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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태풍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내습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풍사상은 적도지방.

에 서 발생하여 북진하면서 우리나라에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많은 손실을 유발시킨다.

년부터 년까지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의 개수는 개로 연평균 회 내습하며 각 태풍이 우1961 2005 143 3.09 ,

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시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사상이 우109 .

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에 발생한 강수량에 대하여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태풍사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수량은 많은 지점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성 분석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

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세기는 증대되었으며 그 변동폭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태풍에 의한 극, .

한강수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태풍 변동성 경향성 강수량핵심용어 태풍 변동성 경향성 강수량핵심용어 태풍 변동성 경향성 강수량핵심용어 태풍 변동성 경향성 강수량: , , ,: , , ,: , , ,: , , ,

....................................................................................................................

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최근 들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이상의 강한 폭풍17m/s

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그 발생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구별되.

고 있다 열대 저기압은 지구상 여러 곳에서 연간 평균 개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장소에 따라. 80 ,

명칭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 북대서양카리브해맥시. (Typhoon),

코만 및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인도양아리비아해 그리고 벵골만에서 발(Hurricane),

생하는 것을 사이클론 이라고 부른다(Cyclone)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태평양 적도 지방에서 연평균 개 정도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 영향27 ,

을 많이 주는 월부터 월 사이에 개 정도가 발생하게 된다 월의 태풍은 계속 서진하여 남지나해상 쪽6 9 16 . 6

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고 월의 태풍은 대만 부근에서 중국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서해를 거쳐 우리나라, 7

쪽으로 진행한다 월의 태풍은 동지나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동해로 진행하며 월의 태풍은 남쪽. 8 , 9

해상으로부터 오끼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일본 열도 쪽으로 진행한다 월의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 멀리. 10

지나간다 따라서 월 중순부터 월 초까지의 태풍 경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상태와 깊은 관계가. 8 9

있다 이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으면 태풍은 중국대륙 쪽으로 진행하지만 월 중순 이후부터 월초가 되면. ,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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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어 일본 열도 부근까지 움츠려 들게 되므로 우리나라 쪽으로 진행

해 오는 일이 많다 기상청( , 1996).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강수량을 대상으로 변동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기상청에서. ,

관측한 강우 관측자료와 년부터 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개 태풍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1961 2005 143

여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계열을 구성하여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태풍 사상에 의한 시.

계열 자료의 평균에 대한 변동성을 검정하는 기법으로 검정 검정 검정Mann-Whitney U , T , Modified T ,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산의 변동성 검정을 위해서는 검정과 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경Sign . F Modified F . ,

향성 분석을 위해 검정 검정 검정 검정을 수행하였다T , Hotelling-Pabst , Mann-Kendall , Sen .

2.2.2.2. 대상 자료의 선정대상 자료의 선정대상 자료의 선정대상 자료의 선정

태풍으로 인한 극한강우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 관할하는 강우

관측소에서 관측된 시간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강수자료는 우리나라에 총. 76

개의 지상관측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관측연수가 관측개시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이내. 2005 12 31 30

인 개 지점 철원 동두천 문산 백령도 동해 영월 안동 상주 마산 흑산도 진도 제주고산 태백 장수15 ( , , , , , , , , , , , , , ,

봉화 지점 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년 이상의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 , 30 61

행하였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자료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정의는 기상청 에서 제시. (1996)

하고 있는 기준인 북위 동경 의 범위 내에 든 태풍을 의미하며 북위 동경32° 40°, 120° 138° , 40°, 110°∼ ∼ ∼

밖으로 벗어난 경우에는 사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정된 대상 지점의 시간 강우량은 년 월 일150° . 1961 1 1

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2005 12 31 .

년부터 년 사이에 태평양 적도 지방에서 발생한 태풍은 총 개로 연평균 개가 발생하였1961 2005 1222 27.16

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내습하여 강우량을 발생시킨 총 개로 연평균 개이다 또한 적도 지방에, 143 3.18 . ,

서 발생하는 태풍의 표준편차는 개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 개수의 표준편차는 개4.90 , 1.45

이고 적도지방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변동계수는 로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 개수에, 0.181 ,

대한 변동계수는 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년 동안 적도지방에서 발생한 태풍개수의 최0.456 . , 45

소값은 개이며 최대값은 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영향은 준 태풍의 최소값은 개이며 최대값은 개16 , 45 . 0 , 6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특이할 점으로는 개의 태풍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발견. 2

되었다 예로 년에는 태풍 와 가 월 일부터 일까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 1976 WILDA ANITA 7 24 26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되었다.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년에 발2002

생한 태풍 루사를 예로 설명하였다 태풍 루사 는 년에. (rusa) 2002

번째 발생한 태풍으로 고유번호는 이다 태풍 루사는15 “0215” .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년 월 일 오후 시까지 관2002 8 22 6 2002 9 3 6

측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태풍 사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준인 북위 동경32° 40°,∼

내에 태풍의 중심이 머무는 시간은 년 월 일120° 138° 2002 8 30∼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22 2002 9 1 9 36

태풍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과 같다. 1 .

태풍 루사의 경로 중에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들어온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각각의 강우관

측소에서 관측된 시간강수량을 추출하였다즉 태풍의 중심이 우. ,

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소 개 지61

점에서 관측된 시간 강수량 자료를 조사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한 시간 강수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에 발생한 강수량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년부터 년까지 관측된 태풍 사상을 대상으로 각 태풍사상에 따른 지속시간별1961 2005

강수량과 태풍이 우리나라는 지나가면서 발생한 총강수량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태풍 루사 의 경로태풍 루사 의 경로태풍 루사 의 경로태풍 루사 의 경로. (rusa, 0215). (rusa, 0215). (rusa, 0215). (rusa,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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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동성 및 경향성 분석

대상 지점에 따라 관측 시작 연수부터 년까지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 사상을 발2005

생 순서대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 된 자료는 태풍으로 내린 총강수량이다 태풍의 영향 기간 동. .

안에 발생한 강수량에 대해 변동성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강수량의 평균에 대한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과 그림 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는 통계적으로 유2 3 . 2

의한 수준에서 평균에 대해 변동이 발생한 지점들을 대상으로 변동점 이후의 강수량의 평균에서 변동점 이

전의 강수량의 평균을 빼서 도시한 결과이며 그림 은 그림 의 결과를 비율 로 나타낸 결과이다, 3 2 (%) .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 24. 24. 24. 24

변동점 전 후 평균의 차이변동점 전 후 평균의 차이변동점 전 후 평균의 차이변동점 전 후 평균의 차이····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태풍사상별 지속시간 시간의. 24. 24. 24. 24

변동점 전 후 평균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평균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평균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평균의 변동량· (%)· (%)· (%)· (%)

그림 와 그림 은 변동점을 기준으로 평균의 차이와 변동량을 도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동2 3 .

부 및 남부 지역에서 총강수량의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개 지점 중에서. 23

평균이 변동점 전후로 감소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풍 사상에 의해 발생한 총강수량은 변동,

전에 에서 변동 후에 로 약 의 증가율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연도는37.9mm 70.0mm 85.0% . , 1976

년에서 년 사이에 존재하며 평균값은 년인 것으로 나타났다1981 , 1979 .

태풍 사상별로 총강수량의 표준편차에 대한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및 그림 와 같다4 5 .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변동점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변동점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변동점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변동점

전 후 표준편차의 차이전 후 표준편차의 차이전 후 표준편차의 차이전 후 표준편차의 차이····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시간의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시간의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시간의태풍사상별 총강수량의 시간의24242424

변동점 전 후 표준편차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표준편차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표준편차의 변동량변동점 전 후 표준편차의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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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사상별 총강수량의 표준편차의 변동성은 총 개 지점 중에서 개 관측 지점에서 변화가 있으며61 52 ,

개 지점에서는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 지점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변38 12 .

동점은 평균적으로 년에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양의 변화를 보인 지점들의 표준편차는 변동전1985 ,

에 에서 로 평균 의 증가를 보이며 음의 변화를 보인 지점은 변동 전의 에서51.1mm 83.5mm 32.3% , 95.6mm

로 의 감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에서 로 인 가 증가하였다61.3mm 34.3% . 63.1mm 77.5mm 14.4mm 22.8% .

경향성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향성이 있다고 나타난 지점은 강릉 울릉도(105), (115),

추풍령 포항 울산 부산 제주 서귀포 영주 영덕 구미 지점이다(135), (138), (152), (159), (184), (189), (272), (277), (279) .

경향성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 수준 내에서 경향성이 있다고 분석된 지점의 개수가 적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그림 은 부산 지점에 대한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도시적 분석 결과이다 도시6 .

적 분석은 태풍 사상에 의해 발생한 강우량을 도시하고 연속 된 개 사상에 의해 발생한 강우량을 이동 평균, 5

하였다 이동 평균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식을 이용한 선형 회귀식을 작성하여 결정계수. 1 (  를 계산하였다) .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부산 지점의 태풍 사상별 총강우량의 도시적 분석부산 지점의 태풍 사상별 총강우량의 도시적 분석부산 지점의 태풍 사상별 총강우량의 도시적 분석부산 지점의 태풍 사상별 총강우량의 도시적 분석....

4.4.4.4.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우리나라를 내습한 개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을 시간순으로1961 2005 143

정렬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변동성 분석과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의 평균은 개 지점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 전에 에서 변동 후에 로23 , 37.9mm 70.0mm

약 의 증가율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변동성은 총 개 지점 중에서 개 관측 지점에서85.0% . 61 52

변화가 있으며 개 지점에서는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 지점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38 12

분석 되었다 양의 변화를 보인 지점들의 표준편차는 변동전에 에서 로 평균 의 증가를. 51.1mm 83.5mm 32.3%

보이며 음의 변화를 보인 지점은 변동 전의 에서 로 의 감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95.6mm 61.3mm 34.3% .

에서 로 인 가 증가하였다 반면 경향성 분석 결과는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기 어63.1mm 77.5mm 14.4mm 22.8% .

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태풍에 의한 강수량의 크기와 변동이 점차 증가하는 지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에 따

라 앞으로의 태풍에 대한 치수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이상기후대비시설기준강화 연구단에 의해 수행되는 2005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기반구축 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05- -D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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