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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8) 태풍영향기간 누적강수량과 풍속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개발

김건우1),2) ․ 나하나1) ․ 정우식1)

1)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2)윈랩 주식회사

1.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따라 한반도 영향태풍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

의 통계적 특성변화 분석(Park et al, 2006), 사전방재 측면에서 태풍사전방재모델 개발(Na and Jung, 2019)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사전방재 측면에서 태풍피해 분석을 위해 태풍들의 비와 바람 유형 정

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선행연구인 태풍의 비와 바람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Lin et al., 2020)에서 사용된 태풍유형지수를 한

반도에 적용하여 한국형 태풍유형지수(Korean Typhoon Type Index, KTTI)를 개발하였다. 태풍유형지수는 태

풍영향기간동안 관측지점을 지나는 태풍의 강수량과 풍속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한 지수이다. 지수가 ‘양(+)’이 

나올 경우 바람의 특성이 강한 태풍으로, ‘음(-)’일 경우 비의 특성이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동안 전 관측지점의 태풍유형지수를 산출하여 태풍으로 인한 관측지점별 비와 바람의 영향정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전 관측지점의 태풍영향지수를 평균하여 태풍 전체의 태풍영향지수를 산

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청의 관측이 시작된 이후 전 기간(1904~2019)의 종관기상관측(ASOS)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모든 태풍에 대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태풍이 한반도에 미친 비

와 바람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관측지점별로 비와 바람의 영향 정도 역시 수치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태풍 피해 유형 분석에 활용한다면 사전방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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