월에는 –0.84℃로 La Nina 상태였고 2018년 11월에는 1.00℃
로 El Nino 상태였음. 따라서 2017년 11월에는 서향수송량이 컸고 2018년 11월에는 동향수
송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131°E 정선에 대한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의 열용량은 수온 분포와 유사함. 위도 
5-15°N 사이에서2017년 열용량과 2018년 열용량 차이는 상층 500 m 이내에서 발생하였음. 
위도 5-15°N, 수심 0-500 m의 열용량은 2017년에 3.18×105 J/m2, 2018년에 2.90×105 
J/m2로 나타났으며 서향하는 북적도해류 대역에서는 2017년이 컸고 동향하는 북적도반류 대
역에서는 2018년이 크게 나타났음. 즉 북적도해류 대역에서는 엘니뇨 시기의 열용량이 라니
냐 시기보다 작고 북적도반류 대역에서는 반대로 나타남. 라니냐 시기에 열대해역 상층의 따
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쪽으로 밀려서 일어난 현상으로 추측됨.

- 수심 0-500 m, 위도 5-15°N 범위의 열수송량 (1015W) 

  

관측시기 서향수송
량

동향수송
량 합계

2017년 11월 -3.58 1.47 -2.10

2018년 11월 -2.55 4.21 1.66

2017년 – 2018년 -1.0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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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은 라니냐 시기로 서쪽으로 열이 수송되었고 반대로 2018년 11월은 엘니뇨 시
기로 동쪽으로 열수송량이 많았음. 서향 열수송량은 2017년이 크고 동향 열수송량은 2018년
이 크게 나타났음. 엘니뇨 시기에는 북적도반류 대역이 0.5˚ 정도 북상하였고 유속도 강하여 
동향 열수송량이 크게 관측됨. 열수송량을 계산한 위도 범위가 한정되어 열대해역해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열수송량 파악에 한계가 있음.

(a)

(b)

그림 2-3-3b-3-1. 131˚E 정선의 CT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형류 단면. (a) 
2017년 11월, (b) 2018년 11월. 기준면은 2000 db이며, 점선은 유속이 0 
cm/s를 나타내며, 실선은 등온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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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3-3b-3-2. 131˚E 정선의 CT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용량과 2017년과 2018년 열용량 
차이. (a) 2017년 11월 열용량, (b) 2018년 11월 열용량. 실선은 등온선임. (c) 2017년과 
2018년 차이

(a) (b) (c)

그림 2-3-3b-3-3. 131˚E 정선의 CT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수송량 2017년과 2018년 열수송
량 차이. (a) 2017년 11월 열수송량, (b) 2018년 11월 열수송량. 실선은 등온선임. (c) 2017
년과 2018년 차이

-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량을 산출하여 단면도를 작성 제시함.

4) 서안경계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 HYCOM 자료동화 모형의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쿠로시오 경로에 따른 쿠로시오 변동성의 

상관성 분석함. 쿠로시오 경로에서 3개의 단면(대만 동쪽, 동중국해 남부, 동중국해 북부)
을 가로지르는 상층 500m까지의 수송량을 추출함(그림 2-3-3b-4-1)

- 대만 동쪽에서 쿠로시오 수송량의 변동폭이 동중국해 남부나 북부에서의 쿠로시오 수송량
의 변동폭보다 큼

- 쿠로시오의 장주기 변동성은 동중국해 남부와 동중국해 북부에서의 변동성이 유사하여 상
관성이 높음. 이에 비해 대만 동쪽에서의 변동성과 동중국해의 남부나 북부에서의 변동성
의 상관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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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b-4-1. HYCOM에서 모의된 쿠로시오 경로를 따른 쿠로시오 수송량(a; 대만동쪽, b; 동
중국해 남부, c; 동중국해 북부). 굵은 흑색선은 140일 low-pass 필터된 수송량

- 동중국해 남부에서 2015-2017년동안 관측된 쿠로시오의 변동성과 위성으로 관측된 해표
면 높이의 변동성의 상관성을 분석함. 

- 100일 부근의 쿠로시오 변동성은 에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75~140일 
band-pass 필터된 쿠로시오 변동성과 에디의 연관성을 쿠로시오가 강한 시기와 약한 시
기의 해표면 높이의 합성장으로 조사함(그림 2-3-3b-4-2).

그림 2-3-3b-4-2. 2015-2017년에 관측된 쿠로시오가 강한 시기(a)와 약한 시기(b)에 해당하는 
해표면 높이의 합성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별표는 관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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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시오가 강한 시기에는 난수성 소용돌이가 대만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뚜
렷하며 반면에 쿠로시오가 약한 시기에는 냉수성 소용돌이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뚜
렷함. 이는 동중국해 남부에서 쿠로시오 변동은 대만 동쪽의 변동과 시간 지연이 있음을 
의미함.

- 대만 동쪽의 쿠로시오 수송량과 동중국해 남부의 쿠로시오 수송량,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쿠로시오 수송량을 지연 상관성으로 조사함(그림 2-3-3b-4-3). 1994년부터 이동하면서 2
년 기간의 지연상관성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동중국해 남부의 쿠로시오 변동성은 대만동
쪽의 쿠로시오 변동보다 20일 정도 지연될 때 상관도가 높으며 동중국해 북부의 쿠로시오 
변동성은 남부보다 20일 정도 지연될 때 상관도가 높음.

- 그러나 상관도는 해에 따라 다르고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연 기간도 해에 따라 다름. 
이는 쿠로시오 경로에 따른 쿠로시오 변동성의 전달이 일정하지 않음을 의미함.

- 동중국해의 해류와 쿠로시오의 연관성을 HYCOM이 모의한 1993~2017년 기간의 해류로 
조사함(그림 2-3-3-4-4). 동중국해 남부의 쿠로시오 수송량이 클 때와 작을 때의 50 m 
수심의 해류의 합성장에서 쿠로시오 수송량이 클 때 쿠로시오 축에서는 해류가 강한 반면 
대만에서 북위 27도 범위의 동중국해 대륙사면 서쪽의 대륙붕에서는 해류가 약한 특징이 
나타나고 쿠로시오 수송량이 작을 때는 반대의 특징이 나타남.

- 북위 27~30도 부근의 대륙사면 서쪽 대륙붕에서는 그 이남과 반대로 쿠로시오 수송량이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은 특징이 나타남.

- 한편 쿠로시오 수송량이 클 때 중국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유속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나 
쿠로시오 수송량이 작을 때는 반대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음

- 쿠로시오 수송량이 클 때 양자강퇴 남부에서 제주도 서쪽까지 해류가 강한 형태가 보이나 
쿠로시오 수송량이 작을 때 반대 형태는 보이지 않음. 쿠로시오 변동성이 전파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동중국해 북부역에서의 해류 형태와 남부에서의 쿠로시오의 변동성의 연
관성을 합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함. 

그림 2-3-3b-4-3. 75-140일 band-pass 필터된 쿠로시오 변동성의 이동 지연 상관도(2
년 폭, a; 대만동쪽과 동중국해 남부의 상관도, b; 동중국해 남부와 북부의 상관
도). 양의 지연은 남쪽이 빠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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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b-4-4. 75-140일 band-pass 필터된 동중국해 남부의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시기
(a)와 작은 시기(b)의 50 m 해류 합성장. 화살표의 색은 해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고 
화살표 방향은 평균 해류 방향을 나타냄. 해류 방향이 20도 이하로 변한 부분만 표시하
였으며 유의수준 90% 이상은 굵은 화살표로 표시함

-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실습선 가고시마마루를 이용하여 2019년 6월 일본 EEZ 류큐 해역을 
공동조사함(그림 2-3-3b-4-5)
- 2018년 6월에 미야코지마 부근 2점(KCM1, RCM1)에 계류 설치하였던 햬류계(ADCP)를 회
수함.
- 기존 남부 류큐해역 계류를 종료하고 북부 류큐해역의 2점에(KCM3, KCM4)에 해류계를 계
류함.

그림 2-3-3b-4-5. 2019년 6월 조사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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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b-4-6. KCM1의 해류계 회수 사진(a)과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측된 
해류 시계열(b)

그림 2-3-3b-4-7. KCM4의 계류도(a)와 계류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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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차년도 수행 과정 및 내용(2020년)

2-4-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2-4-1a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파악
1)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연직 관측자료 
- 2020년 하계 8월 6일부터 9월 하순 기간중 이사부호 조사해역 인근에서 발생한 태풍 궤적
과 1, 2항차 관측지점은 그림 2-4-1a-1과 같음.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2항차 출항 일정이 늦
어짐.

그림 2-4-1a-1 1항차(좌) 및 2항차 관측점(우). 관측점은 검은 정점, 실선은 궤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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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a-2 8월 1(상)항차 및 9월 2(하)항차 CTD 관측점 및 해얌로봇 투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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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차 시기(1항차: 8월 6일~8월29일)에 저염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서향 단면과 남
서향 단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2항차 시기(9월8일 ~ 9월25일)에도 남측에서 북상 가능성을 고
려하여 위도 16.5°N 지점까지 2개의 남북 단면(W1, W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1항차 시기에 에디경계(그림 2-4-1a-1) 2개 지점에서, 2항차 시기에 N 단면상 에디경계에 
아고 부이를 모두 3대 투하함. 라디오존데는 매 12시간마다 33개 점정에서, 표층부이는 5개 
지점에서 투하함. 
- 1항차 출항시기에 2020년 중국지역의 장기간 강우로 인해 관측 이래 최고의 양자강 유출량
을 보였고, 태풍 관측 항차 출항 직전 4호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 북쪽 해역에서 발생하여 태
풍 전후 해수 열변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동중국해 해역에서 CTD 종단관측을 실시함 (성과
지표추가). 
- 1항차 서쪽 끝단의 난수성 에디 관측을 위해 대각선 관측을 실시함. 관측 중 대만 동쪽에
서 8호 태풍 바비가 생성됨. 동에서 서로 18.5°N 라인관측 중에 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하여 
127.5°E까지 관측후 태풍 뒤를 따라 회항하며 동중국해 종단면 관측 실시후 입항함.
- 2항차는 북서태평양 난수성 소용돌이 및 열대 저염수 관측을 목표로 함. 최초 관측 해역 
서쪽에서 열대 저염수 거동을 관측하기 위해 126.5°E, 127.5°E 두 개 라인에서 21.5°N-16°N 
영역을 종단 관측 함. 난수성소용돌이가 발달한 19.5°N 이북 해역에서는 0.5° 간격격자(그림 
2-4-1a-2하) 관측을 실시함. 

그림 2-4-1a-3 2020년 1(위), 2(아래) 항차 기간 중 선박에 장착된 Automatic Weather System으로 부
터 획득한 자료(왼쪽부터 기온, 상대습도, 기압, 바람)와 Thermosalinograph에서 얻어진 표층 수온 
및 염분 및 vessel-mount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에서 얻어진 수심 70 m의 유속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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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1a-4 1항차 1000m층 (N-C)단면 수온분포. 50m 상층 30도 이상 수온 특성 분포. 

- 1항차 시기에 비해 2항차 시기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게, 상대습도는 낮게, 기압은 높게 
나타남. 1항차 시기 동중국해 낮은 기압은 태풍 장미와 마이삭 영향 때문으로 사료됨 (그림 
2-4-1a-2).
- 1항차 관측 초반 동중국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 29℃ 정도로 나타나고 대륙붕 해역과 대양
의 경계 해역인 쿠로시오 해역을 기준으로 필리핀해 상층 50m에서 30℃ 이상 수온(그림 
2-4-1a-3)이 나타남. 

2-4-1a-5a 1항차 N, A, B, C 단면의 표층-300m층까지 단면 수온 분포. 

- N-C 단면 상층 수온에는 30도 내외의 높은 수온층이 점유하고 에디가 서측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온이 유지되며 2항차 관측기간인 9월 중하순까지도 유지됨 (그림 
2-4-1a-5a).



- 250 -

그림 2-4-1a-5b 1항차 300m층 연직단면 수온(상), 염분(하) 분포. 에디해역 상층에서 높은 수온이 점
유함. 

- 염분의 경우 최북단 N단면에서 저염이 나타나 WE 단면(그림 2-4-1a-2상) 관측을 실시하
였으나, 뚜렷한 저염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상층에 저염특성이 보임(그림 
2-4-1a-5b). 

그림 2-4-1a-6 2항차 관측기간중 W1(상), W2(하) 300m층 단면에서의 단면 수온(좌) 및 염분(우) 분포. 

- 2항차는 1항차보다 약 1개월 늦은 시기이나 W1, W2 단면(그림 2-4-1a-2)에서의 상층 수
온은 29-30°C 수준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향하면서 대체로 29.5도 수온
층의 두께가 두꺼워짐 (그림 2-4-1a-6좌). W1단면에서 최남측의 상부 30m층에 30도 이상의 
고온수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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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의 경우 150-250m층에 북태평양 상층 고염수가 나타나며, 북으로 향하며, 이층의 깊
이가 깊어지며, 이층은 남측 기원임을 시사함 (그림 2-4-1a-6우). 두단면 남쪽에서 저염수가 
북상하는 흔적을 보임. 
 

그림 2-4-1a-7 2항차 관측기간중 N, A, AB, B 단면에서의 단면 수온 분포. 

- 2항차 4개 단면에서의 상층 20-30m 까지 30도가 나타나며, 50m 층은 29.5도 이상의 높
은 수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그림 2-4-1a-6우). 2020년 하계는 8-9월 상층수온이 30도
로서 지난 4년중 가장 높음. 이 해역에서 높은 수온과 열속 특성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항목에서 기술함.
- 동중국해 8월7일과 태풍 바비통과후 8월27일 수온, 염분 관측결과를 그림 2-2-1-1b-8에 
제시함. 태풍후 동중국해 단면수온이 모두 26도 이하로서 태풍으로 인해 해양열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보여줌.
- 1, 2항차 CTD 관측기간동안 태풍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123개 지점(1000m, 
5000m 이상 전층 2개점 포함), xCTD 7개점에서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목표치인 37점 자료수
집 목표를 초과 달성함.

2) 2020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 8월 중순 1항차 시기와 9월 중하순 2항차 시기로 분류하여 각 항차 전체 관측점에서 열용
량(Ocean heat Content, OHC)를 산출함 (그림 2-2-1-1b-9).
- 1항차 기간에 관측자료로부터 산정된 OHC는 전반적으로 100 KJ/cm2 이상으로 매우 높으
며, 2항차 기간동안 OHC 역시 약 90 KJ/cm2 정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2-4-1a-9). 



- 252 -

그림 2-4-1a-8 1항차 관측기간 전(좌)과 후(우) JJ06-JJ12 관측점 단면에서의 단면 수온(상), 염분(하) 
분포. 

- 2020년에는 높은 해수 상층 수온이 관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2017년 약간 높거나 비슷하
고, 2018, 2019년 산정치보다 높음. 높은 해양열용량은 같은 바람조건에서 대기로의 열속을 
높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4-1a-9 두 개 항차 관측기간중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1항차(좌) 및 2항차(우) 해양열용량.

- 

- 2020년 8월에 특히 태풍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태풍의 발생은 대기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으나, 초기분석 결과 8월에 몬순 수렴과 같은 특징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열
용량과 잠열속 (Latent heat flux)과의 상관 관계는 해양-대기 상호작용 항에서 추가 분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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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a-10 태풍 및 아보부이 궤적(좌) 및 OHC 시간 
변화(우). 

- 1, 2항차 조사기간 좌측(검은색), 중간(적색), 및 우측(청색) 에디 해역에 투하한 3개의 아보
부이 궤적과 열용량은 그림 2-4-1a-10과 같음. 10월 초순까지 대략 100 KJ/cm2 이상을 유
지하다가, 좌측 부이는 쿠로시오해류를 따라 북상하면서 열용량이 급격히 작아짐. 중앙 및 동
편 부이는 10월 하순까지 높은 열용량을 유지함. 태풍 고니통과후 중앙과 동측 부이의 열용량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열용량 분포지도 1건 목표는 목표치는 달성함. 추가로 아고자료를 이용한 열용량 곡선도 작
성함.

2-4-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 규명
1)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가. 태풍 해양로봇 조사 (아고 부이, 표층 부이, 파랑글라이더) 

- 1, 2항차 기간중 파랑글라이더 3대와 아고부이 3대 및 표층부이 5대를 투하함. 관측기간중 
파랑글라이더, 아보부이, 표층부이 궤적은 그림2-4-1b-1와 같음. CTD관측점은 회색과 청색 
사각형으로 표기함.
- 10월 31일 현재 인근 해역에서 생성 혹은 통과한 태풍의 궤적을 모두 표기함. 

❍ 아고부이 조사 및 분석
- Argo Profilers 관측: 2019년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ridium 방식의 Argo 3기를 집중
관측 해역 동쪽에 투하하여 3기 모두 현재까지 약 2개월 이상 관측 중 (그림 2-4-1a-10좌, 
2-4-1b-1)임.
- 그림 2-4-1b-2)에 3기(서측, 중앙, 동측)의 관측기간 상층 수온 시간변화 변화 그림을 제시
함.
- 주목할 점은 태풍 고니가 통과하는 10월28-11월1일 시점의 특성으로서, 고니 궤적으로부터 
약 150 km 떨어진 동측 부이(APF1@East)에서 관측된 상층 수온이 태풍고니 통과 전후 29
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열용량은 태풍전 약 120 KJ/cm2에서 태풍후 여전히 120 KJ/cm2
으로 열용량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그림2-4-1a-10우). 이 시기에 고니 급강화는 우호적
인 대기조건 외에 따뜻한 해양에서 열공급이명백히 기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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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궤적에서 약 300km 떨어진 중앙측 부이(APF1@center)는 상층 70m까지의 수온이 28
도 이상으로 혼합은 강하나, 높은 수온을 유지함. 열용량은 태풍전 약 100 KJ/cm2에서 70 
KJ/cm2으로 약 30 KJ/cm2 열용량 손실이 나타남. 서측부이는 쿠로시오 해류에 유입되었고, 
고니 시기에 상층수온이 26°C이상을 유지함.

그림 2-4-1b-1 관측기간중 해양로봇 (파랑글라이더, 아고부이, 표층부이) 궤적 (노랑
삼각형: 파랑글라이더, 하늘색 원: 표층부이, 분홍 원: 아보부이). 파랑부이는 1, 
2항차후 회수하였으며, 여타 부이는 현재 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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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2 아고부이 궤적(2-4-1b-1)을 따른 200m 수온 연직 프로파일 시간변화. 

❍ 표층부이 조사 및 분석
- 1, 2항차 기간중 투하한 5개의 표층부이의 궤적을 그림 2-4-1b-3에 제시함. 8월-10월에 
발생한 8개의 태풍 궤적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후 아사니(Atsani) 등 2개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함. 추가 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보강할 예정임.
- 5개의 표층부이(해상 0.7m)에서 관측한 30분마다 6분간 관측한 자료가 얻어지는 해면기압, 
순간최대풍속(gust wind) 및 표층수온을 그림 2-4-1b-4에 제시함. 평균풍속은 제시하지 않
음. 0.7m 높이 풍속을 10m 풍속으로 환산함. 표층 부이 관측 자료는 태풍수치모델의 정확도 
검증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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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 표층부이(시작일, 최종일 표기)와 7개 태풍 궤적. 

- 기압배치로 보아 마이삭이 통과한 시기에 2개의 표층부이(청색 및 시안색)에서 약 995hPa
의 저기압이 관측됨. 청색 및 시안색 부이에서 관측된 10m 높이 환산 최대풍속은 20-30 
m/s 정도로 관측됨. 
- 표층수온은 약 1일 주기 변동성이 크며, 8월22일 전후 수일간, 10월 6일 전후 수일간 두드
러짐. 최고33도 이상의 수온은 태풍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단순히 표층에 국한되는지, 
혹은 충분한 깊이까지 이런한 고온이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특성은 파
랑글라이더 부착 CTD에도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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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4 표층부이로부터 관측한 해면기압(상), 최대풍속(중) 및 표층수온(하). 

❍ 파랑글라이더 조사 및 분석
- 1, 2항차에 투하한 파랑글라이더(그림 2-4-1a-2 및 2-4-1b-1의 노란 삼각형)에는 다양한 
해양기상 센서(그림 2-4-1b-5a)를 부착하여 평상시와 태풍시기에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 1항차인 에디 동측(WG1)에 투하하였고, 1항차 종료시기에 서측에디(WG3-187) 투하하고자 
하였으나, WG1 작동상에 문제가 발견되어 WG1 인근에 WG2를 재투하함 (2-4-1b-5b). 
- WG1, WG3 계류시는 태풍이 없었으며, WG2는 마이삭과 하이선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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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9 2-4-1b-5a 파랑글라이더 WG1, WG2, WG3 투하. 기상센서와 해양센서(CTD) 등이 장착됨.

그림 2-4-1b-5b WG1, WG2, WG3 이동궤적. WG2는 태풍영향하의 궤적이며, WG3가 계획한 
궤적. 

그림 2-4-1b-6a WG1-SV240에서 수집한 기상 및 해양 자료 및 산정된 열속(Latent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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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1에서는 특별한 태풍이 통과하지 않은 탓에 10m 환산 풍속의 최대치는 대략 
10-15m/s 구간에 있음. 상대 습도는 80-90% 정도가 우세하며, 기온은 대략 28-30°C 구간
에 있음 (그림 2-4-1b-6a). 
- 잠열속은 200-300W/m2 로서 난수성 에디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풍속이 대략 
10m/s 임을 감안하면, 잠열속은 풍속에 비례하므로 1 등급 (>33 m/s) 정도만 되어도 대기로
의 열속이 600-900 Watt/m2 에 달하여 쉽게 급강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4-1b-6b WG3-SV187에서 수집한 기상 및 해양 자료 및 산정된 열속. 

그림 2-4-1b-6c WG3-SV218에서 수집한 기상 및 해양 자료 및 산정된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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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측 에디에 투하한 WG3에서는 특별한 태풍이 통과하지 않은 탓에 10m 환산 풍속의 최대
치는 대략 5-15m/s 구간에 있음. 상대 습도는 초반 80-90% 정도, 후반 75-85% 정도이며, 
기온은 대략 27-29°C 구간에 있음. 9월12일에서 22일까지 약 10일간 자료가 확보됨.
- 잠열속은 150-250W/m2 로서 난수성 에디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풍속이 WG1
보다 약간 낮은 5-10m/s 구간임. 역시 1 등급 (>33 m/s) 정도만 되어도 대기로의 열속이 
500-800 Watt/m2 에 달하여 비교적 쉽게 급강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4-1b-6b).
- WG2는 WG1의 작동 이상으로 연속측정 관점에서 인근 해역에 투하한 글라이더로서, 태풍 
마이삭은 8월28에서 29일에 걸쳐 열대성 폭풍으로 발전됨 시기이며, 태풍이 강화가 시작한 
27일 후반 밧데리가 갑자기 방전되어 제한된 자료만 확보됨. 풍속은 27일 후반 15m/s까지 
강화됨. 태풍북상에 따라 대기온도는 27일에는 28도이하로 낮아지며, 상대습도는 70-90% 변
화속에 27일 90%이상으로 증가함 (그림 2-4-1b-6b). 8월 27일 열대요동에서 열대 폭풍(태
풍)으로 발달함 (그림 2-4-1b-6d).
- 기압은 일변동 속에 점차 낮아짐. 잠열속은 100-200W/m2을 유지하다가 27일 후반에 
300, 400 W/m2까지 상승함. 풍속증가에 따라 1등급(>33 m/s) 정도의 풍속에 약 800W/m2
수준의 peak치 도달할 것이며, 풍속증가에 따라 열속 증가는 쉽게 예상됨. 추가 자료가 수집
되지 못함이 매우 아쉬움. 

- 태풍 마이삭은 8월 27일 열대 요동(Tropical Depression, 풍속 17.2m/s 미만)에서 열대폭
풍(Tropical Strorm, 17.2m/s 이상)으로 성장(그림2-4-1b-7좌). 8월 27일 17m/s 정도 관
측풍속과 잘 부합됨. 
- 태풍 마이삭은 8월 30일 난수성에디를 통과하며, 이해역에서 태풍강화를 시사하는 구름 생
성이 왕성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그림 2-4-1b-6d우). 

❍ 조사선 ADCP 자료 분석 (추가 항목)
-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난수성 소용돌이 부근인 T01n-T02n 정점 표층에 나타나는 34.4 이하
의 저염수 최하층(~50 m)에서부터 수심 약 70 m까지 유속의 동서성분의 수직적인 유속차이
가 강하게(~0.5 m s-1) 나타남(그림 2-4-1b-7a,b,c).
- T01n-T03n 정점까지 수심 100-200m 부근까지 남향류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함(그림 
2-4-1b-7c). 

그림 2-4-1b-6d 8월 29일 ssha 배경 마이삭 진로(좌) 및 8월30일 적외선 Brightness temperature (우). WG2 
관측시기에 마이삭은 열대폭풍으로 발달함 (좌측 적색점선 통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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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n 정점을 중심으로 수심 200-600m에서 시계방향의 강한 흐름이 관측됨. 이는 129.5°E 
부근에 존재하는 난수성 소용돌이와 위치가 일치하나 실측 유속 표층 부근에서 시계방향 흐
름이 뚜렷하지 않음. 특히 T04n정점에서 상층의 비교적 평평한 등온선 및 등염분선과 달리 
수심 400m 부근 등온선(17°C)과 등염분선(34.8)도 깊어지는 특성이 나타나 중층성 소용돌이
(Intrathermocline eddy)의 특징이 나타남. 

그림 2-4-1b-7 a) 21.1°N 라인(N 라인) 관측 시기의 위성 기반 해수면 분포 및 표층 지형류, b) N 라
인에서 획득한 유속 프로파일과 해당 염분(색), c) N 단면에서의 염분과 유속의 동서성분, d) 염분
과 유속의 남북성분.

- 관측 해역 전체에 분포한 양의 해수면 고도의 동쪽에 위치한 A 라인 해역은 T02-TX02에
서 북향류를 보이는 위성 기반 표층 지형류와 달리 전 정점 표층에서 수심 400 m까지 남향
류가 발달함. 특히 TX03 정점 동쪽 해역에서 수심 1000 m 부근까지 0.1 m s-1 이상의 남
향류가 서쪽 해역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됨. 
- T04-TX04 정점 부근에 표층 부근 북쪽에서 이류된 저염수와 함께 수직적으로 강한 남북
방향 유속의 차이(~0.3 m s-1)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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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급강화 태풍 기작 및 태풍생성 환경 이해 
❍ 2020년 급강화 태풍 기작 이해

- 2020년 7월말, 8월초에서 11월초까지 발생한 고니를 포함한 8개 태풍의 위도별 태풍강도를 
그림 2-4-1b-8에 제시함. 이중 슈퍼태풍(풍속>125노트)까지 도달한 태풍은 마이삭, 하이선, 
고니이며, 모두 급강화가 나타남. 태풍 마이삭은 9월1일 6시(UTC) 125노트까지 도달함. 

그림 2-4-1b-8a 2020년 발생한 8개 태풍의 위도별 태풍 풍속. 아사니 포함 2개 태풍이 추가로 
발생함. 

그림 2-4-1b-8b 2020년 8개 태풍 진로. 컬러는 해수변 변위(칼라).

- 태풍 마이삭은 30일0시-31일 0시까지 70노트에서 95노트까지 24시간 동안 25노트 상승하
는 준급강화 특성(그림의 청색 점선기간)을 보임. 마이삭의 경우 조사해역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을 통과하는 태풍으로서 난수성 소용돌이가 태풍강화에 영향을 주는 사례이며, 난수성 
소용돌이 바로 남측에서 태풍(Tropical Storm)으로 발생(Genesis)함. 마이삭은 필리핀해 
앞바다 난수성 에디 남측에서 발생하여 슈퍼태풍까지 강화됨. 이러한 발생이 빈발한 것인
지 해양-대기 과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례임. 

- 2020년 하계 발생한 태풍의 진로 및 배경 해수면 높이 변위를 그림 2-4-1b-8b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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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9 8월 29일 12시, 30일 0시, 12시, 24시(UTC)의 마이삭의 Brightness temperature.

그림 2-4-1b-10 마이삭시기 잔차해수위(등치선)과 표층염분(칼라).

- 태풍 마이삭은 8월29일부터 31일0시까지 난수성 에디해역을 통과하며 60노트에서 95노트
까지 준급강화 특성을 보이는 36시간동안 대류작용에 의한 구름 생성 특성이 명확히 나타남 
(그림 2-4-1b-9).
- 마이삭의 강화시점(8월30일)에 에디해역 표층염분(SSS)은 34.5psu 내외 염분이 분포임 
(2-4-1b-10).
- 1항차 관측기간동안 조사해역 관측중에는 34.3psu 이하의 저염 특성은 뚜렷하지 느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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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선은 9월2일 18시-3일 18시까지 50노트가 아주 급강화하는 특성을 보임(그림 
2-4-1b-8a).

그림 2-4-1b-11 9월2일-3일(24시간) 급강화시기 태풍 하이선의 위성 관측 Brighttness temperature. 

- 급강화가 나타난 하이선 시기의 관측자료는 가용한 아고자료와 위성, 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2-4-1b-12 9월2일 표층염분(배경) 및 잔차변위(등치선)(좌). 짙은 경계 적색원은 슈퍼태풍을 나타
냄. 9월3일 13시 급강화중 위성Bright temperature (우). 우측 그림에서 실선은 1항차 관측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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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선은 급강화 시기(1등급->4.5등급, 대각선박스)와 슈퍼태풍(4.5등급이상)시기동안 북동
쪽에 강한 난수성 에디(0.5m 잔차해수위, 넓은 사각형)로부터 열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임. 상
대적으로 급강화시기에는 남동측에서 열공급이 뚜렷해 보임 (그림2-4-1b-11와 2-4-1b-12우
측의 3일 12시 전후). 

그림 2-4-1b-13 9월2일 표층염분(배경) 및 잔차변위(등치선)에 짙은 경계 적색원은 슈퍼태풍을 나타냄. 
저염수 유입 추정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냄. 타원은 저염수 영향 난수성 소형 에디를 나타냄. 숫자
는 풍속(노트)임.

- 따라서 하이선의 급강화 시기 인근에서의 남동쪽(조사해역 동일 위도대) 에디 강도(잔차위 
크기)는 0.2m 이하로서 크지 않으나, 남동쪽에 위치한 시계방향 난수성 에디(그림 
2-4-1b-13)에 저염수 포획, 유입되어 높은 열용량과 상층 성층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됨. 이는 2019년 태풍 링링의 급강화에 나타난 저염수 유입에 따른 급강화 유발 기작으로 설
명한 바 있음. 연구진척은 다음 항에 기술함.
- 태풍 고니는 금년도 발생한 전 세계 열대 싸이클론(Tropical cyclones)중 가장 강한 태풍
임. 이 태풍에 대한 예보정확도는 불과 12시간전인 10월 31일 06시(UTC)에 세계 최고수준의 
예측기관인 JTWC(미합동태풍경보센터)가 140노트로 약화된다고 예측하였으나 18시경에 170
노트로 강화됨 (그림 2-4-1b-14).
- 이같은 큰 오차는 매우 예외적이며, 모델에 반영되지 못한 매우 특별한 급강화 기작이 있었
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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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14 JTWC 31일 06시에 예측한 18시 예측치 140노트(좌) 및 위성 관측치 170노트 (우). 

- 고니의 급강화는 10월 29일 00시에서 30일 00시 사이에 55노트에서 130노트로 60노트 1
차 강화됨. 29일 06시-30일 06시 구간에서도 70노트(1등급)에서 150노트(5등급)로 4 단계나 
상승하였고, 80노트 급강화함 (그림 2-4-1b-15). 

그림 2-4-1b-15 태풍 고니 통과시 10월 29일(위) 및 31일(아래) 표층염분(배경) 및 잔차
변위(적색등치선). 적색 점선은 난수성 에디를 나타냄. 숫자는 시간별 최대 풍속을 
나타냄. 핑크색원은 아보 관측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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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1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급강화 시기에 해양으로부터 열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며, 다시 필리핀 상륙전에 JTWC 예측과 같이 약회되지 않고 급강화한 특성은 역
시 필리핀 앞 해양에서 열을 강력히 공급하는 기작이 있었음을 시사함.- 그림 2-4-1b-15에
서 29일과 31일 태풍궤적에서 170노트 급강화가 나타난 해역에 0.1m 해수위변위(ssha)가 나
타나며, 31일과 29일 비교에서 열 손실로 인한 ssha=0.0m(흰색선)가 나타남. 
- 태풍시기에 인근에서 앞서 아보부이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개의 아보부이가 관측중
이었으며, 10월 30일과 11월 1일 자료를 비교함. 

그림 2-4-1b-16 아보 부이 궤적(좌) 및 수온· 염분 관측 결과. 10월30일과 11월1일 아보위치를 그림 
2-4-1b-15에 핑크색 별표로 나타냈으며, 현 그림에서도 표기함.

- 10월 30일과 11월 11일 중앙부와 동측 부이의 수온은 태풍 전과 후에 여전히 29.5도 이상
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태풍 고니 통과시에도 강력한 잠열 공급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 
- 중앙측 부이의 염분(짙은 청색)은 11월 2일부터 염분이 낮아져 34.3 psu까지 도달함. 이시
기 부이관측 수온은 10월 30일 29.5도에서 태풍후인 11월 1일 29.0℃ 정도 수온으로 낮아지
나 여전히 높은 상태임.

❍ 2020년 급강화 해역에서 태풍 생성 환경
- 2020년은 다른 해에 비해 난수성 에디가 광역해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상층수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됨. 아울러 태풍은 적도 전선 (Equatorial front)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아열대 해역인 필리핀해 조사해역 인근에서 8월, 9월에 태풍 발생환경이 형성되
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급강화 현상의 특별한 사례로서 태풍발생을 검토하였음. 이런 경향은 급강화 예측을 
어렵게 함.
- 그림 2-4-1b-17에 해양의 높은 열용량은 대기로의 열속 강화를 유발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해양열용량 해역에서 보다 활발한 대기로의 열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층 온도
와의 상관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2017년 난수성 소용돌이와 냉수성 소용돌이에서의 
해영열용량 (좌측열 그림) 차이 특성이 열속의 공간특성(중앙 열 그림)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해양의 특성이 대기와 해양 상호작용 요소인 비습차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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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17 이사부호 관측 지난 4년간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요소의 연별 공간특성 변화. 

그림 2-4-1b-18 이사부호 2020 8월 중순 해양열용량, 정규화된 열속 및 비습차이(Qs-Qa) 대기 비습(Qa).

- 해양열용량의 2017, 2018, 2020년의 연별 차이는 2020년에 뚜렷한 증가 특성을 보임(그림 
2-4-1b-18). 또한 2020년 하계 조사해역의 열공급 특성이 8월에도 강화된 것을 나타내며, 바
람정규화된 열속은 2017, 2018, 2020의 9월 (그림 2-4-1b-17 둘째열) 보다 전반적으로 열속
이 크게 나타남을 보임. 8월 30일 OHC (그림2-4-1a-10)는 125-150 KJ/m2 정도로 아주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30단위 정도의 바람 정규화된 잠열속은 1등급 태풍급 환경(33m/s)
에서 900 W/m2에 도달하여 태풍급강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Lin et al., 2008)하며, 그
림 2-4-1b-19에서 8월30일 70노트에서 95노트로 준급강화가 나타남. 급강화뿐만 아니라 8월
28일-8월29일 사이에 열대섭동에서 폭풍수준에서 태풍으로 역시 발달함. 해양만에 의한 
vorticity 형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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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1b-19 8월30일 70노트에서 8월31일 95노트로 준 급강화홤. 기타 그림 2-4-1b-15와 같음.

- 따라서 8월, 9월에 기상조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상층 수온 상승에 의한 해양으
로부터의 열속 증가는 태풍활발생 환경과 태풍급강화를 유발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태풍 돌핀의 생성(그림 2-4-1b-20 상)은 북동측 북태평양고기압 경계에서 와도(vorticity) 
생성, 강화와 높은 해양열용량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해양에서 열속 공급 강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됨. 
- ECMWF 모델이 아닌 GFS 모델의 경우 돌핀 생성과정에 대한 모델예측자료과 수집되었으
나, 인공위성과의 비교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으나, 역시 조사해역에서의 해양 
및 대기환경이 태풍 생성에 양호한 조건임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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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20 태풍돌핀 생성후 9월20일03시(KST)이후 모델(좌)/위성(우). 윗 그림에 JTWC 21시06시
(UTC)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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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급강화 기작이해 보완
- 지난 3차년도 보고서에 연구결과를 요약한 바와 같이, 
- 1) 지난 3년간 조사기간중 1차년도에 저염수가 에디에 포획(2-4-1b-21)되어 있음을 발견하
였으며, 2) 지난 수년 관측을 통해 저염수는 난수성 에디 간헐적으로 서측해역을 통해 유입되
면, 지형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에디의 변형을 가져오면 결국 Ageostrophic motion (저염수 
유입시 지형류 균형에서 기압경도력보다 전향력 성분이 커짐) 유발로 에디중심으로 향하게 
됨. 3) 고온 저염수는 2017년 조사에서는 기존 에디의 열용량을 약 60%를 설명(3차년도 보고
서 그림 2-4-1b-1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자료에서는 저염수가 있는 경우에 약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함. 이 저염수는 고온저염수인 적도해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음. 4) 2019년 태풍 링링은 급강화를 보였으며 강화기간중 남측으로부터
의 저염수가 유입 (그림 2-2–1- 2a-22)되어 저염수가 태풍 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연계성을 제시함. 2019년의 경우 에디 주변부에서의 열용량은 2017년과는 달리 
60-80KJ/cm2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급강화되었음. 5) 링링 시기에 24시간만에 1등급에서 4
등급으로 급강화한 사례에 대한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자료 분석을 통해 저염수 유입에 따른 
부력효과와 에디에 저염수 유입에 따른 상층해류의 최대 유속층이 대략 50m 아래층으로 내
려감을 통해 태풍시 Shear에 의한 혼합을 제한함(그림 2-4-1b-23). 저염수 유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성 해수면 수온(sst) 자료를 통해 표층 cooling이 0.5°C 이내로 매우 약한 
cooling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함 (그림 2-4-1b-24), 북서태평양에서 지난 5년간 
(2015-2019)간 발생한 슈퍼태풍중 22개중 15개 사례 분석을 통해, 약 60%의 슈퍼태풍이 저
염수와 난수성 에디의 복합효과와 상관성 높음을 보임(그림 2-4-1b-25). 기후변화에 따라 강
수량 중가 등에 대한 저염수 증가가 나타나나 어떠한 기작을 통해 이러한 강화가 나타나는지
에 대한 배경이 부족한 환경에서 기반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함. 
- 해양로봇장비 3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2-2-1-2b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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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21 저염수 에디중심 포획 특성. 2017년 B단면 염분(A) 및 수온(B) 연직 구조.

그림 2-4-1b-22 2019년 8월 29-30일(상) 및 9월 7-8일(중) 수온(좌), 염분(우). 아래 그림은 상과 중 의 수온(좌)
과 염분(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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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23 저염수 남북단면(a)Wn에서의 태풍(통과전(9월1일), 통과시(9월4일))의 Richardon 
no (b, e), 유속 기울기제곱 (c, f), 부력frequency (d, g)). 남북 중심지점에서 수온, 염분, 부
력진동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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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24 관측 E단면에서의 1차관측(8월29일-30일), 통과중 (9월04일-5일), 태풍 
통과 후(9월7일-8일)의 역학적고도(ADT)(h)와 태풍 통과시 해표면 수온(i). 위성관측 
9월4일과 1일 해표면 수온차(j), 모델계산 수온차 (k).

그림 2-4-1b-25 2015-2019년 북서태평양 슈퍼태풍 진로(좌) 및 슈퍼태풍 급강화시 진로의 150-250km 각
각 좌우폭 영역에 대한 영역평균 염분 및 영역평균 역학적 고도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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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해양 상층 수온구조 재현/예측 실험 및 검증

가. 연구방법 
¡ 괸측자료 확보 및 분석
Ÿ 아래의 표 와 같이 1∼3차 년도(2017∼2019) 관측 자료를 정리/분석하였음. 
Ÿ 4차 년도(2020)에도 태풍 발생/통과 해역 조사를 통하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음.

조사
연도

기간 
구분

조사기간
조사자료(CTD/XCTD)

CTD XCTD 합계 사용자료
2017 09.14 – 09.26 28 15 43 28 (CTD만)
2018 09.01 – 09.20 64 23 87 73 (조사해역 자료)

2019
1차 08.29 – 09.11 32 25 57

61 (CTD만)
2차 10.07 – 10.15 29 4 33

표 2-4-1b-3-1 관측자료 확보 및 활용 

¡ 자료동화기법 적용 및 수치모형 개선
Ÿ 2차 년도(2018)에는 관측된 CTD/XCTD 등 수온/염분 연직구조 자료를 사용하여 정점 

자료동화(point)를 시도하였으며, 3차 년도(2019)에는 조사범위 상층 전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도록(area) 자료동화 기법을 개선하여 적용함. 

Ÿ 4차 년도에는 자료동화로 인한 조사해역 유속장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자
료 관측기간 별로 자료동화를 따로 적용하는 개별자료동화 방법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 수치모형 특성 및 모형수립
Ÿ 사용된 수치모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3차원 지역해 모형(ESCORT)으로, 

동일한 해역에 2차 년도, 3차 년도에 수립하여 사용한 모형과 같음. 다만, 대기 조건은 
ECMWF의 ERA-Interim 자료 대신 이를 대체하여 제공되는 ERA-5 자료를 활용하였음. 

Ÿ 초기조건: NEMO 재분석 자료(daily, 1/12°간격)의 해수면과 수온, 염분을 부과하였으며 
유속의 경우에는 Cold start조건을 사용함.

Ÿ 외해경계조건: NEMO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며, 해수면, 유속을 이용하여 Flather 경계
조건을 적용함. 조석은 사용하지 않음. 

Ÿ 대기경계조건: 기상 자료로는 ECMWF의 ERA5를 사용함. 
Ÿ 하천경계조건: 29개 하천(중국 6개, 한국 7개, 일본 15개, 베트남 1개)의 월평균 유량자

료를 부과하고, 장강의 경우는 새로 확보한 일별 방류량 자료를 사용함.
Ÿ 초기 고정된 수온/염분장을 주고 1∼3일 동안의 예비 가동을 거친 후 수온/염분 계산과 

함께 자료동화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의 가동으로 상층구조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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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석자료 동화
Ÿ NEMO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수온과 해면, 해면구배에 대하여 이완기법 (Relax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자료동화 함 (식2-4-1b-3-1) 
Ÿ SST 자료동화 - 수치모델로 계산한 해수면 수온에 대하여 NEMO 재분석 자료를 이용

하여 이완방법(relaxation method)으로 보정함.
Ÿ SSH 자료동화 – NEMO 재분석 자료 SSH 경사 자료를 사용하여 2/3차원 방정식에서 

해면경사를 이완방법으로 보정함.


′                   (식2-4-1b-3-1)
   : NEMO field, 
 : computed field, 

 
′ : updated field, 

  

¡ 관측자료 활용
Ÿ 그림과 같이 각 관측 자료의 모델 격자 위치 별로 가중치 장을 작성하고 (식2-4-2-1a-2) 

각 관측 자료의 관측 시기별로 타임윈도를 적용하는 개별자료 자료동화 방법 (IPR: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을 개발하였음.

Ÿ 공간 윈도와 시간 윈도에는 코사인함수를 사용하였음. 공간 윈도는 모델 가동 전에 미리 
관측 위치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주고 연직으로는 깊이에 따라 감소하도록 팽이 모양의 가
중치 장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며 시간 윈도는 모델 가동 중 관측 자료 시점을 전후로 대칭
적으로 적용하였음 (그림 2-4-1b-3-1).

Ÿ 방법은 다음과 같음.

′mod      mod  mod, (식2-4-1b-3-2)

      ,

mod    ,

여기서, ′mod : 개선된 모델장(updated model field)

mod : 계산된 모델장(computed model field)

 : 개별 관측 자료장(observed data field)

 : 개별 관측 자료에 대한 가중치장(weight field)

mod : 계산된 모델장에 대한 가중치장.

 : 개별 관측 자료에 대한 공간 가중치장(weight field)

 : 개별 관측 자료에 대한 시간 윈도(time window)

 : 이완가중치 (relaxation weight; = )

 : 이완시간 (relax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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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1 개별자료 자료둉화(IPR) 개념과 코사인함수를 이용한 시간윈도.

¡ 모델실험
Ÿ 2017∼2019년의 관측기간별로 모델실험을 실시하였음 (표 2-4-1b-3-2). 각 년도별 실

험에서 최초 관측 시점에 앞서 약 10일 정도의 예비 가동을 거쳐서 모델 결과를 산출하
였음.

Ÿ NEMO 재분석 자료(SST, SSH)를 이용하여 표층 수온과 해수면 경사에 대한 자료동화
를 실시하였음. 표층수온의 경우 이완시간을 1시간으로 짧게 주었으며, 해수면경사에서
는 모델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완시간을 1일로 길게 주었음.

Ÿ 관측자료 동화에서는 공간 윈도의 범위를 0.5도, 시간 윈도의 범위(half-window)를 3일
로 주었음.

Ÿ  각 조사년도 별로 IPR방법 미적용과 적용의 경우를 실험하였음. 각 년도별로 1개 정점
을 선정하여 조사자료, NEMO 자료, 모델결과를 비교하였음.

조사년도 실험안 비교정점 조사시점 비고원상태 IPR적용
2017 A0 A1 T22 09/20
2018 B0 B1 TX11 09/10
2019 C0 C1 TE05 10/09

표 2-4-1b-2 모델 실험 

나. 연구결과

¡ 표층수온 분포 비교
Ÿ 모델결과 (A0: IPR 미적용, A1: IPR 적용), NEMO 재분석 자료, 관측자료(CTD/XCTD) 

분포를 비교하여 수온과 염분별로 도시하였음. 모델 결과와 NEMO 재분석 자료는 2017
년의 경우 09/20, 2018년은 09/10, 2019년은 10/09 일자의 분포를 도시하였으며, 관측 
자료의 경우 관측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관측 자료를 하나의 분포도로 도시하였음 (그림 
2-4-1b-3-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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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부분의 모델결과에서 IPR적용(A1)과 미적용(A0)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각 관측 자료를 관측정점 위치에서 관측 시기에만 동화하는 방법상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나 자료동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윈도, 시간윈도의 확장과 같
은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Ÿ 모델결과/NEMO자료와 관측 자료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하나의 분포로도 작성하였기 때문에 관측자료 분포도가 실제의 분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Ÿ 모델결과와 NEMO 자료 비교에서는 2019년 염분 분포를 제외하면 수온과 염분 모두 대
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임.

그림 2-4-1b-3-2 2017년 수온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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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3 2017년 염분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그림 2-4-1b-3-4 2018년 수온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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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5 2018년 염분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그림 2-4-1b-3-6 2019년 수온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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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7 2019년 염분 모델결과(좌상:A1, 좌하:A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 연직구조 비교
Ÿ 선정된 정점에서(2017년: T22, 2018년: TX11, 2019년: TE05) 각 년도 별로 IPR을 적

용한 모델결과(A1, B1, C1)와 관측 결과, NEMO 재분석 자료의 연직 수온/염분 분포를 
비교하여 그림 2-4-1b-3-8 ∼ 10에 도시하였음.

Ÿ 수온분포에서 2017년을 제외하고 모델결과는 재분석자료보다 관측 자료와 더 양호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Ÿ 2018년의 경우는 수온과 염분 모두 모델결과가 관측자료를 양호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보임. 2019년의 경우에 수온의 경우 양호한 재현결과를 보이나 염분에서는 차이가 나타
남.

Ÿ 염분의 경우 주로 표층에서 불일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염분의 경우 재분석자료 동화를 
제외했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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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요약
Ÿ 해양상층구조 산출을 위한 수치모형 실험에서 새로 개발한 IPR(Individual Profile 

Relaxation) 방법을 적용한 관측자료 동화를 실시하여 모델 결과를 NEMO 재분석자료 
분포도, 관측자료 분포도와 비교/검증하였음.

Ÿ IPR 방법에서는 유속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간 윈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였
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향후 시공간 윈도 확대 
적용 등 모수화 개선을 통하여 방법을 개량해 나갈 계획임.

Ÿ 상층보다는 오히려 중층에서 재현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분석 자료(NEMO) 
동화시 또는 IPR 방법 적용시 표층의 모수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Ÿ 모델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측 결과를 재현하고 있음. 
Ÿ 현 실험에서는 하천 방류수 염분 재현을 위해 염분은 재분석 자료 동화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간필터를 통하여 하천 유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염분을 재분석 자료 동화에 포
함한다면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2-4-1b-3-8 2017년 수온 모델결과(빨강), CTD(파랑), NEMO(초록) 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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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3-9 2018년 수온 모델결과(빨강), CTD(파랑), NEMO(초록) 프로파일 비교.

그림 2-4-1b-3-10 2019년 수온 모델결과(빨강), CTD(파랑), NEMO(초록) 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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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조건 및 경로에 따른 앙상블 예측 방법(CHIPS95)
- 2020년도 급강화 태풍으로 마이삭(Maysak), 하이션(Haishen), 고니(Goni)를 선택하여 3개 
태풍의 강도변화에 대해서 단순 해양-태풍 결합모형을 이용한 강도변화 실험
- 초기 조건으로 해양혼합층 깊이 변화와 중하층대기 습도 변화 그리고 태풍 경로상 이동속
도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함
- 전반적으로 해양혼합층과 이동속도는 태풍강도와 급강화 정도에 영향을 주나 급강화시기에
는 영향이 별로 없으며, 중하층대기습도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급강화 시기가 빨라지고 강도
도 높아짐

가. 마이삭 (Maysak)
- 기준실험조건: 해양혼합층깊이 47m, 중하층대기습도 71%, 태풍이동속도 7m/s
- 해양혼합층 깊이에 대한 강도 변화 민감도 : 혼합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대 발달강도는 증
가하고 급강화율도 높아지긴 하나 그 차이는 비교적 작음

그림 2-4-1b-4-1 2020 태풍 마이삭의 초기 해양혼합층 깊이에 따
른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해양혼합층깊이 47m)

- 중하층대기 습도에 대한 민감도: 중하층 대기습도가 높을수록 급강화율이 높고 급강화 시점
도 빨라지나 60% 이상인 경우 최대 발달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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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4-2 대기중하층 습도 변화에 따른 2020 태풍 마이
삭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대기중하층습도 71%)

- 태풍 경로상 이동속도에 대한 민감도: 태풍의 이동속도가 2 m/s 인 경우는 해양과의 상호
작용이 커서 태풍의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으나 4 m/s 이상에서는 비슷한 발달정도를 보이
며, 발달기에 있어서는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더 크게 발달함 

그림 2-4-1b-4-2 2020 태풍 마이삭의 경로상 이동속도에 따른 강
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이동 속도 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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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이션 (Haishen)
- 기준실험조건: 해양혼합층깊이 67m, 중하층대기습도 71%, 태풍이동속도 7m/s
- 해양혼합층깊이 변화에 대한 민감도: 마이삭과 마찬가지로 혼합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대 
발달강도는 증가하고 급강화율도 높아지긴 하나 그 차이는 비교적 작음

  

그림 2-4-1b-4-3 2020 태풍 하이션의 초기 해양혼합층 깊이에 따
른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해양혼합층깊이 67 m)

  

- 중하층대기습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 중하층 대기습도가 높을수록 급강화율이 높고 급강화 
시점도 빨라지나 70% 이상인 경우 최대 발달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

그림 2-4-1b-4-4 대기중하층 습도 변화에 따른 2020 태풍 하이션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대기중하층습도 71%)

- 태풍 경로상 이동속도에 대한 민감도: 태풍의 이동속도가 2 m/s 보다 작은 경우는 해양과
의 상호작용이 커서 태풍의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으나 4 m/s 이상에서는 비슷한 발달정도
를 보이며, 발달기에 있어서는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더 크게 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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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4-5 2020 태풍 하이션의 경로상 이동속도에 따른 강
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이동속도 7 m/s)

다. 고니 (Goni)
- 기준실험조건: 해양혼합층깊이 107m, 중하층대기습도 69%, 태풍이동속도 5m/s
- 해양혼합층깊이 변화에 대한 민감도: 마이삭과 하이선보다는 민감도가 매우 작으나 혼합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대 발달강도는 증가하고 급강화율도 높아짐
  

그림 2-4-1b-4-6 2020 태풍 고니의 초기 해양혼합층 깊이에 따른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해양혼합층깊이 107 m

- 중하층대기습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 중하층 대기습도가 높을수록 급강화율이 높고 급강화 
시점도 빨라지나 75% 이상인 경우 최대 발달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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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4-7 대기중하층 습도 변화에 따른 2020 태풍 고니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대기중하층습도 69%)

- 태풍 경로상 이동속도에 대한 민감도: 태풍의 이동속도가 2 m/s 보다 작은 경우는 해양과
의 상호작용이 커서 태풍의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으나 4 m/s 이상에서는 비슷한 발달정도
를 보이며, 급강화 시점과 발달기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림 2-4-1b-4-8 2020 태풍 고니의 경로상 이동속도에 따른 강도 
변화 민감도 (기준실험(실선) 이동속도 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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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 급강화기작 분석를 위한 태풍 분류 
- 본 연구는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온난역에서 대류의 변화에 따른 태풍 급강화 기

작을 규명함. 4차년도에는 몇몇의 사례가 아닌 북서태평양 태풍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Hamawari-8 위성자료가 이용 가능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들을 
강화 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개의 분류(급강화/느린 강화/중립 태풍)로 구분하여, 태풍 
강화 혹은 약화 전의 대류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i) 급강화 태풍 [Rapid Intensifying; RI]: 1일내 태풍강도 변화가 30 knots 이상으로 빠르게 강화
되는 태풍 (총 27개 태풍) 

ii) 느린강화 태풍 [Slow intensifying: SI]: 1일내 태풍강도 변화가 10 knots 이상 30 knots 미만
으로 상대적으로 느리게 강화되는 태풍 (총 53개 태풍)  

iii) 중립 태풍 [Neutral Intensity: NI]: 1일내 태풍강도 변화가 –10 knots 이상 10 knots 미만으
로 상대적으로 거의 강도 변화가 없는 태풍 (총 10개 태풍)  

그림 2-4-1b-5-1. (a)급강화 태풍(RI), (b)느린 강화 태풍(SI), (c)중립 태풍(NI) 태풍들의 강도변화 일 –5
일에서 +4일까지 JTWC Best track 기반 강도 변화 

❍ 위성영상 정량화 기법 개발 
- 본 연구에서 위성영상에서 대류의 강도, 면적, 조직화 정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자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됨. 당해연도에는 대류의 조직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LPI, EMS, DAV등의 위성영상 인자를 추가적으로 정의하였음. 

- Largest Patch Index(LPI)는 태풍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한 대류 영역(BT < 230K)의 패치 
중 가장 큰 패치의 면적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강한 대류가 가장 크게 발달하는 셀은 태풍
의 셀을 의미함. LPI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그 면적이 크다
는 의미임. 

- Effective Mesh Size(EMS)는 강한 대류들의 패치들이 모여 있는 정도를 정량화한 인자임. 
이는 강한 대류의 영역이 병합하는 과정을 나타냄. EMS는 태풍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한 
대류 영역의 면적 뿐 아니라, 대류셀들의 공간적인 밀집도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LPI
와 다른 특성을 보임. 강한 대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분산된 경
우, EMS는 작음. 이 경우 태풍의 급강화 발달이 어려울 수 있음. EMS가 최대값인 전체면
적에 가까울수록 강한 대류가 많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대류영역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
까워 태풍이 강화되기 유리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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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전체 영역 면적   번 째 대류 셀의 면적

   


  






   전체 영역 면적   번 째 대류 셀의 면적  

- Deviation Angle Variance(DAV)은 태풍의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지를 정량화한 인자로 
Ritchie et al.(2014)의해 제안된 잘 알려진 인자임. DAV 값을 계산하기 위해 위성 영상
에서 각 지점에서의 밝기 온도의 기울기를 계산한 뒤 태풍 중심 방향과 이 기울기 사이의 
각도를 제곱 합하는 과정을 반복함. 잘 조직화 되지 않은 태풍일수록 DAV 값이 커지고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태풍은 DAV 값이 작아지는 특성을 보임 

위성 인자 물리적 의미 계산 방법

1 Ave_BT 전반적인 대류의 강도
분석 영역 내의 적외채널 밝기온도(BT)의 

평균값

2 Min_BT
태풍 중심에서의 가장 

강한 대류의 강도
분석 영역 내의 적외채널 BT의 최소값

3 Max_BT
태풍 중심에서의 가장 

약한 대류의 강도
분석 영역 내의 적외채널 BT14의 최대값

4 TA_BT 강한 대류의 면적 분석 영역 내의 BT < 230 K 인 면적

5 LPI
강한 대류 영역의 패치 
중 가장 크게 조직화 된 

대류의 면적

분석 영역 내 BT < 230 K 영역 중 가장 
패치의 면적

6 EMS
강한 대류의 면적 및 
밀도(모여있는 정도)

분석 영역 내의 BT < 230 K 영역내에서 
조직화된 대류의 면적 제곱 합 

7 DAV
태풍 중심 기준 대류의 

대칭도
태풍의 중심기준으로 분석 영역 내 두 

지점의 BT의 변화도 제곱 합 

표 2-4-1b-5-1. 정지궤도 위성영상에서 태풍의 급강화에 중요한 대류의 강도, 면적, 공간 분포 
등을 정량화하기 위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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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5-2. Himwari-8 적외채널 영상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
류 조직화 인자(TA, LPI, EMS) 정량화의 예시 

❍ 급강화/느린강화/중립 강화 태풍의 대류 변화 
- 급강화 태풍과 느린 강화 태풍 사이에 전반적인 대류의 강도(Ave_BT)는 급강화 전후로 비

슷함. 이들 강화 태풍들은 강화 속도 상관없이 대류 면적이 전반적으로 중립 태풍보다 넓
은 특성을 보임. 그러나, 급강화 태풍의 경우 강화 전날 (-1 day) 계속해서 영역 내 가장 
깊게 발달한 대류셀이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음. 그러나, 느린 강화 태풍은 가장 깊게 
발달한 대류셀의 강도가 오히려 약해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음. 영역내의 가장 약한 대류 
영역의 강도도 급강화 태풍이 더 강하나, 느린 강화 태풍도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특성을 
보임. 강한 대류 영역은 급강화 태풍가 경우 좀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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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b-5-3 급강화 태풍(RI; 적색), 느린강화 태풍(SI; 청색), 중립(NI; 흑
색) 태풍 분류별, 강화 전날부터 급강화 당일까지 (a)전반적인 대류 강도
(ave_BT), (b)가장 강한 대류셀의 강도(Min_BT), (c)가장 약한 영역의 대
류 강도(Max_BT), (d)대류 면적(TA_BT)의 변화 

 

그림 2-4-1b-5-4 급강화 태풍(RI; 적색), 느린강화 태풍(SI; 청색), 중립(NI; 흑색) 태
풍 분류별, 강화 전날부터 급강화가 일어나는 당일까지 대류의 조직 관련 위성 
인자의 변화: (a) LPI, (b) EMS, (c) D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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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1) 고해상도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분석
- 태풍활동의 역학이나 태풍활동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후모형의 이용이 필수
적임. 그러나 저해상도 기후모형에서는 태풍을 분해(resolve)하지 못하므로, 태풍연구를 위해
서는 반드시 고해상도 기후모형이 이용되어야 함. 태풍활동의 중장기적 변동 및 장기 변동의 
이해를 위하여 고해상도 기후모형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많은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활
동의 편이(bias)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었음. 최근 개발된 기후모형은 태풍활동에 대한 모의성
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한 태풍활동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할 것임(그림 2-4-1c-1).
- 많은 접합 기후모형은 상대적인 저해상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해상도의 기후모형
에서 태풍이나 태풍 유사 소용돌이(TC-like vortices)를 직접 모의할 수는 없지만, 태풍잠재
생성지수과 같은 대규모 태풍 매개변수를 이용하면, 태풍활동과 기후변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음. 

그림 2-4-1c-1 고해상도(0.5도) 기후모형에서 모의된 태풍 경로, 태풍진행빈도, 그리고 생성빈도.

- 기후모형에서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1도 이내의 수평격자가 필요함. 
기후모형의 장기 적분 실험자료를 획득하여 태풍활동의 역학이나 태풍활동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후모형의 이용이 필수적임. 즉, 저해상도 기후모형에서는 태풍을 분
해하지 못하므로, 태풍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상도 기후모형이 이용되어야 함. 수평
해상도 1도 이내의 기후모형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2도 이내의 기후모형 자료를 
획득하여, 태풍빈도를 태풍잠재지수로 추정할 수 있음. 태풍잠재지수는 태풍발생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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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된 인자들의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음.
- 접합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CMIP6에 참여하는 CESM2 기후
모형을 이용함. CESM2 기후모형은 수평해상도 약 1도의 접합모형으로서 태풍모의성능이 우
수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기후에서의 태풍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Historical 시나리
오(최근 30년, 1980년-2009년)를 분석함. 고해상도 기후모형 적분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기준에 의하여 개개 태풍을 추출할 수 있음.

 - 폐쇄원을 가진 저고도 소용돌이도에 대하여,

  * 850 hPa의 소용돌이가 특정한 기준값을 넘어야 함.
  * 850 hPa의 소용돌이에서 250 hPa의 소용돌이를 뺀 값이 특정한 값을 넘어야 함.
  * 소용돌이가 최소 특정한 날 이상 유지되어야 함.

  이 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태풍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세 개의 매개변수를 결정해야 함. 
세 개의 매개변수는 북반구 태풍의 개수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음.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
된 태풍의 개수 및 진로 등이 분석될 수 있음.

- 접합기후모형인 CESM2 모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풍을 추출하고 그 기후값을 분석한 
결과 태풍활동경로의 기후값은 잘 일치함(그림 2-4-1c-2).

그림 2-4-1c-2 CESM2 기후모형의 Historical 모의에서의 태풍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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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c-3 JASON 계절에서 관측과 CESM2 모형에서 모의된 해수면온도 편차의 분산.

- 북서태평양은 전지구에서 태풍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난해수역임. 특히, 태풍이 급강화하는 
지역인 120E-140E, 20N-30N 지역(이후 급강화지역)의 해수면온도 편차의 변동은 주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가지며, 태풍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그림 
2-4-1c-4). 관측과 모형은 다소 차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급강화지역에서 큰 변동성을 가
짐. 일반적으로 이 지역 해수면온도 편차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OF 분석을 수행함(그림 
2-4-1c-5).

그림 2-4-1c-4 CESM2 JASON 계절의 해수면온도 편차에 대한 EOF 주요 모드의 고유
벡터와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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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c-5 CESM2 JASON 계절의 SSTI가 1 표준편차 이상의 양수인 경우(a)와 –1 표준편차 
이하의 음수인 경우(b), 그리고 기후값에 대한 태풍 경로 빈도(passage frequency).

- CESM2에서 모의되는 북서태평양 해수면온도 편차의 EOF1은 basin-wide 모드로서 ENSO 
변동과 높은 상관성음 가짐. 반면에 EOF2는 남북모드로서 북서태평양 지역 아열대 고기압의 
대기-해양 접합 모드와 관련이 있음. 이 두 EOF 모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로딩
(loadings)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급강화지역(120E-140E, 20N-30N)임. 따라서 이 지역 SST 
평균을 SST index(SSTI)로 정의하고 이 지수를 바탕으로 태풍활동을 분석함. 이 지수는 강한 
경년변동성을 가지며, 이 지수가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를 합성하여 태풍경로빈도를 구한 결
과 북서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태풍 활동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그림 2-4-1c-5). 반면에 
SSTI가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를 합성한 경우 태풍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 경우에도 급강화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비하여 태풍활동이 증가
함(그림 2-4-1c-5).
-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은 관측자료에 비하여 편이(bias)가 크므로 태풍활동에 대한 분
석을 위하여 태풍활동지수가 같이 활용됨. 태풍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는 태풍이 도달
할 수 있는 최대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경계층에서의 엔트로피에 비한 해수면의 엔트로피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며, 해양 표층을 열원, 그리고 대류권계면 상층 기온을 열 sink라고 했
을 때, 열기관이 가용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환산한 것임. 이 값을 통하여 태풍이 얼마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CESM2에서 모의되는 잠재강도와 SSTI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급강화지역에서 아주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함(그림 2-4-1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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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c-6 SSTI와 잠재강도의 상관계수 지도.

- 태풍잠재강도는 태풍강도와 관련된 열역학적인 지수이므로, 태풍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태풍잠재생성지수와 같은 태풍발생빈도와 관련된 태풍매개변
수가 필요함. 여기서는 수정된 태풍잠재생성지수(GPI; Genesis Potential Index)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됨(Murakami and Wang, 2010). 이 지수는 상승류 즉, omega 항이 추가된 식임. 
- 태풍잠재생성지수의 각 항의 변수는 각각 850hPa에서의 절대소용돌이도, 700hPa에서의 상
대습도, 잠재강도(potential intensity), 연직 바람쉬어, 그리고 500hPa에서의 기압속도
(pressure velocity)임. 
- 태풍잠재생성지수(GPI)를 이용하여 SSTI와 관련성을 분석함(그림 2-4-1c-7). 급강화지역 
해수면온도 편차에 대하여 태풍활동은 남북으로 진동하는 특성을 가짐.

그림 2-4-1c-7 SSTI와 태풍잠재생성지수의 상관계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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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강도 분석 위한 아열대 해역 수온 경년변동 모의
가. 경년변동강제력 기반 전구해양순환모델의 30년 규모 적분
- (그림 2-4-1c-8) 3차년도에 수행된 기후평균순환을 위한 100년 적분과 ECMWF 경년변동 
대기강제력(ERA40) 기반의 1958년-1972년 기간 적분에 이어 4차년도에는 1973년-2005년 
기간 적분 실험을 수행하였음.
- 전구평균 해수면의 시간변화는 남북 양반구의 해수면 계절변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전구 
해수면 상승 경향과 경년 변동 형태를 함께 나타냄.

그림 2-4-1c-8 1958-2005년 기간 동안의 모델 전구평균해수면 변화.

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 특성 및 중규모 에디 연변동 특성 모의 분석
- 1973년-2005년 기간 동안 33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표면수온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그림 생략). 4월에 필리핀 동방에서 28.5도의 따뜻한 해수가 125-145E까지 
분포함. 6월에는 29.5도 이상의 고온역이 필리핀 섬을 둘러싸는 형태로 태평양측과 남중국해
측에 모두 분포하며 29도 이상의 해수는 18-22N 위도대에서 150E까지 폭넓게 분포함. 8월에 
29.5도 이상의 이 고수온역은 필리핀 동북방에서 대만 동방에 이르는 해역에로 국한되며 10
월에는 아열대해역의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가며 29도 등온선은 18-20N 근처로 남하함.
- 같은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표면염분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
(그림 생략). 염분 34.8 이상의 매우 높은 염분 분포가 2월과 4월에 18-32N 위도대에서 
140E 동방의 아열대해역에 나타남. 하계로 가면서 아열대 중앙부의 염분은 조금 더 낮아지지
만 이 고염분수에서 기원하는 34.2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염인 해수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
동하여 필리핀과 대만 동방의 쿠로시오 해역에 영향을 미침.
- 같은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고도 분포를 격월별로 나타냄(그림 
생략). 본 모델은 비부씨네스크 역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해수면 변위는 steric component(밀
도 변화에 기인하는 체적변화성 해수면 변화 성분)와 non-steric component(역학적 변동에 
의한 해수면 변화 성분)의 합으로 주어짐. 본 연구 해역의 해수면 분포는 공간적으로 최대 
1m에 달하는 변위를 나타내며, 필리핀 동방의 16-22N, 128-135E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평탄한 해면고도 분포가 나타나고 그 동측과 서측에 중⦁소규모의 해수면 변위가 에디 형태
로 다수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평탄한 해면고도 분포 지역은 대체로 필리핀 분지 지
역과도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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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현열속과 잠열속의 합을 격월별로 나타
냄(그림 생략). 현열속과 잠열속의 합은 동계(12월~2월)에 동중국해와 쿠로시오해역에서 가장 
많은 열이 대기로 방출됨을 보임. 필리핀 분지에서는 4월에 100 W/㎡ 이하로 감소하여 연중 
가장 낮아지며, 8-9월에는 140~160 W/㎡ 정도의 열속이 18N-24N 위도대에 분포함. 
- (그림 2-4-1c-9) 모의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순압유선함수의 분포
를 격월별로 나타냄. 아열대 환류계 중심부는 최대 45 Sv의 유선함수 형태를 보인다. 2월에 
동중국해 대륙사면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수송량은 약 1 Sv(Sv=10**6 ㎥/s) 정도로서 일
반적으로 관측으로 알려진 값(평균 2.65 Sv)보다 작음. 4월에는 중국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동해로 유입되는 수송량이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를 보임. 대만 동남방에
서 쿠로시오 수송량은 2월에 30 Sv, 4월에 25 Sv 정도를 보임. 6월과 8월에는 20 Sv의 영
역이 4월보다 더 줄어들며 10월에는 15 Sv 정도까지 감소된 형태를 보임. 그에 반해 대한해
협을 통과하는 수송량은 10월에 가장 많이 증가하여 1.5 Sv 정도에 이름. 대만 동남방의 쿠
로시오 수송량은 10월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12월에는 25 Sv에 달함.

다. 30년 규모 경년변동 대기강제력 기반 아열대해역 경년변동 모의 분석
⦁ 아열대해역 중규모 에디의 공간 분포
- 중규모 에디의 공간적 분포와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에서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 에디가 잘 발달한 1998년 8월과 2005년 8월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를 그림에 나
타냄(그림 생략). 각 년도 8월의 아노말리는 각 년도 8월의 평균해면고도에서 1973-2005년 
전체 33년 기간의 8월 평균해면고도를 빼줌으로써 구함. 1998년 8월에 중규모 에디는 각각 
19N, 127E 부근에 중심을 둔 에디와 23N, 128E 부근에 중심을 둔 에디들로 이루어졌고 그 
공간적 규모는 동서 방향으로 각각 대략 500km와 300km 정도를 보인다. 2005년 8월의 중
규모 에디는 각각 18N, 130E와 23N, 128E에 중심 위치를 가지며 역시 동서로 500km와 
300km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그밖에 140-145E 부근에도 에디들이 존재함. 거의 매년 
루손 해협내 필리핀 북부 연안에서 강한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발달하는 것이 주목됨.

⦁ 아열대해역 중규모 에디의 경년 변동
- (그림 2-4-1c-10, 그림 2-4-1c-11) 1973년-2005년 기간 동안 각 8월의 해면고도 아노말
리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냄.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에디의 존재를 나타내는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들이 패치 형태로 잘 발달한 해가 있는 반면, 해에 따라서는 오히려 음의 
아노말리가 발달한 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해면고도의 양의 아노말리와 음의 아노말리
는 각각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디의 존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례로 1998, 2000, 
2005년의 8월은 비교적 난수성 에디의 존재가 뚜렷하고, 1981, 1984, 1986년과 같은 해에는 
냉수성 에디가 더 발달한 것으로 보여짐.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냉⦁난수성 에디
의 발달과 경년 변동성을 보기 위하여 19N 위도선상에서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1958-2005년 
하계(7, 8, 9월)의 변화들을 119E부터 155E까지 나타냄(그림 3-2-1-3a-4). 해면고도 아노말
리의 시공간적 분포로부터 매년 하계 7-9월 기간 동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에 따른 변동도 
작지 않음을 볼 수 있음. 특히 98년경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우세하
게 나타나는 특징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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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c-9 1973년-2005년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순압유선함수 분포 
(상단 왼쪽부터 2, 4, 6월, 하단 왼쪽부터 8, 10, 12월, 단위 Sv; 10**6 ㎥/s).

⦁ 아열대해역 수온 경년 변동과 중규모 에디와의 관계
- (그림 2-4-1c-12) 필리핀 동방-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1973년-2005년 하계 동안 상대적으
로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해와 음의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해를 택하여 해당 년
도의 하계(7, 8, 9월) 해면수온을 전체 기간(1973-2005)의 하계 평균 해면수온장과 비교함. 
2001년 하계는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뚜렷한 해로서 필리핀 동방-대만 남동방 해역의 수
온이 1973-2005년 하계 평균수온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약 0.5℃ 정도 더 높게 나타남. 7월
에 30℃ 등온선이 대만과 필리핀 동방의 155E 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차지하며, 8월에는 
그 영역이 137E 서쪽으로 줄어듦. 9월에는 여전히 30℃ 이상의 고온의 해수가 필리핀 동부 
해역에 존재하나 그 영역은 7, 8월보다 많이 축소됨. 1986년 하계는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가 우세한데, 7월에 필리핀-대만 동측의 아열대 해역에서 29.5℃ 이상의 해수가 패치 모양으
로 분리되어 나타나며, 8-9월에는 그 크기가 현저히 줄어듬. 1973-2005년 하계 평균수온과 
비교해 볼 때 1986년 하계에 아열대 해역의 수온은 전체적으로 0.5-1.0℃ 정도 더 낮은 분포
를 보인 차가운 해에 해당됨.
- (그림 2-4-1c-13) 표층의 고온수 패치와 연관된 수온의 수직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N에 나란한 단면상에서 1973-2005년 기간 동안의 7, 8, 9월 평균수온과 1986년 7, 8, 9월 
및 2001년 7, 8, 9월의 각 평균수온의 수직분포를 비교함. 1986년 하계의 표층 수온분포는 
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평년에 비해 그 층의 두께가 얕고 중층 이심에 존재하는 냉수가 좀 더 
표층 가까이 발달한 모습을 보임. 그에 비해 2001년 하계는 표층 부근의 고온수가 
1973-2005년 기간의 평균적인 수온 분포보다 수 십 미터 정도 더 깊게 나타남. 또한 2001년 
7-9월에 19N 단면상 약 126-127E와 128-130E 및 134-137E 근방에 난수 에디가 존재하여 
표층의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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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그림 2-4-1c-10 1973년-2005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8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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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4-1c-10(계속) 1973년-2005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8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리

⦁ 아열대해역 현열속 및 잠열속의 경년 변동과 중규모 에디와의 관계
- (그림 2-4-1c-14) 하계에 상대적으로 양의 해수면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2001년과 음의 아
노말리가 발달했던 1986년의 하계 현열속+잠열속을 1973-2005년 전체 기간의 하계 평균 현
열속+잠열속과 비교함. 필리핀 동방과 대만 남동방의 고수온 역에서 7월에는 2001년이 평년
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1986년은 평년보다 낮았음. 8월에는 1986년이 평년과 2001년보다 
20-50 W/㎡ 더 높았음. 9월에는 다시 2001년이 평년보다 높았고 1986년 9월보다는 약 
20-30 W/㎡ 더 큰 값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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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c-11 19N선 1958년-2005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하계(7-9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
리변화

1973-2005 Mean Jul. 1973-2005 Mean Aug 1973-2005 Mean Sep

1986 Jul 1986 Aug 1986 Sep

2001 Jul 2001 Aug 2001 Sep

그림 2-4-1c-12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73년-2005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해면수온(상단)
과 1986년(중단) 및 2001년(하단)의 하계(7, 8, 9월) 평균해면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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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005 Mean Jul 1973-2005 Mean Aug 1973-2005 Sep

1986 Jul 1986 Aug 1986 Sep

2001 Jul 2001 Aug 2001 Sep

그림 2-4-1c-13 19N에 나란한 단면의 1973년-2005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수온
(상단)과 1986년(중단) 및 2001년(하단)의 하계(7, 8, 9월) 평균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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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005 Mean Jul 1973-2005 Mean Aug 1973-2005 Mean Sep

1986 Jul 1986 Aug 1986 Sep

2001 Jul 2001 Aug 2001 Sep
그림 2-4-1c-14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1973-2005년 기간 하계(7-9월) 평균현열속+잠

열속(상단)과 1986년(중단) 및 2001년(하단)의 하계(7-9월) 평균현열속+잠열속.

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 특성 단기 미래 예측
⦁ SSP5-8.5 시나리오에 근거한 지구시스템모델 기후강제력 입력자료 작성
- 지구시스템모델 EC-Earth의 Historical Run의 대기강제력 자료를 받음(1850-2014년 기
간). EC-Earth의 SSP5-8.5 Scenario Run의 대기강제력 자료를 받음(2015-2100년 기간). 
이 두 Dataset의 대기강제력을 0.2도 전구순환모델의 기후강제력 입력자료로 전환 및 보간 
작성함. 
⦁ SSP5-8.5 시나리오 기후변화실험의 Historical Run 기간의 기후강제력에 기반한 과거 기
후 모의
- ECMWF 대기강제력 기반의 1958-2004년 기후실험에 이어서 2005년부터 EC-Earth의 기
후강제력을 적용하여 기후실험을 적분 수행함. 이 실험은 2015년 기간까지는 과거 기후 실험,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미래 기후변화 실험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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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2-4-2a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

1) 대기연직구조 관측자료

❍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활발한 해역에서 해양-대기 프로파일 집중 관측
- 북위 15도 동경 134도 30분 해역에 시범 설치한 대기관측부이를 회수 및 재계류 조사 및 
기상관측부이 설치 지점에서 해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류계를 추가하여 계류함 (1차 관측 
기간(겨울철): 2019년 12월 – 2020년 2월, 2차 관측 기간(여름철): 2020년 6월 – 12월)
- 센서 이상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센서를 교체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2세트로 구성함 
- 관측영역(그림 2-4-2a-1-1)의 남북라인을 따라 6시간 간격으로 00Z, 06Z, 12Z, 18Z에서 
라디오존데 관측을 실시하였음. 라디오존데를 통해 높이에 따라 대기의 기온, 상대습도, 기압, 
관측 위치, 바람 등을 관측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상당온위, CAPE, 잠재강도, 환
기지수 등 다양한 열역한 변수를 산출할 수 있음
- 정점 M(135E, 15N)에서 24시간 집중관측을 진행하였음. 집중관측은 3시간마다 진행하였고, 
00Z, 03Z, 06Z, 09Z, 12Z, 15Z, 18Z에서 라디오존데 관측을 실시하였음 이 집중관측을 통해 
대기 프로파일의 일변화를 볼 수 있으며, 시간변화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플럭스를 산출할 수
도 있음
- 그림 2-4-2a-1-1과 같은 위치에서 총 43개의 라디오존데 프로파일을 획득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총 293개의 라디오존데 연직프로파일을 획득하였으
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그림 2-4-2a-1-1 관측 항로 및 라디오존데 비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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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a-1-2 2020년 라디오존데 관측에서 나타난 기온과 상대습도 프로파일

- 그림 2-4-2a-1-2는 2020년에 관측된 기온과 상대습도를 나타내는데, 2017년부터 2019년
까지는 늦가을 혹은 초겨울에 라디오존데 자료를 획득하였고, 2020년은 늦봄 혹은 초여름에 
자료를 획득하였는데, 전반적인 특성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음. 초여름이나 초겨울 
모두 중층 건조층을 관측하였음.

그림 2-4-2a-1-3 라디오존데, ERA5, NCEP2 재분석자료의 상대습도 평균 프로파일. 괄호는 사
용된 프로파일의 개수

- 북서태평양에서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관측한 라디오존데 대기 연직 프로파일 자료를 재분
석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대기과학연구소(NCAR)의 NCEP/NCAR2 자료와 유럽중기예보
센터(ECMWF)의 ERA5 자료를 이용하였음. 2020년의 NCEP/NCAR2 및 ERA5 자료도 확보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음 현재 MERRA 자료도 확보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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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석자료와 in-situ 라디오존데 대기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기온은 큰 차이가 나지 않
았지만(그림 2-4-2a-1-4), 상대습도는 재분석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그림2-2-3-1a-3). 
열역학적으로 기온은 대기에 절대온도 규모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온의 재분석자료와의 
오차는 열역학적으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기온의 관측이 상대적으
로 정확하고 기온 자체도 넓은 범위에서 비교적 균질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반면에 
상대습도는 그림 3-2-3-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라디오존데 자료는 재분석자료와 매우 큰 
차이를 가짐. 특히, NCEP2 자료는 평균적으로 중하층에 건조층이 과도하게 나타나며, ERA5 
자료는 NCEP2 자료와 함께 중상층의 상대습도를 과도하게 나타냄. 

그림 2-4-2a-1-4 라디오존데, ERA5, NCEP2 재분석자료의 기온 평균 프로파일. 괄호는 사용된 
프로파일의 개수

그림 2-4-2a-1-5 라디오존데와 NCEP2 재분석자료 편차의 분산도. 좌측 패널은 상대습도에 대
한 것이며, 우층 패널은 기온에 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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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 대기는 전향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대규모 기압시스템에 의한 대류활동보다는 국지
적인 열역학불안정에 의해서 대류활동이 잘 발생함. 특히, CISK(Conditional Instability of 
Second Kind)는 열대 대기의 적운대류를 형성하는 주요한 열역학적 과정임. 이러한 열역학
적 불안정은 열대 하층대기의 습윤한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이 습윤 공기의 근원은 열대 
대기의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양임. 즉, 열대 대류활동 특히 깊은 대류(deep 
convection)이 형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열대 대기 하층에 분포하고 있는 수증기이며, 이 
수증기의 분포는 열대 지역 대류활동의 편차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큰 인자임. 그러므로 이 
수증기의 오차는 열대/아열대 지역,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류활동 편차에 큰 오차를 생성
할 수 있음. 즉, 이러한 에러를 포함한 수치모형 실험은 상당한 계통오차(systematic error)
를 만들 수 있음.
- 그림 2-4-2a-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시간대별로의 오차도 상당히 큼. 기온의 평균
오차는 약 1.3도이고, 상대습도의 평균오차는 약 26.5%임. 특히, 상대습도는 거의 100% 오차
가 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오차는 대기의 열역학적 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2-4-2a-1-6 라디오존데, ERA5, NCEP2 재분석자료의 상당온위 평균 프로파일. 괄호는 사
용된 프로파일의 개수

- 상당온위(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는 열대 대기의 국지적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상당온위의 오차는 열대 국지적 적운대류활동의 오차를 만들어내는데 직
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상대적으로 ERA5 자료가 낫지만, NCEP2 재분석자료의 경우 상
당온위가 중하층에서 크게 저평가(underestimate)됨(그림 2-4-2a-1-6). 이러한 자료가 수치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될 경우 적운 대류활동은 크게 억제될 수 있음. ERA5 자료도 상대적
으로 그 차이가 작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온위를 저평가함. 
- 재분석자료에서 중하층 건조층(dry layer)의 존재는 중상층의 상대습도의 습윤편이(moist 
bias)에 의해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는 모델의 계통오차이고 라디오존데 관측자료에서는 중상
층과 중하층의 상대습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건조층의 존재 자체도 뚜렷한 
계절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자료의 시공간적 오차는 관측자료의 시공간적 범위
(coverage)의 한계 때문에 얻기 어려우며, 더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속적 
관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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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내진동 특성과 경년 변동성 분석

- 재분석자료에서 정의된 BSISO(Boreal Summer InstraSeasonal Oscillation)은 인도양과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특징을 잘 나타냄. 접합기후모형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CMIP6에서 제공하는 CESM2(Community Earth System Model 
version 2)를 이용하여 계절내진동을 분석하였음. 그림은 CESM2의 OLR(Outgoing 
Longwave Radiation)과 하층 바람(850 hPa zonal wind)에 대한 다변량 EOF 분석을 수행
한 결과(그림 2-4-2a-2-1)를 보임

그림 2-4-2a-2-1 CESM2의 확장된 여름철(5월-10월)에 대한 일평균 OLR과 U850 편차의 다변
량 EOF 패턴. (a) 첫 번째 모드, 그리고 (b) 두 번째 모드

- 그림 2-4-2a-2-1에서 보이는 주요모드는 재분석자료에서 정의된 BSISO(Boreal Summer 
InstraSeasonal Oscillation)은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특징을 잘 나타냄. 그러나 북서태평양에
서의 loading vector는 재분석자료의 패턴에 비해 상당히 약함. 즉, 재분석자료에서 보이는 
BSISO1은 북서태평양의 대류활동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지만, CESM2 모형에서는 인도양
과의 변동성이 decoupled되어 나타남
- 그림 2-4-2a-2-2는 그림 2-4-2a-2-1에서 보인 다변량 EOF에 해당하는 주성분 시계열들
의 지연상관계수를 보임. 재분석자료에 비하여 낮은 지연 상관성을 보이지만, 북진하는 모드
의 특성을 보임.

그림 2-4-2a-2-2 다변량 EOF PC1과 PC2의 지연상관계수



- 311 -

- 그림 2-4-2a-2-4는 다변량 EOF에 해당하는 세 번째와 네 번재 주성분 시계열들의 지연상
관계수를 보임. 재분석자료에 비하여 낮은 지연 상관성을 보이며,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40일에서 80일 주기에 비하여 훨씬 짧은 약 20일 정도의 주기성을 가짐. CESM2에서 모의되
는 BSISO2는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북서태평양에서 적
운대류 모의과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느 것으로 판단됨. 북서태평양에서의 적운대
류활동의 변동성은 재분석자료의 변동성과 비교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그림 2-4-2a-2-5 CESM2에서 나타나는 BSISO1의 위상에 따른 OLR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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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2에서 나타나는 BSISO1은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특징을 잘 나타냄(그림 
2-4-2a-2-5). 또한, 적운대류펴차의 중심위치와 상대소용돌이도 편차가 북진을 위한 위상차
도 잘 나타냄(그림 보이지 않음). 그러나 재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인도양의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 즉 BSISO1은 북서태평양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데, CESM2에서 나타나는 BSISO1은 북
서태평양과 다른 위상 변동을 보임. 즉, 재분석자료에서 위상3의 인도의 억제된 대류활동은 
북서태평양의 강화된 대류활동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CESM2에서는 상관성이 나타지 않
음

그림 2-4-2a-2-6 CESM2에서 나타나는 BSISO2의 위상에 따른 OLR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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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2에서 나타나는 BSISO2는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음(그림 
2-4-2a-2-6). 동중국해에서 강화된 대류활동은 재분석자료에서 인도지역의 강화된 대류활동
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데, CESM2에서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상관성이 나타나며, 북서태평양
에서 강화된 대류활동은 북진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특성을 가짐. 이러한 특성은 접
합기후모형에서 BSISO2 모드의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접합기후모형에서 BSISO2 모
드의 정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그림 2-4-2a-2-7 확장된 여름철(5월-10월)에 대한 다변량 EOF PC의 변동성과 해수면온도 
편차와의 상관계수

- 다변량 EOF PC의 경년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확장된 여름철(5월-10월)에 대하여 분산
을 구함(그림 2-4-2a-2-7). 이 시계열과 해수면온도편차와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첫 번째 모
드는 북인도양의 SST warming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모드는 북인도양의 SST cooling
과 관련이 있음. 세 번째 모드는 ENSO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반면에 네 번째 모드는 ENSO
와의 관련성이 적음. 재분석자료에서 BSISO2는 여름철 ENSO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데, 
CESM2의 경우에는 오직 PC3만 높은 상관성이 있음. 즉, 북서태평양에서 ENSO와 관련있는 
BSISO 모드는 북진하는 계절내 모드로 정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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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측부이 설치

- 2020년 5월 29일 북위 15도, 동경 134도 30분 부근, Kyushu-Palau Ridge의 분지 형태
의 위치에 대기관측부이를 계류함(그림 2-4-2a-3-1).

그림 2-4-2a-3-1. 대기관측부이 계류 작업(좌)과 계류된 관측부이(우)

- 계류 후 안정적으로 6월 20일까지 기온, 기압, 습도, 바람, 장파복사, 단파복사 등의 대기
환경변수를 안정적으로 관측함(그림 2-4-2a-3-2).

그림 2-4-2a-3-2. 대기관측부이에서 관측한 대기환경변수

바람과 강우량은 6월 18일부터 자료가 이상치를 보이고 6월 20일 경부터는 기온, 습도의 자
료가 이상치를 보이며, 기압은 7월 6일부터 이상치를 보임. 관측부이 회수 전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 2021년에 관측부이를 회수한 후 센서를 조사하여야 함. 9월 12~15일 기간 동안 
실시간 자료 수집이 되지 않은 현상외에 현재까지 장파복사와 단파복사 자료를 안정적인 값
을 보이고 있음(그림 2-4-2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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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a-3-3. 대기관측부이에서 관측 중인 단파복사량(상)
과 장파복사량(하)

2-4-2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계류관측)
 가) 쿠로시오 구조
2019년 6월에 류큐해역에 계류한 해류계 2점(그림 2-4-2b-1-1의 녹색 삼각형, KCM3과 
KCM4) 중 1점(KCM4)을 2020년 6월에 회수함. 6월에 회수에 실패한 1점(KCM3)은 9월에 회
수함.

그림 2-4-2b-1-1. 해류계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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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M4에서 2019년 6월~2020년 6월 기간의 해류 자료를, KCM3에서 2019년 6월~2020년 
9월 기간의 해류 자료를 획득함(그림 2-4-2b-1-2).

그림 2-4-2b-1-2. KCM4와 KCM3에서 관측한 유속

- 2020년 6월에 류큐해역의 3점(그림 2-4-2b-1-1의 적색 사각형, KCM3, KCM3a와 
KCM4a)에 75 kHz ADCP를 계류함(그림 2-4-2b-1-3의 계류도 참조).

그림 2-4-2b-1-3. 해류계 계류도(a: KCM3, b: KCM3a, c: KCM4a)

 나) 민다나오해류 구조
2017년 11월에 계류한 2개 정점 (MC1; 7° 59.9619’ N, 126° 54.1422’ E; MC2: 8° 00.3132’ 
N, 127° 58.2275’ E) 의 해류계 계류선을 회수하여 민다나오 해류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함.
각 해류계 계류선에서 획득된 자료 중 ADCP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민다나오 해류 주축 부근 (MC1 정점)의 해류특성] 
- 자료의 통계분석 처리를 위해 상향 그리고 하양으로 설치된 두대 ADCP 자료를 조합하여 
80 ~ 1140 m 수층에서 수심 20m 간격의 일평균 연직수온구조를 자료를 생산 (그림 
2-4-2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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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관측기간 동안 (약 2년)의 평균 유속은 표층에서 400m 이내의 상층에서 민다나오 해
류의 영향으로 강한 남향 성분이 나타났으며 700m 이하의 저층에서는 약한 북향 성분이 나
타남. Eddy kinetic energy (EKE)의 평균은 600m 수심 부근에서 최대가 되며 이 층에서 
EKE의 표준편차도 가장 큼 (그림 2-4-2b-1-5). 중층에서의 EKE는 여름철 특히 강하게 나타
남.
- EKE에 기여하는 주기는 중층에서는 70~90일, 하층에서는 110~160일 주기 정도임. 

[민다나오 해류 외측 (MC2 정점)의 해류특성] 
- 민다나오 해류의 추축 (MC1 정점)의 관측결과와는 다르게 ADCP (150 kHz)의 관측 범위인 
400m 이내의 수심 내에서 유속의 연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성분 모
두 우세한 평균해류의 특성은 보이지 않음. (그림 2-4-2b-1-6)
- 전반적으로 50~100일 주기의 변동성이 우세하게 나타남
- MC1과 MC2의 자료에서 장주기 성분 (20~120일)을 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동-서 방향 유속 성분은 비교적 유사한 위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남-북 방향의 성
분은 반대의 위성으로 변동이 나타남 (그림 2-4-2b-1-7). 이로부터 중규모의 eddy의 존재 
가능성을 추측하게 함. 

그림 2-4-2b-1-4. MC1 정점의 재처리 전과 후의 ADCP 관측 자료. 약 2년 동안의 일평균 유
속의 연직구조 변동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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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4-2b-1-5 MC1 정점의 동-서 방향 평균 유속(a), 남북방향 평균유속 (b) 그리고 
eddy kinetic energy (c)의 연직구조 

그림 2-4-2b-1-6. MC2 정점의 약 1년 동안의 일평균 유속의 연직구조 변동성을 보여줌. 
실제의 관측 수심은 해류의 유속에 따라 깊어지는(계류선의 경사로 해석) 특성을 보
이지만 대체로 연직 유속의 차이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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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1-7. Band-pass (50~110일) filter를 적용한 MC1 정점의 층별 유속과 MC2 
정점의 수심평균 유속의 시간 변동성. 상대적으로 관측 기간이 짧았던 MC2 정점의 
한계로 일부 기간에 대해만 비교 가능함. 

2)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자료(선박관측)
-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4개 정점에 대하여 실시. 131°E를 따르는 P정선은 위
도 20°N부터 9°N까지 1° 간격으로 관측하였고, S정선은 경도 134.5°E를 따라서는 위도 12°N
부터 17°N까지 1° 간격으로 이후 28°N까지는 135°E를 따라서 관측 수심 4,000 m 이상 관측 
(그림 2-4-2b-2-1).
- 전체 관측 자료의 수온-염분 및 용존산소-염분 관계도는 그림 2-4-2b-2-2에 나타내었음.

그림 2-4-2b-2-1. CTD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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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2. CTD 24개 정점의 수온-염분(왼쪽) 용존산소-염분 관계도(오른쪽). 

[P 단면 분석]
- 위도 9°N부터 20°N까지 경도 131°E를 따라 관측한 P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단면 
분포를 그림 2-2-3-2b-3에 나타내었음. 위도가 높아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지고 25℃ 이상
의 따뜻한 표층수의 두께가 얇아지고, 22 – 26포텐샬 밀도의 두께가 두꺼워짐. 26의 수
심이 위도가 높아지면서 깊어지지만 27의 수심은 10°N이 가장 얕고 9°N에서 깊어져 북적도
잠류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음 
- 염분은 17°N 남쪽에만 표층 저염분이 나타남. 북태평양열대수에 해당하는 고염분층은 위도
가 낮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짐. 북태평양열대수 아래에 북태평양중층수인 염분최소층이 나타나
는데 이 층도 위도가 낮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짐. 위도가 낮아지면서 염분최소층은 뚜렷해지지 
않고 9°N에서는 수심 400 m를 중심으로 염분이 상하층보다 높은 수괴가 존재함.
- 용존산소는 대체로 표층에서 높고 용존산소최소층이 그 아래 존재하며 더 깊어질수록 높아
짐. 북위 14°N 북쪽에서 26보다 가벼운 상층에서는 22-23에서 용존산소 최대가 되고 
23-25에서 용존산소 최소가 나타남. 밀도 26.8에서 27.2에서 용존산소 최소가 나타나는
데 일정한 등밀도선을 따르지는 않음. 북위 14°N보다 높은 정점에서는 염분최소층이 나타나
는 26.8보다 깊은 27에서 27.2에서 용존산소최소가 나타나고 14°N보다 위도가 낮은 정점
에서는 26.8에서 용존산소최소가 나타남. 위도 9-10°N에서는 27-27.2에서는 용존산소가 
높은 수괴가 존재 
- 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단면분포와 수온-염분 관계도, 용존산소-염분 관계도를 종합 분석
하면 수직적으로 표층수 아래에는 북태평양열대수, 북태평양중층수, 심층수가 자리하고 있는
데 대략적으로 위도 12°N보다 낮은 저위도에는 북태평양중층수 아래에 고염 고용존산소 수괴
가 있고 그 아래에 남극중층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북태평양중층수와 남극
중층수 사이의 수괴에 대해서는 아직 바르게 정의되지 않은 수괴로서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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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단면 분석]
- 경도 134.5°E(위도 12°N부터 17°N까지)와 135°E(위도 18.715°N부터 28°N까지)를 따르는 S
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단면도를 그림 2-4-2b-2-4에 제시하였음. 표층 고수온대역의 
두께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얇아져서 북회귀선 한계인 23°N부근에서 사라지고 24  등밀도선
을 보면 커다란 난수성소용돌이 형상이 보임. 24의 등밀도선이 21°N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면서 얕아지고 26의 등밀도선이 깊어지면서 그 사이의 두께가 위도가 높아지면서 두꺼워
짐. 
- 표층의 저염분 수괴는 17~18°N까지 수심 100 m 정도의 두께로 존재함. 표층의 저염분수 
아래에 고염분의 북태평양열대수가 밀도 23에서 25  사이에 존재하는데 위도 13°N에서 
19°N 범위의 염분이 가장 높음. 이 고염분의 북태평양열대수는 북쪽에서 침강하여 관입하기 
보다는 동쪽으로부터 북적도해류에 의해 이류된 것을 의미함. 북태평양열대수 아래에는 북태
평양중층수가 염분최소층을 이루고 있음. 염분최소층의 위쪽 경계는 대략적으로 포텐샬 밀도 
26  등치선과 일치하는데 아래쪽 경계는 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염분최소층은 위도 
24°N 북쪽에서는 26.8에서 나타나지만 적도 쪽으로 가면서 염분최소층의 수심이 상층으로 
올라오고 밀도도 26.8보다 가벼운 층에서 나타나게 됨. 즉, 적도 쪽에서 밀도 26.8보다 
높은 층에서 북태평양중층수보다 염분이 높은 해수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용존산소는 대략적으로 북회귀선인 23°N 남쪽부터 저위도 영역에서 해표면보다 아래쪽에서 
높음. 이 경향은 P정선과도 일치하는데 식물플랑크톤의 수직적 분포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표층의 용존산소 최대층을 지나 용존산소가 줄어들다가 밀도 25에서 26에서 다시 증가하
여 두 번째 용존산소최대층이 나타남. 이것은 북태평양열대수가 생성되는 해역과 북태평양중
층수가 생성되는 해역의 중간 영역에서 침강되는 수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함. 두 번째 용존산소최대층을 지나면 용존산소최소층이 나타나는데 보통은 북태
평양중층수인 염분최소층보다 깊은 수심에서 나타남. 이는 이 해역의 북태평양중층수가 생성
된 이후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을 의미함. 밀도 27.2  등밀도선에서 위도 20°N보다 위도가 
낮은 해역에서는 염분증가와 더불어 용존산소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남극중층수의 영향 때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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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3. P정선의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 단면 분포. 흰색 등치선은 포
텐샬 밀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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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4. S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단면. 흰색 등치선은 포텐샬 밀도임.

[지형류 분석]
- P정선과 S정선의 지형류를 수심 2000 dbar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림 2-2-4-2b-2-5에 
제시하였다. P정선은 위도 15°N에서 18°N 사이의 약한 동향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서향류
를 보여 북적도해류대역임을 알 수 있음. 상층의 북적도해류 아래에 9-10°N, 12-15°N, 
16-18°N에서 북적도잠류인 동향류가 나타남. S정선은 위도 20°N에서 22°N에 나타나는 아적
도반류를 제외하면 서향류가 우세함. 북적도잠류는 P정선과 비슷한 위도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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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5. 이사부 20-06 항차에서 관측한 P정선(왼쪽)과 S정선(오른쪽)의 지형류 분
포. 무류면은 2000 dbar를 가정. 검은색 등치선은 포텐샬 밀도이다. 붉은색은 동향류 파
랑색은 서향류를 의미한다.

[ADCP 자료 분석] 
- 저위도 서안경계역의 상층(표층에서 수심 300 m)에서는 7°N를 기준으로 남쪽에서는 할마헤
라 소용돌이와 북적도 반류에 의해 동향하는 흐름이, 북쪽 해역에서는 서향하는 북적도 해류
의 흐름이 주를 이룸. 
- 2018년 11월에는 7°N 남쪽 상층에는 강한 동향류가 관측되었으며 수심 300 m 이하의 수
심층에서도 약하지만 동향하는 흐름이 관측됨(그림 2-4-2b-2-6). 반면 2019년 12월에는 상
층에만 80 cm/s의 동향류가 관측되고, 수심 250 m 하층에서는 서향하는 흐름이 관측되었음
(그림 2-2-4-2b-2-7). 2019년 12월 동향하는 해류의 중심은 위도 5.0°N ~ 5.5°N 범위에서 
수심 64 m로, 80 cm/s 이하의 동향류가 존재한다. 북적도해류와 북적도 반류의 경계인 7°N
에서 상층에서 20 cm/s의 동향류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서 서향류가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수
심 1000 m까지 분포함 
- 2020년 5월에는 북적도 잠류가 관측된 9°N에서 10°N에서는 표층에서 수심 150 m까지 서
향하는 흐름이, 수심 150 m ~ 1000 m까지 동향하는 북적도 잠류가 관측었음. 최대 유속은 
수심 500 m ~ 600 m에서 25 ~ 30 cm/s 으로 2018년 관측한 해류 분포와 유사함(그림 
2-2-2-2b-8). 
- 12°N부터 15°N까지 중간에 약한 동향류를 제외하면 1000 m까지 전체 수심층에서 서향하는 
흐름이 관측되었음(그림 2-4-2b-2-9). 2020년 5월에는 위도 17°N ~ 18°N 해역을 제외하고는 
전 위도의 상층에서는 주로 서향류가 우세하였고, 수심 250 m이하의 수심에서는 동향하는 흐
름이 주를 이룸. 특히 9°N ~ 10°N 수심 200 m이하에서는 40㎝/s 이상의 동향류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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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6. 38kHz VM-ADCP에서 관측한 2018년 11월 P-라인 연직 해
류 분포.

그림 2-4-2b-2-7. 38kHz VM-ADCP에서 관측한 2019년 12월 P-라인 연직 해
류 분포.

그림 2-4-2b-2-8. 38kHz VM-ADCP에서 관측한 2020년 5월 P-라인 연직 해
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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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2-9. VM-ADCP에서 관측한 2020년 5월 P-라인과 S-라인의 수심별(56 m, 158 m, 
160 m, 400 m) 해류 분포. 

3)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변화량 산출
[9.5°N-14.5°N, 131°E 단면 상층 500 m의 열함량과 Nino3.4 지수의 변화]
- Nino3.4 지수와 북적도해류대역의 열함량은 반비례 관계 경향을 보임. 라니냐 시기(2017년 
11월)에는 열함량이 높고 엘니뇨 시기(2018년 11월)에는 낮음. 엘니뇨 시기에서 쇠퇴하는 
2019년 12월과 2020년 5월에 열함량이 점차 높아짐(그림 2-4-2b-3-1).
- 적도해역에서 엘니뇨 시기는 서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동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열함량이 
평년보다 낮고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여 높아짐. 본 관측은 이러한 현상이 서태
평양 북적도해류대역에서도 발생함을 보여줌. 
- 2020년 5월은 4번의 관측에서 가장 높은 열함량을 보였음. 이는 이전 관측은 늦가을 관측
인 것을 고려하면 계절 영향이 더하여졌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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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2b-3-3 및 그림 2-4-2b-3-4에 2017년-2020년 관측된 난분단면상 열함량 및 
열함량 차이를 나타내었음.

그림 2-4-2b-3-1. (좌) Nino3.4 지수와 4.5°N-14.5°N, 131°E 단면에서의 열함량(적색점). 점선은 
관측시기를 나타냄 (우) Nino3.4 지수와 열함량과의 관계. 점선은 선형회귀선임(상관관계는 
높으나 자료 수가 적어 p-value도 높음) 

[9.5°N-14.5°N, 131°E 단면 상층 500 m의 열수송량]
- 북적도해류역에서 동향수송량은 서향수송량에 비하여 100분의 1수준이며 수온약층하부에 
존재함. 서향수송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2-4-2b-3-2).

그림 2-4-2b-3-2. 4.5°N-14.5°N, 131°E 단면에서의 열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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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함량 열함량 차이(관측년-전년)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2020년 
5월

그림 2-4-2b-3-3. 2017년-2020년 관측 자료로 계산한 남북단면상 열함량과 열함량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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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류 열수송량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2020년 
5월

그림 2-4-2b-3-4. 4.5°N-14.5°N, 131°E 단면에서의 열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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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안경계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 쿠로시오 하류역에 해당하는 동중국해 북부에서의 쿠로시오 변동 특성을 일본 기상청에서 
장기간 정기적으로 관측하는 PN-line 부근의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와 자료동화 모형
(HYCOM)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HYCOM 모의 결과 중 1994~2018년 기간의 
평균 쿠로시오 축을 200 km 폭에서 상층 500m까지의 수송량을 이용하여 구함.

- 쿠로시오 축과 직각으로 100km씩 떨어진 두 지점의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의 해표면 고도 
차이로 표층의 수송량 변동을 추정하여 HYCOM의 수송량과 비교함. 인공위성 고도계의 
자료로 산출된 수송량은 수심 적분이 되지 않으므로 두 자료의 변동성만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하여 수송량지수로 비교함(그림 2-4-2b-4-1). 5일 평균한 수송량지수의 상관계수는 
0.64로, 1994년, 1999~2000년, 2013년에 낮고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 등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유사하나 2006~2008년 기간에 인공위성 고도계 수송량지수의 변동폭이 HYCOM 
수송량지수보다 큰 점 등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그림 2-4-2b-4-1. 5일 평균 쿠로시오 수송량 지수(가는 실선)와 1년 이동평균(굵은 실선)

- 스펙트럼 분석으로 조사한 수송량지수의 연변동의 특성은 두 자료에서 차이가 남. 
HYCOM 수송량지수는 1년 주기 변동이 큰 반면, 인공위성 고도계 수송량지수는 1년 주기 
변동이 HYCOM 수송량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6개월 주기 변동이 큼. 기후월평균에서 
HYCOM 수송량지수는 여름에 크고 겨울에 작은 계절변화가 뚜렷하고 변화폭도 큰 반면 
인공위성 고도계 수송량지수의 계졀변화는 HYCOM보다 뚜렷하지 않고 변화폭도 작음(그
림 2-4-2b-4-2).

그림 2-4-2b-4-2. 1994~2019년 기간의 기후월평균 수송량지수

- 쿠로시오 변동성과 연관된 동중국해의 해류 변동을 PN-Line을 가로지르는 쿠로시오 수송
량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해류 합성장으로 조사함. 계절변동을 제거한 후 수
송량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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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량이 큰 경우 표층 해류장에서 쿠로시오 경로에서 쿠로시오 진행 방향으로 유속이 큰 
형태가 뚜렷하고 큐슈 남서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는 쿠로시오 분지가 강한 경향이 보임. 
대만해협에서 동중국해로 흐르는 북동향 해류가 강하고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전체적으로 
북동향의 흐름이 큰 경향이 뚜렷하며 제주해협에서 대한해협 서수도로 흐르는 해류도 강함
(그림 2-4-2b-4-3).

- 수송량이 작은 경우에는 쿠로시오와 쿠로시오 분지의 양상이 수송량이 큰 경우의 반대 양
상이 보이지만 동중국해 대륙붕 해역에서는 반대 양상이 뚜렷하지 않음. 즉, 대만해협에서 
중국 연안까지 남서향의 편차 형태가 뚜렷하지 않음.

그림 2-4-2b-4-3 PN-line(녹색선)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좌)와 작은 경우(우)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 동중국해의 해류 양상의 계절별 특징을 고려하여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표층 해류 합성장을 조사함. 하계에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에는 대만 북쪽 해역에서 북동향의 편차가 뚜렷하고 제주도 남쪽 ~ 큐슈 서쪽 해
역과 남해에서 동향의 편차가 보임(그림 2-4-2b-4-4). 또한 큐슈 남서쪽 쿠로시오 분지의 
서쪽 해역에서 동향의 편차가 보이고 북위 29도, 동경 123도 부근에서 북동~동향의 편차
가 보임.

- 하계에 쿠로시오 수송량이 작은 경우에는 큰 경우와 반대로 대만 북쪽 해역에서 남서향의 
편차가 뚜렷하고 제주도 남쪽 ~ 큐슈 서쪽 해역과 남해에서 서향의 편차가 보이며 큐슈 
남서쪽 쿠로시오 분지의 서쪽 해역에서 남서~남향의 편차가 보임.

- 동계에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에는 대만해협의 대만쪽 해역에서 북동향의 흐름이 큼. 
PN-line과 제주도 사이 해역에서는 북향~북서향의 편차가 보임(그림 2-4-2b-4-5). 큐슈 
남서쪽의 쿠로시오 분지의 유속이 큰 형태가 보이나 쿠로시오 분지에서 대한해협까지 연결
되는 형태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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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b-4-4 하계(6~9월)에 PN-line(녹색선)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좌)와 작
은 경우(우)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그림 2-4-2b-4-5 동계(12~3월)에 PN-line(녹색선)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좌)와 작
은 경우(우)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 동계에 쿠로시오 수송량이 작은 경우에는 대만해협에서 남서향의 편차가 보이고 북위 28
도 부근의 대륙붕 해역에서 서향의 편차가 보임. 큐슈 남서쪽의 쿠로시오 분지의 유속이 
작은 형태가 보이고 큐슈 서쪽에서는 북향의 편차가 보임.

- 하계에는 대만해협의 편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동계에는 편차가 뚜렷함. 그리고 하계에 보
이는 대만 북쪽 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북동-남서 편차가 동계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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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차년도 수행 과정 및 내용(2021년)

2-5-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규명
2-5-1a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파악(강석구,박재형)
(1)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연직 관측자료 

그림 2-5-1a-1 조사기간 역학적 고도 시간 변화. 

- 2021년 하계 7월 30일부터 8월 25일 기간중 이사부호 조사해역에서 해수위의 5일 간격 
역학적 고도는 그림과 같이 대체로 강하지 않은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디 혼재 속에 난
수성 에디는 후반부에 강화됨.

- 조사선 여건으로 인해 21년도에는 1항차 조사만이 수행되었으며, 조사영역은 남쪽으로 확
장하여 16.5E 단면까지 확장되었음 (그림 2-5-1a-2). 남쪽으로의 확장은 저염수 유입 가
능성을 고려한 영역확대이며, 타국 EEZ 내에서 조사를 실시함 (일본과 대만, 필리핀의 
EEZ 경계는 회색선으로 표기).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오끼노도리시마 영역에서는 
xCTD 2개 지점과 아고부이 2대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관측기간중 태풍 영향도 
없었던 영향으로 5차년 연구중 가장 넓은 영역에서 조사가 수행되었음. TM 정점은 전층 
CTD 조사가 수행된 정점임.

- 관측기간중 모두 7개 정점에서 아보 부이를 투하하였으며, 2020년에 투하한 2대의 아고부
이 투하지점도 표기함. 라디오존데는 매 12시간마다 54개 점정에서, 표층부이는 6개 지점
에서 투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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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a-2 CTD, xCTD 조사정점 및 해양로봇(표층부이,아보부이, 파랑글라이더) 투하 및 라디오
존데 발사 정점. 배경색은 8일 15일 역학적 고도(ADT) 편차.

 

- 서측의 난수성 에디 관측을 위해 북단 단면 서측에서부터 동쪽으로 관측을 실시함. 조사선
에 장착된 방비를 이용한 관측 정보중 대기압(Pair),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 
대기온도(Tair)와 조사선 선저에 장착된 Thermosalinograph (TSG)로 관측된 해표층 수
온(Ttsg), 염분(Stsg)는 그림 2-5-1a-3에 제시된 바와 같음. 항해 초기 1000 hPa 정도 낮
은 저기압을 보였고 단면 관측중 1005-1015 hpa 변화를 보임. 상대습도는 관측단면에서 
75% 이상의 수치를 보임. 기온은 26-30도 정도의 비교적 큰 공간 변동성을 보임. 

- TSG로 관측된 표층 수온은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29-30 정도의 높은 수온을 보임. 표층 
염분은 33.5 psu 이상의 염분을 보이나 예년에 비해 평균적인 염분은 대체로 낮은 값 구
간에 분포하여 남측에서 저염수 유입이 적어도 1회 이상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임.

- 해상으로부터 13m 높이에 설치된 선수의 기상장비를 이용하여 관측된 단주기 관측결과는 
추후 해상의 열속 등을 자료를 산정하는 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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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a-3 2021년 8월 조사 기간 중 선박에 장착된 Automatic Weather System으로부터 획득
한 자료(왼쪽부터 대기압, 상대습도, 기온)와 Thermosalinograph에서 얻어진 표층 (4m 수심) 
수온 및 염분 (아래 좌 및 우측 그림).

그림 2-5-1a-4a 1000m층 (N-E)단면 수온분포. 29℃ 층은 실선, 26℃ 층은 점선으로 나타냄.

- 6개 단면 관측은 8월 2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완료되어 8월 초중순의 수온 특성을 반영
함. 29℃ 수온층이 약 50m 두께에 나타나며, 이는 20년 8월 중하순에 관측된 30℃ 수온
층과는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열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임 (그림 2-5-1a-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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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a-4b 1000m층 (N-E)단면 염분 분포. 34.0, 34.3 psu는 흰색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냄.

그림 2-5-1a-5 N, A 단면의 표층-200m층까지 단면 수온(위), 염분(아래) 분포.

- 최남측 단면(E)의 29℃층 두께가 가장 두터우며, 북측 단면의 29도층 수온 두께가 상대적
으로 얇음. 26도 층 두께 역시 E 단면에서는 최대 약 150m 깊이까지 나타나나, 여타 단
면에서는 약 100m 내지 이내층에 분포함. 냉수성 에디가 존재하는 북동쪽 단면 (A,B)에서
는 용승 특성으로 인해, 26℃층이 50m 전후까지 상승함. 

-  6개 단면에서 염분 구조는 100-300m 층에 북태평양 상층고염수와 400-700m의 북태평
양 중층저염수 특성이 공통적으로 출현함. 상층 50m 두께의 혼합층에는 저염수 특성이 나
타나며, 최소 33.7psu까지 관측됨(D, E 단면). 중층저염수는 D, E 단면에서는 34.2 psu이
하 층이 점차 사라짐 (그림 2-5-1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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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단면에서 200m 수심까지의 상층 분포는 보다 29.5 까지 나타나는 고온층과 T06n, 
T07n 층에 용승으로 인한 저온수 상승 특성이 잘 나타남. 혼합층의 34.4psu 저염분 두께
는 서측이 60-70m로 두껍고 동측으로 가면서 40m 정도까지 얕아져 서측기원임을 시사함 
(그림 2-5-1a-5).

그림 2-5-1a-6 B, C 단면의 표층-200m층까지 단면 수온(위), 염분(아래) 분포. 

그림 2-5-1a-7 D, E 단면의 표층-200m층까지 단면 수온(위), 염분(아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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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단면에서 200m 수심까지의 수온 상층 분포는 50m 층 이내에 29.5℃ 등온선이 나타
나며, 26 등온선은 80-100m 수심층에 나타남. 등온선의 상하층 변동성은 내부파 영향으
로 보임. 50m 두께 혼합층내에 염분 최소치는 B 단면에서 34.0psu 등염분선이 나타나나, 
남측의 C 단면에서는 서측에 33.6-34.0 psu 등저염분선이 나타남. 2017년에는 34.0 psu 
이하의 저염분은 나타나지 않음 (그림 2-5-1a-6).

- D 단면에서는 29.5℃ 50m 층까지 나타나며, E단면에서는 60-80m 층까지 깊어지며, 표층
근처에 30.0 ℃등온선이 나타남. 16.5°N상의 관측점인 E 단면에서 26℃ 등온선은 중앙부
에 150m 수심층까지 깊어짐. D단면 혼합층내에 염분 최소치는 B 단면에서 33.7-34.0psu 
저염분 핵이 나타나며, 최남측의 E 단면에서는 중앙부에 33.7-34.0 psu 저염분층이 나타
남 (그림 2-5-1a-7). D, E 단면에서 최소 저염분 층이 서측과 동측부에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이 위도대가 대략 ITCZ 해역 경계에 해당함을 시사함.

그림 2-5-1a-8 20m(좌), 30m 층에서의 염분 공간분포. 바탕색은 역학적 고도(ADT) 편차
(anomaly).

 

- 조사기간중 남서측에 저염수 에디층에 20m, 30m 층에 상대적으로 저염수가 포획된 특성
이 나타남. 북동쪽 미약한 냉수성 에디영역은 고염수가 나타남. 관측기간 8월 15일의 역학
적 고도는 난수성 에디(적색선)이 지배적이며, 냉수성 에디(청색선)는 남서측과 북동쪽에 
존재함 (그림 2-5-1a-7). 

- 2017년의 경우 저염수는 34.3 psu 이하 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2021년은 34.0 
psu 이하의 염분이 우세하며 최대치는 2017년 저염분 경계치와 유사할 정도로 저염수가 
지배적임. 9월 관측시 저염수가 우세하게 전해역에 출현하였던 2018년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 북서태평양에서 2021년은 9-11월 중에만 슈퍼태풍이 3회 발생하였는 데, 이는 해수
특성이 양호했음을 시사함.

- 조사선을 이용한 CTD 관측기간동안 태풍 영향이 없어서 83개 지점(1000m, 5000m 이상  
전층 관측 1개점 포함), xCTD 2개점에서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목표치인 30점 자료수집 
목표를 초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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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하계 북서태평양 해양 열용량 분포 지도 

- 20년에는 2항차 주사를 통해  8, 9월 열용량을 산출하였으나, 21년에는 8월 1개 항차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관측점에서 열용량(Ocean heat Content, OHC)를 산출함 (그림 
2-5-1a-9).
- OHC는 전반적으로 30-150 KJ/cm2 분포를 보이며, 냉수성 에디역은 70 KJ/cm2 이하로 
낮으며, 난수성 에디역은 100 KJ/cm2 이상으로 매우 높음 (그림 2-5-1a-9). 
- 북적도 해류 경계역은 대략 17°N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역에서는 110 KJ/cm2 이상의 높
은 OHC 값이 나타나며, 이해역을 기준으로 남북의 대비가 뚜렷함.  
- 2020년 8, 9월과 2021년 8월에 투하한 10 여대의 아보 및 아고 부이에서 산정된 OHC는 
태풍급강화 항에서 추가 기술할 예정임.  
- 2021년 8월dp 최초로 과영해역에서 열용량을 산출했으며, 기존 조사영역은 17.5°N를 경계
로 하여 열용량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의 경우, 대략 17°-17.5°N를 경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에디 많은 해역(Eddy rich Area)과 대비되는 해역으
로 구분함. 

그림 2-5-1a-9 2021년 8월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해양 열용량(단위: KJ/cm2). 적색실선은 
8월15일 및 20일의 ADT 편차를 나타냄.

- 태풍 통과시 해양의 열용량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나,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영향과 공간적
으로 냉수성 및 난수성 에디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열용량 분포지도 5차년 1건 목표치는 달성함. 5개년간 5건의 열용량 분포지도를 작성, 목
표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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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규명
1)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1-1) 태풍 해양로봇 조사 (아보 부이, 표층 부이, 파랑글라이더) 
- 1, 2항차 기간중 파랑글라이더 2대와 아보부이 7대 및 표층부이 6대를 투하함. 관측기간중 
아고/아보 부이, 표층부이 궤적은 그림2-5-1b-1-1와 같음. 파랑글라이더 관측점은 
2-2-1-1a-2에 표기됨.
- 4월 통과 수리개를 포함하여 11월까지 인근 해역에서 생성 혹은 통과한 태풍의 궤적을 모
두 표기함.  

그림 2-5-1b-1-1 관측기간중 해양로봇 (아고/아보부이(좌), 표층부이(우)) 궤적. 2020년 투하한 아고부
이는 적색, 21년 투하한 아보부이 궤적은 청색선 표기. 6개의 표층부이 궤적(우)중 ID92410은 
쿠로시오 해류에 유입되어 일본 열도 남측을 통과함. 원이 함께 도시된 선은 21년 인근 해역 통
과 태풍 궤적을 나타냄.   

   

❍ 아고/아보 부이 조사 및 분석
❍ 수리개 통과시 자료

- 수리개 통과시 2020년도 투하 Arbo 부이에서 관측한 수온, 염분 Profile은 그림그림 
2-5-1b-1-2과 같음. 부이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4시간-24시간 간격으로 관측함.
- 북위 19도 전후에서 관측한 수온 분포는 4월 20일(UTC)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결
과임. 해수냉각과 냉수성 에디의 존재로 인하여 OHC= 50∼65 KJ/cm2에서 4월 22일에는 수
온이 26도 이하로 0에 가까운 값임을 알 수 있음. 50∼70m 혼합층까지 수온은 4월 20일 오
전 27.8℃ 전후로 태풍으로 인한 강력한 혼합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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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3 20년, 21년에 투하한 아고/아보부이 궤적 (적색점: 투하점, 
녹색적: 21년 9월 10일 현재 위치). 검은 색 궤적은 태풍 찬투 궤적.

그림 2-5-1b-1-2 4월 역대 최강 태풍 수리개 통과시 마오부이 위치(좌측그림, 시안색)에서 관측된 수온 
프로파일(우상) 및 OHC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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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4  21년 9월 9일 태풍 찬투 통과시(흰타원, 좌) 21년 9월 9일 06시-9월 10일 06시 
사이의 부이 위치(좌, 하연궤적상 청하늘색, 청색)에서 시간에 따른 OHC(중) 및 수온, 염분 연
직 분포(우).  

- 아보 프로파일 자료로부터 6시간 간격당 혼합층에서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다
고 가정하면,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엔탈피를 산정할 수 있음. 그간 관측간격이 1일내지 
수일 간격 자료는 관측시그널 안에 내부파와 같은 다양한 현상이 복합되어 해석이 어려웠으
나 현 자료에서는 열용량 손실치로부터 열속을 산정이 가능함. 
- 태풍은 1일 사이에 북위 16도에서 18도까지 대각선으로 200km 이상을 통과하였으며, 이 
시기에 아보부이는 약 6.43 km 이동하여 거의 동일지점에서 수온을 관측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24시간 동안 OHC는 2.63 KJ/cm2 감소하여 대기로의 평균적인 열속은 304 W/m2
임. 초기는 태풍과 부이가 약 500 km 지점에 위치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후
반부에 열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임. 관측 간격이 짧을수록 유용한 자료 확보가 가능성이 높으
려, 슈퍼태풍 민들레의 경우 유용한 자료를 확보함.

그림 2-5-1b-1-5  21년 9월 9일 태풍 민들래 통과시(흰타원, 좌) 21년 9월 25일 00:00-06:00 사이의 부
이 위치(좌, 하연궤적상 청하늘색, 청색)에서 시간에 따른 OHC(중) 및 수온, 염분 연직 분포(우).  

  

- 민들레 시기 혼합층 수온 냉각은 0.11℃(30.11-30.00)이며, 열용량은 1.66 KJ/cm2 손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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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6시간동안 대기(태풍)로의 평균적인 엔탈피는 768 W/m2임. 태풍은 북위 16.5°에서 17.5°
로 대각선으로 약 150 km 이동하였으며, 부이는 19.5°N에 위치하여 태풍과 부이간의 거리는 
220-330 km 떨어져 강풍반경 외곽에 위치하며, 이시기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화되는 급
강화 시기임(그림 2-5-1b-1-5중). 

그림 2-5-1b-1-6  21년 태풍 민들레 통과시 21년 9월 25일 06:00-12:00 사이의 부이 위치(좌)에서 시간
에 따른 OHC(중) 및 수온, 염분 연직 분포(우).  

- 민들레 시기 표층 및 혼합층 수온 냉각은 0.13℃이며, 열용량은 4.39 KJ/cm2 손실되어 6 
시간 동안 방출된 평균적인 엔탈피는 약 2,032 W/m2임. 이 시기 태풍은 북위 17.5°에서 
18.0°로 북서측으로 약 60 km 이동하였으며, 부이는 19.5°N에 위치하여 태풍과 부이간의 거
리는 약 200 km 떨어져 대략 강풍반경 위치함. 이 시기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되는 급
강화 시기임(그림 2-5-1b-1-6 가운데 그림).

그림 2-5-1b-1-7  태풍 민들레 통과시 21년 9월 26일 18:00-24:00 사이의 부이 위치(좌)에서 시간에 따
른 OHC(중) 및 수온, 염분 연직 분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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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밤 자료의 경우(그림 2-5-1b-1-7), 혼합층 수온 냉각은 0.48℃로 대폭 크게 관
측되었으며,  열용량은 13.97 KJ/cm2 손실되어 6시간 평균적인 방출 엔탈피는 약 6,500 
W/m2임. 이 시기 태풍은 북위 19.4°에서 19.6°로 정북쪽(136.7°)으로 약 20km 이동하였으
며, 부이는 19.5°N에 위치하여 태풍과 부이간의 거리는 약 50 km 떨어져 대략 최강풍속 반
경에 위치함.   
- 이 시기는 3등급으로 유지하나 약화가 발생하던 시기임(그림 2-5-1b-1-7). 이는 풍속이 약 
50m/s 대에서 대기로의 열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임. 이 정도 강풍 시기에 매우 드물게 
얻어질 수 있는 유효한 자료로 판단되며, 추정된 수치는 해양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열속에 대
한 기존의 5등급 시기의 최대 추정량(1000-1800 W/m2)과 비교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고 있음.

  
❍ 표층부이 조사 및 분석

- 태풍궤적과 6개의 표층부이의 궤적을 그림 2-5-1b-1-8에 제시함. 표층부이(해상 0.7m)에
서 관측한 30분마다 6분간 관측한 자료가 얻어지는 해면기압, 순간최대풍속(gust wind), 표층
수온을 그림 2-2-1- 2a-9에 제시함. 표층부이 자료는 준실시간 자료를 기상청(태풍센터, 기
상과학원)에 제공함.
- 태풍 오마이스와 찬투 통과시 1등급 수준 풍속이 관측됨. 2도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표
층수온이 특징적으로 관측됨. 찬투 통과시 해면기압은 980 hPa까지 내려가나, 오마이스의 경
우 저기압 흔적이 없음.

그림 2-5-1b-1-8 6개 표층부이 궤적 및 태풍(풍속 원 표기)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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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9  6개 표층부이 궤적 및 태풍(풍속 원 표기) 궤적.

❍ 파랑글라이더 조사 및 분석
- 21년 8월7일 WG1(SV3-187)을 T04 정점(그림 2-5-1b-1-10a 녹색사각형)에 다양한 해양
기상 센서(우측그림)를 부착하여 평상시와 태풍시기에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관측기간에 
태풍은 통과하지 않음.
- 난수성 에디상에서 Qs(Qa)는 25(21) g/kg 정도로서 잠열속은 50-150 W/m2 수준으로 평
균 상태임. 
- WG1 인근에 투하한 WG2(SV3-237)는 초기 수일 관측 (2-5-1b-1-10c)후 장비 오작동으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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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10a 21년 20.5°N에 투하한 파렁글라이더 WG1의 궤적(좌) 및 관측 결과(우). 녹색window 
시간대는 설계한 T04 투하 인근을 이동하다가, 이후 적색 궤적(좌)은 설계궤적을 벗어난 궤적임. 

그림 2-5-1b-1-10b WG1 자료분석에서 산출된 해양-대기 인자 및 잠열속(LHF)의 시간 변화.  

그림 2-5-1b-1-10c 21년 TX03에서 투하한 파랑글라이더 WG2의 궤적(좌) 및 관측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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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선 장착 장비 해양-대기 조사 및 분석
- 그림 2-2-1-1a-3에 제시한 조사선 궤적을 따라 관측한 기온, 상대습도, 대기압은 그림 
2-5-1b-1-10a에 제시함. 조사선 AWS(28m)와 선수 센서(13m) 관측값은 대체로 유사하나, 
AWS에서 값 변동이 심함. 
- RH는 미세하나마 낮은 고도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기압에 따른 습도 효과를 고려하면 타
당한 추세임.
- 해면 기압은 995-1015 hPa 변화를 보이며, 일주기 변동이 두드러짐. 

그림 2-5-1b-1-10a  조사선 장착 센서에서 관측된 기압,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기압.

그림 2-5-1b-1-10b 조사선 선수 센서 관측 해표면 및 대기 비습(Qs, Qa), 비습차 및 잠열속 (L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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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10c 조사해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인자 비습(Qs, Qa), 비습차 및 잠열속 (LHF) 공간 분
포.  

- 그림 2-5-1b-1-10b에 제시된 대기-해양간 비습차는 2-8 범위를 보이나, 후반에 5-8 
g/kg으로 커짐. 
- 공간적으로 남측은 높은 SST로 인한 Qs가 높고, Qa는 8월 5일-9일간 북측 해역이 높은 
특성을 보임. 같은 특성이 공간차이를 유발함. 북적도해류 경계(북위17도)를 둔 차이의 관련성
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바람 정규화된 잠열속 (LHF/windspeed)은 남쪽 해역이 높고, 북측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
는 남측의 높은 SST와 높은 해양열용량 (2-2-1-1a-9)이 부분적으로 설명해 줌.
- 위 분석결과는 태풍모델 실험의 초기 조건 비교 등에 활용되었음. 모델에서 초기 해양-대기
의 상관관계는 태풍강화시기의 초기 열속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느냐를 나타내므로 태
풍강화시 급강화 발생여부나 발생시점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1-2) 2021년 급강화 태풍 기작 이해 
❍ 2021년 급강화 태풍 기작 이해

- 2021년 12월까지 9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11월 NYATOH까지 8개 태풍의 위도별 태풍
강도를 그림 2-5-1b-1-11에 제시함. 이중 5 등급 슈퍼태풍 강도까지 도달한 태풍은 수리개, 
찬투, 민들레 등이며 모두 급강화 과정을 강화됨. 태풍의 공간 전파 궤적은 그림 
2-5-1b-1-12에 제시함.
- 태풍 수리개는 4월 13일 – 4월 20일 사이에 북위 8도에서 15도 구간을 통과하였으며, 이
시기 열대폭풍(TC)에서 5등급 슈퍼태풍으로 급강화하여 17일 18시 최대 165노트에 도달함. 
이 시기에 열대해역에서 해양-대기 상호작용 조사차 필리핀해를 방문하던 이사부호에서 매우 
희귀한 해양-대기 자료를 관측함.
- 그림 2-5-1b-1-13(좌)에 4월 표층수온이 29℃ 이상인 해역을 통과하면서 5등급 태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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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강화 하였음을 알 수 있음. 하계 난수성 소용돌이가 태풍강화에 영향을 주어왔으나, 4월에
는 적어도 남측에서의 높은 수온이 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태풍내습 직적 관측한 상대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80% 정도로서 대기 효과도 기여
했을 가능성을 시사함(2-5-1b-a –13(우)). 

그림 2-5-1b-1-11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태풍의 위도별 풍속. 4월에 발생한 태풍 수리개가 
최강 풍속을 기록함. 수리개는 역사상 역대 춘계 4월 최강 풍속(165노트)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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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12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8개 태풍의 진로. 수리개, 찬투는 북위 17도 남
측 북적도 해류구간에서 5등급으로 강화된 슈퍼태풍임. 유색선은 아고/아보 궤적임. 회
색점은 하계 CTD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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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14 수리개 통과 해역의 역학적 고도(ADT)(좌), 표층염분(중, 배경색), 혼합억제지수(CI) 

- 수리개 통과 경로상 ADT(그림 2-2-5-1b-1-14)는 북적도해류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대이며, 표층 염분은 적도수렴대상으로 저염분 특성이 두드러짐. 수온, 염분 효과로 인해 혼합
억제지수(Mixing Inhibition index, CI)는 북위 10도 이북에서 37° 단위 이상으로 혼합이 매
우 억제된 상태(그림 2-5-1b-1-9)로서 해양에서의 여건이 매우 양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5-1b-1-15 4월 21일 00시경 아보 부이 관측점(좌, 녹색점), 위성관측 위치(중), 아보 관측 
결과(우).

그림 2-5-1b-1-13 21년 4월 이사부호 진로상 표층수온(좌, 색깔)과 조사선에서 태풍 통과전에 발사한 
라디오존데 관측 습도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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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북단 위도(18°N)에서 풍속은 약 120노트 정도이며, 난수성 소용돌이 때문으로 판단
되며, 당시 5등급 이후 눈이 뚜렷한 4등급 태풍이 상당 기간 유지된 것은 난수성 소용돌이 
때문으로 판단됨(좌, 우).

그림 2-5-1b-1-16 21년 4월 17일 06시(좌) 및 18시(우) JTWC 예측 진로 풍속.

- 하와이 태평양 예경보 센터에서 예측한 4월17일 06시(좌)에 예측한 17일 18시 풍속은 135 
노트였으나, 18일 관측된 풍속은 165노트로서 6시간 예측치의 오차가 30노트에 달하여 예측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음.

그림 2-5-1b-1-17 태풍 수리개 통과시 ADT 환경(좌) 및 마이크로웨이브 관측 풍속(우). 좌측그림의 회
색선 및 원은 태풍 통과 궤적임. 

- 수리개 통과시 북서태평양 ADT 특성 (그림 2-5-1b-1-17좌)은 수리개가 북적도 해류의 따
라 서진하다가 북진하는 특성을 보임. 최강 풍속 발생시기(17일 18시)에 ADT는 대략 1.35m 
정도임. 
- 마이크로파로 관측한 최강 태풍시에 특징적인 2개의 강한 풍속 고리가 나타남. 17일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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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17우) 최강 풍속은 JTWC와 NHC 등 다른 기관에서는 165노트로 공개되었으
나 마이크로파로 관측한 크기는 약 10노트 작은 풍속을 나타냄. 
- 찬투는 9월 6일 18시 45노트에서 8일, 9일, 10일 5등급에 각각 도달하였다가 9월10일 18
시에 최고 풍속 150노트에 도달함. 9월 7일 6시에서 9월 8일 6시까지 65노트에서 85노트가 
상승하여 140노트로 최급강화함. 

그림 2-5-1b-1-18 9월 7일 찬투 JTWC 예측 진로(좌) 및 위도별 태풍 풍속 (NRL). 

그림 2-5-1b-1-19a 9월 7일 06일 – 8일 06시까지 최대 75노트 급강화(65->140) 시기의 위성 관측 
겉보기 온도(Brighttnes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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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예측풍속(그림 2-5-1b-1-18좌)은 9월 7일 JTWC 예측자료는 최대풍속 105노트로서 
그리 강하지 않았음, 우측그림은 위도별 최강 풍속 변화임. 최대 급강화가 발생한 9월 7일 6
시-9월 8일 6시 24시간중 대략 북위16°를 따라 서향/북서향 하는 중에 최대급강화가 나타남 
(그림 2-5-1b-1-19a). 
- 9월7일 6시에서 8일 6시까지 최급강화한 시기에 이어 다시 최고풍속 도달시까지 다시 급강
화한 시기(9일18시-10일18시)의 마이크로웨이브 겉보기 온도 관측결과 (그림 
2-5-1b-1-19b). 북위 20도까지 슈퍼태풍이 강화, 발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그림 2-5-1b-1-19b 9월 9일 18일- 10일 18시까지 최강풍속 도달시까지 재급강화한 시기의 위성 관측 겉
보기 온도(Brighttness temperature). 

- 최대 급강화가 나타난 시기(그림 2-5-1b-1-20 사각형)는 난수성 에디가 통과 경로에 있고, 
8일 00시부터는 난수성 에디의 영향으로 5등급까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 위도 영역은 
북적도 해류가 통과하는 영역대로서 에디와 북적도 해수 특성이 복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특징적으로 최강 풍속이 나타난 필리핀 북단에서도 난수성 에디를 통과하며 나타남. 
- 2018년 최강 태풍 망쿳 역시 북적도 해류대를 통과하며 5등급이 수일 유지되었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 수괴가 북서태평양 태풍 강화에 기여하는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집중으로 수행하
였으며, 연구 결과는 뒤에 요약 소개함. 현재 논문 초안은 완성 단계로서 Nature 
Geoscience에 투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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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민들래는 9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조사해역 동측을 통과하여 강화되었으며, 최강 
풍속시기에 태풍 눈이 뚜렷하게 발달하였고, 최대 풍속은 26일 06시에 145노트에 도달함(그
림 2-5-1b-1-21좌). 25일0시에서 26일 0시 사이에 70노트에서 140노트로 70노트 강한 급강
화(그림 2-5-1b-1-22) 되었음. 

그림 2-5-1b-1-20 찬투 최급강화 시기(7일6시-8월6시)의 표층염분(배경색) 및 역학적고도 편차(적색선). 
검은 선은 태풍궤적(원은 태풍 등급, 앞 그림 참조). 검은색 박스는 급강화 시기.

그림 2-5-1b-1-21 9월 26일 최고 등급 도달 시점(26일 06시)의 민들레 위치 및 위도별 풍속 (N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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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2 9월 25일 급강화시 위성 겉보기 온도(Brighttness temperature). 

그림 2-5-1b-1-23 태풍 민들레가 급강화를 보인 9월 25일(검은박스) 염분(배경) 및 ADT anomaly(적
색선).

- 급화 시기에 민들레는 냉수성 에디를 통과하며, 200km 반경은 우측에 양의 에디가 존재함. 
이후에도 대체로 난수성 에디의 영향으로 강화 특성이 반복됨. 
- 9월 하순에도 표층 저염수가 우세하고 난수성 소용돌이도 잘 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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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4 Bulk식 (a), Andres et al.(2008) (b), Andres (2010) (c ) 기반 해양-대기 엔탈
피 플럭스 (Kowaleski and Evans, 2015).

- 태풍 민들레 통과시 21년 9월 25일 06:00-12:00 (그림 2-5-1b-1-6) 아보자료 분석결과는 
표층 및 혼합층 수온 냉각은 0.13℃ 냉각되고 강한 급강화 시기 6시간 동안 방출된 평균적인 
엔탈피는 약 2,032 W/m2임. 부이는 19.5°N에 위치하여 태풍과 부이간의 거리는 약 200 km 
떨어져 대략 강풍반경 위치함. 
- 대서양에서 38개 허리케인 관측치를 이용하고 Spray를 고려한 2가지 식을 이용한 해양-대
기 엔탈피 플럭스는 그림 2-5-1b-1-24와 같이 잠열보다 Spray를 고려한 경우 최강풍속반경
내에서 1000 W/m2 이상임 (Kowaleski and Evans, 2015). 
- 이 시기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되는 급강화 시기(그림 2-5-1b-1-6 가운데 그림)로서 
전체엔탈피에 대한 새로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Lin et al. (2009)가 인도양에
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강화 시기에 잠열이 900 W/m2 전후이고, 대서양에서 스프레이를 
감안하는 경우 1000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값으로 판단됨. 
- 9월 26일 밤 자료의 경우(그림 2-5-1b-1-7), 혼합층 수온 냉각은 0.48℃로 대폭 크게 관
측되었으며, 열용량은 13.97 KJ/cm2 손실되어 6시간 평균적인 방출 엔탈피는 약 6,500 
W/m2임. 이 시기는 태풍과 부이간의 거리가 약 50 km 떨어져 대략 최강풍속 반경에 위치
하여 훨씬 상회하는 크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9월 25일  강한 급강화가 나타난 시기로서 전체엔탈피가 2,000 W/m2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민들레 시기 관측된 본 관측, 분석방법, 분석결과는 새로운 방법 및 연구결과
로서 국제학술지에 제출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인받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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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강화 해역에서 태풍 생성 환경
- 4차년도까지 연구를 통해 해양의 높은 열용량은 대기로의 열속 강화를 유발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해양열용량 해역에서 보다 활발한 대기로의 열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층 
온도와의 상관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2017년 난수성 소용돌이와 냉수성 소용돌이에
서의 해영열용량 차이 특성이 열속의 공간특성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해양의 특성이 대기와 해양 상호작용 요소인 비습차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
남.   

그림 2-5-1b-1-25 20년(상), 21년(하) 이사부호관측 8월 해양열용량, 정규화된 열속 및 비습차이
(Qs-Qa).

- 20년 8월과 21년 8월의 열용량, 정규화된 잠열속, 비습차 (그림 2-5-1b-1-25)는 연변동이 
21년에 남측해역까지 확장된 점을 감안해도 큼을 알 수 있음. 
- 20년이 2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로의 잠열속 공급이 양호한 환경이었으며, 비습차 공
간 특성이 이를 확인해 줌. 이런 이유로 20년에 태풍발달이 활발하였음. 21년에는 9월에 인
근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을 통과하면서 찬투와 민들레는 슈퍼태풍까지 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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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서태평양 북적도해류 영역 태풍급강화 유발 기작 (북서태평양 태풍강화 새로운 가설 
제시)
- 2018년 태풍 망쿳은 저위도 (14N)를 통과하면서 3.5일간 5등급 태풍을 유지하였음.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저위도 해역 즉 북적도 해류해역의 높은 열용량과 고유한 성층 특성으로 인해 
주요 태풍의 강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새롭게 분석하여 북서태평양 급강화 태풍의 공간 차이
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함.  
- 1) 1984-2021년 태풍 자료 분석결과, 북서태평양에서 강한 태풍 발생은 난수성 소용돌이 
해역(ERZ)과 남측 북적도 해역(NEC)으로 구분함. 북서태평양 태풍 급강화(58.4%) 및 강한 급
강화(60kts/24h)는 NEC 지역에서 두드러짐. 5등급 비율 역시 NEC 지역에서 가장 높음(그림 
2-5-1b-1-26). 북적도해류역에서 태풍 특성구분은 새로운 분석 결과이며, 북서태평양 태풍 
강화 특성을 NEC를 도입하여 설명함.  
- 2) 2018 망쿳은 NEC 해역을 통과하며 5등급이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 유지되었으며, 
NEC 해역에서 특별한 성층으로 비롯한 높은 냉각저해지수를 유발하는 해수특성으로 SST 냉
각이 낮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였으며, 잠열속은 1,000 W/m2 이상을 유지하여 여타 5등급 
태풍 경우 산정된 잠열속과 유사하였음 (그림 2-5-1b-1-27).
- 3) 장기간의 해양특성 자료(WOA)를 이용하여 경도평균 위도별 수온, 염분 특성은 NEC 해
역 (8°-17°N)은 수온 염분 특성으로 인해 남측해역에서는 성층이 강화되고 전체 남북 단면에
서 열용량은 110 KJ/cm2 이상으로서 태풍 발달에 매우 양호한 특성을 보임 (그림 
2-5-1b-1-28). 
- 4) 통계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등위도를 따라 태풍 전파속도군에 따른 해표면 냉각은 예상
대로 매우 억제되었으며, 대부분의 전파속도에 따른 SST는 29도 이상을 유지하여 태풍발달이
나 급강화에 유리하고, 잠열속은 1000-1800 KJ/cm2을 유지하여 NEC 해역에서 강한 태풍이 
나타나는 기작을 설명함 (그림 2-2–1-2a-29).
- 본 논문은 북서태평양에서 특히 북적도 해류역에서 태풍 급강화와 강한 급강화가 나타나는 
해역임을 분류하였고 및 북적도해역에서 슈퍼태풍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가장 높은 해역임을 
제시함.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강화되는 두 해역을 소용돌이 해역과 북적도해역으로 제시함. 
이중 북적도 해류의 해수특성에 기인하여 강한 태풍의 태풍 강화가 일어나는 기작을 새롭게 
제시함. 본 연구결과는 논문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영문교정 등의 단계후해 완성후 “Nature 
Geoscience”에 제출함 예정임. 

- 해양로봇장비 3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2-5-1b-b 성과 목표치를 달성함. 
- 영문 수정과 추가검토가 완료되는 Nature Geoscience에 22년 3월-4월경에 제출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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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6 1984-2021 기간 3등급 이상 태풍의 위도별 누적일 분포(a), 태풍비시즌(12
월-5월) 위도별 누적일(b), 급강화(>30kts/24h 및 강한 급강화(>60kts/24h) 공간분포(c). 
5등급 태풍의 ERZ 및 북적도해류역의 발생 비율 (d), 북서태평양 ERZ(eddy rich zone)
과 남측 북적도 해류 해역 (e). 배경색은 역학적 고도(ADT)이며 0.95-1.35m까지 등치선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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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7 2018 최강 태풍 망쿳 진로를 따른 1eh 평균 표층수온(SST)(a) 및 다위성 SST (b), 
SST cooling (c) 및 잠열속 (d). SST는 반경 200km 평균. 태풍시 냉각저해 지수와 ADT (e) 및 
염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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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8 WOA자료 기반 120°E-150°E 평균 남북 수온(a), 염분(b) 및 산정된 북적도 해류(c). 
수온(d) 및 염분(e) 기인 N2 및 열용량 (OH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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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1-29 NEC 영역에서 통과한 태풍 통과 속도와 등급에 따른 SST 냉각 (a-f). SST 조건과 
대성양에서 관측된 태풍 최강풍속 반경에서 대기 비습 조건값(19.5g/kg)(Kowaleski and Evans, 
2015)을 활용하여 3개 대표 위도와 전파속도에 따라 산정한 잠열속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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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

❍ 해양상층구조 산출 순환모델 
가. 연구방법 
¡ 관측자료 확보 및 분석
Ÿ 아래의 표 2-5-1b-2-1과 같이 4∼5차 년도(2020∼2021) 관측 자료를 정리/분석하였음. 

조사
연도

기간 
구분

조사기간
조사자료(CTD/XCTD)

CTD XCTD 합계 사용자료

2020
1차 08.06 – 08.28 75 75

123 (CTD만)
2차 09.11 – 09.22 48 7 55

2021 08.02 – 08.21 96 2 98 96 (CTD만)

표 2-5-1b-2-1 관측자료 확보 및 활용 

¡ 자료동화기법 적용
Ÿ 2차 년도(2018)에는 관측된 CTD/XCTD 등 수온/염분 연직구조 자료를 사용하여 정점 

자료동화(point)를 시도하였으며, 3차 년도(2019)에는 조사범위 상층 전체에 대하여 적용 
가능 하도록(area) 자료동화 기법을 개선하여 적용함. 

Ÿ 4차 년도에는 자료동화로 인한 조사해역 유속장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자
료 관측기간 별로 자료동화를 따로 적용하는 개별자료 자료동화 방법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Ÿ 5차 년도에는 현재까지 5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대상으로 최종 개발된 개별자료 자료동
화 방법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미 보고서에 기술
된 1∼3차 년도 자료를 제외한 4∼5차 년도 (2020, 2021) 자료에 대한 실험을 기술함.

¡ 수치모형 특성 및 모형수립
Ÿ 사용된 수치모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3차원 지역해 모형(ESCORT)임. 
Ÿ 수치모델링 영역은 4차 년도와 동일하며, 수심도 동일함. 
Ÿ 초기조건, 외해경계조건, 대기경계조건, 하천경계조건은 4차 년도 실험과 동일하나 해당 

자료만 조사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하였음.
Ÿ 모델 가동 방법도 4차 년도와 동일하게 초기 고정된 수온/염분장을 주고 1∼3일 동안의 

예비 가동을 거친 후 수온/염분 계산과 함께 자료동화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의 가동으
로 상층구조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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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실험
Ÿ 재분석자료 동화, 관측자료에 대한 개별 자료 자료동화 방법(IPR: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도 4차 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Ÿ 2020∼2021년의 관측기간별로 모델실험을 실시하였음. 각 년도별 실험에서 최초 관측 

시점에 앞서 약 10일 정도의 예비 가동을 거쳐서 모델 결과를 산출하였음.
Ÿ NEMO 재분석 자료(SST, SSH)를 이용하여 표층 수온과 해수면 경사에 대한 자료동화

를 실시하였음. 표층수온의 경우 이완시간을 1시간으로 짧게 주었으며, 해수면경사에서
는 모델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완시간을 1일로 길게 주었음.

Ÿ 관측자료 동화에서는 공간 윈도의 범위를 0.5도, 시간 윈도의 범위(half-window)를 3일
로 주었음.

Ÿ  각 조사년도 별로 IPR방법 미적용과 적용의 경우를 실험하였음. 각 년도별로 1개 정점
을 선정하여 조사자료, NEMO 자료, 모델결과를 비교하였음.

조사년도 실험안 비교정점 조사시점 비고원상태 IPR적용
2020 D0 D1 TX12n 09/19
2021 E0 E1 T04 08/06

표 2-5-1b-2-2 모델 실험 

나. 연구결과
¡ 표층수온 분포 비교
Ÿ 모델결과 (D0/E0: IPR 미적용, D1/E1: IPR 적용), NEMO 재분석 자료, 관측자료

(CTD/XCTD) 분포를 비교하여 수온과 염분별로 도시하였음. 모델 결과와 NEMO 재분
석 자료는 2020년의 경우 09/19, 2021년은 08/06 일자의 분포를 도시하였으며, 관측 
자료의 경우 관측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관측 자료를 하나의 분포도로 도시하였음. 

Ÿ 대부분의 모델결과에서 IPR적용(A1)과 미적용(A0)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각 관측 자료를 관측정점 위치에서 관측 시기에만 동화하는 방법상 당연한 
결과라 생각됨.

Ÿ 모델결과/NEMO자료와 관측 자료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하나의 분포로도 작성하였기 때문에 관측자료 분포도가 실제의 분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특히 2020년의 경우는 1, 2차로 나누어 관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약 
1개월 이상의 기간 자료를 하나의 도면에 표현하게 되어 동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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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2-1 2020년 수온 모델결과(좌상:D1, 좌하:D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그림 2-5-1b-2-2 2020년 염분 모델결과(좌상:D1, 좌하:D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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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2-3 2021년 수온 모델결과(좌상:E1, 좌하:E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그림 2-5-1b-2-4 2021년 염분 모델결과(좌상:E1, 좌하:E0), NEMO(우상), CTD(우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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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직구조 비교
Ÿ 선정된 정점에서(2020년: TX12n, 2021년: T04) 각 년도 별로 IPR을 적용한 모델결과

(D1, E1)와 관측 결과, NEMO 재분석 자료의 연직 수온/염분 분포를 비교하여 그림 
2-5-1b-2-5 ∼ 6에 도시하였음.

Ÿ 해양상층구조 산출을 위한 수치모형 실험에서 새로 개발한 IPR(Individual Profile 
Relaxation) 방법을 적용한 관측자료 동화를 실시하여 모델 결과를 NEMO 재분석자료 
분포도, 관측자료 분포도와 비교/검증하였음.

Ÿ 상층보다는 오히려 중층에서 재현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분석 자료(NEMO) 
동화시 또는 IPR 방법 적용시 표층의 모수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Ÿ 모델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측 결과를 재현하고 있음. 
Ÿ 현 실험에서는 재분석 자료 동화에서 염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층 염분은 관측치 및 

재분석 자료와 차이가 있음.

그림 2-5-1b-2-5 2020년 수온/염분 모델결과(빨강), CTD(파랑), NEMO(초록) 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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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2-6 2021년 수온/염분 모델결과(빨강), CTD(파랑), NEMO(초록) 프로파일 비교.

3)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 급강화기작 규명을 위한 태풍 분류 추가 분석  

- 4차년도에 분석한 급강화(RI)/느린강화(SI)/중립(NI) 태풍 분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
였음. 기준일(0 day) 이후 태풍 분류별 life cycle의 최대풍속 증가율과 저기압 강화율
(deepning)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을 확인하였음. RI 태풍은 0 Day에 중심부근 
MSWS가 약 40 kt에서 70 kts로 강도가 강해지며, SLP는 995hPa에서 960hPa까지 떨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림 2-5-1b-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카테고리 태풍의 강도변화: MSWS(kt, 좌) 및 SLP(hPa,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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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류변화에 따른 급강화 기작  
급강화 시작 –3 Day에서 +1 Day까지 시간을 확장하여 대류 강도, 태풍강도변화에 선행한 대
류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RI 태풍은 SI, NI 태풍과 다르게 경우 강도 변화 시작 이전 특이한 대류의 강도, 면적, 조직
화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급강화 태풍의 경우 –2.5 day부터 위성영상 정
량화 분석 결과에서, Ave_BT, Min_BT가 감소하면서, LPI와 EMS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
인함. 전반적인 대류강도가 강화되며, 깊은 대류 면적이 확대되며 가장 강한 대류셀이 더 강
화됨. 또한, 강한 대류 영역이 조직화되는 특성이 급강화에 선행하여 나타남. 
SI 태풍도 강화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류의 강도는 살짝 강해짐(Ave_BT의 조금 
감소). 그러나, 깊은 대류의 강도나 면적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전의 상태를 유지는 
정도임. 
NI 태풍은 태풍의 강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태풍임. -2.3 day부터 대류의 전반적인 강
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깊은 대류가 일어나는 면적이 작아짐. 강화하는 태풍에 비해 NI 
태풍은 대류의 조직화와 관련된 LPI, EMS 지수가 낮으며, 대칭성(DAV)도 크게 떨어짐.
❍ 바람쉬어가 대류 및 급강화에 주는 영향

 태풍급강화 동안 대규모 주요 대기효과인 바람쉬어가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상층과 하층
의 바람장을 차이를 이용한 바람쉬어를 계산하였으며, 시스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태풍 
중심부의 값을 바람쉬어 계산에서 제거하였음. 분석 결과 RI 태풍의 경우 SI, NI 태풍 보다 
연직 바람쉬어가 약 2 m/s 정도 약했음. 바람쉬어가 더 약한 배경장에서 대류의 강도가 더 
강해지며, 면적이 더 확장되어 대류의 조직화가 이뤄서 태풍 중심부 잠열방출로 인한 급강화
가 이뤄지는 기작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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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b-2. 급강화 태풍(RI; 적색선), 느린강화 태풍(SI; 청
색선), 중립(NI; 흑색선)의 –3 Day에서 +1 Day 까지 대류 
강도(Ave_BT, Min_BT, MAx_BT), 면적(TA_BT), 조직화
(LPI, EMS), 대칭성(DAV) 인자의 변화 시계열 

그림 2-5-1b-3-3. 급강화 태풍(RI; 적색선), 느린강화 태풍(SI; 청색
선), 중립(NI; 흑색선)의 –2 Day에서 +4 Day 연직바람쉬어의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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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1) CMIP6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활동 변화분석
- CMIP6(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는 많은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그림 2-5-1c-1-1). DECK 실험 중 Historical 시나리오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 기후에서 
나타나는 온난해수역 변동성 및 태풍활동성을 분석하였고, 태풍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태
풍잠재생성지수가 이용됨.
- 태풍잠재생성지수는 850hPa에서의 절대소용돌이도, 700hPa에서의 상대습도, 잠재강도
(potential intensity), 연직 바람쉬어의 함수임. 

그림 2-5-1c-1-1 CMIP6 실험 디자인

- CMIP6에서는 다양한 온난화 실험결과를 제공함. CMIP5에서 제공하는 RCP 시나리오중 
RCP4.5는 온실기체 배증 실험과 유사함. 이에 해당하는 SSP2-4.5 시나리오 실험을 이용하여 
북서태평양 지역 온난해수역 변동과 태풍활동과 SSP2-4.5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미래기후에서 
온난해수역의 변동성의 변화와 태풍활동을 분석하였음. 모든 결과는 북반구에서 태풍활동이 
활발한 확장된 여름철 즉, JASON(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계
절에 대하여 분석함.
- 그림 2-5-1c-1-2는 SSP2-4.5 시나리오에서 Historical 시나리오를 뺀 태풍잠재생성지수
(GPI)를 나타내는데, 북서태평양 지역의 감소와 열대/아열대 중태평양 지역의 증가를 보임. 
이러한 미래기후에서의 특징적 변화는 다른 연구결과(Li et al., 2010)와도 일치함. 온난화가 
진행된 미래기후에서 열대/아열대 중태평양 지역에서 태풍활동의 증가는 그 지역의 연직 바
람쉬어의 감소, 하층 수증기의 수렴에 의해서 일어남. 기후모형은 CESM2 모형이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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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1-2 CMIP6 SSP2-4.5 시나리오 기반 태풍잠재생성지수의 미래변
화

그림 2-5-1c-1-3 태풍잠재지수 및 환기지수 변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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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잠재생성지수 미래변화의 역학적/열역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함. 태풍잠재생성지수는 행성소용돌이도, 상대습도, 태풍잠재강도, 그리
고 연직바람쉬어의 함수이므로,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음.

 log      max       

- 행성소용돌이도는 적도에서 0이므로 적도 근처에서 기여도는 무의미하며, 아열대 지역의 상
대적 기여도는 비교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그림 2-5-1c-1-3). 온난화 기후에서 북서
태평양의 태풍활동이 감소되는 것은 모든 변수가 기여하지만 상대습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음. 이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태풍활동의 변동이 상대습도 즉, 습도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
게 변함과 동시에 대양,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습도의 관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습도의 정
확한 추정은 태풍활동의 정확한 진단 및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열대/아열대 중태평양 지역에서 미래기후 태풍활동의 증가는 습도의 증가, 즉, 하층 수증기
량의 수렴이 가장 기여도가 크지만 연직 바람쉬어의 감소도 중요하게 작용함. 그 지역 미래기
후에서 연직 바람쉬어의 감소는 미래기후에서의 El Nino-like warming에 따른 결과임(그림 
보이지 않음). 즉, 미래기후에서 열대 동태평양이 더 가열되고, 상대적으로 열대 서태평양이 
덜 가열되는 El Nino-like warming의 형태는 기후적으로 무역풍을 약화시키고, 이는 중태평
양 지역 상하층 바람쉬어의 약화를 이끔. 
- 태풍잠재생성지수는 상대적으로 저해상도로 제공되는 많은 접합기후모형에서 대규모 태풍
활동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변화나 엘니뇨/라니냐 등 뚜렷한 경년변동에
서 대한 변동은 비교적 실제 태풍활동성과 높은 유사성을 갖지만, 실제 태풍발생빈도와 태풍
잠재생성지수는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다소 차이를 가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태
풍활동지수가 활용될 수 있음. 태풍환기지수는 태풍의 발생 및 강도 변동을 잘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Tang and Emanuel, 2012; 그림 2-5-1c-1-4). 
- 연직바람쉬어는 태풍과 직접상호작용하는 대규모 환경인자이지만, 경압적 대기에서 약한 연
직 바람쉬어는 태풍 내부의 상승운동을 강화시켜 오히려 도울 수 있음. 또한, 연직바람쉬어는 
태풍중심의 엔트로피를 주변 환경에 환기(ventilation)시키면서 태풍의 발생과 발달을 억제시
킬 수 있음. 즉, 태풍 주변 바람은 건조하고 낮은 엔트로피를 갖는 공기를 태풍 중심부로 유
입시켜 발달하는 대류활동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음.
- 태풍환기지수는 상하층 바람쉬어, 태풍잠재강도, 그리고 엔트로피 손실율의 함수로 이들의 
비율로 산출됨. 엔트로피손실율(entropy deficit)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여기서 
 는 태풍내부에서 포화엔트로피(saturation entropy)이고,  은 600hPa의 주변 

엔트로피이며, 
 는 해면에서 포화엔트로피이고, 는 경계층에서의 엔트로피임. 이 값은 중

층에서 태풍내부와 외부의 엔트로피 차이를 경계층에서의 값으로 표준화시킨 지수임. 즉, 중
층에서 태풍중심부와 외부의 엔트로피의 차이가 클수록 태풍활동은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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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1-4 태풍경로를 따라 평균 환기지수에 대한 태
풍발생 확률(Tang and Emanuel, 2012)

그림 2-5-1c-1-5 CMIP6 SSP2-4.5 시나리오 기반 태풍환기지수의 미래변화

- 그림 2-5-1c-1-5는 SSP2-4.5 시나리오에서 Historical 시나리오를 뺀 태풍환기지수
(Ventilation index)를 나타내는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음의 편차, 그리고 열대/아열대 중태
평양 지역에서 음의 편차를 보임. 태풍환기지수가 음의 편차를 갖는다는 것은 태풍활동이 증
가되는 것음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태풍잠재생성지수의 결과와도 일치성을 가짐. 열대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 것은 태풍환기지수는 열대 지역에서 태풍의 낮은 활동성이 반
영되지 않음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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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기후에서 태풍환기지수의 변화에 대하여 각 기후적 요인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각 변수의 비변화를 분석함(그림 2-5-1c-1-3d). 엔트로피 손실율의 기여도도 
연직바람쉬어와 태풍잠재강도의 기여도와 상응하는 값을 가짐. 태풍잠재강도, 연직바람쉬어, 
그리고 엔트로피 손실율의 변동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며 변동하므로 독립적으로 그 효과만 
보기는 어려음.

   





 

 

- 4차년도 연구결과에서 정의한 해수면온도 지수 즉, 120-140E, 20-30N 지역 평균한 해수면
온도는 북서태평양 지역 태풍활동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므로, 이 지수와 태풍환기지수의 상관
성을 분석함(그림 2-5-1c-1-6). 상관계수 지도는 북서태평양과 아열대/열대 중태평양과 시소
패턴을 보임. 즉, 해수면온도 지수가 높을 때, 그 지역 태풍환기지수는 작아지며, 열대/아열대 
중태평양의 태풍환기지수는 커지는 원격상관을 가짐.

그림 2-5-1c-1-6 지역평균한 해수면온도편차(120-140E. 20-30N)와 태풍환
기지수의 상관계수지도

2) 태풍강도 분석 위한 아열대해역 수온 경년변동 모의
가. 경년변동강제력 기반 전구해양순환모델의 60년 규모 적분
- 해양순환모형과 실험 방법: 대양의 중장기적 변동 특성을 모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지구 
해양을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여 수평해상도 0.2도의 해양-해빙결합모형을 수립함. 모형은 미
국지구유체역학연구소의 MOM5-SIS를 기반으로 하였음. 먼저 해양순환모형이 기후 평균적인 
해양순환을 모사할 수 있도록 모형 내부의 초기치를 WOA13의 수온과 염분 1월 기후평균자
료로 주고, CORE 기후평균강제력을 경계조건으로 하여 100년간 스핀업 실험을 수행하였음. 
다음에 ECMWF ERA40 재분석자료를 기후강제력으로 하여 1958년부터 1978년 기간까지, 그
리고 1979년부터 2020년까지는 ECMWF ERA5 재분석자료를 대기강제력으로 하여 과거 해양
순환 모의실험을 수행하였음. 이로써 모의된 과거 재현기간은 총 63년(1958-2020년)이 됨. 
과거 재현실험에 이어서 미래기후변화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절에서 설명하도록 
함.



- 377 -

- 전구평균해수면(GMSL): 그림 1은 195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구 평균된 해수면(Global 
Mean Sea Level) 변화를 보여줌. 전구평균해수면의 시간변화는 남북 양반구의 해수면 계절
변화와 더불어 경년 변동 형태도 함께 나타내는데, 모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수면의 상승
이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상승률은 약 1.7 mm/yr에 이름. IPCC 6차평가보고서
(AR6)에서 평가된 과거 기간의 전구평균해수면 상승률은 1901-1990년 기간 동안 1.4 
mm/yr, 1970-2015년 기간 동안 2.1 mm/yr, 1993-2015년 기간 동안 3.2 mm/yr, 그리고 
2006-2015년 기간 동안은 3.6 mm/yr에 이른 것으로 보고됨으로 본 모델 실험에서 모의된 
상승률은 AR6의 평가 범위에 들어감.

그림 2-5-1c-2-1. 1958-2020년 기간 동안의 모델 전구평균해수면 변화(검은색 선). 빨
간색 선은 미래기후변화(SSP5-8.5)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된 해수면 변화

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기후 평균적 해양 특성 및 중규모 에디 연변동 특성 모의 분석
- 장기 월평균 해면수온(SST): 1981-2020년의 40년 기간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분포를 2월과 8월을 대표로 하여 나타냄(그림 
2-5-1c-2-2 좌). 4월에 필리핀 동방에서 28~29℃의 따뜻한 해수가 연안에서 155E 동방까지 
분포함. 6월에는 30℃ 이상의 고수온 해역이 필리핀 섬을 둘러싸는 형태로 태평양측과 남중
국해측에 모두 분포하며 29~30℃의 해수는 22N 이남 해역에서 154E까지 폭넓게 분포함. 
8-9월에는 29~30℃의 고수온 해역이 26~28N까지 더 고위도 해역으로 확장되며, 이후로 10
월에는 아열대해역의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29℃ 등온선은 18-20N 근처로 남하함.
- 장기 월평균 해면염분(SSS): 같은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
염분(Sea Surface Salinity) 분포를 2월과 8월에 대해 나타냄(그림 2-5-1c-2-2 우). 염분 
35.0 이상의 높은 염분이 12월~6월에 20-26N 위도대에서 145E 동방의 아열대해역 중앙부에
서 나타남. 하계로 가면서 아열대 중앙부의 염분은 34.8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지지만 이 고염
분수에서 기원하는 34.2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염인 해수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20-22N 위도대에서 필리핀과 대만 근방의 쿠로시오 해역에 영향을 미침(그림 2-5-1c-2-2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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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2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81-2020년 기간 월평균 해면수온(좌)과 해
면염분(우) (상-2월, 하-8월)

장기 월평균 해면고도(SSH): 같은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해면고
도(Sea Surface Height) 분포를 2월과 8월에 대해 나타냄(그림 2-5-1c-2-3 좌). 모델에서 
모사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상대적 해면고도는 대만과 필리핀의 동방 해역에서 연중 가
장 높은 고도를 보이며, 12-24N, 123-155E 범위에 걸쳐 0.8~1.0m의 분포를 보임. 1.0m 이
상에 달하는 최대 해면고도는 7월에 가장 넓은 영역에 이르는데, 127E에 분포의 중심을 둔 
영역과 137E에 중심을 둔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분포하며 그 영역 내에 중•소규모의 해면고
도 변위가 에디 형태로 여러 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임. 이 두 영역 사이에 해당하는 
16-22N, 128-135E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해수면 분포를 보이는데, 대체로 필리핀 분지 지역
과 일치하는 점이 주목됨. 최대 해면고도는 9월 이후로 0.95m 정도로 감소하며 그 분포 영역
은 점차 감소하여 2월경에 최소로 줄어듦.
- 장기 월평균 잠열(Q_evap): 같은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2월과 8월 월평균 잠열
속(Evaporative Heat Flux) 분포를 그림 2-5-1c-2-3(우)에 나타냄. 잠열속은 11월~1월 사이
에 동중국해와 쿠로시오해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최고 300 W/㎡ 이상에 달함. 필리핀 
동방의 24N 이남 아열대해역에서는 4~6월에 100~130 W/㎡ 정도의 낮은 값을 보이다가 7-9
월에 130~150 W/㎡ 정도로 증가함. 10월경부터는 동중국해와 아열대해역 전반에 걸쳐 전체
적으로 잠열 방출이 증대됨. 이는 잠열속이 이 시기에 강화되는 북풍 계열의 몬순풍에 크게 
영향 받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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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월평균 수송량 유선함수: 같은 기간 동안 평균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월평균 수
송량 유선함수(Transport Streamfunction) 분포를 2월, 5월, 8월, 11월에 대해 나타냄(그림 
2-5-1c-2-4). 대만 동남방 해역에서 쿠로시오 수송량은 1-3월에 30 Sv, 4-6월에 23-25 Sv 
정도를 보이며, 7-9월에 17-22 Sv, 10-11월에는 17-20 Sv 정도로 감소하고 12월에 다시 
25 Sv 정도로 증가하여 대체로 동계에 최대(30 Sv), 추계에 최소(17 Sv)가 되는 계절 변화 
형태를 보여줌. 위도 26-34 N에서 나타나는 아열대환류 중심역의 수송량은 2월에 148-155 
E 해역에서 50 Sv 정도 크기로 가장 커지며 이후 점차 약화되어 6월에 142-155 E 해역에서 
25 Sv 정도로 가장 작은 수송량 값을 가짐.

그림 2-5-1c-2-3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81-2020년 기간 월평균 해면고도(좌)와 
잠열(우) (상-2월, 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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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4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81-2020년 기간 월평균 수송량 유선함수 
(좌상-2월, 우상-5월, 좌하-8월, 우하-11월)

- 황동중국해 월평균 수송량 유선함수분포: 황해 내부와 동중국해 육붕역에는 계절에 따라 닫
혀진 형태의 순환을 보이는 수송량유선함수 분포가 나타나는데(그림 2-5-1c-2-5), 황해 내부
의 시계 방향 순환은 10월경부터 강해지기 시작하여 2월경까지 그 형태가 비교적 분명하게 
유지됨. 4월에는 중국 연안과 한국 서해안을 따라 각각 남하하는 흐름들이 강해지면서 황해 
내부와 동중국해 육붕상의 순환 형태가 약화됨.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수송량은 
대략 1 Sv(Sv=10**6 ㎥/s) 내외의 크기로 모의되었는데, 이는 관측으로 알려진 연평균 수송
량 크기(약 2.65 Sv) 보다 작은 값임. 대한해협 통과 수송량은 3월에 최소(0.8 Sv)를 보이며 
이후 하계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8-11월에 1.2 Sv 정도에 이르다가 동계로 가면서 다시 
1.0 Sv 이하로 감소함. 이러한 대한해협 통과 수송량의 계절 변화가 대만 동방 해역에서 보
여지는 쿠로시오 수송량의 계절변화와 대체로 반대되는 위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됨.
- 과거 시기에 따른 중장기적 수송량 변화: 1981-1990년 기간 평균수송량 유선함수와 
2011-2020년 기간 평균수송량 유선함수 및 이 두 기간 동안의 차(difference)를 각각 그림 6
에 나타냄. 두 기간 모두 쿠로시오 연평균 수송량은 대만 동방에서 약 20~25 Sv 정도로 모의
되며, 아열대환류역의 최대 수송량은 약 35 Sv 정도로 나타남. 이 두 기간 동안 평균 유선함
수의 차이는 18-30N, 123-155E 해역에서 1 Sv 정도의 수송량 감소를 나타내며 142E 동측
에서 32N을 경계로 남쪽에서는 수송량의 감소를, 북쪽에서는 수송량의 증가 모습을 나타냄. 
이는 시계 방향의 순환을 가지는 북태평양 아열대환류가 이 두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좀 더 
고위도로 이동하고 그 최대수송량도 다소 약화되어진 모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와 
연관되어 동중국해 육붕역에도 쿠로시오 수송량의 감소 변화(그림 2-5-1c-2-6 하단)가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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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5 황해, 동중국해와 대한해협의 1981-2020년 기간 월평균 수송량 유선함수 (좌
상-2월, 우상-5월, 좌하-8월, 우하-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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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6 1981-1990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평균수송량 유선함수(좌상단)와 
2011-2020년 기간의 평균수송량 유선함수(우상단) 및 그 차이(하단, 2011-2020년 평균 
유선함수 마이너스 1981-1990년 평균 유선함수). (단위 Sv; 10**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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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0년 기간 대기강제력에 기반한 아열대해역 경년변동 모의 분석
- 아열대해역 월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 경년 변동: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의 아열대해역에
서 중규모 에디의 발달과 그 경년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중
장기적 분포를 살펴봄. 이를 위하여 1981년-2020년 기간의 각 연도 8월의 평균해면고도 아노
말리 분포를 그림 2-5-1c-2-7에 나타냄. 여기서 월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는 각 연도의 월평
균 해수면에서 40년 전체 기간의 월평균 해수면을 빼줌으로써 구하였음. 산출된 해면고도 아
노말리 성분에는 분석 기간 동안 해수면의 선형적 증가 성분과 그 밖의 기후 변동 성분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볼 때 아열대해역 전반에서 1981년부터 1997년까
지는 대체로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1998-2004년 동안에는 각각 양
과 음의 아노말리가 지배적으로 분포하는 해가 뒤섞여 나타나며, 2005년 이후로 2020년까지
는 대체로 양의 아노말리가 우세함을 볼 수 있음. 이러한 아열대해역 해수면의 전반적인 중장
기적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해수면의 증가 추세가 분석 기간 후반기로 가면서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에 점점 더 양의 값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만-필리핀 동방
의 12-24N, 123-150E 해역에서 양과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가 대체로 패치 형태로 
해마다 여러 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음.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와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
는 각각 난수성 에디와 냉수성 에디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도에서 분석 기간 동안 해수면의 선형적 증가추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고찰할 
때, 위 지역에서 8월에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대략적으로 더 우세하게 발달한 해들은 
1983, 1987, 1988, 1992, 1998, 1999, 2000, 2001, 2003, 2005-2013, 2016, 2017, 2020년
들로 관찰되며, 근년에 들어오면서 난수성 에디의 발달이 더 강화되었음을 시사함.
- 대표 위도선에서의 하계 해면고도 아노말리 경년 변동: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냉⦁난수성 에디의 발달과 그 경년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하계 분포를 대표적인 위도선상에서 살펴봄. 그림 8은 19N을 따라 119E부터 155E까지 
1981-2020년 기간 동안의 월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를 나타낸 것으로 세로 방향으로 각 해
의 7-9월 아노말리 분포를 보여줌. 그림 8로부터 앞서 분석한 81-97년 기간의 대체적인 음의 
아노말리 분포 시기와 2005-2020년 기간의 전반적인 양의 아노말리 분포 시기 및 그 사이의 
양과 음의 아노말리가 뒤섞인 시기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 중규모 에디의 존재를 반
영하는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19N 동일 위도상에서 살펴볼 때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는 해에 따라 대략 123-131E 범위에서,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는 
126-131E 근방에서 더 자주 나타남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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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7 1981년-2020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8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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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7(계속). 1981년-2020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8월 평균해면고도 아노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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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8 19N에 따른 1981년-2020년 기간의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 하계(7, 8, 9월) 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 변화

- 아열대해역 해면고도 아노말리와 해면수온 경년 변동과의 관계: 그림 2-5-1c-2-7, 8에서 
고찰한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시공간적 분포로부터 대상 해역에서 난수성 에디가 발달했던 해
들과 상대적으로 냉수성인 에디가 좀 더 강하게 발달했던 해들을 선택하여 해당 년도의 하계 
해면수온과 1981-2020년 기간의 평균 해면수온을 비교하여 고찰함(그림 2-5-1c-2-9). 냉수
성 에디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해로서는 대표적으로 1986년과 1997년을 택하였고, 난
수성 에디가 강했던 해로서는 2008년과 2013년, 2020년을 택함. 1986년 하계는 상대적으로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우세하게 나타난 해였는데, 7월에 필리핀-대만 동방의 아열대 해역
에서 29.5℃ 이상의 해수가 패치 모양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나타나며, 8-9월에는 그 사이에
서 28.5~29℃의 분포 면적이 더 넓어져서 29℃ 이상의 영역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
음. 1981-2020년 하계 평균수온과 비교해 볼 때 1986년 하계의 아열대 해역 수온은 전체적
으로 0.5-1.0℃ 정도 더 낮은 분포를 보였음. 1997년에는 필리핀-대만 동방 해역에서 7월에 
보이던 29.0℃ 이하의 분포 영역이 8월에 더 넓게 발달하였고 28.5℃ 이하까지 낮아지면서 
29.5℃ 이상의 고수온 영역은 필리핀 인근 해역에로 국한되었음. 한편 난수성 에디의 분포를 
보면, 2008년 하계에는 7월과 8월에 29.0~29.5℃ 범위의 고수온 영역이 전반적으로 넓게 분
포하다가 9월에는 30.0℃까지 이르렀음. 2013년에는 30.0℃의 해수가 7-9월에 계속 존재하였
지만 8월에 가장 넓게 발달하였고, 2020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30.5℃ 이상의 해수가 7월에 
남중국해 동북쪽의 루손해협 부근과 대만-필리핀 동측 해역에 강하게 발달하였는데, 8월에는 
아열대환류의 135-145E 지역으로 그 중심 분포 위치가 이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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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9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81년-2020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해면수온과 
1986년, 1997년, 2008년, 2013년 그리고 2020년 하계(7, 8, 9월)의 해면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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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대해역 중규모 에디의 수온 수직 분포: 표층의 고온수 패치와 연관된 수온의 수직적 분
포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19N에 나란한 단면상에서 1981-2020년의 7, 8, 9월 평균수온과 
1986, 1997, 2008, 2013, 2020년 각 7, 8, 9월의 평균수온 분포를 비교함(그림 10). 
1981-2020년 전체 기간의 7월과 8월 및 9월의 평균수온분포도 사이에는 상층의 26℃ 등온선
이 7월에서 9월로 가면서 다소 깊어지는 모습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 그러나 
1986년 하계의 상층 수온분포는 하계의 평균적인 분포와 달리 대만 남동방 해역에서 평년에 
비해 그 층의 두께가 얕고, 130E에 중심을 둔 25℃ 냉수가 수심 70 m 부근까지 발달한 모습
을 보여줌. 8-9월에는 25℃ 등온선이 7월보다 좀 더 표층 가까이까지 발달함으로써 앞서 수
온 수평분포에서 관찰된 바 8-9월에 29℃ 이상의 영역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과 일치함. 
1997년에는 8월에 표층 부근에서 29℃ 이하의 해수가 가장 넓게 분포함으로 수온 수평분포에
서 나타난 특징과 일치함을 보임. 한편 2008년 하계의 수온 수직분포를 보면 7월과 8월에도 
29.0-29.5℃ 범위의 고온의 해수가 표층 부근에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하였지만 9월에는 30.
0℃에까지 이르렀음. 2013년에는 30.0℃의 해수가 8월에 145-150E 해역을 중심으로 가장 넓
게 발달하였고, 2020년에는 수온 수평분포에서 파악된 바와 일치되게 31.0℃를 넘는 고온의 
해수가 7월에 120E 서측에 분포하였는데 8월에는 30℃ 등온선으로 대표되는 해수가 아열대
환류역의 118-150E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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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20 Mean Jul 1981-2020 Mean Aug 1981-2020 Sep

1986 Jul 1986 Aug 1986 Sep

1997 Jul 1997 Aug 1997 Sep

2008 Jul 2008 Aug 2008 Sep

2013 Jul 2013 Aug 2013 Sep

2020 Jul 2020 Aug 2020 Sep

그림 2-5-1c-2-10 19N에 나란한 방향의 1981년-2020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수온 단면과 
1986년, 1997년, 2008년, 2013년 그리고 2020년의 하계(7, 8, 9월) 평균수온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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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대해역 해면고도 아노말리와 잠열속의 경년 변동과의 관계: 하계에 상대적으로 음의 해
면고도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1986년과 1997년 및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가 발달했던 2008
년과 2013년, 2020년의 하계 잠열속을 1981-2020년 전체 기간의 하계 평균 잠열속과 비교하
여 고찰함(그림 2-5-1c-2-11). 1981-2020년 하계의 평균 잠열속은 대만 동측의 쿠로시오 해
역에서 평균적으로 140-150 W/㎡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대만-필리핀 동방의 
아열대해역 대부분 지역에서 7-8월에 130-140 W/㎡, 9월에 120-140 W/㎡ 정도의 값을 가
짐. 그와 비교해 1986년 7월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110-130 W/㎡의 잠열속을 보이는 작은 
패치가 필리핀 동방 130E 해역에 분포하는데, 8-9월에는 120-130 W/㎡의 범위를 가지는 잠
열속 분포 영역이 더 넓어짐. 1997년에는 필리핀-대만 동방 해역에서 7월에 보이던 120-130 
W/㎡의 분포 영역 내에 8월 들어 110-130 W/㎡ 정도로 좀 더 낮은 잠열속이 더 넓은 지역
을 차지하고 9월에는 100-110 W/㎡까지 낮아짐. 한편 난수성 에디가 발달한 2008년 하계에
는 7월에 대만-필리핀 동측의 쿠로시오 해역을 포함한 아열대해역에서 140-160 W/㎡의 잠
열속을, 9월에는 150-170 W/㎡에 이르는 높은 잠열속 분포를 보였음. 2013년에는 필리핀 동
방의 넓은 영역에 걸쳐 7-8월에 130-140 W/㎡의 값을, 9월에는 130-160 W/㎡의 분포를 
나타냈음. 2020년에는 7월에 140-150W/㎡의 잠열속이 아열대해역의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
났고, 8월에는 140 W/㎡이상의 분포 영역이 대만-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줄어들었으며, 9월
에는 아열대해역에서 전체적으로 120-140 W/㎡ 정도로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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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20 Mean Jul 1981-2020 Mean Aug 1981-2020 Mean Sep

1986 Jul 1986 Aug 1986 Sep

1997 Jul 1997 Aug 1997 Sep

2008 Jul 2008 Aug 2008 Sep

2013 Jul 2013 Aug 2013 Sep

2020 Jul 2020 Aug 2020 Sep

그림 2-5-1c-2-11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81년-2020년 기간 하계(7, 8, 9월) 평균 잠열속과 1986
년, 1997년, 2008년, 2013년 그리고 2020년 하계(7, 8, 9월)의 평균 잠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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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해양 특성 중기 미래 예측
- SSP5-8.5 시나리오에 근거한 미래 기후변화 실험: 미국지구유체역학연구소의 MOM5-SIS
를 기반으로 수평해상도 0.2도의 해양-해빙결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에 근거
하여 미래 해양을 전망하였음. 초기 조건은 앞서의 과거실험에서 모의된 2004년 12월의 마지
막 해양 상태이며, 2005-2014년 기간 동안은 EC-EARTH3의 과거 모의 기후강제력을, 그리
고 2015-2050년 기간 동안은 EC-EARTH3의 SSP5-8.5 기후변화시나리오 실험의 미래기후
강제력을 각각 입력자료로 주었음. SSP8.5 시나리오는 미래에도 온실기체 배출이 지금과 같
이 크게 진행되는 사회를 상정함. 미래실험에 앞서 2005-2014년 동안의 EC-EARTH3의 과거 
기후강제력에 기반하여 다시 과거실험을 중복 수행한 이유는 미래 실험으로 진행될 때 지금
까지의 ECMWF 기후강제력으로부터 다른 기후시스템(EC-EARTH)의 기후강제력으로 전환됨
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충격에 해양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임. 
- 미래 전지구 평균해수면 전망: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주어지는 기후강제력에 반응하여 그
림 1에서 미래에도 전지구 평균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평균해수면은 현
재 상태에 이어 계속 상승하며 20세기의 해수면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2015-2050년 기간 동안 전망된 해수면 상승(상승률)은 약 17 cm(4.9 mm/yr) 정도로서, 
IPCC AR6에서 추정한 RCP 8.5 하의 해수면 상승(1995년 대비 2050년에 32 cm 상승, 
2015-2050년(35년간)간의 상승분은 약 20 cm로 추산)과 비교하여 다소 작은 값을 예측하였
음.
- 아열대해역 미래 수송량 변화: 2008-2014년 기간의 평균수송량 유선함수와 2041-2050년 
기간의 평균수송량 유선함수 및 이 두 기간 동안의 차(difference)를 각각 그림 12에 제시함. 
두 기간 모두 쿠로시오 연평균 수송량은 대만 동방에서대략 20~25 Sv 정도로 모의되며, 아열
대환류역의 최대 수송량은 약 35~40 Sv 정도로 나타남. 미래 시기에 평균유선함수의 차이는 
20-34N, 123-155E 해역에서 최대 4.5 Sv 정도의 수송량 감소를 보이며 동중국해 육붕역의 
쿠로시오에도 1 Sv 정도의 수송량 감소를 나타냄, 이러한 미래 수송량 변화는 북태평양 아열
대환류시스템의 변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예측실험에서는 아열대환류계가 현재 
시기보다 미래에 좀 더 고위도로 이동하며 그 최대 수송량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
음. 한편, 19-20N 이남의 북적도 해류계에서도 양의 유선함수 편차가 보이는데, 이는 
10-20N 위도대에서 미래 시기에 2 Sv 정도 수송량이 감소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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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12 2008-2014년 기간(좌상단)과 2041-2050년 기간(우상단)의 평균수송량 유
선함수 및 그 차이(하단, 2041-2050년 평균유선함수 마이너스 2008-2014년 평균유선함
수). (단위 Sv; 10**6 ㎥/s)

- 아열대해역 미래 해면고도 변화: 2008-2014년 기간의 평균해면고도와 2041-2050년 기간
의 평균해면고도 및 이 두 기간 동안의 차(difference)를 각각 그림 2-5-1c-2-13에 제시함. 
현재 시기와 미래 시기 모두 125-130E와 133-153E 지역에서 북태평양 다른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더 높은 해면고도 분포를 보이며, 아열대환류역에서 그 값은 현재 시기에 85~95 cm, 
미래 시기에는 100~110 cm 정도에 이름. 현재 시기와 미래 시기의 차를 보면 미래 시기가 
16~17 cm 더 높은 해면고도를 나타내며, 현재 시기보다 17 cm 이상 더 높은 해면고도 지역
들이 아열대해역에 에디 형태로 다수 분포하는 모습이 주목됨. 이러한 분포 특징이 각각 7년
과 10년 동안의 평균값의 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평균해면 편차도는 에디 형태
로 나타나는 고도편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난수성 에디의 분포 빈도가 높은 지역임을 제시하
며, 또한 그 발달 범위도 대체로 145E 서쪽으로서 필리핀 동측 해역에 주로 치우쳐 분포하게 
됨을 전망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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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13 2008-2014년 기간(좌상단)과 2041-2050년 기간(우상단)의 평균해면고도 
및 그 차이(하단, 2041-2050년 평균해면고도 마이너스 2008-2014년 평균해면고도). (단
위 m)

- 아열대해역 미래 해면수온 변화: 2008-2014년 기간의 평균해면수온과 2041-2050년 기간
의 평균해면수온 및 이 두 기간 동안의 차(difference)를 각각 그림 14에 나타냄. 현재 시기
와 미래시기를 비교해 볼 때 2041-2050년대에는 현재 시기보다 아열대해역 전반에 걸쳐 1℃ 
이상의 온도 증가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음. 10-18N 위도대에서 그 평균해면수온은 29-3
0℃에 이르며, 이는 앞서 고찰한 2008년이나 2013년, 또는 2020년과 같이 7-9월에 현저히 
고온의 해면수온이 나타났던 해에 상당하는 온도 분포로서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 2040
년대에는 현재 시기에 일어나는 고온의 난수성 에디 발생 빈도가 매년 발생할 것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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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c-2-14 2008-2014년 기간(좌상단)과 2041-2050년 기간(우상단)의 평균해면수온 및 
그 차이(하단, 2041-2050년 평균해면수온 마이너스 2008-2014년 평균해면수온). (단위 ℃)

2-5-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예측모델 모듈
1) 급강화 태풍시 해양-대기 플럭스 분석 및 이해
- 급강화 태풍 모수화 개선을 위해 여러 태풍실험과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함. 여러 태풍실험과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열교환량의 중요한 부분인 잠열이 모델에서
는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에서의 잠열의 교환모수화가 사실적이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
- 3차년도에서는 WRFV3.9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층 거칠기 (Donelan) 및 엔
탈피 계수(CK0)에 열대성 태풍의 재현성을 향상시킨 수정된 계수(CK1 & CK2)를 테스트함. 
수정된 계수는 열속에서 열소산항을 포함하며, 강풍에서 표면마찰이 줄어드는 Charnock 관
계를 이용함. CK1은 열과 습기에 대한 상수 Z0Q를 도입하였고, CK2는 Garratt의 열과 습기 
방정식을 이용함. WRF의 기본 식보다 Garrat (1992)가 도입한 Cd와 Ck를 적용할 경우 급강
화 기작을 더 잘 재현하고 있었음
- 4차년도에는 태풍모델 코드의 새버전인 WRFV4.2.1를 설치하여 2020년 태풍 하이센에 대
하여 예측실험을 실시함. 태풍 하이센(202010)의 경우 경로는 크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 않지만, 강도의 경우 이전 태풍실험들과는 다르게 CK2가 급강화를 가장 모의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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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1-1. 표층거칠기 계수에 따른 태풍경로 및 급강화 예측 실험 (2020 태풍 하이센)

- 2017년~2020년의 하계조사에서 관측된 잠열과 모델에서 산정되는 잠열을 다양한 비교실험
을 통해, 태풍의 강화과정 뿐만 아니라 약화과정까지도 잘 모의할 수 있는 사실적인 잠열 교
환모수화를 검토하여 태풍 급강화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음
- NCEP의 환경모델링센터에서는 WRF의 NMM코어를 채택하고 있는 HWRF를 운용중에 있
음. NMM코어에서는 풍속에 따른 항력계수 및 열습계수를 직접 조절하여 태풍강도를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5-2-1-2 HWRF에서 선택 가능한 풍속에 따른 항력계수(좌) 및 열습계수(우)]

- WRF-NMM을 설치하여 WRF-ARW와의 비교를 통해 적용실험을 수행함. 태풍 하이센 
(202010)의 경우 초기 강화는 WRF-ARW에 비해 더뎠으나, 급강화 되는 과정은 WRF-ARW
보다 강하게 나타났음. HWRF에서는 다양한 항력계수와 열습계수를 선택할 수 있어, 향후 민
감도 실험을 통해 적용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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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1-3 WRF 역학코어에 따른 급강화 태풍 실험 (2020 태풍 하이센)

2) 파랑-해양-태풍모델 초기결합 모형 개발
- 파랑모델로부터 계산되는 파랑에너지는 해양모델의 표층 모멘텀에너지에 영향을 끼쳐 해양
순환 특히 혼합층의 강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음. 혼합층의 강화는 열용량의 증대로, 
태풍이 강화되는 역할로 나타남. 파랑모델로부터 계산되는 표층거칠기는 태풍모델에서 이용되
는 모수화된 표층거칠기와의 비교를 통해 열 교환량에 대한 실험에 활용함. 통상 파랑의 영향
을 고려하게 되면 너울의 조건에서는 표층 거칠기는 낮아지고, 태풍 등 강풍에서는 표층 거칠
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태풍 급강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태풍모델에서 표층교환량은 풍속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파랑상태를 고려하는 연구는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ECMWF에서는 풍속과 대기-해양 온도차로부터 모수화한 다음 항력
계수에 파랑 상태를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 중임. 여기서 조도는 Charnock의 파라미터의 함
수(Charnock, 1955)이며, Janssen (1991)은 이 파라미터를 파랑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되는 
파랑기인 응력의 함수로 모수화 함. Hellerman and Rosenstein (1983)에 의하면 항력계수
는 다음 식으로 제시함.

 

3) 해양 연직 구조 및 대기구조에 따른 태풍 강도 변화 실험
- 해양구조에 따른 태풍강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HYCOM과 프랑스 GLORYS 해양재
분석 자료를 비교 검토함. 
- 적도 저염수괴의 북서태평양 유입으로 인한 열공급에 대한 해양순환모델의 구조재현을 보
기 위하여 2017년 하계 Warm Eddy(그림 2-5-2-3-1)의 이동에 따른 OHC (Ocean Heat 
Content)와 저염의 시간에 따른 수평분포를 그림 2-5-2-3-2에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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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3-1 2017년 하계 Warm Eddy의 이동에 따른 OHC 및 염분 수평분포

- 그림 2-5-2-3-1은 2017년 하계의 해면고도이며, 다수의 Warm Eddy가 서진하고 있음. 
Eddy는 월 평균 3도 정도의 이동속도를 가지며, 2-5-2-3-1에 표시된 Eddy는 태풍 Talim의 
이동경로의 좌측에 위치하며 Talim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음.
- Eddy는 북위 19~20도에서 거의 적도와 평행하게 서진을 하였으며, Eddy의 이동에 따라 
시간과 동경 125~135도의 수평적인 OHC와 표층염분을 그림 2-5-2-3-2에 제시하였음. 
HYCOM에 비하여 GLORYS의 자료가 더 큰 OHC와 더 넓은 저염(34.3 psu 이하) 분포를 보
여주고 있음.

그림 2-5-2-3-2 2017년 하계 Warm Eddy의 이동에 따른 OHC 및 염분 수평분포

- 저염구조가 태풍 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19년 태풍 Lekima와 Lingling에 대
해 JTWC Best Track 자료와 GLORYS의 자료를 비교함
- 그림 2-5-2-3-3 (좌)는 2019 태풍 Lekima (201909)이며, 2019년 8월 8일 6시에 130kt의 
최강풍속을 가진 카테고리 4급 태풍이 되었으며, 그 48시간(2일)전에 JTWC에서 예측한 최강
풍속은 겨우 70kt였음. 태풍 Lingling (201913)의 경우에도 120kt의 최강풍속의 48시간 전의 



- 399 -

예측치는 100kt임. 
- 24시간 급강화율은 12시간 전의 최강풍속과 12시간 후의 최강풍속의 차이이며, 최대풍속이 
발생했던 시간의 약 하루전에 두 태풍 모두 40kt의 급강화를 보여고 있음.

그림 2-5-2-3-3 (좌)2019 태풍 Lekima와 (우)2019 태풍 LingLing의 JTWC Best Track 자
료와 GLORYS의 자료

- 동 시기의 GLORYS의 표층수온, 표층염분, 해면고도 및 OHC를 같이 비교함. GLORYS자
료의 위치는 태풍중심의 위치의 값을 추출하였으며, 그 태풍중심 위치에서 하루 전의 표층 수
온과 하루 뒤의 표층수온을 동시에 눈침으로 표시하여 태풍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것을 동시
에 표시함.
- 표층수온을 보면 두 태풍 모두 태풍이 지나면서 급격히 표층수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Lekima의 경우 48시간 기준 약 1~2도의 표층수온이 낮아졌으며, Lingling은 1도 내외의 온
도가 감소함. OHC의 경우에도 태풍이 지나감과 동시에 OHC가 20 kJ/cm3 내외로 낮아 짐. 
표층염분의 경우 시간상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태풍의 강도가 약화되는 과정에 들어서
며 저염대로 진입하였음. 
- 태풍 Lekima는 6일 6시부터 8일 6시까지 강력한 급강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때의 표층수
온은 29.3도에 달함. 표층염분 평면분포(그림 2-1-2-3-4)를 보면, 강한 저염효과로 기진입한 
저염수와 Eddy 경계역을 통과하며 슈퍼태풍까지 강화된 것으로 보임.
- 태풍 Lingling은 4일부터 5일까지 급강화가 일어났으며, 이때의 수온은 28.5도로, 표층염분 
평면분포에서 급강화시 저염수 패턴이 뚜렷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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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3-4 (좌)2019 태풍 Lekima와 (우)2019 태풍 LingLing의 해면높이, 표층염분, 
표층수온 및 OHC 평면분포

- 태풍의 급강화와 해면높이, 표층염분, 표층수온 및 OHC 등과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12개 RI태풍에 대하여 통계적인 비교를 수행함 (그림 
2-5-2-3-5). 
- 태풍중심위치에서 반경 150km이내의 자료를 평균하였으며, 염분경향(Salinity Tendency)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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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고도와 표층염분은 변이값을 이용하였으며, 변이값은 GLORYS 월별 10년 평균자료의 
차이로 계산함. 10년 평균자료는 일별로 평균한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30일 
Cyclic Moving Average로 필터링하였음.
- 해면고도변이, 표층수온 및 OHC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해면고도변이가 
Warm Eddy를 어느정도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표층온도 및 OHC가 높을수록 태풍이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부합함. 
- 급강화율(RI)과 염분경향(dS/dt)를 보면 염분경향이 음수인 경우, 급강화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저염이 급강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그림 2-5-2-3-5 2015년~2019년 12개 RI태풍의 강화시점에서의 해면고도변이, 강화율, 표층수
온, OHC, 염분변이 및 염분경향 산포도비교

4) 급강화 기작을 반영한 당해년도 급강화 태풍진로 및 강도 예측 실험 수행
- 급강화 기작을 반영한 당해연도 급강화 태풍진로 및 강도 예측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태풍
예보 기관(JTWC, KMA, JMA)에서 제공하는 태풍 경로 및 강도(강풍) 예측치와 관측치(JTWC
의 분석장)를 2020년에 발생한 급강화 태풍 4개를 비교하였음 (그림 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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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Vongfong (202001)과 Haishen (202010)은 비교적 강력한 급강화 태풍으로 두 태풍 
모두 각 예보기관의 예측치는 급강화를 예측하지 못함. 태풍 Bavi (202008)과 Maisak 
(202009)는 비교적 완만한 강화 태풍으로, 급강화에 대한 기관예측이 적절하였음. 다만 Bavi
의 초기시 JMA에서는 과다하게 급강화를 예측하였음.

그림 2-5-2-2-1 2020년 RI 태풍의 기관별 예측치

- 2020년의 급강화 태풍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4.6km 격자해상도 태풍모델 구축함.
- 3차년도에는 고정된 영역에서의 격자해상도에 따른 태풍예측모델을 구축하였는데, 4.6km를 
태풍경로 전체의 고정영역을 구성하기에는 계산량이 많아, Vortex Moving Nesting으로 구축
함
- 그림 2-5-2-2-2는 격자해상도별 2020년 RI 태풍 급강화 재현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음. D1는 42km 격자해상도의 결과이고, D12는 42km 격자해상도의 고정영역과 14km 격자
해상도의 이동영역으로 구성된 결과, D123은 D12에 세 번째 4.6km 격자해상도의 이동영역
으로 구성한 모델 결과임
- 급강화를 재현하기 위한 태풍계산은 최대급강화가 발생한 날의 3일전부터 2일 후까지를 계
산하였으며, 급강화는 실제 최대 급강화가 일어난 시간과 48시간 전과의 차이를 검토함 
(RI48)
- 태풍 Vongfong의 경우 D1은 태풍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으며, D12와 D123의 태풍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급강화는 재현하지 못함.
- 태풍 Bavi는 격자해상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D123은 급강화 패턴 및 최대강도
는 가장 잘 재현하고 있음
- 태풍 Maysak은 D12가 급강화를 잘 재현하였으나, 모든 결과가 최대태풍강도를 예측하지 
못함
- 태풍 Haishen은 D123이 가장 강력한 태풍을 계산하였으나, 역시 최대태풍강도를 예측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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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2-2 격자해상도별 2020년 RI 태풍 급강화 재현실험

5) 급강화 전후 수일 WRF 모델 LHF 및 수증기 이류 특성 기작실험
- 조사해역에서 급강화 수일간 LHF는 대략 수백 W/m2 이하임. 5등급 까지 강화된 태풍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크게 작은 특성을 보임. 해양-대기 경계면에서의 열속 뿐만 아니라, 중
층에서의 비습에 따른 급강화 특성을 검토함. 모델 연직적분 수증기속 특성은 남중국해 유입 
수증기의 기여 가능성도 시사한 바도 있음.
- 2018년 태풍 망쿳 내습 이전 이사부에서 라디오존데 관측을 수행하였는데, 중층에서의 상
대습도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바 있음. 그림 2-5-2-5-1은 태풍 망쿳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2-5-2-5-2는 태풍 망쿳의 접근 바로 전 라이오존데의 관측 위치를 나타내
고 있음, 이때 관측한 대기의 상대 습도 수직분포는 그림 2-5-2-5-3에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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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1. 태풍 망쿳(201822)의 경로

그림 2-5-2-5-2. 2018년 이사부호의 라디오존
데 관측 날짜 및 관측 지점

 
그림 2-5-2-5-3. 관측된 상대습도 및 표고높

이에 따른 상대습도평균

- 표고 높이 별 관측된 상대습도의 평균치를 WRF모델 입력값에 적용하여 태풍 망쿳의 급강
화 재현성을 검토함. 그림 2-5-2-5-4(상)는 NCEP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한, 북위 20도에서
의 상대습도 수직분포이며, 그림 (하)는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상대습도 수직분포임.
- 그림 2-5-2-5-5(좌)는 NCEP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한 북위 10, 15 및 20도에서의 상대습
도 수직분포이며, 그림 (우)는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상대습도 수직분포임. 북위 10 및 
15도는 변화가 없고, 북위 20도, 동경 130도 부근에서 상대습도가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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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4 (상) NCEP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한 북위 20도에서
의 상대습도 수직분포, (하)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상대습도 
수직분포

그림 2-5-2-5-5 (좌) NCEP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한 북위 10, 15 및 20도에서의 상대습
도 수직분포, (우)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상대습도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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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2-5-6은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였음. WRF 실험은 총 
6가지로 수행하여, NRL Besttrack자료와 비교하였음. 
1. NCEP의 자료를 이용한 WRF 실험 (WRF)
2.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WRF 실험 (WRF.Qmod)
3. 1번 실험에 Spectral Nudging(SN)을 적용한 실험 (WRFSN)
4. 2번 실험에 Spectral Nudging(SN)을 적용한 실험 (WRFSN.Qmod)
5. 1번 실험에 초기시간만 Spectral Nudging(SN)을 적용한 실험 (WRFSN1)
6. 2번 실험에 초기시간만 Spectral Nudging(SN)을 적용한 실험 (WRFSN1.Qmod)
- 최강풍속의 경우 태풍의 급강화에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중심기압의 경우 
자료동화를 하지 않고 관측 평균 상대습도를 적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심기압이 
높게 나와 급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임. 상대습도의 수직분포가 태풍의 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사실적인 상대습도의 수직분포를 잘 재현할 수 있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그림 2-5-2-5-6 상대습도 평균치를 적용한 실험 결과

6) 다양한 운동량,열교환 모수화 적용 실험
- 태풍급강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교환량모수화가 제안되어야 함. 이사부
호를 활용하여 관측된 대양에서의 잠열교환량과 태풍급강화모델에서 계산되는 잠열교환량을 
비교하여 교환량모수화를 제안할 수 있으며, 개선된 교환량모수화를 이용한 급강화태풍 실험
을 수행하여 급강화 태풍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는 기상청/태풍센터와 공유하여 
현업 모델 개선에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림 2-5-2-6-1은 4종의 대표 급강화 태풍에서의 이사부호 관측 기반 잠열교환량과 기존 
모수화 기반의 WRF모델로부터 계산된 잠열교환량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음. 관측에 비해 모
델의 잠열교환량의 분포가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태풍의 급강화와 해양 및 대기 상태
와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통계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저염수가 태풍의 
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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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고도와 표층염분은 변이값을 이용하였는데, 변이값은 GLORYS 일별 자료를 10년 평균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30일 Cyclic Moving Average로 필터링한 월별 10년 평
균자료의 차이로 계산하였음. 해면고도변이, 표층수온 및 OHC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으나, 해면고도변이가 Warm Eddy를 어느정도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그림 2-5-2-6-1. 이사부호 관측 기반 잠열교환량과 WRF모델로부터 
계산된 잠열교환량의 비교

- WRF 모델의 표층모수화 물리과정 모듈에서 다양한 운동량 및 열교환모수화를 적용하였음. 
운동량 모수화는 ECMWF 기상모델에서 사용하는 Charnock 1955, Edson 2013, Davis 
2008 및 Taylor 2001를 검토하였으며, 열교환 모수화는 Garratt 1992 및 COARE 3.0 과 
3.5인 Fairall 2003, 2014를 검토하였음. 또한 파랑의 역할을 모수화한 Zilitinkevich 2001도 
적용하였음.
- 그림 2-5-2-6-2는 다양한 운동량 및 열교환 모수화를 적용하였을 계산된 표층 조도파라미
터와 계수를 추출하여 트렌드를 계산하였다. 모수화 옵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값들을 보여주
고 있으며, 열교환 계수값(Ck)에 비해 운동량 계수값(Cd)의 값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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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6-2 다양한 운동량, 열교환 모수화 적용

- WRF모델의 표층모수화 물리과정은 먼저 Charnock 1955 및 Garratt 1992 모수화와 
Davis 2008 및 Garratt 1992 모수화를 적용한 MM5 Similarity 옵션을 비교하였음.
- 그림 2-5-2-6-3은 Garratt 1992 모수화를 적용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56개 태풍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RI48의 값을 JTWC 및 KMA의 예측치와 기
존 모수화를 이용한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음.

그림 2-5-2-6-3 Garratt 1992 모수화를 적
용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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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2-6-4 및 그림 2-5-2-6-5는 COARE 3.0 및 3.5 모수화를 적용한 MYNN 
(Nakanishi et al., 2001) 스킴과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RI48의 값을 JTWC 및 KMA의 예측
치와 기존 모수화를 이용한 결과와의 비교하였음.

그림 2-5-2-6-4 COARE30 모수화를 적용한 
결과 비교

  

그림 2-5-2-6-5 COARE35 모수화를 적용한 
결과 비교

7) 해양-태풍 접합모델 운용 시스템
- 해양-태풍 접합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태풍모델을 개발함. 해양-태풍 접합모델 운용 시스템
은 다양한 해양조건을 확보하여 태풍 발생시 자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시 운용 시스템으
로 개발되었음. 모델 해상도 및 예측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시스템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예측자
료를 생산하며, 태풍 예측자료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태풍모델 계산시 SST등의 해양 상태에 대한 위성관측 및 해양모델 예측치를 입력받아 태
풍 경로 및 강도 예측에 활용함. 개선된 해양-태풍 접합모델을 이용한 과거 급강화 태풍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해양-태풍 상호작용이 적용된 모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태풍 실험을 수
행하며 종합적인 예측 능력 향상률을 제시함. 
- 최근 10년간의 태풍 중 최고풍속이 96kt (NHC 기준 카테고리 3) 이상이며, 북서태평양 (동
경 120~140도, 북위 10~40도)에 위치한 태풍을 주요 태풍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태풍을 선
정하는데 이용한 태풍정보는 JTWC의 Best Track 자료를 이용함. JTWC Best Track 자료는 
최소 1년 뒤에 재분석으로 통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재분석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JTWC의 분석(예측자료의 초기치)자료인데 중심기압을 제공하지 않음. 그래서 JTWC 분석자료
를 기반으로 중심기압 자료까지 포함하여 미국 NRL에서 준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Track
자료를 이용하였음.
- JTWC에서 실시간적으로 예측한 최대풍속를 추출하여 태풍예측 시스템의 태풍강도 예측치
와 비교를 수행함.
- 해양-태풍 접합효과 고려 태풍모델 체계는 NOAA SST자료가 포함된 NCEP자료로부터 
WRF모델을 이용하여 태풍예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모델의 표층입력장으로 활용함. 해
양모델의 결과를 WRF모델의 SST 입력장으로 재 계산하여 2번째 WRF모델 태풍예측을 수행
함. (그림 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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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6-6 해양-태풍 접합효과 고려 태풍모델 체계

- 그림 2-5-2-6-7은 2021년 태풍 수리개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하였음. NOAA의 SST를 고려하는 것보다 해양-태풍 접합효과를 고려한 결과가 약한 
급강화 강도를 보이고 있음. 통상 해양-대기 결합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더 약한 태풍이 계산
되는 것과 비슷한 결과임.

그림 2-5-2-6-7 해양-태풍 접합효과 고려 태풍모델 체계의 결과 (2021년 태풍 수리개)

8)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그림 2-5-2-8-1)에 대하여 개선 모수화 
기반 급강화태풍 재현 실험을 실시하여 48시간 태풍강화율 예측 정확도의 통계적인 급강화 
정확도 최종적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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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8-1 타겟 해역을 지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 태풍
경로

  그림 2-5-2-8-2 2010년부터 2020년까
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강화
율 예측 정확도 산정 결과

- 본 연구는 태풍의 급강화 현상의 역학적인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초기의 기술을 기
반으로 향상율을 산정하였음. 최종목표로써의 예측정확도 개선은 기존 WRF모델로 계산한 예
측정확도와 급강화 현상에 대한 역학적으로 개선한 WRF모델로 계산결과를 비교하였음.
- 3차년도에는 'WRF에서 Tropical Cyclone 계산시 표준으로 제공하는 물리모수화+기본 표
층교환량+NOAA SST 이용' 계산과 'KIOST 최적화 물리모수화+Garratt (1992) 표층교환량
+CMEMS SST 이용'한 태풍예측모델을 이용하여 12.7%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한 바 있으며, 
최종년도에는 태풍예측 모델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 이동격자를 사용한 4.6km 최소격자해상도 
모델을 이용하여 20%p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함
- 그림 2-5-2-8-2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강화율 예측 정확도 
결과이며, 최대 48시간 급강화가 일어난 시간에서의 48시간 급강화율 (RI48)은 39%의 정확도
를 달성하였음. 2016년 기술의 19%보다 20%p 향상된 결과임. 이는 JTWC의 예측정확도 
53%의 74% 수준임. 참고로 KMA에서 예측했던 RI48의 정확도는 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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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
리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이재학, 신창웅)

2-5-3a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규명
1) 대기-해양 플럭스 관측

- 2021년 선상관측을 통해 4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라디오존데 관측을 실시하여 41개의 
대기 프로파일을 추가적으로 획득함(그림 2-5-3a-1-1).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6시간 간격 혹은 특정 정점에서는 3시간 간
격으로 라디오존데를 비양하여 총 298개의 대기 환경변수(기온, 기압, 습도, 동서바람, 남
북바람, 위경도 위치)에 대한 프로파일을 획득함.

- 북서태평양 대양은 연직 대기 프로파일 정보가 부족하여 전지구 재분석자료를 생산하는데, 
해당지역 관측정보 누락으로 재분석자료의 편이(bias)가 존재함. 기온은 연직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하고, 그 편이에 대한 열역학적인 효과는 약하지만, 습도 즉 상대습도의 해당 지
역에 대한 열역학적인 효과는 매우 크므로, 상대습도의 편이 분석은 매우 중요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관측한 상대습도에 대한 모든 프로파일을 그림 2-5-3a-1-2에 나
타냄. 날씨 및 지역적인 난류로 인한 관측 손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층 건
조층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2-5-3a-1-1 라디오존데 관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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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1-2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관측한 상대습도 프로파일

그림 2-5-3a-1-3 라디오존데 관측과 ERA5의 상대습도 평균 프로파일

- 라디오존데 관측과 재분석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NCEP2, ERA5 재분석자료를 활용함. 
NCEP2 자료는 중층의 상대습도 편이가 크기 때문에(그림 보이지 않음), 가장 관측에 가까
운 ERA5와 상대습도를 보면 라디오존데 자료는 하층이 더 건조하고, 상층이 더 습한 것으
로 관측됨(그림 2-5-3a-1-3). ERA5 재분석자료는 위성 가강수량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전지구 연직 적분된 비습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연직 분포는 크게 차이남.

- 비습의 절대적인 차이가 큰 중층에서 관측 라디오존데 자료와 재분석자료는 유의미한 편이
가 존재하며, 이는 이 고도의 열역학적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상층의 반대방향의 
편이는 전체 연직적분된 습도를 맞추기 위하여 중층의 편이가 모형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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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아열대 지역은 적운 대류에 의해 좁은 지역에서 습도-바람 상호작용이 일어나므로 
습도의 편이는 적운 대류 생성 자체를 바꿀 수 있기때문에 재분석자료의 습도 편이는 대
규모 순환 편이를 만들어 내게 됨. 습도 편이 따른 열대/아열대 대규모 순환 차이는 추후 
연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관측한 상대습도에 대한 모든 프로파일을 그림 2-5-3a-1-2에 나
타냄. 날씨 및 지역적인 난류로 인한 관측 손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층 건
조층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기온은 NCEP2, ERA5, 라디오존데 프로파일이 거의 같아 거의 편이가 나타나지 않음(그림 
보이지 않음). 이는 열대 지역 대규모적인 순환에 의해 기온의 수평적인 적응(adjustment)
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의 적운대류는 지역적 습도 편이를 상대
적으로 크게 만들어냄. 한편, 기온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있어 절대온도를 통하여 열역
학적 영향을 주는데, 연직적으로 크게 변하는 기온의 특성상 수평적인 기온의 편차는 열역
학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함.

그림 2-5-3a-1-4 태풍 수리개의 경로와 라디오존데 관측을 통한 태풍 잠재강도

- 관측된 대기환경 자료의 열역학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태풍잠재강도가 분석됨. 태풍
잠재강도는 주어진 단일 대기 프로파일에서 열역학적으로 변환될 수 있는 최대 운동에너지
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최대강도는 평가하는데 빈번히 인용됨.

- 4월에 발생했던 태풍 중 가장 강한 태풍(수리개)이 2021년 4월에 발생함. 관측 해역 근처
로 태풍이 통과하여 관측 지점에 대하여 태풍잠재강도가 분석됨. 태풍 수리개는 4월 18일 
5등급으로 발달하는데, 해당 지역 배경 태풍잠재강도는 높은 값이 유지되고 있어 태풍 급
강화에 있어 대기 열역학적 환경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였지만, 해양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음. 왜냐하면, 태풍잠재강도와 실제 발달하는 태풍강도는 열역학적/역학적인 감쇄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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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데, 태풍 수리개가 위도 약 15도를 통과할 시점에는 태풍잠재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시점에서는 태풍이 더 이상 발달 못하고 유지되는 역학이 작용하고 있었음. 
태풍중심부와 태풍이 발달하는 주변 엔탈피의 차이는 태풍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태풍잠
재강도로 태풍의 급강화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2) 계절내진동 특성과 경년 변동성 분석

- 북반구 겨울철 상대적 변동성이 큰 MJO(Madden-Julian Oscillation)과 같은 계절내진동
의 위상에 따라 동아시아 기후 편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북반구 여름철에 높은 
변동성을 갖는 여름철 계절내진동(Boreal Summer Instraseasonal Oscillation; BSISO)
의 영향에는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 한편, 여름철 계절내진동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
하여 북동아시아 지역으로 북진하는 특징을 갖는데, 그 역학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후모형
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전년도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수준의 기후모형에서는 북서
태평양 지역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분석자료를 통하여 그 
북진 역학을 분석함.

- 북반구 여름철 계절내진동은 열대/아열대 인도양 및 북서태평양 지역에 대하여 상향장파
복사(Outgoing Longwave Radiation)과 하층 바람의 다변량 주성분 분석(multivariat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상위 4개의 모드로 정의됨.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는 
BSISO1으로서 북반구 여름철 인도양 지역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특성이 강하게 나
타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드는 BSISO2로서 북반구 여름철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BSISO는 경년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자료에 대하여 그 역학을 분석하기 용이하지 않음. 그
러므로 북서태평양 지역(120E-150E, 10N-30N)에 대하여 계절내진동의 분산을 구하고 시
계열을 산출함. 이 시계열을 통해 상위 10개 해(HVar)와 하위 10개 해(LVar)를 나누어 
BSISO의 특성을 분석함.

그림 2-5-3a-2-1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 변동성 상위 10개 해에 대한 BSISO1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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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2-2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 변동성 상위 10개 해에 대한 
BSISO1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 그림 2-5-3a-2-1에서 보이듯이 특정 해마다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대류활동은 북동아시아 지역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BSISO1의 경우 지역적 편차와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계절내변동성이 큰 해와 작은 
해 모두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인도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은 동풍쉬어 메커니즘과 수증기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 나타나는데, 인도몬순의 영향
으로 특정한 해에 상관없이 동풍쉬어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HVar와 LVar에 상관없이 
인도양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동풍쉬어 메커니즘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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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2-3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하위 10개 해에 대한 
BSISO1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 반면에 BSISO2 HVar의 경우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북진하는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짐. 즉,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계절내진동이 강할 때 오히려 북진하지 않고, 북
서태평양 지역에 정체되어 진동하는 특징을 가짐(그림 2-5-3a-2-3).

- BSISO2 LVar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동서로 기울어져 있는 대류 활동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북동아시아 지역으로 북진하는 계절내 특징이 잘 나타남.

-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계절내진동이 강할 때는 오히려 북진하지 못하고, 약할 때는 북
진하는 차이(그림 2-5-3a-2-6)가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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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2-4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상위 10개 해에 대
한 BSISO2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도양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풍쉬어 메커니즘과 수증기-
피드백 메커니즘도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그림 2-5-3a-2-7은 HVar와 LVar에 대한 동서바람차이를 나타내는데, 여름철 계절내진동
이 발생하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동풍쉬어 편차가 있는데 비하여, 위도 약 20도 부근에서는 
동풍쉬어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LVar에서는 열대/아열대 지
역 모두에서 동풍쉬어가 나타나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진동의 호조건임에 반하여 
HVar에서는 열대 지역에서는 동풍쉬어가 나타나지만, 아열대 지역에서는 서풍쉬어가 나타
나서 계절내진동이 북진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특징을 만들어 냄. 이는 북서태평양 지역에
서도 동풍쉬어 메커니즘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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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2-5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하위 10개 해에 대한 
BSISO2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 BSISO2의 북동아시아 지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LVar에 대하여 해수면온도 합성도가 
분석됨. 해류에 의하여 해역별로 편차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동서로 기울어져 있는 대류
활동의 구조와 거의 일치하는 공간분포를 가지며, 적운 대류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해
수면온도 음의 편차가 나타나고, 적운 대류활동이 억제된 지역에서는 해수면온도 양의 편
차가 양의 편차가 나타남. 이러한 공간분포는 계절내진동의 북상에 따라 북진하는 특징을 
가짐.



- 420 -

그림 2-5-3a-2-6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상위 10개 해 및 하위 
10개 해에 대한 BSISO2의 위상에 따른 상향장파복사 합성도

그림 2-5-3a-2-7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상위 10개 해 및 하위 
10개 해에 대한 동서바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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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2-8 북서태평양 지역 계절내진동의 변동성의 하위 10개 해에 대한 
해수면온도 편차 

-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계절내진동의 강도와 북진 여부는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계절내진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북진하는 특정이 뚜렷하게 나타
나며, 이는 동풍쉬어 메커니즘에 의해 주요하게 나타남이 분석됨.

-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계절내진동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에는 대규모 대류 군집 북쪽 지
역에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대류활동 북쪽에 서풍쉬어 지역이 나타남에 따라 
계절내진동 시스템의 북진이 억제되지만,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계절내진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서는 아열대 지역에서 서풍쉬어 지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북진하는 호조건
이 형성되어 북동아시아 지역으로 북진하는 특징이 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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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측부이 관측
- 2020년 5월 북위 15도, 동경 134도 30분의 Kyushu-Palau Ridge (그림 2-5-3a-3-1a)에 

계류한 관측 부이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된 관측 자료에서 2020년 6월 중순부터 바람, 강
우량, 기온, 습도 자료에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나타나고 7월 초에는 기압 자료도 이상하였
음(그림 2-5-3a-3-2).

- 실시간 수신 자료 중 단파복사와 장파복사는 정상적이었음.
- 2021년 4월 계류되었던 관측 부이를 회수함(그림 2-5-3a-3-1b). 설치되었던 관측 부이의 

타워 상층부 가드 부분의 반 이상이 망실되었고 그 부분의 타워에 부착되었던 센서들이 
파손되어 있었음. 다른 쪽 타워에 부착되어 있던 단파복사 센서와 장파복사 센서는 온전하
였음. 관측 부이에서 발견된 어업활동 흔적으로 보아 인위적인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
며 사건 발생 시기는 자료의 이상이 보이기 시작한 2020년 6월 18일~20일경으로 판단됨.

그림 2-5-3a-3-1. 대기 관측 부이 설치 위치(a)와 회수 전 관측 부이 사진(b). 적색점
은 계류 위치를 나타내고 노란색 상자는 파손 부위를 나타냄.

그림 2-5-3a-3-2. 대기 관측 부이에서 관측한 대기 변수. a) 풍속, b) 상대습도, c) 기
온, d) 기압, e) 단파복사, f) 장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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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타워 상층부를 해체하고 예비부이의 타워 상층부를 분해하여 장착함(그림 
2-5-3a-3-3a).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대기 관측 센서 그룹을 두 세트로 구성하여 관
측 자료 손실에 대비함. 배터리 등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고 제 위치에 성공적으로 재계류
함(그림 2-5-3a-3-3b).

그림 2-5-3a-3-3. 대기 관측 부이 타워 상층부 교체 작업(a)과 재계류된 대기 관측 부이(b)

- 계류 후 실시간으로 기온, 기압, 습도, 강수량, 바람, 단파복사, 장파복사 등의 대기 환경변
수가 안정적으로 수신됨. 2021년 6월 중순에 풍향풍속계 한 개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다른 센서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그림 2-5-3a-3-4). 각각 
독립적인 그룹에서 관측된 값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변수가 일치하나 강수량의 경우에
는 센서의 챔버가 차서 자동으로 배수된 일부 구간에서 다르게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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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3-4. 대기 관측 부이에서 관측한 대기 환경변수. a) 기온, b) 기압, c) 상대습도, 
d) 강수량, e) 풍속, f) 풍향, g) 단파복사, h) 장파복사.

- 2021년 5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대부분 동풍 계열의 바람이었으나 7월 중순~8월 초순에
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됨. 이때 기압은 낮고 강수량도 많았으며 단파 복사량은 특히 
적었음.

- 9월 27일경, 10월 9일경, 12월 2일경에 매우 낮은 기압과 강한 풍속, 적은 단파 복사량이 
관측되었음. 각각 Mindulle, Kompasu, Nyatoh가 관측 위치 부근에 위치할 때로 대기 관
측 부이가 해양에서 태풍 영향권의 바람, 기압, 강수량, 복사량을 잘 관측함을 입증함.

- bulk formula를 이용하여 현열속과 잠열속을 구함(그림 2-5-3a-3-5). 현열속의 대부분 
20 W/m2 이하였으나 7월에 20 W/m2 이상의 날이 지속됨. 잠열속은 대부분 200 W/m2 
이하였으나 7월 중순과 11월 말, 12월 말에 250 W/m2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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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a-3-5. 관측 부이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현열속(a)과 잠열속(b).

2-5-3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계류관측)
 가) 쿠로시오
2020년 6월에 류큐해역에 회수 후 재계류한 해류계 2점(그림 2-5-3b-1-1의 KCM3, KCM4)
과 추가한 해류계 2점(그림 2-5-3b-1-1의 KCM3a, KCM4a)을 2021년 6월에 회수함.

그림 2-5-3b-1-1. 류큐해역 해류계 정점도

- 오키나와 서쪽 동중국해 중부의 KCM3, KCM3a에서 2020년 6월~2020년 6월 기간의 해류 
자료를 획득함(그림 2-5-3b-1-2 와 그림 2-5-3b-1-3). 동중국해 대륙사면에 있는 KCM3
에서 관측된 해류는 여름철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 cm/s 이하임. 상층의 해류는 쿠
로시오의 방향인 북동향이나 하층에서는 남서향의 반류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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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b-1-2. KCM3에서 관측한 유속(상)과 방향(하)

-  2020년 6월~7월, 20201년 5월에 상대적으로 강한 반류가 나타난 시기에는 상층의 유속
이 작은 특징이 보임.

- 쿠로시오 축의 중심에 해당하는 KCM3a에서 관측된 해류는 400 m까지 큰 유속을 보이며 
관측된 수심 전체의 유향은 북동향임. 2020년 6월~9월, 2021년 5월에 큰 유속이 관측되었
고 2021년 12월~2021년 1월에는 50 cm/s이하의 작은 유속이 관측되어 해류가 여름철에 
강하고 겨울철에 약한 특징을 보임. 

그림 2-5-3b-1-3. KCM3a에서 관측한 유속(상)과 방향(하)

- 오키나와 북쪽 PN-line 부근의 KCM4, KCM4a에서 2020년 6월~2020년 6월 기간의 해류 
자료를 획득함(그림 2-5-3b-1-4와 그림 2-5-3b-1-5). KCM4의 유속은 KCM3a의 유속보
다 크나 50 cm/s 이상의 유속이 나타나는 수심은 KCM3a보다 얕은 특징이 있음.

- 2021년 6월~12월 초 기간의 유속은 큼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0년 12월 중~2021년 6월 
초 기간의 유속은 작음. 특히 2021년 1월~5월의 유속이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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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b-1-4. KCM4에서 관측한 유속(상)과 방향(하)

- KCM4a의 유속은 KCM4보다 작으나 50 cm/s 보다 큰 유속이 나타나는 수심은 KCM4보
다 깊음. KCM3a와 유사하게 2021년 12월~2021년 1월에 전 수층에서 50 cm/s이하의 작
은 유속이 나타나나 KCM3a와 달리 2021년 4월에도 매우 작은 유속이 나타남.

그림 2-5-3b-1-5. KCM4a에서 관측한 유속(상)과 방향(하)

 나) 민다나오 잠류의 변동성 분석
- 저위도 서안경계류를 관측하기 위해 필리핀 민다나오 동쪽 해역(8°N, 127°E) MC1에 2년간

(2017.11.–2019.12.) ADCP(75 kHz) 2 대를 계류하여 해류 자료를 획득함(그림 
2-5-3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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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b-1-6. 저위도서안경계류를 관측하기 위한 계류 위치(왼쪽)과 계류 모식도(오른쪽)
- 민다나오 잠류(Mindano Under Current)는 수심 400 m에서 1000 m 이상 넓게 존재하였

으며 수심 900 m에 민다나오 해류 중심축이었으며 남향류 최대 속도는 47.6 cm/s이고 평
균은 5.8 m/s로 나타났음(그림 2-5-3b-1-7).

- 민다나오 잠류는 70-80일 주기의 강한 계절 내 변동을 보이며 거의 영구적으로 나타남.
- 와류를 재현할 수 있는 고해상도 모델(CMEMS 전구 해양순환 모델)을 분석한 결과 민다나

오 잠류의 계절 내 변동은 수온약층 아래에 존재하는 와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암시됨(그림 
2-5-3b-1-8).

- 민다나오의 남서쪽 수온약층 아래 고기압성 와류(Subthermocline Eddy, SE)는 뉴기니 
연안 잠류가 적도를 넘어 북상한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음. 강한 뉴기니 연안 잠류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SE는 민다나오에 가까워지고 민다나오 잠류를 강화시킴. 반대로 뉴기니 연
안 잠류가 약하면 SE는 민다나오로부터 멀어지고 민다나오 잠류는 약해지거나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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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b-1-7. (a) ADCP로 관측한 일평균 남북방향 속도의 수심에 따른 시간변화. (b) 남북
방향 평균 관측 속도(빨간 실선)와 표준편차(파란 점선) (c) 관측된 남북방향 속도와 모델 
속도 사이의 상관계수. (d) 계류 위치에서 고해상도 모델에 나타난 남북방향 속도. (e) 남북
방향 평균 모델 속도(빨간 실선)와 표준편차(파란 점선)

그림 2-5-3b-1-8. 뉴기니 연안 잠류가 민다나오 남서쪽 수온약층 
아래에 존재하는 고기압성 와류에 영향을 주고 와류는 민다
나오 잠류에 영향을 주는 경로(빨간색) 모식도. 그림 안의 온
위-염분 관계도는 뉴기니 연안 잠류에서 민다나오 잠류로 가
는 경로를 따라 변형되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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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선박관측)
-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P 정선과 F 정선의 20개 정점에서 표층부터 바닥까지 

수온 염분을 관측함(그림 2-5-3c-2-1) 
- P 정선은 경도 131°E를 따라서 위도 9°N부터 21°N까지 1° 간격으로, F 정선은 경도 

135°E를 따라서 위도 12°N부터 17°N까지 1° 간격으로 관측함

그림 2-5-3c-2-1. CTD 조사정점 

-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의 분포(그림 2-5-3c-2-2)를 보면 혼합층 아래 수
온은 감소하여 수심 600 m까지 수온약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후에도 수온이 감소하여 대
략 3,000 m 이상 깊은 수심에서는 약 1.5℃로 일정하게 수렴함.

- 염분은 수직적으로 표층에는 33.55 – 34.85 psu 범위를 보였고 혼합층 아래에서 염분이 
증가하여 수심 약 200 m에서 염분최대층이 나타나고 수심 400 – 600 m에서 염분최소층
이 나타남. 염분최소층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34.7 psu 정도로 수렴함.

- 용존산소는 표층에서 높고 수심 300 – 1200 m 범위에서 최소가 나타나고 다시 증가하여 
4000 m부터는 거의 일정함. 수온약층 위쪽의 용존산소의 수직분포는 0 – 50 m 수심 범
위의 값보다 50 – 100 m 수심에서 더 높아졌다가 용존산소 최소층이 나타나는 정점들이 
있음. 용존산소는 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플랑크톤과 박테리아의 분포와 양을 고려
해서 해석하여야 하지만 대체로 용존산소가 낮으면 그만큼 산소가 소비되었고 표층에서 수
괴가 생성된 이후 오래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심해에서는 해수특성의 변화가 작지만 심층순환에 의해 차이가 발생함. 해저수심이 5000 
m보다 얕은 정점들은 큐슈-팔라우 ridge를 따라가면서 관측된 135°E 정선에서 관측한 것
임. 이 정점들의 해저 부근 수온과 염분은 필리핀해 분지 안쪽 정점의 해저 부근 수온보다 
낮고 염분과 용존산소는 높음. 즉 이것은 필리핀해 분지 안에 있는 저층수는 ridge 밖의 
해수보다 오래된 것이라는 증거임. 큐슈-팔라우 ridge 밖의 저층수가 ridge를 넘어 필리핀
해 분지 안으로 들어가면 상층의 해수와 혼합되면서 염분은 낮아지고 수온은 높아지며 용
존산소는 소모되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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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2. 이사부 21-05 항차에서 관측한 CTD 20개 정점의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 분포. 전체수심(왼쪽), 0-2000 m (가운데), 4000-6100 m(오른쪽)

- 수괴분석을 위한 수온-염분 관계와 용존산소-염분 관계(그림 2-5-3c-2-3)를 보면 포텐샬 
밀도( ) 24를 중심으로 염분최대가 나타나고 26.5에서 27 사이에서 염분최소가 나타남. 
염분최대층의 수괴는 북태평양열대수(North Pacific Tropical Water)이고 염분최소층의 
수괴는 북태평양중층수(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임. 염분최대층과 염분최소층
의 염분은 관측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수온-염분 관계에서 색으로 용존산소를 나타
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염분최소층 아래에서 용존산소가 최소가 나타남. 

- 염분최대층에 3개의 그룹이 존재함. 첫째는 염분이 가장 높은 35.0 psu의 수괴, 두 번째
는 가장 낮은 34.7 psu의 수괴, 그리고 그 중간을 차지하는 수괴가 있음. 용존산소로 보면 
첫째 염분이 높은 염분최대층의 수괴는 용존산소가 3 개 그룹 중 중간을 차지하고 가장 
염분이 낮은 염분최대층은 용존산소가 셋 중 가장 낮음. 염분최대층의 중간 염분을 차지하
고 있는 수괴의 용존산소가 가장 높음.

- 용존산소-염분 관계를 보면 상층을 지나면 염분에 따른 용존산소 변화가 타원형을 이루고 
있음. 즉 염분최소층으로 가면서 용존산소가 낮아지고 계속 감소하여 용존산소최소 층(80 
– 50 μmol/kg)이 나타남. 이후 용존산소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140 – 150 μmol/kg까지 
높아짐. 특이한 점은 용존산소가 최소가 되고 다시 증가하는 염분 34.50-34.55 psu 구간
에서 용존산소가 90 – 100 μmol/kg 정도로 다시 높아지는 구간이 보임. 이것은 북태평양
중층수 외에 다른 수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존산소 분포는 단면도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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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3. 이사부 21-05 항차에서 관측한 CTD 20개 정점의 수온-염분(왼쪽) 용존산소-염분 
관계도(오른쪽)

 가) P 단면 분석
- 위도 9°N부터 21°N까지 경도 131°E를 따라 관측한 P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의 단면 

분포(그림 2-5-3c-2-4)를 보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표층의 온도는 낮아지고 따뜻한 표층수
는 19°N 남쪽에 존재함.

- 염분은 17°N 남쪽에 표층 저염분이 존재하고 위도에 따라서 염분이 높아져 20°N에서는 
23.0  등밀도선이 표층에 노출됨. 따라서 이 위도에서 북태평양열대수가 생성됨을 암시
함.

- 북태평양열대수에 해당하는 고염분층은 위도가 낮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짐. 북태평양열대수
의 염분은 16°N에서 염분이 가장 높음. 북태평양열대수 아래에 북태평양중층수인 염분최소
층이 나타나는데 위도가 낮아질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염분이 높아짐. 

- 위도별 용존산소는 20°N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3.0  등치선이 해표면에 노출된 것
과 염분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북태평양열대수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생각됨. 

- 용존산소 최소가 나타나는 층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밀도가 높아짐. 즉 
9°N에서는 26.8를 중심으로 용존산소 최소층이 나타나지만 21°N에서는 27.2를 중심으
로 나타남. 

- 위도 9-10°N에서는 27.0-27.2에서 용존산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괴가 존재함. 이 수괴
는 염분분포와 함께 고려할 때 남반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됨

- 위도 16°N 정점에서 포텐샬 밀도 25-26  층에 용존산소가 높은 수괴가 존재함. 이 수괴
는 수온 범위로 보면 북태평양 아열대 모드수(North Pacific Subtropical Mode Water)
일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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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4. 이사부 21-05 항차에서 관측한 P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단면. 흰
색 등치선은 포텐샬 밀도임.

나) F 단면 분석
- 경도 135°E(위도 12°N부터 17°N까지)를 따르는 F정선은 남북으로 P정선(9-21°N)보다 짧지

만 북적도해류의 변화를 볼 수 있음
- F정선의 수온, 염분, 용존산소 단면도를 그림 2-5-3c-2-5에 제시함. 표층의 수온이 높은 

밀도가 가벼운 22  위쪽 층 두께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얇아지지만 25 - 26  층은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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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짐. 
- 표층의 34.5 psu 이하의 저염분 수괴는 17°N까지 존재하고 그 아래에는 북태평양열대수인 

고염분수가 존재함. 북태평양중층수에 해당하는 염분최소층은 26.0 – 26.8  범위에 존재
함.

- 용존산소 최소층은 15°N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27.0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26.8 – 
27.0을 중심으로 존재함. 

- 해저 부근의 용존산소는 P 정선보다 F 정선의 용존산소가 높아서 P 정선의 저층 수괴가 
F 정선의 저층 수괴보다 오래된 것임을 암시함.

 다) 지형류 분석
- P 정선과 F 정선의 지형류를 수심 2000 dbar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림 2-5-3c-2-6에 

제시함.
- P 정선의 상층 지형류는 18°N 북쪽의 동향류와 남쪽의 서향류로 구분됨. 서향류는 북적도

해류이고 동향류는 북태평양 아열대반류임.
- 북적도 해류 아래에는 북적도잠류가 나타나는데 10°N 남쪽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
- 16°-17°N 사이의 표층에 나타나는 약한 동향류를 제외하면 18°N 남쪽은 전체적으로 서향

류를 보여 북적도해류대역임을 알 수 있음. 
- 상층의 북적도해류 아래에 9-10°N, 12-15°N, 16-18°N에서 북적도잠류인 동향류가 나타

남. 
- F 정선은 북적도해류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층 전체가 서향류가 나타나지는 않고 13 – 

16°N 사이에 약한 동향류가 나타남. 이 부분은 태풍에 의한 영향인지 북적도해류대역에 
와류가 합성된 것인지는 추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함.

 라) ADCP 분석
- 연구선에 장착한 SADCP(RDI Ocean Surveyor ADCP 38 kHz)를 이용하여 항해하면서 

수심 1000 m까지 관측한 유속 단면도(그림 2-5-3c-2-7, 그림 2-5-3c-2-8)와 CTD 
frame에 LADCP(RDI Workhorse Sentinel ADCP 600 kHz)를 장착하여 전체수심에 대한 
관측한 유속 단면도(그림 2-5-3c-2-9, 그림 2-5-3c-2-10)를 제시함

- P 정선의 지형류와 SADCP, LADCP 관측 동서방향 유속 단면도에서 모두 북태평양 아열
대반류가 19°N을 중심으로 나타났음.

- SADCP에서는 지형류에서 보이지 않았던 17°-18°N에서 동향류가 나타났고 300 m보다 깊
은 수심에서 반류가 나타나 북적도해류가 분리된 것처럼 보임. 지형류에서는 16°-17°N에서 
이와 비슷한 구조가 보임

- 북적도 잠류가 지형류에서는 9°-10°N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나 SADCP는 13°N을 중심으로 
나타남.

- F 정선에서 북적도해류가 두 개로 분리된 형태가 SADCP 관측과 지형류 분포 모두 나타
남.

- LADCP로 관측한 동서성분 유속은 SADCP로 관측한 유속보다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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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5. 이사부 21-05 항차에서 관측한 F정선의 수
온, 염분, 용존산소 단면. 흰색 등치선은 포텐샬 밀도임. 



- 436 -

그림 2-5-3c-2-6. P정선(왼쪽)과 F정선(오른쪽)의 지형류 분포. 무류면은 
2000 dbar를 가정. 검은색 등치선은 포텐샬 밀도, 붉은색은 동향류, 
파랑색은 서향류를 의미함. 

그림 2-5-3c-2-7. SADCP로 관측한 P 정선(131°E, 9°N – 21°N) 해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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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8. SADCP로 관측한 F 정선(135°E, 12°N – 17°N) 해류 분포 

그림 2-5-3c-2-9. LADCP로 관측한 P 정선(131°E, 위도 9°N – 21°N) 해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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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c-2-10. LADCP로 관측한 F 정선(135°E, 12°N – 17°N) 해류 분포

3)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변화량 산출
-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열함량을 구하고 전년 열함량과의 차이를 계산함(그림 

2-5-3c-2-11).
- 지형류를 계산하여 열수송량을 계산함(그림 2-5-3c-2-12).
- 연도별 변화는 공통 관측 구간인 9.5°N-14.5°N 범위에 대하여 열함량과 열수송량을 별도

로 계산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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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년월 열함량 열함량 차이(관측년-전년)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2020년 
5월

2021년 
4월

그림 2-5-3c-3-1. P 정선(131°E 단면)의 열함량 분포(왼쪽)와 전년값과의 차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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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년
월

지형류 열수송량

2017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2020년 
5월

2021년 
4월

그림 2-5-3c-3-2. P 정선(131°E 단면)의 지형류(왼쪽)와 열수송량 분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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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9.5°N-14.5°N, 131°E 단면 상층 500 m의 열함량과 Niño 3.4 지수의 변화
- Niño 3.4 지수와 북적도해류대역의 열함량은 반비례 관계 경향을 보임(상관계수 –0.8). 라

니냐 시기(2017년 11월, 2021년 4월)에는 열함량이 높고 엘니뇨 시기(2018년 11월)에는 
낮음. 엘니뇨 시기에서 라니냐 시기로 변하는 2020년 5월의 열함량이 가장 높음 (그림 
2-5-3c-2-13). 

- 적도해역에서 엘니뇨 시기는 서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동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열함량이 
평년보다 낮고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여 높음. 본 관측은 이러한 현상이 서
태평양 북적도해류 대역에서도 발생함을 보여줌.

그림 2-5-3c-3-3. (a) Niño 3.4 지수와 P 단면(9.5°N-14.5°N) 상층 500 m의 열함량 변화. (b) 
Niño 3.4 지수와 열함량의 관계.

 나) 9.5°N-14.5°N, 131°E 단면 상층 500 m의 열수송량
- 조사 구간이 북적도해류 구간이므로 동향 열수송량보다 서향 열수송량이 커서 순열수송량

은 서향 열수송량과 비슷함(그림 2-5-3c-2-14).
- 2017년 11월 라니냐 성숙기 관측 자료를 제외하면 Niño 3.4 지수와 열수송량은 비례 관

계(상관계수 0.92)가 나타남. 즉 Niño 3.4 지수가 높으면 서향 열수송량이 감소하고 반대
로 낮으면 서향 열수송량이 증가함. 2017년 11월에 이 관계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는 추가연구가 필요함. 

그림 2-5-3c-3-4. (a) Niño 3.4 지수와 P 단면(9.5°N-14.5°N) 상층 500 m의 열수송량 변화. 
(b) Niño 3.4 지수와 열수송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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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안경계류 변동과 한반도 주변 해류 변동의 상관성
- 동중국해에서 쿠로시오의 상류역과 하류역에서 직접 관측한 해류와 자료동화 모형

(HYCOM)의 모의 결과를 비교함(그림 2-5-3b-4-1). KCM3a와 KCM4에서는 2020년 6
월~2021년 6월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고 KCM1에서는 1차년도에 계류하고 2차년도에 회수
한 2017년 6월~2018년 6월 자료룰 이용함.

그림 2-5-3b-4-1. 쿠로시오 경로(a; KCM1, b; KCM3a, c; KCM4)에서 직접 관측한 해류와 
HYCOM 모의 결과 비교. KCM1은 2018년 6월~2019년 6월 기간을, KCM3a와 KCM4는 
2020년 6월~2021년 6월 기간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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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위치에서 관측 기간 중 쿠로시오의 평균 유향을 구해 쿠로시오 경로 방향의 유속을 
산출하여 비교함. 쿠로시오 경로의 세 지점에서 관측과 HYCOM의 해류 시계열이 매우 유
사하여 HYCOM의 쿠로시오 변동성 모의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함. 다만 KCM4에서 300 m
보다 깊은 수심의 해류 변동이 관측과 HYCOM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사용한 HYCOM 
자료의 연직 격자 간격이 성기기 때문으로 판단됨.

- HYCOM 자료에서 보이는 쿠로시오 변동은 관측과 유사하나 HYCOM 자료의 쿠로시오의 
세기는 KCM1에서 관측보다 약하게 나타남. 

- 세 지점에서 관측 자료와 HYCOM 자료의 1년 평균 유속 구조를 비교함(그림 
2-5-3b-4-2). KCM1에서 HYCOM의 유속이 관측보다 상층에서는 작고 하층에서는 크며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속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에 비해 약함. 한편 KCM3a와 KCM4
에서의 평균 유속 구조는 HYCOM과 관측이 매우 유사함.

그림 2-5-3b-4-2. 쿠로시오 경로에서 직접 관측한 해류(적색)와 HYCOM 모의 결과(청색)의 1
년 평균 유속 비교(a; KCM1 (2018. 6~2019. 6), b; KCM3a (2020. 6~2021. 6), c; 
KCM4 (2020. 6~2021. 6)). 음영 구간은 1 표준편차를 나타냄.

- 쿠로시오 변동성과 연관된 해류 변동을 KCM1이 위치한 단면과 KCM4가 위치한 단면의 
쿠로시오 수송량을 이용하여 조사함. 1994년~2021년 기간의 HYCOM 자료를 이용하여 각 
단면의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대하여 해류 합성장을 구함. 계절적 특
징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송량의 계절변동을 제거한 후 수송량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
상 벗어나는 경우를 선택함.

- KCM1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 표층 해류장에서 쿠로시오 경로에서 쿠로시오 진행 방향
으로 유속 편차가 큰 형태가 뚜렷하고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대만난류가 강함(그림 
2-5-3b-4-3). 동중국해 남부 중국 연안에서 북동향의 해류 편차가 보이고 이 편차가 북위 
30~32도 부근까지 이어지고 제주도 서쪽의 북향 편차, 제주해협의 동향 편차로 연결됨. 대
만 동쪽 북위 23도 부근에서 강한 서향 편차가 보이고 이는 대만 동쪽 쿠로시오의 양의 
편차와 연결되어 시계 방향의 편차를 보임.

- KCM1 단면의 수송량이 작은 경우 쿠로시오 경로에서 수송량이 큰 경우와 반대 경향인 쿠
로시오 유속의 음의 편차가 보이고 대만 동쪽의 해류 편차 구조도 수송량이 큰 경우와 반
대의 경향, 즉 반시계 방향의 편차가 보임. 그러나 대만해협에서는 반대 경향인 대만난류
의 음의 편차가 보이지 않고 북위 30도 이하의 동중국해 남부에서도 뚜렷한 해류 편차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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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b-4-3. KCM1 단면(녹색선)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좌)와 작은 경우(우)
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 KCM4 단면의 수송량과 연관된 표층 해류장에서 보이는 쿠로시오 경로의 편차, 즉 수송량
이 큰 경우에는 쿠로시오 유속이 양의 편차가 뚜렷하고 수송량이 작은 경우에는 음의 편
차가 뚜렷함은 KCM1 단면의 수송량으로 구한 편차와 유사함(그림 2-5-3b-4-4). 그러나 
KCM1 단면 수송량의 경우에서 보이는 대만 동쪽의 시계방향/반시계 방향 편차는 KCM4 
단면 수송량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음. 미야코지마와 오키나와 사이의 Kerama gap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이 보여 KCM4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에는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편
차가 있고 수송량이 작은 경우에는 유출되는 편차가 있음.

- KCM4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 보이는 대만해협의 유속 편차와 동중국해 남부 중국 연안
의 북서향 편차는 KCM1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와 유사하나 KCM1 단면의 수송량 경우
와는 다르게 북서향 편차가 북위 30도 이북까지 연결되지 않음. 

그림 2-5-3b-4-4. KCM4 단면(녹색선)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좌)와 작은 경우(우)
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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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M1 단면과 KCM2 단면을 통과하는 수송량이 클 때와 작을 때의 100 m 수심 해류 합
성장은 각 경우의 표층 해류 합성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며(그림 2-5-3b-4-5) 이는 쿠로
시오 수송량과 연관된 해류 변동이 표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함.

그림 2-5-3b-4-5. KCM1 단면(a, b)와 KCM4 단면(c, d)를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a, 
c)와 작은 경우(b, d)의 100 m 수심 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 KCM1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 50 m 수심의 수온은 대만해협에서 양의 편차를, 대만 북
동쪽에서 음의 편차를 보이며, 동중국해 남부 일부를 제외한 동중국해 전역과 북위 23도 
이북의 필리핀해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양의 편차를 보임(그림 2-5-3b-4-6). 100 m 수심
의 수온은 50 m 수심의 수온과 유사하나 필리핀해에서 의미있는 양의 편차를 보이는 영
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오키나와 열도 부근에서 큰 양의 값을 보임.

-  KCM4 단면의 수송량이 큰 경우 50 m 수심의 수온은 KCM1 단면의 경우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임(그림 2-5-3b-4-7). 대만해협에서 양의 편차가 보이고 대만 북동쪽에서 음의 
편차가 보이는 점은 유사하나 KCM1 단면의 경우와 달리 동중국해 남부에서 양의 편차를 
보이고 동중국해 북부에서는 의미있는 편차가 보이지 않음. 그 외 영역에서는 일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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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양의 편차는 오키나와 열도를 포함한 쿠로시오 경로 부근 영역에 국한됨. 100 m 수
심의 경우는 대만 동쪽에서 양의 편차가 약하고 오키나와 이북의 쿠로시오 경로에서만 큰 
양의 편차가 보임.

- KCM1 단면의 수송량 변동과 KCM4 단면의 수송량 변동과 연관된 수온 변동이 동중국해 
영역에서 다른 점은 쿠로시오와 연관된 동중국해의 해양환경 변동 조사에 있어 특히 주목
할 만함.

그림 2-5-3b-4-6. KCM1 단면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 50 m(좌)와 100 m(우) 수
심의 수온 합성장(실선은 신뢰도 90%)

그림 2-5-3b-4-7. KCM4 단면을 통과하는 쿠로시오 수송량이 큰 경우 50 m(좌)와 100 m(우) 수
심의 수온 합성장(실선은 신뢰도 90%)

- 쿠로시오 수송량뿐만 아니라 유속 구조의 변동도 주변 해양 환경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
으므로 KCM1 단면과 KCM4 단면에서 쿠로시오 축의 변동과 연관된 해류 변동을 조사함. 
1994년~2021년 기간의 HYCOM 자료의 표층부터 500 m까지의 수송량을 이용하여 쿠로
시오 축을 구함. 전 기간의 평균 쿠로시오 축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를 선택
하여 합성장을 구함.



- 447 -

- KCM1 단면의 쿠로시오 축이 외해쪽에 위치한 경우 표층 해류장은 KCM1 단면 부근에서 
쿠로시오 축의 대륙사면쪽에서 쿠로시오의 음의 편차가 보이고 외해쪽에서 양의 편차가 보
이며 대만 동쪽 필리핀해의 북위 22~23도 부근에서는 강한 서향 편차가 보임(그림 
2-5-3b-4-8). KCM1 단면의 쿠로시오 축이 대륙사면쪽에 위치한 경우 쿠로시오축의 외해
쪽에 평균 해류의 반대 방향 편차가 보이고 대만 동쪽의 쿠로시오 경로에서도 평균 해류
의 반대 방향 편차가 보임. 또한 대만해협에서 남서향의 편차가 보이며 필리핀해의 북위 
22~23도 부근에서 동향 편차가 보임. 

- KCM4 단면의 쿠로시오 축이 외해쪽에 위치한 경우 표층 해류장은 KCM4 단면 부근에서 
쿠로시오 축의 대륙사면쪽에는서 평균 해류의 반대 방향 편차가, 외해쪽에서는 해류 방향
의 편차가 보임. 축의 변동의 구한 기준 위치 부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KCM1 단면의 경우와 유사함(그림 2-5-3b-4-9). 

 

그림 2-5-3b-4-8. KCM1 단면에서 쿠로시오 축의 위치가 외해쪽에 위치한 경우(좌)와 대륙붕쪽에 
위치한 경우(우)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주황색선은 평균 쿠로
시오 축의 위치를 나타냄.

그림 2-5-3b-4-9. KCM4 단면에서 쿠로시오 축의 위치가 외해쪽에 위치한 경우(좌)와 대륙붕쪽에 
위치한 경우(우)의 표층해류 합성장(회색 화살표는 신뢰도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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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M1 단면에서 쿠로시오 축의 위치가 대륙사면쪽에 치우친 경우에 50 m 수심의 수온은 
미야코지마 부근 해역과 대만 북쪽의 동중국해 남부역, 그리고 동중국해 중부의 일부에서 
음의 편차가 보임(그림 2-5-3b-4-10). KCM4 단면에서 쿠로시오 축의 위치가 대륙사면쪽
에 치우친 경우에는 쿠로시오 축의 외해쪽인 오키나와 부근에서 음의 편차가 보이고 동중
국해 중부와 황해에서도 음의 편차가 보임.

그림 2-5-3b-4-10. KCM1 단면(좌)과 KCM4단면(우)에서 쿠로시오 축의 위치가 대륙사면쪽에 위치
한 경우 50 m 수심의 수온 합성장(실선은 신뢰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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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각 분야별로)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연구성과명1] 난수성 소용돌이역 급강화 엔탈피 관측과 북적도 해류의 급강화 기작 제시
❍ 연구성과 내용: 난수성 소용돌이에 열을 공급하는 주요인은 남측 고온저염수임. 슈퍼태풍 

민들레 급강화시기에 해양에서 약 2000 W/m2 공급을 최초로 밝혀냄.  
- 2017년 조사에서 난수성 소용돌이 상층에 고온 저염수 수괴가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

며 소용돌이 열용량의 약 70%를 설명함.  
- 2021년 슈퍼태풍 민들레 급강화시 해양에서 대기로 기존 알려진 열량보다 많은 2,000 

W/m2의 전체 엔탈피 열속이 전달함을 관측, 분석해 냄.
- 이같은 급강화시기 강한 열속 산정으로부터 북서태평양 북적도해류역이 1000-1800 W/m2 

수준의 많은 열속 공급으로 태풍 급강화에 기여한다는 기작설명에 활용함.

❍ 기대효과: 해양으로부터의 열속에 대한 정확한 산정으로 태풍 급강화 예측기술 개선에 기
여  

- 기존 Bulk 식이나 잠열, 현열 및 spray를 고려한 환경에서 새로운 산출방식으로 산출한 
해양-대기 전체 엔탈피 플럭스보다도 약 50% 큰 새로운 결과를 제시함. 

- 태풍급강화 모델의 대기로의 열속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검증자료를 제시하여 태풍 모델의 
급강화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 성과명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 예측모델 모듈 개발
❍ 연구성과 내용: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 최근 10년간의 태풍 중 최고풍속이 96kt (NHC 기준 카테고리 3) 이상이며, 북서태평양 
(동경 120~140도, 북위 10~40도)에 위치한 태풍을 주요 56개 태풍으로 선정

 - 관측치 및 예측치의 48시간 강도변화(최대풍속-48시간전 풍속, RI48)의 비교
 - 기존 WRF모델로 계산한 예측정확도와 급강화 현상에 대한 역학적으로 개선한 WRF모델로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20%p 향상 달성

❍ 기대효과: 한반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급강화 태풍에 대한 태풍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
여

 - 태풍예측 정밀도 향상으로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시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지원으
로 향후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 태풍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체감도 및 R&D 실효성 제고로 국민이 안
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

 - 태풍예보기술 향상의 경제적 편익 총 1,000억원: 태풍예보 정확도 20% 향상시 연간 300억
원, 태풍예보 발표선행시간 20분 단축 시 연간 700억원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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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명3] 엘니뇨와 북서태평양 태풍활동 관련성의 계절성 및 엘니뇨 다양성
❍ 연구성과 내용: 엘니뇨에 따른 북서태평양 태풍활동은 엘니뇨마다 다르며, 계절성 즉, 북

반구에서 태풍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과 가을철에서도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특징을 최적 경로자료과 재분석자료를 통하여 분석함.

 - 기후 경년변동성에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지는 기후 모드 중 하나인 엘니뇨에 대한 북서태평
양 태풍활동은 엘니뇨 다양성 뿐 아니라 계절적인 변화에 대한 차이를 가짐.

❍ 기대효과:
- 북서태평양 태풍활동에 대한 계절 예측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태풍발달의 기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화되는 태풍에 대한 방재 시스

템에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 성과명4] 수온약층 아래 소용돌이가 민다나오 잠류의 변동성에 주는 영향
❍ 연구성과 내용: 서안경계류인 민다나오 해류에 대해서 2년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민

다나오 잠류가 70일에서 80일 주기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 이 소용돌이는 뉴기
니 연안 잠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민다나오 잠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기대효과: 서안경계류의 잠류 변동성 파악함으로 표층 서안경계류 변화를 이해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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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1] 20 및 21년 투하 해양로봇 진로(좌)와 슈퍼태풍 민들레급강화시 해양이 지닌 열용량(상중)에서 
태풍에 공급 엔탈피플럭스 관측 및 분석(상우). 전체 엔트로피 플럭스는 2000 W/m2임. 북서태평
양 태풍급강화 및 강한 급강화는 저위도 해역에서 나타남(c, d), 이는 북적도 해류해역의 해양특
성에 기인하며 잠열속은 1000-1800 W/m2로서 부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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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타겟 해역을 지나는 2010년부터 2020
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 태풍경
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 태풍강화율 예측정확도 산정 
결과

[성과3] 엘니뇨 종류와 계절에 따른 태풍 경로 및 해수면온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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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4] 수온약층 하부 서안경계류 잠류 모식도. 수온약층 하부 고기압성 소용돌이가 민다나오 잠류
에 영향을 주는 해류 경로. 민다나오 남동쪽 수온약층 하부 소용돌이는 뉴기니 연안 잠류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민다나오 잠류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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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3-2-1.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3-2-1a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파악

3-2-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규명

- 다양한 해양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상층해역 수온구조 예측기술 개발(소재귀)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산출 분야

¡ 관측자료 수집 분석
§ 아래의 표 3-2-2-1a-1과 같이 매년 관측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해양상층구

조 산출을 위한 순환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음.
§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정점별로 수온, 염분 연직분포도를 작성하였음.

조사
연도

기간 
구분

조사기간
조사자료(CTD/XCTD)

CTD XCTD 합계 사용자료
2017 09.14 – 09.26 28 15 43 28 (CTD만)
2018 09.01 – 09.20 64 23 87 73 (조사해역 자료)

2019
1차 08.29 – 09.11 32 25 57

61 (CTD만)
2차 10.07 – 10.15 29 4 33

2020
1차 08.06 – 08.28 75 75

123 (CTD만)
2차 09.11 – 09.22 48 7 55

2021 08.02 – 08.21 96 2 98 96 (CTD만)

표 3-2-2-1a-1 관측자료 확보 및 활용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 수립 및 실험
§ 사용된 모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3차원 지역해 모형(ESCORT)임.
§ 1∼2차 년도에는 북서태평양 영역(96°∼166°E, 3°S∼64°N)에 대하여 1/12°균일 

격자 순환모델을 수립하여 모델 테스트를 실시하였음. 수심자료는 SRTM30 자
료를 사용하였음. 

Ÿ 수립된 순환모형의 계산속도 향상을 위해 병렬화 및 최적화 측면의 모형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음.

Ÿ 주로 외해경계조건 등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하였
음. 또한 해협 수송량과 관심해역 수온 구조 자료 분석 및 초기 모형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모형의 성능/적합성을 검토하였음.

Ÿ 현장조사 자료와 이용 가능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된 진단장(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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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을 산출하는 상층 수온구조 산출 기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3차 년도에는 태풍 발생해역/관측해역을 보다 상세히 모의하기 위하여 균일격

자 모델과 동일한 영역에 대하여 해상도 1/24도(2.5분) ∼3/8도(22.5분)의 가변
격자 모델을 수립하였음. 

§ 기상자료는 ERA-5, 해양자료는 NEMO 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해양조건, 
외해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음.

§ 3∼5차 년도에는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한 모델로 계산한 해수면 수온, 염분장과 
관측지점 연직구조를 재분석자료, 관측자료와 비교하였음.

¡ 관측자료 자료동화기법 개발

Ÿ 3차 년도에는 관측 해역 전체를 하나의 관측 자료장으로 구성하여 모델 가동시 
이 자료장을 사용하여 해당 모델영역 전체에 대하여 이완기법을 적용하는 전체
영역 이완방법 (Total Area Relaxation method)을 개발하여 이를 모델에 적용
하였음. 이 경우 모델 결과 흐름장에 상당한 왜곡이 발행하였음. 

Ÿ 4차 년도에는 전체영역 이완방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흐름장의 왜곡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각 관측 자료의 모델격자 위치별로 각각 가중치 장을 작성하고 
각 관측정점의 관측 시기별로 개별 타임윈도를 적용하는 개별자료 자료동화 방
법 (IPR: Individual Profile Relaxation)을 개발하였음. 

§ 공간 윈도와 시간 윈도에는 코사인함수를 사용하였음. 공간 윈도는 모델 가동 
전에 미리 관측 위치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주고 연직으로는 깊이에 따라 감소
하도록 팽이 모양의 가중치 장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며 시간 윈도는 모델 가동 
중 관측 자료 시점을 전후로 대칭적으로 적용하였음.

§ 매년 관측한 자료에 대하여 개발한 개별자료 자료동화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
였으며 관측해역의 수온상층구조 산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Ÿ 정성적인 위성영상 분석 
- 2차년도에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Lan(2017) 내 중규모 대류계의 수직분포 특
성을 정성적으로 조사하였음. 태풍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중규모대류는 잠열방출을 
통해 대기를 가열시켜 중심기압을 떨어트려, 태풍급강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임. 
분석결과 Lan(2017) 급강화 하루 전 연직으로 깊게 발달된 대류 셀이 중심 부근에 
나타남을 보임
Ÿ 위성영상에서 정량적인 대류특성 기법 개발 
- 3차년도에는 정지궤도 관측 영상에서 전반적인 강도, 면적 등의 특성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인자를 개발하여, 2017년 급강화 전 두 태풍 사례의 전반적인 대류특성
의 시계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태풍급강화 전 급격하게 대류의 강도가 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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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깊은 대류의 면적이 넓어지는 전조 현상을 발견함. 해양의 역할 조사 결과, 해수
면온도가 30도가 넘는 온난역을 지날 때, 대류의 강화, 확장이 나타나 해양이 대류
를 통해 태풍급강화에 주는 양의 feedback을 보임 
Ÿ 급강화와 느린강화/중립 태풍의 차이 규명 
- 4차년도에는 몇몇 사례 분석이 아닌 북서태평양 태풍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서, 위성자료가 이용 가능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음. 강화 속도 및 경향에 따라 급강화(RI)/느린 강화(SI)/중립 태풍(NI)로 
구분하여 각각 27, 53, 32개의 태풍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류의 변화에 대한 시계
열을 구성함. 또한, 3차년도에 개발한 위성영상 정량화 기법을 더 발전하여,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대류의 강도, 면적 뿐 아니라 조직화 정보를 정량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자(LPI, EMS)를 개발함
Ÿ 급강화 태풍 시 중규모 대류변화 기작 규명  
- 5차년도에는 4차년도에 분석한 RI/SI/NI 태풍 분류에 따라 강도의 추세가 통계적

으로 의유하게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 보였음. 위성영상의 정량화 분석 기법을 통
한 대류 특성의 시계열을 급강화 시작 –3 Day에서 +1 Day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분석하였음. RI 태풍은 다른 태풍과 다르게 경우, 위성영상의 급강화 이전 특이한 
대류의 강도, 면적, 조직화의 변화가 일어남을 보였음. –2.5 day부터 전반적인 대
류강도가 급격히 강화되며, 깊은 대류 면적이 급격하게 확대되며 깊게 발달한 대
류셀이 더 강화됨. 또한, 강한 대류 영역이 조직화되면서 잠열에 의한 급강화가 일
어날 수 있는 급각화 기작을 규명하였음.

Ÿ 연직바람쉬어의 영향에 의한 기작 
-  급강화태풍의 경우 다른 태풍 보다 연직 바람쉬어가 약 2 m/s 정도 약한 가운데 

강화가 일어났음. 바람 쉬어가 약하기 때문에 대류가 연직으로 기울어진 대류의 
후면에서 하강기류에 의한 cool pool 영역에 작아서, 지속적으로 대류셀이 강하게 
발달하고, 병합하여 대류영역을 확장하고 조직화 하여 대기중 열이 축적되어 태풍
이 급강화가 이뤄질수 있었음.

3-2-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 태풍활동의 중장기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후변동성에 따른 태풍잠재강도, 
태풍환기지수 등의 태풍매개변수들이 분석됨. 열대 해수면온도의 세 가지 패턴(통
상적인 엘니뇨 패턴, 중태평양 엘니뇨 패턴, 중태평양 가열 패턴)에 따라 북서태평
양에서 서로 다른 태풍매개변수의 변동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 
많은 기후모형은 태풍 소용돌이를 추출하기에 낮은 해상도를 가지므로 기후모형에
서 나타나는 태풍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장된 여름철(7월부터 11월가지)에 
태풍의 최대 강도인 태풍 잠재강도와 급격한 태풍발달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태풍
환기지수가 이용됨. 엘니뇨 해들은 분류한 결과 동태평양 엘니뇨, 중태평양 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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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그리고 북태평양 엘니뇨 패턴으로 나뉠 수 있음을 보였고, 각 엘니뇨 패턴에 
따라 역학적/열역학적 환경변수의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은 
고해상도(0.5도 수평해상도) 기후모형의 AMIP-type 실험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남.
중심부근 최대풍속 24시간당 30노트 이상 증가한 급강화 태풍을 추출하여 비급강
화 태풍과 기후적 특성을 비교함. 그 결과 급강화태풍의 경우 중층의 상대습도가 
비급강화태풍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함. 이는 대양 특히 북서태평
양 지역에서 부족한 중층 상대습도의 관측이 발달하는 태풍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고해상도(수평해상도 약 1도) 접합기후모형인 CESM2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태
풍을 추출하고, 그 기후적 특성을 분석함. 그 결과 모형에서 모의되는 북서태평양 
지역의 태풍활동은 특정한 영역 즉, 120-140E, 20-30N의 해수면온도 변동에 민감
하게 변한다는 것을 추출된 태풍 및 태풍매개변수 모두에서 보임. 특히, 이 지역의 
해수면온도 변동은 중장기적으로 열대/아열대 중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변동과 
원격상관을 가짐. 
IPCC에 참여하는 CMIP6 SSP2-4.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태풍활동성의 미래변화를 
전망하고 그 변화에 대한 기후적 요인을 분석함. 온난화 실험에서 태풍활동은 열대
/아열대 중태평양에서 증가하고, 북서태평양에서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며, 이는 엘
니뇨-타입의 온난화에 따른 열대 중태평양 지역 연직 바람쉬어의 감소와 그 지역 
증가된 수증기량에 기인한다는 것과 경년변동의 패턴와 유사한 원격상관패턴을 갖
는다는 것을 보임.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중규모 에디 경년 변동 파악: 전지구 해양-해빙결합모
델을 이용한 중장기적 순환모의실험을 통해 대만 남동방-필리핀 동방 해역에서 월
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의 시공간적인 변화로부터 중규모 에디의 발달과 그 경년 
변동성을 파악함. 순환모의 결과는 필리핀 분지와도 일치하는 필리핀 동방 
16-22N, 128-135E 지역을 중심으로 해면고도가 비교적 평탄한 분포를 이루며, 이 
해역의 동방과 서방(필리핀 근해)에서 냉․난수성 중규모 에디가 연중 다수 집중되
어 나타남을 보여줌.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의 기간에 대해 대체로 냉수성 
에디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했던 시기(1981-1997년)와 난수성 에디가 더 강하게 발
달한 시기(2005-2020년) 및 그 두 기간 사이의 냉․난수성 에디가 혼재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음. 냉수성 에디를 반영하는 음의 해면고도 아노말리는 해에 따라 
대략 123-131E에, 난수성 에디의 양의 해면고도 아노말리는 126-131E 근방에 더 
자주 나타남. 모의 결과는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로 북태평양 
아열대해역에서 해양 상층부의 고온화와 난수성 에디의 발달이 강화되어졌음을 보
여주며, 이러한 추세는 SSP5-8.5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기후변화 실험에서 더욱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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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19N, 119E-155E에서 하계의 평균
해면고도 아노말리 변화. y축 방향으로 각 해의 7-9월 
해면고도 아노말리 분포를 나타냄

3-2-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예측모델 모듈

- 본 연구는 태풍의 급강화 현상의 역학적인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초기의 
기술을 기반으로 향상율을 산정하였음. 최종목표로써의 예측정확도 개선은 기존 
WRF모델로 계산한 예측정확도와 급강화 현상에 대한 역학적으로 개선한 WRF
모델로 계산결과를 비교하였음.

- 최종년도에는 태풍예측 모델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 이동격자를 사용한 4.6km 
최소격자해상도 모델을 이용하여 20%p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함.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태풍강화율 예측 정확도로, 최대 48시간 급강화
가 일어난 시간에서의 48시간 급강화율 (RI48)은 39%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음. 
2016년 기술의 19%보다 20%p 향상된 결과이며, 이는 JTWC의 예측정확도 53%
의 74% 수준임. 참고로 KMA에서 예측했던 RI48의 정확도는 31%임

3-2-3.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이재학, 권민호, 신창웅)

3-2-3a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규명(권민호)

3-2-3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신창웅&민홍식)
- 북적도해류 남북단면(9.5˚N-14.5˚N, 131˚E)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용량과 

열수송량은 Niño 3.4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음. 즉 적도에서 나타나는 엘니뇨 기
간에는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라니냐 기간에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 북적도해류 대역에서 발생함. 따라서 북적도해류 일부가 분기되어 쿠로시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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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므로 쿠로시오의 열용량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동중국해 류큐해역에서 쿠로시오를 직접 관측하여 쿠로시오 변동성을 조사하고 
자료동화 모형의 모의 결과를 직접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함. 동중국해의 남
부역과 북부역에서 쿠로시오의 수송량 변동성 및 축 위치 변동성과 연관된 동중
국해 해류 분포 변동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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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논문(SCIE/비SCIE)
특허(출원/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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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달성
치

최종
목표

북서태평양 태
풍-해양 상호작
용 조사 및 이
해를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규
명

북서태평
양 열용
량 분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관측자료

100
지점 5 2017-2021년 하계 연

변동 난수괴 분포 이
해 및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
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2017~2021년 하계 북서
태평양  열용량분포 지
도

5건 5
26℃이상 수온, 염분 
자료기반 열용량도 산
출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
화 기작 
규명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6

급강화 기작이해 및 
개선된 모수화 모델 
제시를 위한 핵심 요
소

파랑글라이더, 표층부
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순환모델 재현 상층 구
조의 태풍모델 입력자료
화

1건 4 태풍모델 초기 수온구
조 입력자료화 여부

개선된 급강화 모수화 
기작 제시 1건 6

급강화 태풍에 대한 모
수화 실험을 통해 검증
된 기작 제시 여부

태풍 중
장기 변
동성 이
해

관측자료 및 기후모형에
서 나타나는 중장기 변
동 태풍활동 매개변수 
산출

3종 7
에디 변동에 따른 태
풍 중장기 변동성 이
해

태풍잠재강도, 태풍발생
빈도, 태풍환기지수 등 
산출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
풍급강화 예측
모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
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20%p 7

개선 모수화에 기반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최종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치의 48
시간 강도변화 (최대풍
속-48시간전 풍속) 비
교

20%
p

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동
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
과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 한반
도 해역
에 미치
는 영향 
규명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원격상관 분석 5건 5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
-자료 확보 여부
-논문발간 여부

서안경계
류의 열
수송 변
동 성 이 
한 반 도 
해 역 에 
미 치 는 
영향

서안경계류 열 변동성 
분석 4건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이해 계류자료 분석 여부 1

서안 경계류 변동성 분
석 4건 5 서안경계류 변동성이

해
해류 변동특성 제시 여
부 1

국제협력
관련분야 
국제공동
연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5건 4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부 1

미국연구진 공동조사 및 
급강화 기작 모델링 공
동연구

5건 4
NOAA공동조사 및 기
작이해를 위한 모델링 
보완 

추가 기작 수치실험 여
부

연구개발 정량
적 성과

연구논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
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3+4편 12

SCI급 논문 상위 
20% 논문 12편 포함 
총 20편 

상위 20%: 학술지 영
향력 지수(mrnIF) 80 
이
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2+1편 6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
에 미치는 영향

3+1편 8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
성이 한반도해역에 미치
는 영향

2+1편 6 1

특허 및 소프트웨어 등록 2건 5
-해양수층-대기 상호
작용 동시관측 가능
-모수화개선 코드

특허/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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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
치

1차년
도

(2017
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관 측 자 료 
기반 북서
태평양 열
용량 분포 
지도 

Ÿ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Ÿ 2017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5

10

Ÿ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산출 
기초자료 획득 

Ÿ 2017년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이해

Ÿ 위경도 2도 내 CTD 15 
지점 자료 획득 여부

Ÿ 26℃ 이상 수온 구조 기반 
열용량도 산출 여부

1

1

태풍-해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Ÿ 2017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시범자료 획득 

Ÿ 상층 해양모델 수립

Ÿ 기존 모수화 기반 2017년 
급강화 태풍 재현 실험

Ÿ 해양-태풍 난수괴 기작실험 
모델 수립 

Ÿ 최근 5년간 급강화태풍에 
대한 단순태풍모형 
적용실험 결과

5

3

4

4

4

Ÿ 해양-태풍 상호작용 
이해 기초 자료 획득

Ÿ 관측자료 활용 
상층해양 결과 
산출모델 수립

Ÿ 2017년 급강화태풍 
재현에 기존 모수화 
효과 이해

Ÿ 급강화 난수괴 효과 
이해 수단

Ÿ 단순결합모델 
개선위한 기존 모델 
평가

Ÿ 해양상층 연속자료 획득 
여부

Ÿ 해양상층모델 수립 여부

Ÿ 2017년 내습 태풍실험 
여부

Ÿ 기작모델 수립 여부

Ÿ 기존 단순 모형 평가 여부

1

1

1

1

1

태풍 중장
기 변동성 
이해

Ÿ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Ÿ 아열대 해역 중규모 에디 
고해상도 모델 구축

10

5

Ÿ 엘니뇨 간 태풍활동 
이해 부족 보완

Ÿ 중규모 에디 모사 
가능 해상도 모형 
수립

Ÿ 태풍매개변수 산출 여부

Ÿ 에디변동성 모델 수립 및 
스핀업 적분 실험 수행 
여부

1

1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
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
명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주
변 해역에 
미치는 영
향 규명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플럭스 관련분야 
SCI(E) 논문 1편

15

5

Ÿ 저위도 해양- 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저위도 대기 연직구조 
자료 획득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1

0.6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 동 성 이 
한반도 해
역에 미치
는 영향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Ÿ 지형류 산출(CTD조사)

5
15

Ÿ 서안경계류 장비 
설치

Ÿ 해수 물성자료 획득

Ÿ 계류장비 설치 여부
Ÿ 자료 확보 여부

1
1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제공동연
구

Ÿ 외국연구기관 협력체계 
추진(MOU 체결1건)

Ÿ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Ÿ 한미 공동조사 1건 이상

Ÿ 선진국과 급강화 기작 관련 
모델 공동연구 추진

2

3
3

2

Ÿ 일본 연구기관 협력 
추진

Ÿ 류큐해역 환경 이해
Ÿ 급강화 기작 관련 

선진국과 공동 연구
Ÿ 급강화 기작 

모델보완 연구

Ÿ MOU 체결 여부

Ÿ 계류장비 설치 여부
Ÿ 미측조사 참여여부 

Ÿ 모델연구 착수 여부

1

1
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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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
치

2차년
도

(2018
년)

북서태평양 태풍
-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작 규명

관 측 자 료 
기반 북서
태평양 열
용량 분포 
지도 

Ÿ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연직구조 관측자료 획득

Ÿ 2018년 하계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13

4

Ÿ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산출 
기초자료 

Ÿ 2018년 북서태평양 
난수괴 열용량 이해

Ÿ 위경도 1도 내 CTD 25 
지점 자료 획득 여부

Ÿ 26℃ 이상 수온 구조 기반 
열용량도 산출 여부

1

1

태풍-해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강화 
기작 규명

Ÿ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획득

Ÿ 난수괴 특성 상층모델 결과 
산출

Ÿ 기존 모수화 기반 2018년 
급강화태풍 재현 실험 

Ÿ 급강화 난수괴 역할 
기작실험

Ÿ CHIPS 태풍 모형과 GOTM 
해양 수층 모형의 
결합모형(CSTORM) 개발

Ÿ SCI급 논문 1편(상위 30% 
또는 상위 15% 이상)

5

3

4

3

3

2

Ÿ 해양-태풍 상호 작용 
기초자료

Ÿ 난수괴 해양 특성 
재현/이해

Ÿ 급강화 기작 기존 
모수화 효과 이해 

Ÿ 난수괴의 급강화 
역할 이해

Ÿ CSTORM모형을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이해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상위30%내)

Ÿ 해양상층 연속자료 획득 
여부

Ÿ 관측자료 활용 상층 
난수괴 수온장 산출

Ÿ 2018년 내습 태풍 실험 
여부

Ÿ 난수괴 조건실험 여부

Ÿ CSTORM 활용 최근 5년 
급강화  예 실험 결과 
(CSTORM 모형 개발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1

1

1

1

1

1

태풍 중장
기 변동성 
이해

Ÿ 기후모형을 이용한 엘니뇨 
공간분포에 따른 
태풍매개변수 산출

Ÿ 아열대 해역 중규모 에디 
기후 특성 모의

Ÿ SCI급 논문 1편(상위 30% 
내)

5

5

3

Ÿ 기후모형에서 
모의되는 태풍 
변동성 이해 부족 
보완

Ÿ 서안경계류 수송량 
등 북태평양 상-중층 
해양순환과 중규모 
에디 발달과정 이해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기후모형을 이용한 태풍 
매개변수 산출 여부

Ÿ 기후평균 강제력 기반 
30년 적분 및  아열대 
해역 에디 포함 상층 
순환장 모의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1

1

1

북서태평양 해양
-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
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
명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주
변 해역에 
미치는 영
향 규명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연직구조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자료 획득 

Ÿ 해양-대기 플럭스 관측 
부이 제작

Ÿ SCI(E) 논문 1편(상위 10% 
이상 1편)

6

2

5

5

Ÿ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열)

Ÿ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이산화탄소)

Ÿ 해양-대기 플럭스 
시계열 관측 준비

Ÿ 학술지 영향력 지수

Ÿ 해양- 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여부

Ÿ 자료 획득 여부

Ÿ 플럭스 연속관측 부이제작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1

1

1

0.6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 동 성 이 
한반도 해
역에 미치
는 영향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1개점 
계류 유지

Ÿ 서안경계류 1점추가 계류
Ÿ 저위도 서안경계류 전 수층 

유속 구조 제시 
Ÿ SCI(E) 논문 1편(상위 30% 

이상)

6

4
5

5

Ÿ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동성 이해

Ÿ 추가자료 확보
Ÿ 상세구조 제시요청

Ÿ 학술지 영향력

Ÿ 계류 유지

Ÿ 추가 계류 여부
Ÿ 해류구조 제시 여부
Ÿ 논문발간 여부 (전체 

상위10%이내 1편, 30%내 
3편)

1

1
1

0.6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제공동연
구

Ÿ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Ÿ 난수괴의 급강화 기여 분야 

공동 연구
Ÿ 항공관측 실행 

4
4

4

Ÿ 류큐해역환경 이해
Ÿ 난수괴 역할 이해

Ÿ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 

Ÿ 류큐해역 조사여부
Ÿ 난수괴 역할 실험 여부

Ÿ 관측 실행 여부

1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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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달성
치

3차년도
(2019년)

북 서 태 평 양 
태풍-해양 상
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
한 태풍급강
화 기작 규명

열용량 분
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연직 관측자
료

30
지점 5 난수괴 분포 이해 및  

에디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
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CTD 자
료 획득 지점 수 1

2019년 하계 북서태평
양  열용량 분포 지도 1건 5 26℃ 이상 수온 구조 기

반 열용량도 산출 1

태풍-해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
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자료

3종 4
해양로봇 장비를 이
용한 태풍- 해양 상
호 작용 관측 자료와 
수치실험 결과를 활
용한 태풍 급강화 기
작 이해 목표치로 설
정.

3종(파랑글라이더, 표층부
이, 아고부이)의 기기별  
관측자료 건수

1

고해상도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예측 
자료

1건 4

가변격자 최대 
수평해상도 
상(1/24°해상도) 결과 
산출 여부

1

기존 모수화 기반 급강
화 기작 이해 및 모수
화 집중 실험

3개
(태풍

)
7

관측 기간 중에 발생한  
급강화 집중실험(모델 2
종) 태풍 건수

1

태 풍 중 장
기 변동성
이해

태풍강도 분석 위한 아
열대 해역 수온 경년변
동 모의

20년 3
태평양 10년 변동 모
의를 위한 최소 적분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
델 적분 기간 1

수온 변동에 따른 태풍
강도 변동 분석

1건 4
수온중장기변동과 태풍 
활동 상호작용 이해 부
족

수온변동과 태풍활동 상
관성 분석결과 제시여부 1

해양-대기 접
합 모델 기반
의 태풍 급강
화 예측모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
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10%
p 7

개선 모수화에 기반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1차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치의 48시
간 강도변화 (최대풍속
-48시간전 풍속) 비교

12%p

북 서 태 평 양 
해양-대기 플
럭스 및 서안
경계류의 열
수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
역과의 원격
상관기작 규
명

해양-대기 
상 호 작 용
이 한반도
주 변 해 역
에 미치는 
영향

저위도 대기연직구조 관
측자료 20점 5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를 위한 
관측자료 조사/분석을 
목표치로 설정

12시간 간격 10일 이상 
대기자료 획득 여부 1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 작
용 재분석자료 특성 분석 1건 5 분석 결과 제시 여부 1

대기관측부이 시범 설치 1개
월 5 부이 운용기간 (보고서내 

관측자료 그림으로 제시) 1

서 안 경 계
류의 열수
송 변동성
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자료 (계류관측) 3점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
동성 평가 기초 자료

계류자료 획득 여부 1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
자료 (선박관측) 12점 5

1000m 이상 수심까지 수
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0.6

서안경계류역 열수송량
산출 1건 6 북서태평양 열수지 이

해 열수송량 단면도 1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 제 공 동
연구

류큐해역 공동 조사 1건 3 류큐해역 환경 조사 류큐해역 조사 여부 1

태풍 공동모델링 연구 1건 4 급강화 기작 연구 보완 기작 수치실험 수행 여부 1

국제워크샵 개최 1건 3 태풍/해양-대기분야 
전문가간 교류 국제워크샵 개최여부 1

연구개발 정
량적 성과

연 구 논 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
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1+2
편 5

1(20%이상) + 2(기타)

SCI급 논문 상위 
20% 논문 4편 (주제
별 각 1편) 포함 총 6
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
력 지수(mrnIF) 80 이상 1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0
편 4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
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0
편 4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
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1+0
편 3

특허 등록 1건 4 해양수층-대기 상호작
용 동시관측 가능 특허 등록 여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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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
치

4차년
도

(2020
년)

북서태평양 태
풍-해양 상호
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 기
작 규명

북 서 태 평
양 열용량 
분포 파악

태풍전후시기 동중국해 
해수 물성조사 추가

(추가 7지점)

37
지점 10 2020년 난수괴 특성 

이해와  에디 열용
량 산출을 위한 수
온, 염분 물성 자료 
측정  

5000m 1점 이상 포함한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1

 하계 열용량분포 지도 1건 5 26℃이상 하계 열용량도 
산출 1

태풍-해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기기별 난수괴 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6

관측자료 및 모델실
험을 이용한 급강화 
기작 및 모수화 효
과 이해 

파랑글라이더, 표층부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1

(2017-2019)관측치 기반 
순환 모델 상층 수온구조 3건 3

순환모델 상층 수온구조 
검증 결과 제시 여부

1

급강화 기작 이해 및 
모수화 집중 실험(모델2종)

3개
(태풍

)
9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급강화 집중실험 태풍건
수

1

태 풍 중 장
기 변동성
이해

태풍강도 예측을 위한 
중규모 에디 단기 미래 

예측
20년 5 RCP시나리오 근미

래 예측 적용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
델 적분 기간 1

고해상도 기후모형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분석 2건 5

고해상도 접합모형
에서 나타나는 태풍
활동의 이해 부족 
보완

온난해수역 변동분석, 
태풍활동의 장주기 변동
성 분석

1

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플럭
스 및 서안경
계류의 열수송 
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과의 원격
상관기작 규명

북 서 태 평
양 해양-
대기 상호
작용이 한
반 도 주 변
해역에 미
치는 영향

대기연직구조 관측자료 20점 5

저위도 해양-대기 
상호작용 이해를 위
한 관측자료 조사/
분석

해양-대기 상호작용 자료 
획득 1

해양-대기 상호 작용 
재분석자료 특성 분석 1건 5 분석 결과 제시 여부 1

대기관측부이  설치 6개월 5 부이 운용기간 1

서 안 경 계
류의 열수
송 변동성
이 한반도 
해역에 미
치는 영향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계류관측) 3점 5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동성 평가 기초 
자료

계류자료 획득 여부 1

서안경계류 시스템 
관측자료 (선박관측) 20점 5

1000m 이상 수심까지 수
온, 염분 자료획득 지점 
수

1

서안경계류역 열수송 
변화량 산출 1건 6 북서태평양 열수지

이해 열수송 변화량 단면도 1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 제 공 동
연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2건

5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부 1

급강화기작 태풍 모델링 
공동 연구 5 급강화 기작 연구 

보완 
기작 수치실험 수행 여
부 1

연구개발 정량
적 성과

연 구 논 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급강화 기작 규명 

1+1
편 5

SCIE 논문 상위 
20% 논문 3편 포함 
총 5편 

상위 20%: 학술지 영향
력 지수(mrnIF) 80 이상 1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0
편 4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1+0
편 4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0+1
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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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치

가중
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보고서내 

그림/표/기술)

달성
치

5차년도
(2021년

)

북서태평양 태
풍-해양 상호작
용 조사 및 이
해를 통한 태풍
급강화 기작 규
명

북서태평양 
열용량 분
포 파악

난수괴 해역 해수물성 
(수온,염분) 관측자료

30
지점

5 20201년 난수괴 분
포 이해 및 열용량 
산출을 위한 수온, 
염분 물성자료 측정

1000m 수심까지 
수온, 염분 자료
획득 지점 수

2021년 하계 북서태평
양  열용량분포 지도 1건 5

26℃이상 수온, 
염분 자료기반 
열용량도 산출 

태 풍 - 해 양 
상 호 작 용 
이해 및 태
풍 급 강 화 
기작 규명

난수괴해역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자료 3종 3

급강화 기작 및 개선
된 모수화 모델 제시
를 위한 요소

파랑글라이더, 표
층부이, 아고부이 
자료관측 여부

관측자료기반 급강화 
특성 분석 1건 3

관측자료기반 태
풍 급강화 해석
여부

관측자료 활용 
수온구조 계산결과 및 
태풍모델 입력 자료화

4건 4

(2017-2021) 
관측자료 이용 
상층 수온구조의 
태풍모델 
입력자료화 여부

개선된 급강화 모수화
에 의한 태풍강도 실험 
결과

10개
(태풍)

6

과거 관측 기간 
중 급강화 태풍 
대상 재현 실험 
여부

태풍 중장
기 변동성 
이해

태풍강도 예측을 위한 
중규모 에디 중기 미래 
예측

50년 3 RCP시나리오 미래 
예측 적용 기간 

1/5도 전구 해양 
순환모델 적분 
기간

1

기후모델에서 나타나는 
태풍활동 매개변수 미래
전망 

3종 4
CMIP6 기후모델을 
이용한 태풍활동 전
망 부재

태풍잠재강도, 태
풍발생빈도, 태풍
환기지수 등.

1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
풍급강화 예측
모델 모듈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
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20%p 7

개선 모수화에 기반
한 태풍모델 정확도 
향상 최종 목표치

관측치 및 예측
치의 48시간 강
도변화 (최대풍속
-48시간전 풍속) 
비교

2 0
%p

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플럭스 
및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동
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
과의 원격상관
기작 규명

해 양 - 대 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
역에 미치
는 영향 규
명 

해양-대기 상호작용의 
원격상관 분석 1건 10 저위도 해양-대기 상

호작용 이해 논문발간 여부

서안경계류
의 열수송 
변 동 성 이 
한반도 해
역에 미치
는 영향

열 수송량 분석 1건 10 서안경계류 열수송 
변동성 이해

계류자료 분석 
여부 1

해류 변동성 분석 1건 4 서안경계류 변동성이
해

해류 변동특성 
제시 여부 1

국제협력
관 련 분 야 
국제공동연
구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2건

5 류큐해역 환경 이해 류큐해역 조사 
여부 1

급강화 추가 기작 모델
링 공동 연구 5 급강화 기작 추가 이

해 
추가 기작 수치
실험 여부

연구개발 정량
적 성과

연 구 논 문 
게재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
해 및 급강화기작 규명 1+1편 5

SCIE 논문 상위 
20% 논문 4 편 포함 
총 8
편 

상위 20%: 학술
지 영향력 지수
(mrnIF) 80 이상 

태풍 중장기변동성 이해 1+1편 5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 해역 
에 미치는 영향

1+1편 7

서안경계류 열수송변동
성이 한반도해역에 미치
는 영향

1+1편 6 1

소프트웨어 등록 1건 3 모수화개선 코드 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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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해당시 작성)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최종보고서 제출시 등록 및 기탁 증빙 제출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
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

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
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
여
율

1
Physical and biological control of aragonite 
saturation in the coastal waters of southern 
Sou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fresh water

Marine 
Pollution 
Bulletin

김동선 129
(4) 미국 Elsevier SCI 201804 0025-326X

2
Interannual to decadal variability of the 
upper-ocean heat content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its relationship to ocean and 
atmospheric variability

Journal of 
Climate 나한나 31 미국 AMS SCI 201806

0 
1520-0442

3 Simulation of the 1953 storm surge in the North 
Sea

Ocean 
Dynamics 최병호 68

(12) 싱가폴SpringerSCIE 201809 1616-7228

4
Concurrent reductions in sinking particle flux and 
its ratios of opal and organic carbon to CaCO3 in 
the oligotrophic western North Pacific Ocean 
during 2007

Deep Sea 
Research I 정진현 143 미국 Science 

Direct SCI 201901 0967-0637

5 Machine learning approaches of predicting tropical 
cyclone formation using satellite data

Remote 
Sensing

김민상, 
박명숙

11
(10) 스위스MDPI SCI 201905 2072-4292

6 Southeastern Yellow Sea as a sink for 
atmospheric carbon dioxide

Marine 
Pollution 
Bulletin

최유정 149 미국 Elsevier SCI 201905 0025-326X

7 Poleward-propagating near-inertial waves enabled 
by the western boundary current

Scientific 
Reports 전찬형 9955미국 Nature SCI 201907 2045-2322

8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Near-Inertial 
Waves in the East/Japan Sea From a 
High-Resolution Wind-Forced Ocean Model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전찬형 124 미국 AGU SCI 201908 2156-2202

9
Forecast of the Rapidly-Intensified Typhoon 
Nepartak (T201601) in the Eddy-rich Northwestern 
Pacific Region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김경옥 SI91미국 CERF SCIE 201909 0749-0208

10
Satellite-driven Observational and Numerical 
Modeling Evidence of Negative Surge by Typhoon 
Talim 2017 over the Shelf of the East China S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강석구 SI91미국 CERF SCIE 201909 074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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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haracteristics of the East Sea(Japan Sea) 
circulation depending on surface heat flux and its 
effect on Branching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Continental 
shelf 
research

신홍렬 Nethe
rlandsElsevier SCI 201911 0278-4343

12
Seasonality and El Niño Divers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SO and Western North 
Pacific Tropical Cyclone Activity

Journal of 
Climate 최유미 32 미국 AMS SCI 201912 1520-0442

13
Seasonality and El Niño Divers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SO and Western North 
Pacific Tropical Cyclone Activity

Journal of 
Climate 최유미 32 미국 AMS SCI 201912 1520-0442

14
Rapid decay of slowly moving Typhoon Soulik 
(2018) due to interactions with the strongly 
stratified northern East China Sea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박재형 미국 AGU SCI 201912 1944-8007

15
Seasonal variation in aragonite saturation states 
and the controlling factor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Marine 
Pollution 
Bulletin

최유정 150 미국 Elsevier SCI 202001 0025-326X

16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21-day bottom 
pressure variability driven by wind stress curl in 
the East China Sea

Acta 
Oceanologic
a Sinica

Hua 
Zheng 39 미국 SpringerSCIE 202004 1869-1099

17
Tempo-spatial variations of the Ryukyu Current 
southeast of Miyakojima Island determined from 
mooring observations

Scientific 
Reports

Ruixia
ng 
Zhao

10 미국 Nature SCI 202004 2045-2322

18
Variability of the Deep Overflow through the 
Kerama Gap Revealed by Observational Data and 
Global Ocean Reanalysis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Zhao-J
un Liu8 스위스MDPI SCI 202006 2077-1312

19
Half-Century of Scientific Advancements Since the 
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 (CSK) Programme - Need for a new 
Kuroshio research 

Progress in 
Oceanograp
hy

Kentar
o 
Ando

193 영국 Elsevier SCI 202104 0079-6611

20
Contribution of Changjiang River discharge to CO2 
uptake capacity of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August 2016

Continental 
shelf 
research

최유정 215 미국 Science 
Direct SCI 202101

13 0278-4343

21
Variations in Seawater pCO2 Associated With 
Vertical Mixing During Tropical Cyclone Season in 
the Northwestern Subtropical Pacific Ocean

Frontiers in 
marine 
science

고영호 8 스위스Frontier
s SCI 202107 2296-774

22 Application of data assimilation for spectral wave 
model in coastal regions of South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김한나 114 미국 CERF SCIE 202110
06 0749-0208

23
Numerical Modeling of Tide and Tide-Induced 
Drifting of Particles Released from the Sunken 
Ship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강석구 114 미국 CERF SCIE 202110
06 0749-0208

24 A Newly Observed Deep Countercurrent in the 
Subtropical Northwest Pacific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Azmin
uddin 
Fuad

126 미국 AGU SCI 202106
17 2156-2202

25 Impact of Tropical Cyclones on Geostrophic 
Velocity of the Western Boundary Current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박재형 48 미국 AGU SCI 202108
29 1944-8007

26
Decision-Tree-Based Classification of Lifetime 
Maximum Intensity of Tropical Cyclones in the 
Tropical Western North Pacific

Atmosphere김성훈 12 스위스MDPI SCIE 202106
22 2073-4433

27 Variation of Semidiurnal Internal Tides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Induced by Typhoons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채정엽 9 스위스MDPI SCI 202103
16 2077-1312

28 Turnover Time of the East Sea (Sea of Japan)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Frontiers in 
marine 
science

한명희 8 스위스Frontier
s SCIE 202111 2296-7745

29 Effect of the intensified sub-thermocline eddy on 
strengthening the Mindanao Undercurrent in 2019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Azmin
uddin 
Fuad

127
(2)

미국 AGU SCI 202102 2156-2202

30 Regional Realtime Ocean Tide and Storm-surge 
Simul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한국해안해
양공학회논
문집

김경
옥

30(
2)

대한
민국

한국해
안해양
공학회

비SCI 20180
4

1976-819
2

31 동해에서 태풍과 중규모 소용돌이가 준관성주기파 
에너지 생성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학회
지 송하진 25 대한민

국
한국해양
학회 비SCI 202007 2671-8820

32
전지구 해양-해빙결합모형과 SRES A1B 시나리오 
기반 동아시아 해수면 미래 변화 전망

한국연안방재
학회지

김민우,
김철호,
장찬주

8
(4)

대한민
국

한국연안
방재학회비SCI 202110 2288-8020

33 민다나오 해류 해역에서 PIES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 
산출

Ocean and 
Polar 
Research

황초
롱 43 대한

민국 KIOST 비SCI 20211
2

2234-731
3



- 469 -

  



- 470 -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02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
동학술대회 (한국해양학회) 박재형 20200723 부산 BEXCO 대한민국

2 2020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박재형 20201105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대한민국

3
34th Conference on Hurricanes 
and Tropical Meteorology Virtual 
Meeting

박재형 20210513 Virtual 미국

4 2021년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재형 20211104 휘닉스제주 대한민국

5 2020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김경옥 20201105 강릉 대한민국

6 IAHR-APD Congress 2020 김경옥 20200915 삿포로 일본
7 SOLAS 김경옥 20190422 삿포로 일본
8 추계한국해양학회 김경옥 20181025 인천 대한민국
9 한국지구과학연합회 김경옥 20180524 홍천 대한민국
10 AGU Fall Meeting 2020 신창웅 20201210 Online 미국
11 2020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Azminuddin, Fuad 20201106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2 2020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
동학술대회 (한국해양학회) 신창웅 20200722 부산 BEXCO 대한민국

13 EGU General Assembly 2019 신창웅 20190411 Austria Center 
Vienna (ACV) 오스트리아

14 201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
동학술대회 이재학 20180524 제주 ICC 대한민국

15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신창웅 20180524 제주 ICC 대한민국

16 3rd Open Science Symposium 이재학 20180508 청도 중국

17 EGU General Assembly 2018 신창웅 20180413 Austria Center 
Vienna (ACV) 오스트리아

18 2017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대
회 Azminuddin, Fuad 20171102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대한민국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17 연차보고서 2017.11.30. -

2018 연차보고서 2018.11.30. -

2019 연차보고서 2019.11.30. BSPM61210-12120-1

2020 연차보고서 2020.12.31 BSPM61670-12468-1

2021 최종보고서 2022.02.25 BSPM62260-13018-1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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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

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
호

등록 번
호 등록인 등록일 등 록 

번호

1
영전자석을 구비한 통신 
커넥터 및 이를 이용한 
수중 탐사 장치

대한민국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2019.01.
02

1020190
000360 

X

2

COMMUNICATION 
CONNECTOR HAVING 

PERMANENT 
ELECTROMAGNET 

AND UNDERWATER 
EXPLORATION 

DEVICE USING SAME

국제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

GY

2019.11.
22

PCT/KR
2019/01
6177

X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태풍정보 획득 프로그램 2021.8.9 김경옥,김한나 2021.9.14 C-2021-0368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2 태풍모델 결과 정보 추출 프로그램 2021.12.14 김경옥,김한나 2021.12.24 C-2021-05799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
동여부

표 준 특 허 
추진여부

표 준 개 발 
방식3」 제안자 표 준 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

(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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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
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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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
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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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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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기사 국민일보 북태평양이 보낸 괴물들… ‘가을태풍’이 독한 이유 20181002
2 뉴스 JTBC 태풍 ‘솔릭’, 한반도 비상 20180823
3 기사 JTBC 태풍의 ‘오른쪽이 더 위험한 이유는? 20180823
4 다큐멘터리 KBS 대양탐사 적도의 비밀 20181207
5 다큐멘터리 부산 MBC [그곳, 그사람] 태풍을 좇는 사람들 20191114
6 뉴스 부산 KBS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잇단 태풍 원인은 필리핀 해역 고수온층 때문” 20200912
7 뉴스 울산 MBC (부산)잇따르는 대형 태풍, "고수온층이 원인" 20200915
8 뉴스 포항 MBC 잇따른 대형 태풍 원인은 고수온층 때문 20200911
9 기사 조선일보 한반도 잦아진 대형태풍, 태평양 고수온이 주범 20200911
10 기사 경향신문 한반도 휩쓴 대형태풍,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 20200914
11 기사 연합뉴스 해양과학기술원 "잇따른 대형 태풍 원인은 고수온층 때문" 20200911
12 뉴스 JIBS 뉴스 제주, 잇따른 강력 태풍...필리핀 해역 30도 이상 고수온 영향 20200911

13 기사 매일안전신문 한반도 휩쓰는 대형 태풍, 지구온난화의 역습...북서태평양 필리핀해 
수온상승 영향 20200911

14 기사 머니투데이 한반도 할퀸 마이삭·하이선…1℃ 차이가 만들었다 20200911
15 기사 헤럴드경제 한반도 대형태풍 잦아진 까닭? 20200911
16 기사 글로벌경제신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잦아진 대형태풍 원인 고수온층 현상 제시 20200911
17 기사 국제신문 마이삭, 하이선 북태평양 필리핀 해역의 고수온 때문에 발생 20200911

18 기사 서울신문 잇딴 대형 태풍 원인은, 해양과학기술원 “북태평양 필리핀해역 
고수온층 때문 20200911

19 뉴스 KNN 잇따른 대형 태풍 원인은 고수온층 때문 20200911
20 기사 동아사이언스 올해 잦은 대형 태풍, 태평양 수온 상승이 원인 20200911
21 기사 부산일보 올해 더 잦아진 대형 태풍 원인은? "높아진 수온 탓" 20200911
22 기사 부산일보 한국 해양연구船, 현장 데이터로 온난화 확인 ‘성과 20200915

23 기사 경북일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근 대형 태풍 발생 원인은 필리핀 해역 고수온 
현상 때문 20200912

24 기사 뉴스웍스 해양과학기술원 "잦은 대형 태풍 원인은 고수온층 때문" 20200911
25 기사 이미디어 북서태평양 필리핀해 상층수온, 예년보다 1도 높아 20200911
26 기사 CNB 뉴스 KIOST, “‘고수온층 현상’ 때문에 대형 태풍 잦아져” 연구 결과 발표 20200911
27 기사 베타뉴스 해양과학기술원, 잦아진 대형태풍 원인으로 고수온 현상 꼽아 20200911
28 기사 리더스 경제 잦아진 대형태풍, 고수온층 현상이 원인 20200913

29 기사 조선일보 [한삼희의 환경칼럼] 초강력 태풍 계속 올 텐데 ‘홍수 대비 4대강’은 
적폐 취급 20200923

30 기사 현대해양2020 2020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20201218
31 기사 연합뉴스 해양과학기술원 태풍 급강화 현상 현장 확인 20210504
32 기사 매일경제 해양과학기술원 태풍 급강화 현상 현장 확인 20210504
33 기사 부산일보 봄철 발생 태풍이 대형급… 온난화로 기후변동성 커졌다 20210504
34 기사 헤럴드 경제 봄철 태풍이 여름 '대형태풍'처럼 강해졌다 20210504
35 기사 뉴스펭귄 '열받은 태풍' 갈수록 강해진다는데… 봄철 기록도 경신 20210504
36 뉴스 JIBS 뉴스 제주, 36시간에 슈퍼 태풍으로....슈퍼태풍 강타 우려 커져 20210504
37 뉴스 JIBS 뉴스 제주, (테마) 넓고 강해지는 '가을 태풍'...'찬투'가 보낸 경고음 20210917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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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5)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
시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 
향상 (20%p)

○ 기존 WRF모델로 계산한 예측정확도와 급강화 
현상에 대한 역학적으로 개선한 WRF모델로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20%p 향상 달성함

○ 100%

 
○ 류큐해역 한일 공동조사 ○  일본 가고시마 대학과 2017-2021년 기간동안 

류큐해역 공동 조사 수행하여 해류 및 해수물
성 자료를 획득함  

○ 100%

○ 태풍강도 분석을 위한 아열
대 해역 수온 경년변동 20년 
모의 및 태풍강도 예측을 위
한 중규모 에디 50년 미래 
예측

○ 1958-2020년 기간의 태평양 아열대해역 순환
모의를 수행하여 과거 순환장 변동에 따른 난
수성 중규모에디 변동을 파악하고 RCP 시나리
오에 따른 2015-2050년 기간의 미래 예측실험 
수행을 통하여 난수성 에디의 특성 변화 전망 
목표를 달성함

○ 100%

○ 서안경계류의 열수송 변동성
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
향

○ 열 수송량 분석(4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회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류와 열용량을 
계산하여 열수송량이 Nino 3.4 지수와 관련성
이 있음을 분석함. 

○ 100%

○  해류 변동성 분석(4건): 2017년부터 2021년까
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류 변동성 분석(4
건)하고 계류자료를 분석하여 민다나오 해류와 
민다나오 잠류의 변동성 분석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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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기존 CHIPS 모형(Emanuel et al,,2004)의 단순한 해양연직구조모형(해면 수온, 혼합층 깊
이, 연직수온 구배)을 연속적인 수층혼합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화된 난류확산모형(GOTM, 
Generalized Ocean Turbulence Model, Buchard et al., 1995)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결합 
모형 개발 시도
- 이를 위해 재래 방식인 FORTRAN 77 구조의 기존 CHIPS 단일 프로그램을 FORTRAN 95 
구조로 다시 작성 (CHIPS95)
- 단순결합모형(CSTORM)은 CHIPS와 GOTM을 연동하는 접합자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CHIPS를 모듈화해서 GOTM을 주 프로그램으로 하고 CHIPS 내 모듈을 부르는 방식으로 구현 
시도.
-> 최종 GOTM 모형과의 결합 개발에 실패하여 기존 단순 해양프로파일을 사용하는 CHIPS95
로 대체하여 실험함

그림 기존 FORTRAN77 단일 CHIPS 프로그램을 FORTRAN95 모듈로 바꾼 새로
운 체계

4-2. 자체 보완활동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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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5-1-1.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5-1-1a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파악
5-1-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규명
❍ 연직 1차원 해양 모형(GOTM)을 기존 단순태풍강도모형(CHIPS)네 결합하여 중간단계 복잡

성을 갖는 단순 해양-태풍 결합 모형(CSTORM)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GOTM 결합에 
최종 성공하지 못함 -> 하지만 기존 CHIPS모형을 FORTRAN95로 새로 코딩한 CHIPS95
를 활용하여 최근 급강화 태풍 사례 재현 및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함.

5-1-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 에디 변동에 따른 태풍 중장기 변동성 이해를 위하여 고해상도 전구순환모델을 수립하고 

1958-2020년까지 태평양 수 십 년 변동 모의를 수행하여 과거 순환장 변동에 따른 북서
태평양 아열대 해역의 난수성 중규모에디 변동을 파악하였고, RCP 시나리오에 따른 
2041-2050년대의 중규모 에디 변동 예측실험을 통하여 난수성 에디의 특성 강도 강화에 
대한 근미래 전망 목표를 달성함

5-1-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예측모델 모듈
❍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테고리3 이상의 56개 주요 태풍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를 기존 WRF모델로 계산한 예측정확도와 급강화 현상에 대한 역학
적으로 개선한 WRF모델로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20%p 향상을 달성함

5-1-3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
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5-1-3a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규명
5-1-3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 민다나오 서쪽 해역(8˚N, 127˚E)에 2년간 계류한 자료를 분석하여 민다나오 해류와 민다나오 
잠류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목표 달성
- 북적도해류 남북단면 관측자료로 계산한 지형류와 열용량를 이용하여 열수송량과 변동성 분
석하여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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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분야 기여도

5-2-1.북서태평양 태풍-해양 상호작용 조사 및 이해를 통한 태풍급강화기작규명
5-2-1a 북서태평양 열용량분포 파악
5-2-1b 태풍-해양 상호작용 이해 및 태풍급강화기작규명
❍ 단순 해양-태풍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급강화 태풍에 대한 해양혼합층 깊이, 중층대기 상

대습도, 태풍 이동 속도 등에 대한 급강화 민감도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태풍 급강화 기작 
이해에 기여함

❍ 세계 최초로 북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급강화/느린강화/중립 태풍을 구분하여, 태풍급강화 
전 선행 대류/대기 변화 규명

5-2-1c 태풍중장기변동성이해
❍ 북서태평양 아열대해역의 중규모 난수성 에디에 대한 특성과 분포 분석 및 미래 예측 실

험을 통해 태풍 발생과 급강화에 대한 향후 수 십 년의 해양 에너지원 변화 추세 전망을 
기여함

5-2-2 해양-대기 접합 모델 기반의 태풍 급강화예측모델 모듈
❍ 미국 및 한국 태풍 예측 기관의 태풍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급강화 태풍에 대한 48시

간 강도변화 예측 정확도를 산정하여, 미국의 예측기술과의 격차를 확인함. 태풍 예측 기
술체계 및 개선된 모수화를 이용하여 급강화 태풍의 48시간 강도변화 예측율을 미국 
JTWC 예측치 대비 36%에서 74% 수준으로 개선함 

5-2-3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플럭스및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 이해를 통한 우리
나라 해역과의 원격상관기작 규명
5-2-3a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한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규명
5-2-3b 서안경계류의 열수송변동성이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
❍ 민다나오 해류와 민다나오 잠류의 변동성 분석을 통하여 표층해류 변동과 경로 예측 능력

을 높여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북적도해류 남북단면 관측자료로 계산한 지형류와 열용량를 이용하여 열수송량과 변동성 

계산하였으며, 북적도해류에서 북상하는 서안경계류의 열용량과 열수송량 변동연구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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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작성자 성명 기입 요망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참조 

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 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
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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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극지 및 대양 과학 연구사업」‘북서태평양 해

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에서 시행한 「극지 및 대양 과학 연구사업」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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