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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finition on the tropical cyclone (TC) that influenced the Korean Peninsula (KP),

the KP-influence TC, is widely used in the TC communities, but its criterion is not clear mainly

due to the ambiguity and subjectiveness of the term such as 'influence', which led to the

inconsistent TC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definition and criterion on the TC

approaching to the KP (KP-approach TC) additionally, which is more obvious and objective than

the KP-influence TC. In this study, the criterion on the KP-approach TC is determined when the

TC's center from the RSMC best track data encounters the box areas of 28°N~40°N and

120°E~138°E. The range is chosen by finding a minimum area that includes all official KP-

influence TCs except three TCs that affected the KP as a tropical depression (TD).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among total 1,537 TCs that occur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during 1951-

2008, the KP-approach TC was 472, the KP-influence TC was 187, and the KP-landfall TC was

87. August was the month that the largest TCs approach and influence to the KP.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o determine the KP-influence TC by the strong wind and heavy rain advisories

in the KP based on the observation after the storm's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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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태풍(Typhoon or Tropical Cyclone, TC)은 전체 피해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위협적인 기상현상이

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태풍 루사(0215), 매미

(0314), 나리(0711) 등의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그 피

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최의수·문일주, 2008). 이렇

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방재대책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태풍 통계자료가 필요하

다(백종진 등, 2002; 박종길 등, 2006; 차은정 등, 2007;

최기선 등, 2007; Choi and Kim, 2007). 실제로 한 해

에 몇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

한 태풍 통계 정보는 국가적 방재계획 및 토목공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태풍의 장기예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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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 및 한반도(Korean Peninsula, KP)의 태풍활동

(빈도수와 강도 포함)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풍통계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Moon and Kwon, 2010).

태풍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인 태풍백서

(기상청, 1996)를 보면, 한반도 영향 태풍의 기준을

‘태풍 중심이 32°N에서 40°N, 120°E에서 138°E 이내

에 들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로 정하고 이 기

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태풍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

을 때’란 기준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태풍이 어떤 때는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고 어떤 때는 간주

되지 않기도 한다(권혁조·류재영, 2008). 따라서 지

금까지 많은 태풍통계 관련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향

태풍을 산출함에 있어 태풍백서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하려는 방법이 시도

되었다(이동규 등, 1992; 박종길 등, 2006; Choi, et al.,

2007; 권혁조·류재영, 2008).

이동규 등(1992)은 ‘북위 25°를 지나고 동경 110°에

서 140°를 통과한 태풍 중에서 7~9월 중 한반도에 상

륙했거나, 동해, 서해, 남해를 지나간 태풍’을 한반도

영향 태풍으로 정의했다. 박종길 등(2006)은 ‘북태평

양 서부해상에서 발생하여 25°N를 지나면서 110°E~

140°E 사이를 통과한 태풍 중에서 한반도에 직접 상

륙하거나 중국, 일본 등을 거치면서 영향을 준 태풍’

과 ‘태풍의 발생위치가 25°N 이상인 경우 진로가

120°E~135°E 사이에 있을 경우’를 한반도 영향 태풍

으로 정의하였다. Choi et al.(2007)과 기상청 기후예

측과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32°N~40°N와 120°E~138°E

를 지나간 태풍’을 모두 한반도 영향 태풍으로 정의

하였다. 권혁조·류재영(2008)은 태풍의 중심위치, 기

상청 기준 먼 바다의 한계선, 태풍 등급, 그리고 34 kt

바람길의 4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한반

도 영향 태풍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일관성 없이 태풍통계의

기준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

도 영향’ 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표현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재정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영향’

이라는 용어는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항공기 결항, 선박 출항금지 등의 산

업·경제적인 간접 영향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하면 태풍에 의한 강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것

이 극심한 가뭄을 해갈해 주었다면 이 경우도 ‘한반

도 영향’으로 포함될 수 있어, 이 용어는 어떠한 기준

이 마련되더라도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태풍통

계 자료의 구축을 위해 ‘한반도 영향 태풍(KP-influence

TC)’ 이외에 ‘한반도 근접 태풍(KP-approach TC)’ 이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

용될 수 있도록 태풍 중심이 특정한 범위 내에 들어

올 경우로 정하고 기존의 ‘한반도 영향 태풍’을 모두

포함하는 최소의 범위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2장에서

는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과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

라 ‘한반도 근접 태풍’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하

고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였다. 특

히, 이 장에서는 열대저압부(Tropical Depression, TD)

로 변질되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에 대한

‘한반도 근접 태풍’ 포함 여부도 추가적으로 논의하

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에 따

라 57년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전체 결과를 요

약하고 향후 발전적인 연구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

느 구역까지 우리나라에 접근한 태풍을 포함 시킬 것

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영

향 범위는 태풍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이지만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작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특정

구역의 범위 내에 한번이라도 속한 경우를 모두 ‘근

접 태풍’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정 구역은

한반도 및 그 주변해역을 포함한 것으로 태풍백서에

서 분류된 ‘한반도 영향 태풍’을 모두 포함하는 최소

구역을 말한다. 근접 태풍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구역은 제 3장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만약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한반도 영향 태

풍’이 있다면 그 태풍 시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

측된 풍속과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영향’의

여부(기상특보의 기준에 속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과거 57년간(1951년~2008

년)의 일본 동경 지역특별기상센터(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Tokyo, RSMC Tokyo)의 태풍

최적경로(Best track)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북서태평양

에서 발생한 모든 태풍의 중심위치(위·경도)와 강도

(중심기압·최대풍속)를 6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6시간 간격의 태풍 최적경로 자료를 15분

간격으로 내삽되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동속도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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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태풍이 정해진 구역 내를 짧은 시간에 통과할 경

우에 통계자료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

해서이다(문일주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에 근접한 태풍 중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1/6o 격자의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중

심이 한반도의 육지 격자에 한번이라도 들어왔을 때

로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Choi et al.(2007)이 제시한

‘태풍 진로가 한반도 해안선과 만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지만 Kim et al.(2006)이 제시한 ‘한반도 중심

(36°N, 128°E)으로부터 5° 반경 내를 지나간 모든 열

대저기압’ 과는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3.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 설정

현재 기상청의 태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

가태풍센터에서는 태풍감시 업무를 위해 태풍경계구

역(25°N 이북, 135°E 이서)과 태풍비상구역(28°N 이

북, 132°E 이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의 기

후예측과에서는 태풍의 장기예보 측면에서 한반도 영

향 태풍의 구역을 태풍 중심위치가 32°N~40°N,

120°E~138°E 이내에 진입할 때로 정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먼저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위의 세 범위를 이용하여 과거 57년간 북태평양

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 중에서 한반도에 근접한 태

풍을 조사하였다. 또한 태풍백서에 기록된 ‘한반도 영

향 태풍’들 중에 위의 범위에 따라 분류된 ‘한반도 근

접 태풍’에 포함되지 않은 태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측된 풍속과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한반도 영향 여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3.1. 제 1안: 태풍비상구역

제 1안은 국가태풍센터 태풍비상구역의 남동 한계

범위(28°N~40°N, 120°E~132°E)를 사용하였다. Fig. 1

은 57년간 제 1안 구역을 통과한 태풍의 경로를 나

타낸다. 제 1안 구역을 통과한 태풍의 수는 320개로

같은 기간의 ‘한반도 영향 태풍’으로 정의된 187개의

태풍보다 133개가 더 많았다(Table 1). 반면 태풍백

서의 ‘한반도 영향 태풍’에 포함되었지만 제 1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태풍은 9개(6016, 7214, 7220, 7416,

7420, 7613, 8210, 9709, 0111)로 나타났다. 9개의 태

풍 중에서 3개(7214, 7420, 7613)는 열대저압부로 한

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었고, 나머지 6개 태풍(6016,

7220, 7416, 8210, 9709, 0111)은 모두 132°E 동쪽으

로 지나갔기 때문에 제 1안에 포함되지 않았다(Fig. 2).

특히, 태풍백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7420은 생애 동안

한번도 태풍(TS) 단계까지 발달하지 못한 열대저압부

(TD)이다. 실제로 RSMC에서는 이 열대저압부에 대

한 기록은 없고 대신 다른 태풍을 7420로 기록하고

Fig. 1. Tracks of the KP-approach TCs belonged to the

Criterion 1 (28°~40°, 120°~132°, black box) during 1951-2009.

Table 1. Total number of the KP-approach TC (KP-A TC) during 1951-2008,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P-A TC and the

KP-influence TC (KP-I TC), and the number (and list) of the KP-I TC excluded from the KP-A TC. Numbering of the typhoon

in the list is based on the RSMC's rule except 7420 which follows the rule of the ‘Typhoon Baekseo’.

Criteria
Total Number

of KP-A TC

Differences between

KP-A TC and KP-I TC (187)

 KP-I TC excluded from KP-A TC

Total Number List

1 320 +133 9
6016, 7214

*

, 7220, 7416, 7420
*

, 7613
*

, 

8210, 9709, 0111

2 499 +312 3 7420
*, 7613

*, 8210

3 329 +142 4  7214
*

, 7420
*

, 7613
*

, 7709

4 (Final) 472 +285 3 7214
*, 7420

*, 7613
*

*Tropical cyclones approached to the KP as a tropical depression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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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9개의 태풍이 제 1안의 비교적 광범위한 구역

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태풍백서에 ‘한반도 영향 태

풍’으로 분류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

여 각 태풍 시기에 관측된 기상자료를 살펴보았다

(Table 2). 여기서 태풍의 한반도 영향 여부는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

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태풍 근접 시 한반도에서 기

록된 풍속 또는 강수량이 기상특보의 기준을 넘었을

때로 정하였다. 기상특보 기준은 강풍주의보(육상에서

풍속 14 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m/s 이상이 예상

될 때) 및 호우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 mm 이상

예상될 때)를 사용하였다. 

9개의 태풍 중에 1960년 16호 태풍 Della는 8월 28

일 포항에서 최대풍속 26.7 m/s과 최대순간풍속 28.0 m/

s를 기록하였다(Table 2). 또한 8월 30일에는 울릉도에

서 최대풍속 18.3 m/s과 최대순간풍속 24.4 m/s를 기록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강풍주의보 발효기준

에 들어 태풍 Della는 그 당시 강풍에 의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1972년 20호 태풍인 Helen

도 9월 17일 부산에서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최대풍속

15.3 m/s와 최대순간풍속 22.7 m/s를 기록하였다. 1982

년 10호 태풍인 Bess는 8월 2일 울릉도에서 최대풍속

14.0 m/s와 최대순간풍속 25.0 m/s를 기록하였고, 1997

년 9호 태풍 Rosie는 7월 27일 울릉도에서 최대순간

풍속 21.0 m/s를 기록하였다. 2001년 11호 태풍 Kaemi

는 8월 22일 고산에서 최대풍속 14.4 m/s를 기록하

였다. 이러한 값들은 모두 강풍주의보 발효기준에 해

당된다.

‘한반도 근접 태풍’으로 분류되지 않은 또 다른 ‘한

반도 영향 태풍’인 7214, 7420, 7613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다. 이 3개의 태풍들 역시 모두 한반도에서

기상특보를 발효할 수준으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1972년 14호 태풍 Betty

는 8월 19일에 열대저압부로 변질된 후 한반도로 북

상하여 19일에 수원에서 313.6 mm의 일강수량을 기

록하였고, 19일 서울에서 207.0 mm을 기록하였다. 1974

년 20호는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에 소멸하였지만 그

당시의 8월 29일에 제주에서 최대풍속 16.7 m/s, 최대

순간풍속 30.0 m/s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강수도

많아 30일 광주에서 일강수량 244.6 mm와 총강수량

(28일에서 30일 사이) 316.2 mm가 기록되었다. 1976

년 13호 태풍인 Billie는 8월 12일에 열대저압부로 변

질된 후 한반도로 북상하여 13일 인천에서 최대풍속

14.7 m/s와 최대순간풍속 20.0 m/s를 기록하였다. 그

시기에 속초에서 일강수량 221.4 mm와 총강수량이

329.4 mm이 기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제 1안에 포함되지 않은 태풍

백서의 기록된 9개의 한반도 영향 태풍은 모두 한반

도에서 기상특보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이 있

는 태풍이었다. 따라서 제시된 제 1안의 기준으로는

한반도 영향 태풍을 다소 포함할 수 없어 한반도 근

접 태풍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3.2. 제 2안: 태풍경계구역

제 2안은 국가태풍센터 태풍경계구역의 남동 한계

범위(25°N~40°N, 120°E~135°E)를 사용하였다. 57년

간 제 2안의 구역을 통과한 태풍은 모두 499개로 같

은 기간 태풍백서의 ‘한반도 영향 태풍’보다 312개가

더 많았다(Table 1, Fig. 3). 한편, 제 2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 영향 태풍’은 3개(7420, 7613, 8210)로

나타났다. 이들 태풍은 모두 제 1안의 구역도 통과하

지 않은 태풍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420

과 7613은 열대저압부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었

고, 8210은 135°E 동쪽으로 북상한 태풍이었다(Fig.

2). 세 태풍 모두 기상특보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의 태

풍이었다(Table 2). 따라서 제시된 제 2안은 열대저압

부를 제외하더라도 한 개의 한반도 영향 태풍(8210)

을 포함할 수 없어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으로 사

용하기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조정이 필요하다.

3.3. 제 3안: 기후예측과 기준

제 3안은 구역은 기상청 기후예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영향 태풍’ 기준인 32°N~40°N, 120°E~

138°E 구역이다. 57년간 제 3안의 구역을 통과한 태

풍은 모두 329개로 같은 기간 태풍백서의 ‘한반도 영

Fig. 2. Tracks of the official KP-influence TCs which are

not belonged to the KP-approach TCs based on the Criteria

1-4 (black boxes) during 1951-2009. 



문일주·최의수 49

Atmosphere, Vol. 21, No. 1. (2011)

Table 2. The meteorological data observed during the period of the official KP-influence TC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KP-

approach TCs based on the Criteria 1-4. Typhoon's numbers are based on the RSMC's rule except 7420.

Typhoon's
Number
(Period)

Excluded
Criteria

(TC Status)

Station
Name

Wind Direction and Speed [m/s] Precipitation [mm] The Lowest
Pressure [hPa]
(Date Time)

Mean
(Date Time)

 Instantaneous
(Date Time)

1 hour
(Date Time)

1 day
(Date Time)

Period
Sum

6016
(8.28~8.30)

1
(TY)

Gangreung NNW 10.0 - 9.5 52.4
78.8

999.8
29 19:50 - 28 19:35 29 29

Ulleung-do
N 18.3 N 24.4 8.8 31.1

44.5
992.4

30 03:30 30 03:56 29 17:30 29 29

Pohang
N 26.7 N 28.0 2.4 7.6

8.1
995.4

28 17:40 28 17:42 28 15:00 28 29 19:07

Busan
NE 14.7 NE 17.7 0.0 0.0

0.0
995.8

28 18:05 28 17:26 28 28 29 18:30

7214
(8.18~8.20)

1, 3
(TD)

Chuncheon
W 6.0 WNW 9.0 30.1 174.2

297.8
1008.2

18 15:30 18 15:20 18 15:20 18 20 18:40

Seoul
ENE 7.7 ENE 14.3 56.8 273.2

452.4
1005.1

18 20:20 18 20:11 19 09:30 19 19 15:12

Incheon
ESE 14.3 NNE 20.2 49.7 207.0

364.0
1006.4

19 10:30 18 14:53 18 13:50 19 19 14:55

Suwon
N 6.0 ESE 14.1 59.3 313.6

461.8
1007.0

18 14:00 19 10:29 19 10:00 19 19 04:59

Henam
- - 80.0 407.5

407.5
-

- - 20 20 -

7220
(9.16~9.17)

1
(TY)

Uljin
SE 7.5 - 2.0 2.0

2.0
-

17 11:30 - 17 15:00 17 -

Busan
NW 15.3 NW 22.7 3.3 3.3

3.3
1004.4

17 16:40 17 16:39 17 16:44 17 17 15:12

7416
(9.1~9.3)

1
(TY)

Sokcho
W 9.3 W 14.2 22.6 109.4

146.9
997.5

2 12:50 2 12:40 2 01:58 2 2 15:12

Gangreung
WNW 8.0 SW 14.5 17.6 110.4

158.1
996.3

2 10:02 3 23:09 2 02:00 2 2 08:31

7420
(8.28~ 8.31)

1, 2, 3, 4
(TD)

Seosan
NNE 13.0 NNE 14.9 25.0 134.5

190.8
998.5

29 07:42 29 07:50 30 01:41 30 29 17:11

Gunsan
ENE 13.3 E 17.8 27.4 172.8

231.5
998.7

29 03:50 29 11:35 30 04:50 30 29 16:27

Gwangju
SE 12.0 SE 21.0 51.3 244.6

316.2
997.7

29 11:18 29 11:25 30 05:40 30 29 15:36

Mokpo
SSE 18.2 SSE 25.5 15.3 143.6

192.4
996.2

29 13:10 29 20:10 30 08:00 30 29 15:20

Jeju
ESE 16.7 SE 30.0 43.0 117.4

260.8
993.0

29 09:15 29 09:42 29 07:50 29 29 12:16

7613
(8.12~ 8.14)

1, 2, 3, 4
(TD)

Sokcho
SSW 7.0 SSW 11.0 28.0 221.4

329.4
1006.3

12 21:50 12 21:56 13 11:20 13 12 05:15
Daegwall

-yeong
ENE 5.5 NE 8.9 25.5 128.4

231.2
1010.8

13 20:10 13 13:37 13 14:12 13 13 18:55

Incheon
W 14.7 W 20.0 48.0 129.6

268.0
1001.9

13 11:00 13 10:58 12 07:37 12 13 18:06

Asan
W 5.5 - 90.0 126.6

128.4
-

14 03:40 - 14 02:30 14 -

7709
(9.10~9.12)

3
(TY)

Gunsan
NE 16.7 NE 19.2 9.0 21.9

22.0
1002.8

10 14:06 10 13:37 12 05:20 12 10 16:30

Jeju
E 17.0 E 23.0 17.2 52.7

60.0
996.2

10 11:20 10 12:20 10 19:43 10 10 14:30

Seogwipo
NE 17.7 NE 29.5 8.2 11.9

14.8
995.2

10 08:20 10 09:45 10 18:40 10 10 09:29

8210
(8.1~8.3)

1, 2
(TY)

Ulleung-do
N 14.0 N 25.0 4.0 18.3

18.6
1000.1

2 06:50 2 06:47 2 04:10 2 2 03:20

9709
(7.26~7.27)

1
(TY)

Ulleung-do
 13.8  21.0 15.6 63.6

63.6
999.8

27 26 27 27 27

0111
(8.20~8.22)

1
(TY)

Gosan
 14.4  17.6 - -

-
997.8

22 05:43 22 05:19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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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태풍’보다 142개가 더 많았다(Table 1, Fig. 4). 한

편, 제 3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 영향 태풍’은 4

개(7214, 7420, 7613, 7709)로 나타났다. 이들 태풍 중

에 3개(7214, 7420, 7613)는 모두 제 1안 구역도 통과

하지 않았으며, 열대저압부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

풍이었다. 7709는 32°N 이남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제

3안에 포함되지 않았다(Fig. 2). 이 태풍은 1977년 9

월 10일에 서귀포에서 최대풍속 17.7 m/s와 최대순간

풍속 29.5 m/s를 기록하여 기상특보 기준을 넘어 그

당시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제시된 제 3안 역시 열대저압부를 제외하더라도

한 개의 한반도 영향 태풍(7709)을 포함할 수 없어 한

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수정이 필

요하다.

3.4. 제 4안: 최종안

‘한반도 근접 태풍’ 기준 설정을 위해 태풍백서의 ‘한

반도 영향 태풍’ 중에 위에 제시된 세 개의 구역을 지

나가지 않은 태풍에 대해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영향 여부를 조사였다. 그 결과 ‘한반도 근접

태풍’에 속하지 못했던 ‘한반도 영향 태풍’의 개수가

제 1안은 9개, 제 2안은 3개, 제 3안은 4개로 나타났으

며, 그 시기는 모두 기상특보 발효기준에 해당되는 강

수 또는 풍속이 기록되어 한반도에 어느 정도 태풍에

의한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2).

이들 태풍 중에 열대저압부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RSMC의 태풍경로 자료에서 열대저압부로 바

뀐 후부터는 태풍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실제로 한반

도에 근접하였더라도 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RSMC의 자료만으로는 열대저압부를 ‘한반도 근접 태

풍’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열대저압부로 한반도 영향을 미친

태풍을 제외한 모든 태풍이 ‘한반도 근접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제 4안)을 제시하였다.

제 4안은 열대저압부를 제외한 ‘한반도 영향 태풍’

이 모두 포함되도록 앞의 세 가지 안을 절충하여 위

도는 기상청의 태풍비상구역을 사용하고, 경도는 기

후예측과의 기준을 사용한 새로운 구역(28°N~40°N,

120°E~138°E)으로 정하였다(Fig. 5). 이 기준에 따르

Fig. 3. Same as in Fig. 1, but for the Criterion 2 (25°~40°,

120°~135°, black box).

Fig. 4. Same as in Fig. 1, but for the Criterion 3 (32°~40°,

120°~138°, black box).

Fig. 5. Same as in Fig. 1, but for the Criterion 4 (28°~40°,

120°~138°,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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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거 57년간 이 구역을 통과한 태풍은 472개로 ‘

한반도 영향 태풍’보다 285개가 많았으나, 앞에서 언

급한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

풍 3개(7214, 7420, 7613)를 제외한 모든 ‘한반도 영

향 태풍’이 제 4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 장에서는 제 4안을 ‘한반도 근접 태풍’의 최종안

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한반도 근접 태풍에 대한 통계

먼저 제 4안에 의해 결정된 ‘한반도 근접 태풍’에

대해 세분화된 통계분석을 위하여 ‘한반도 상륙 태풍

(KP-landfall TC)’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한반도

상륙 태풍’은 1/6o 격자의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의 중심이 한반도의 육지 격자에 한번이라도 들어왔

을 때로 정의하였다. Table 3은 57년간 연도별로 한

반도에 근접, 상륙, 그리고 영향을 미친 태풍들의 목

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57년간 한반도로 근접

한 태풍은 총 472개이며, 이 중 한반도에 상륙한 태

풍은 87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187개(근접

태풍에 분류되지 않은 TD 3개 포함)로 나타났다. Fig.

7은 1951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실선)과 한반도에 근접, 상륙, 그

리고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개수를 비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태평양에서 열대저기압이 많이 발생

할수록 한반도에 근접하는 태풍의 개수도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통계분석 결과, 북서태평

양의 열대저기압이 평균보다 13개나 많이 발생한 1967

년(39개)과 평균보다 10개나 적게 발생한 1998년(16

개)에도 한반도 근접 태풍의 수가 각각 8개와 7개로

평균에 가까운 값을 보여 그 관련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실제로 각 변수들의 5년 평균의 상관관계에

Table 3. The list of the KP-approach TCs based on the Criterion 4, the KP-landfall TCs, and the KP-influence TCs during 1951-2008.

Year KP-approach TCs KP-influence TCs KP-landfall TCs

1951 5106, 5107, 5108, 5111, 5114, 5115 5111, *5114, 5115 5111, 5114

1952 5201, 5202, 5204, 5205, 5208, 5209, 5211, 5220, 5221, 5222 *5201, 5204, 5209, 5211 5209, 5211

1953 5302, 5304, 5306, 5307, 5309, 5313, 5315 *5302, 5304, 5309 5304, 5309

1954 5404, 5405, 5407, 5412, 5413, 5414, 5415 5407, 5412, 5415 5407

1955
5504, 5507, 5508, 5509, 5512, 5513, 5514, 5516, 5522, 5523,
5525, 5526

5507, 5508, 5522

1956 5603, 5606, 5607, 5609, 5611, 5612, 5613, 5615 5609, *5611, 5612, *5613 5611, 5613

1957 5705, 5707, 5709, 5710, 5714, 5719, 5720 5705, 5707 5707

1958 5805, 5806, 5811, 5813, 5817, 5819, 5821, 5822 *5819 5819

1959
5904, 5905, 5906, 5907, 5909, 5911, 5913, 5914, 5915, 5916,
5918, 5919, 5920, 5921

*5904, 5905, 5906, *5909,
*5911
*5913, 5914, 

5904, 5905, 5909, 5911

1960
6003, 6004, 6006, 6008, 6010, 6011, 6012, 6015, 6016, 6019,
6020

*6006, 6015, 6016 6015

1961
6103, 6104, 6106, 6107, 6110, 6111, 6112, 6115, 6117, 6118,
6123, 6124

6104, *6107, 6110, 6118, 6123 6104, 6107, 6110, 6123

1962 6203, 6205, 6207, 6209, 6210, 6213, 6214, 6215, 6217, 6228 6205, 6209, 6210, 6217 6205, 6209, 6210, 6217

1963 6302, 6303, 6304, 6305, 6306, 6309, 6311, 6315, 6318 6304, *6305, 6309 6304, 6305

1964 6405, 6407, 6409, 6410, 6411, 6414, 6416, 6420, 6424 6405, *6407, 6409, 6411 6409, 6411

1965
6506, 6507, 6508, 6509, 6510, 6513, 6515, 6517, 6518, 6523,
6524, 6526, 6532

*6513, 6515, 6518 6513, 6518

1966
6602, 6603, 6604, 6612, 6614, 6615, 6617, 6618, 6619, 6621,
6624, 6626, 6628

6615, 6617, *6618 6615, 6617, 6618

1967 6707, 6710, 6715, 6718, 6722, 6731, 6734, 6737 6710

1968 6803, 6804, 6807, 6810, 6816, 6819 6804, 6807, 6816

1969 6907, 6909, 6911, 6912, 6916, 6917 *6911 6911

1970 7002, 7004, 7006, 7009, 7010, 7011 7002, *7004, 7009, 7011 7002, 7004, 7011

1971 7107, 7113, 7119, 7120, 7123, 7125, 7128, 7129, 7133, 7135 7119, 7120, *7128 7120, 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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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Year KP-approach TCs KP-influence TCs KP-landfall TCs

1972 7206, 7207, 7209, 7220, 7222 7207, 7209, *7214, 7220

1973 7303, 7305, 7306, 7310 7303, 7305, 7310 7305, 7310

1974 7406, 7408, 7409, 7411, 7414, 7416, 7418, 7421 7408, *7411, 7416, *7420(TD)

1975 7502, 7504, 7505, 7506, 7513, 7514 *7502, 7505

1976 7603, 7605, 7607, 7609, 7611, 7612, 7615, 7617, 7622, 7623
7609, 7611, 7612, *7613,
*7615, 7617

7615

1977 7702, 7707, 7708, 7709 7707, 7709

1978 7803, 7806, 7808, 7811, 7813, 7815, 7816, 7818, 7824 7803, 7808, *7811, 7818 7811

1979 7910, 7911, 7912, 7916, 7918, 7920 7910, 7911 7910, 7911

1980 8003, 8004, 8005, 8007, 8012, 8013, 8016, 8019, 8021 *8007, *8012, 8013 8007

1981 8104, 8105, 8109, 8110, 8115, 8118, 8120, 8122, 8124, 8126 *8104, 8105, 8110, 8118, *8120 8118, 8120

1982 8206, 8210, 8211, 8213, 8218, 8219 8210, 8211, 8213, 8219 8211

1983 8305, 8306, 8310, 8313 8310

1984 8403, 8405, 8407, 8409, 8410, 8412 *8403, 8410, *8412 8403, 8409

1985
8503,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2, 8513, 8520,
8524

*8505, 8508, 8509, 8513, 8520 8507, 8508, 8509

1986 8605, 8606, 8608, 8610, 8613, 8616 8605, 8613, *8616 8605, 8613

1987 8704, 8705, 8706, 8707, 8708, 8712, 8719 8705, *8708, 8712 8705, 8708

1988 8804, 8808, 8809, 8811, 8813, 8816, 8822, 8824, 8826

1989 8906, 8909, 8911, 8912, 8917, 8921, 8922 8906, 8911 8911, 8921

1990 9003, 9005, 9007, 9011, 9014, 9015, 9019, 9020, 9021, 9028 9005, 9007, *9015, 9019 9007, 9015

1991 9109, 9112, 9113, 9114, 9115, 9117, 9118, 9119, 9121, 9123 9109, 9112, 9113, 9117, 9119 9112

1992 9203, 9209, 9210, 9211, 9216, 9219, 9228, 9230 9210, 9219 9209, 9219

1993 9304, 9305, 9306, 9307, 9313, 9314, 9319, 9320, 9321 9305, 9306, 9307, 9313

1994 9403, 9407, 9411, 9413, 9414, 9416, 9426, 9429, 9434 *9407, 9411, 9413, 9414, 9429 9411, 9416, 9429

1995 9502, 9503, 9507, 9512, 9514 9503, *9507, 9514 9503, 9507

1996 9606, 9612, 9617, 9621 9606, 9612

1997 9704, 9707, 9708, 9709, 9711, 9713, 9719, 9723 9708, 9709, 9711, 9713, 9719 9711

1998 9805, 9806, 9807, 9808, 9809, 9810, 9811 9809, 9810

1999 9905, 9907, 9908, 9909, 9910, 9914, 9916, 9917, 9918, 9920 9905, 9907, *9908, *9917, 9918 9905, 9907, 9910, 9914

2000 0003, 0004, 0006, 0008, 0009, 0010, 0012, 0014, 0020 0004, 0006, *0010, 0012, 0014 0010, 0012, 0014

2001 0102, 0108, 0111, 0115, 0121 0111 0102

2002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1, 0213, 0215, 0221 0205, 0208, 0209, 0215 0205, 0215

2003 0302, 0304, 0305, 0306, 0310, 0314, 0315, 0319 0304, 0306, 0310, 0314 0314

2004
0402, 0404, 0406, 0407, 0410, 0411, 0413, 0415, 0416, 0418,
0419, 0420, 0421, 0422, 0423, 0424

0407, 0410, 0415, 0416, 0418 0407

2005 0504, 0507, 0509, 0511, 0514, 0515, 0517, 0520 0514

2006 0601, 0603, 0607, 0610, 0613 0603, 0610, 0613 0603

2007 0704, 0705, 0706, 0711, 0712, 0715, 0720 0704, 0705, 0711 0706, 0711

2008 0805, 0807, 0811, 0813, 0815 *0807 0807

Total 
number

472 187 87

* Tropical cyclones approached to the KP as a tropical depression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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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한반도 근접 태풍과 상륙 태풍의 상관관계는

0.62로 높았지만,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수와 한반도 영향 태풍의 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오히

려 음의 값(−0.23)을 보였다(Table 4). 원시자료의 상

관관계에서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수

와 영향 및 상륙 태풍간의 상관관계는 0.1로 매우 낮

았다. 그러나 한반도 근접 태풍과 영향 태풍간의 상

관관계는 0.5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7년간 태풍의 월별 발생 분포를 보면(Fig. 8), 8월

에 가장 많은 수(327개)의 열대저기압이 북서태평양

에서 발생했고, 그 중 137개가 한반도에 근접했고 66

개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도 8월에 38개로 가장 많았다. 9월에는 284개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여, 95개가 한반도에 근접했고, 47개

가 영향을 미쳤으며, 상륙한 태풍은 11개였다. 7월은

9월보다 적은 224개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으나, 한

반도에 근접한 것은 101개로 9월보다 많았고, 54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26개가 상륙하였다. 6월에

도 100개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여, 52개가 한반도에

근접, 13개가 영향을 미쳤고, 10개가 상륙하였다. 반

면에 1, 2, 3월과 12월은 각각 25개, 13개, 22개, 71

개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으나 한반도에 근접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근접하는 태풍은 주로 6,

7, 8, 9월에 집중되어 57년간 총 472개의 ‘한반도 근

접 태풍’ 중 385개(82%)가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

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도 전체 187개 태풍 중

에 6, 7, 8, 9월에 속한 개수가 180개(96%)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Fig. 6. Tracks of the KP-landfall TCs during 1951-2009. The

black box represents the limits of the KP.

Fig. 7. The annual number of the KP-approach TC, the KP-

influence TC, and the KP-landfall TC among the total TCs

(black line) that occur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during

1951-2009.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5-year moving

average for the Total TCs (top), KP-approach TCs (middle)

and KP-Influence TCs (bottom), respectively.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western North Pacific TC, the KP-approach TC, the KP-Influence TC, and the KP-

landfall TC using the 5-year-moving-average data for 1951-2008. Numbers in the brackets represent corelation coefficients

estimated using raw data.

Correlation

Coefficient (r)

Western North

Pacific TC
KP-approach TC KP-influence TC KP-landfall TC

Western North

Pacific TC

1

(1)

0.29

(0.39)

−0.23

(0.1)

0.24

(0.1)

KP-approach TC
1

(1)

0.22

(0.53)

0.62

(0.37)

KP-influence TC
1

(1)

0.37

(0.52)

KP-landfall TC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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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제언

정확한 태풍 통계정보는 국가적 방재계획 및 토목

공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태풍의 장기예

측 및 기후변화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태풍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인 태풍백서(기상청,

1996)를 보면, ‘한반도 영향 태풍’의 기준을 ‘태풍 중

심이 32°N에서 40°N, 120°E에서 138°E 이내에 들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태풍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란 기준

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일본이 ‘태풍의 중심

이 각 지역의 기상 관청으로부터 300 km 이내에 들어

왔을 경우’ 또는 ‘태풍의 중심이 훗카이도, 혼슈, 시코

쿠, 규슈의 해안선에 이르렀을 경우’ 등의 객관적인 기

준을 사용하여 태풍통계에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우리나라의

태풍통계 관련 연구에서는 ‘한반도 영향 태풍’에 대

해 국가의 공식기록인 태풍백서의 자료를 이용하기보

다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

다. 그러나 권혁조·류재영(2008)에서도 문제를 제기

한 것과 같이, ‘한반도 영향’ 이라는 용어는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항공기

결항, 선박 출항금지 등의 산업·경제적인 간접영향

그리고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태풍에 의한 강우가 피

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가뭄을 해갈해

준 긍정적인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어 어떠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영

향 태풍’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인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보다는 태풍 상황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이용해 예보관에 의해 결정된 국가의 공식기

록인 태풍백서의 통계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한반도 영향 태풍’ 이외에

보다 객관적인 태풍통계 기준을 따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태풍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한반도 근접 태풍’이라는 새로운 기준

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57년간(1951-2008) 한반

도의 태풍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반도 근접 태풍’

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기상청의 태풍예보에 활용

되고 있는 태풍 비상구역과 경계구역 그리고 기후예

측과의 ‘한반도 영향 태풍’의 기준 등을 사용하여 4

가지 범위를 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57년간 RSMC

최적태풍경로를 이용하여 태풍의 중심이 이 범위 내

에 한번이라도 속한 경우를 모두 ‘근접 태풍’으로 분

류하였다. 최종적으로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은 4

가지 안 중에서 태풍백서에서 분류된 ‘한반도 영향 태

풍’을 모두 포함하는 최소 구역으로 정하였다. 또한

태풍백서에 기록된 ‘한반도 영향 태풍’들 중에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 ‘한반도 근접 태풍’에 포

함되지 않은 태풍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관측된 풍속

과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한반도 영향’의 정

도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태풍비상구역인 제 1안(28°N~40°N, 120°E

~132°E)을 통과한 태풍은 320개, 태풍경계구역인 제

2안(25°N~40°N, 120°E~135°E)을 통과한 태풍은 499

개, 기후예측과 기준인 제 3안(32°N~40°N, 120°E~

138°E)을 통과한 태풍은 329개, 그리고 세 구역이 절

충된 제 4안(28°N~40°N, 120°E~138°E)을 통과한 태

풍은 472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태풍백

서의 ‘한반도 영향 태풍(187개)’ 보다 각각 133개, 312

개, 142개, 그리고 285개 많은 개수이다. 한편 분류된

근접 태풍 중에 ‘한반도 영향 태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각각 9개, 3개, 4개, 3개로 나타났다. 이들 태

풍은 풍속과 강수의 관측결과로부터 그 시기에 모두

기상특보의 발효 기준이 넘어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7214, 7420, 7613

은 열대저기압으로 상태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 제 4안은 열대저기압으로 한반도 영향

을 미친 태풍을 제외하면 모든 한반도 영향 태풍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4안을 ‘한반도

근접 태풍’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제 4안에 따라 57년간 연도별로 북서태평양에서 발

생한 태풍 중에 ‘한반도 근접, 상륙, 그리고 영향 태풍

’들을 조사하였다. ‘한반도 상륙 태풍’은 1/6o 격자의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의 육지 격

자에 한번이라도 들어왔을 때로 정의하였다. 조사결과,

57년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537개의 태풍 중에 한

반도 근접 태풍은 472개(31%), 영향 태풍은 187개(12%,

근접 태풍에 분류되지 않은 TD 3개 포함), 그리고 상

Fig. 8. Same as in Fig. 7 but for the monthly accumulate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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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태풍은 87개(6%)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년 8.3

개, 3.3개, 1.5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 영향, 그리

고 상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별로 보면, 8월

에 가장 많은 수(327개)의 열대저기압이 북서태평양에

서 발생했고, 그 중 137개(42%)가 한반도에 근접했고

66개(20%)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38개(12%)는

한반도에 상륙하였다. 9월에는 284개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여, 95개가 한반도에 근접했고, 47개가 영향을

미쳤으며, 상륙한 태풍은 11개였다. 7월은 9월보다 적

은 224개의 열대저기압이 발생했으나, 한반도에 근접

한 것은 101개로 9월보다 많았고, 54개가 한반도에 영

향을 미쳤으며, 26개가 상륙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근접 태풍’을 제안한 것은 기

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 영향 태풍’

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태풍

통계분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

하여 향후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태풍 통계자료를 만

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향 태풍’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향후 일관성 있는 태풍 통계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인 태풍백서의 자료를 사용

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지금까지 태풍백서에서 태풍

상황에서 예보자의 주관에 따라 예상되는 기상특보의

발효 유무에 따라 ‘한반도 영향’ 여부를 결정했던 것

을 향후에는 사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

게 그 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태풍의 북상 시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더라도 실제로 사후분석에서 풍속과 강수 등

의 기록이 특보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이 태풍은 한

반도 영향 태풍의 통계자료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기상청의 태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태풍센터에서 ‘한반도 영향 태풍’

의 기준을 태풍의 중심이 비상구역(28°N 북쪽, 132°E

서쪽)에 진입하고 태풍특보의 발효 및 실제 현상이 태

풍특보의 기준을 넘었을 때로 새롭게 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국가태풍센터, 개인적 교신). 또한 국가태

풍센터에서는 태풍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태풍

과 관련된 기상현상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이해를 돕

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태풍 통계자료에 포함

되지는 않지만 ‘간접 영향’이라는 표현을 언론을 통

해 시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영향’과

‘간접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거 태풍 상황에서

예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한반도 영향 여

부를 사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한

반도 영향 태풍’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반도 근접 태풍

으로 분류하지 못했던 열대저압부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대해서는 관측결과에서 그 영향력이 매

우 컸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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