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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풍백서(2011)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기상관측이 개시된 이래 107년 동안(1904-2010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크고 작은 태풍의 수는 모두 327개이며, 월별 분포는 5월 2회, 6월 18회, 7월 94회, 8월 122회, 
9월 82회, 10월, 8회로 나타났으며,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66%로 나타났다. 또한, 
Park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8월 62회, 7월 49회, 9월 45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반도 영향 태풍의 월별 
분석을 한 연구들은 모두 영향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친 태풍을 대상으로 월별 영향 빈도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태풍을 내습 월별로 구분한 후, 월별 태풍의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산정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많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준 
태풍으로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을 선정하여, 각 태풍의 3-Second gust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대상으로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을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추정하여 태풍의 월별 분석과 한반도 영향 
대표 태풍으로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의 극한 개념의 발생 가능한 강풍의 분포와 최대풍속의 풍속 범위를 살
펴보았다. 기상청 수치모델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수치모의를 실
시하여, RAM의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이를 RAM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3-Second gust를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태풍의 월별 분석
태풍의 영향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8월은 3-Second gust 값이 2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태풍의 

3-Second gust가 가장 높게 나타난 9월의 경우 세 번째로 높은 영향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태풍 영향 빈도와 
3-Second gust가 높게 나타난 8월과 9월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은 달로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더욱 방재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태풍 루사·매미·볼라벤 분석
태풍 루사, 매미의 경우 3-Second gust에서 기상청 태풍 분류 기준 ‘매우 강’에 해당하는 최대풍속이 

0.7-0.8%로 나타났고, 태풍 볼라벤은 24.6%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각 태풍의 경로에 따라 3-Second 
gust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3-Second gust의 분포는 태풍의 강도 및 경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태풍 사전방재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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