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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대강수량 순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1904년부터 2010년까지 107년간의 태풍 통과 시에 관측된 일 최다

강수량의 순위를 각각「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태풍 통과시 일 최다강수량 순위

순위 태풍번호 태 풍 명 지  명 일 최다강수량(㎜) 나타난 일자
1 0215 RUSA 강  릉 870.5 2002. 8. 31

2 8118 AGNES 장  흥 547.4 1981. 9. 2

3 9809 YANNI 포  항 516.4 1998. 9. 30

4 9112 GLADYS 부  산 439.0 1991. 8. 23

5 0711 NARI 제  주 420.0 2007. 9. 16

6 0314 MAEMI 남  해 410.0 2003. 9. 12

7 7214 BETTY 해  남 407.5 1972. 8. 20

8 7119 OLIVE 삼  척 390.8 1971. 8. 5

9 9907 OLGA 동두천 377.5 1999. 8. 1

10 9507 JANIS 보  령 361.5 1995. 8. 25

2.4. 주요 태풍사례 분석

지난 107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에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

(RUSA)”,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MAEMI)”,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

(NARI)”, 2010년 제4호 태풍 “뎬무(DIANMU)”, 제7호 “곤파스(KOMPASU)”를 

대표적 사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2.4.1. 루사(RUSA)

이 태풍은 2002년 8월 30일~9월 1일 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

히, 강원도 지방에 막대한 강수를 기록하여 이재민 8만 8천여 명 사망·실종 246

명, 재산피해 5조 1,419억여 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1) 태풍 경로와 특징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RUSA)”는 8월 23일 09시경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 부근 해상(16.5°N, 161.0°E)에서 발생하여 8월 26일 15시경 TY급으로 

발달한 후 일본 남쪽해상을 거쳐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으로 진출하여 8월 31

일 15시 30분경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부해안으로 상륙하였고, 9월 1일 한반도를 

관통하여 같은 날 15시경 속초 부근의 동해북부 해상으로 빠져나갔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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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태풍 “루사(RUSA)”의 진로도

「그림 28」 태풍 “루사(RUSA)”의 시간별 한반도 통과위치

「표 12」 시간별 태풍 중심위치 및 중심기압 값(2002. 8. 31 ∼ 9. 1)

시간(KST) 중심 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

 8. 31. 15시 34.4°N, 127.4°E 960hPa 36㎧

 8. 31. 18시 35.0°N, 127.3°E 965hPa 33㎧

 8. 31. 21시 35.5°N, 127.4°E 975hPa 28㎧

 9. 1. 00시 35.9°N, 127.6°E 980hPa 24㎧

 9. 1. 03시 36.4°N, 127.9°E 985hPa 21㎧

 9. 1. 06시 37.0°N, 128.1°E 990hPa 18㎧

 9. 1. 09시 37.5°N, 128.3°E 990hPa 18㎧

 9. 1. 12시 38.0°N, 128.4°E 990hP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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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RUSA)”의 특징은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며 강한 폭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특히, 제주도의 

고산지역에는 8월 31일 10시 21분경 최대순간풍속이 56.7㎧(2000년 8월 31일,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의 경우, 흑산도 최대순간풍속 58.3㎧)의 초강풍이 

불었다. 이 기록은 종전 41.2㎧(고산, 1997년 1월 5일)의 고산 최대순간풍속 1위

를 경신하였고, 강릉지방에서 8월 31일 일강수량이 870.5㎜(종전 305.5㎜/1954

년 9월 14일)를 기록하여 연평균 강우량(1401.9㎜)의 62%를 보여 전국 기상관서

의 기상 관측이래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한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강원 영동지방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부내륙산간과 김천, 추풍령 등 중부내륙산

간지방에서 50~100㎜/h(강릉, 100.5㎜/h)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2) 강한 세력 유지원인

태풍 "루사(RUSA)"는 과거 우리나라에 상륙한 유사태풍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

로 강력한 태풍(TY급, 950hPa)의 세력을 유지하였고 ‘태풍의 눈’이 뚜렷하였으며 

매우 느리게 북상하여 35°N를 지나서 전향하였다. 특히, 태풍 "루사(RUSA)"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여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된 원인으로 남해상의 해수면 온도

가 26℃로써 평년보다 2~3℃ 정도 높아 태풍의 발달을 촉진하는 에너지원이 충

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상층 주변장의 기압배치가 동서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지되고 있어 상층의 편서풍대가 약해 태풍의 북상을 저지하였고 

특히, 태풍의 진행과 전향에 필요한 상층 기압골의 이동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요 기상현상

태풍 “루사(RUSA)”는 8월 23일 09시경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 부근 해상

에서 발생하여 8월 29일~30일경 우리나라 부근까지 강력한 세력(950hPa)을 유

지하면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강한 폭풍우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가) 강풍 현상

특히,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 전면의 바람이 불어오는 위치에서 산악 등 지형

적 장애를 받지 않는 제주도 및 남해안지역에 강한 폭풍우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

히 제주도 고산지역에서는 56.7㎧(8월 31일 10:21KST)의 매우 강한 강풍이 기

록되어 2000년 8월 31일 태풍 “쁘라삐룬(PRAPIROON)”(흑산도, 최대순간풍속 

58.3㎧)이래 전국에서 2번째로 강력한 태풍의 바람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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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최대순간풍속 극값 기록(8. 31)

지  점 극값 순위 경신 종  전 비  고 

고  산 1위 N 56.7㎧ 1위 WNW 41.2㎧(1997. 1. 5) 전국 2위 경신

남  해 1위 ENE 30.7㎧ 1위 SSE 28.9㎧(1995. 7. 23)

수  원 1위 NE 27.3㎧ 1위 W 26.0㎧(1977. 3. 24)

동두천 1위 NNE 27.3㎧ 1위 S 25.2㎧(1999. 8. 3)

임  실 2위 NW 25.6㎧ 2위 N 21.0㎧(1993. 7. 11)

태풍이 8월 30일 21시경 제주도 남동쪽 해상으로 접근하여 8월 31일 오전에 

서귀포 동쪽 해상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

으며, 고산 56.7㎧, 흑산도 50.2㎧, 목포 37.8㎧, 군산 36.7㎧, 부산 34.7㎧, 속초 

27.7㎧, 수원 27.3㎧, 서울 20.5㎧ 등 강풍 현상이 관측되었다(그림 29).

일 최대풍(2002. 8. 30) 일 최대풍(2002. 8. 31) 일 최대풍(2002. 9. 1)

「그림 29」 일 최대풍속 분포도(8. 30~9. 1)

(나) 호우 현상

8월 29~30일까지 태풍 "루사(RUSA)"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제주도 서귀

포 동쪽 해상을 통과하였고,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쪽해안으로 상륙(8월 31일 

15:30KST)하여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그림 30).

8월 30~31일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며 태풍의 전면에서 주로 산맥의 풍상

측에 해당하는 강원 영동지방,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부내륙 산간과 김천, 추풍령 

등 중부내륙 산간지방에서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강원도 영동지방인 강릉의 경우 1시간 최다강수량은 시간당 100.5㎜(8월 

31일 21:41~22:41KST)를 기록하여 기상관측사상 초유의 극값을 경신하였다. 강

릉지방은 8월 31일에 일 강수량이 870.5㎜(종전 305.5㎜, 1954년 9월 14일)를 

기록하여 전국 기상관서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되었으며, 연평균

강우량(1401.9㎜)의 62%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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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 강수량은 대관령 741.0㎜, 동해 319.5㎜, 태백 273.0㎜, 합천 288.0㎜, 

추풍령 280.0㎜, 고흥 404.0㎜, 순천 254.5㎜로서 엄청난 폭우를 기록하였다.  

한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3일(8월 30일~9월 1일)동안 강원·영동지방

(강릉 898.0㎜), 지리산 동부(중산리 421.5㎜), 지리산 서부(뱀사골 504.5㎜), 제

주도 북부산간(어리목 866.5㎜) 지역의 많은 강수량은 태풍에 의한 수렴대가 산

악의 지형적인 효과와 배가되어 비구름대가 발달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 30. 일강수량 8. 31. 일강수량 9. 1. 일강수량

「그림 30」 일별 누적 강수량(8. 30~9. 1)

「표 14」 일 강수량 극값 기록(8. 31)

지  점 극값 순위 경신 종  전 비 고 

강  릉 1위 870.5㎜(8. 31) 1위 305.5㎜(1921. 9. 24) 전국 1위 경신

대관령 1위 712.5㎜(8. 31) 1위 349.0㎜(1993. 8. 10) 전국 2위 경신

동  해 1위 319.5㎜(8. 31) 1위 214.7㎜(1993. 8. 10)

합  천 1위 288.0㎜(8. 31) 1위 223.5㎜(1998. 9. 30)

추풍령 1위 280.0㎜(8. 31) 1위 215.4㎜(1996. 6. 17)

순  천 1위 254.5㎜(8. 31) 1위 250.6㎜(1989. 8. 21)

장  수 1위 182.5㎜(8. 31) 1위 172.0㎜(1993. 9. 17)

고  흥 2위 404.0㎜(8. 31) 2위 270.0㎜(1998. 9. 30)

태  백 2위 273.0㎜(8. 31) 2위 203.5 (2002. 8.  6)

※ 종전 일강수량 전국 1위 : 장흥 547.4㎜ (198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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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1시간 강수량 극값 기록(8. 31~9. 1)

지  점 극값 순위 경신 종  전 비 고 

강  릉 1위 100.5㎜(8. 31) 1위 60.0㎜(1987. 7. 16)

고  흥 3위 81.0㎜(8. 31) 3위 81.0㎜(1998. 9. 30)

속  초 1위 59.0㎜(9. 1) 1위 56.8㎜(1986. 8. 21)

대관령 1위 60.5㎜(8. 31. 07~08시) 1위 43.4㎜(1987. 7. 15)

동  해 2위 57.0㎜(8. 31. 17~18시) 2위 41.5㎜(2002. 7. 15)

2.4.2. 매미(MAEMI)

이 태풍은 2003년 9월 12일 17시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고 20시경 경

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한 후 경상남도 함안을 거쳐 13일 02시 30분경 울

진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재산피해 4조 2225억여 원의 막대한 피

해를 입혔다. 태풍 매미는 북한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큰 피해에 따라 “무지개

(MUJIGAE)”로 대체되었다.

(1) 태풍 경로와 특징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MAEMI)”는 9월 6일 15시경 괌 섬 북서쪽 약 400

㎞ 부근 해상(16.0°N, 141.5°E)에서 TS급으로 발달하였다.  

9월 8일 03시경 강한 열대폭풍(Severe Tropical Storm, STS)으로 발달하고, 

9일 09시경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인 TY급(중심기압 960hPa)으로 급격히 발

달하였다. 9월 11일 새벽 태풍은 중심기압이 910hPa로 크게 발달하면서 최성기

를 이루었고, 09시경 전향한 후 11일 15시경 22㎞/h의 속도로 점차 빠르게 북진

하였다. 21시경 이 태풍은 점차 약화되면서 12일 06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

쪽 약 420㎞ 부근 해상에서 3㎞/h의 빠른 속도로 북북동진 하였다. 9월 12일 15

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75㎞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여 17시경 제주도 동

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최대순간풍속이 60㎧로 우리나라 관측(1904년)이래 최대

순간풍속 극값(종전 흑산도 58.3㎧, 2000년 8월 31일)을 경신하였다. 

또한 이 태풍이 빠른 속도로 경상남도 남해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19시경 여수

의 최대순간풍속이 49.2㎧로 여수기상대 창설(1942년 2월)이후 극값을 경신하였

다. 

 9월 12일 20시경 태풍은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였고, 이때의 

추정 중심기압은 약 954hPa,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약 40㎧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였고, 특히 거제도 부이의 파고는 약 17m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남해 내륙에 상륙한 태풍은 북북동진하여 경상남도 함안을 거쳐 13일 

02시 30분경 울진 부근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였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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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태풍 “매미(MAEMI)”의 진로도 

이 태풍은 동해상으로 진출한 이후에도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동진하여 

일본 삿포로 북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쳤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2천억 원의 막

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관측된 강풍, 폭우 및 해일은 가히 기록적이었

다. 추석 연휴에 북상한 이 태풍이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하면서 특히, 

마산지역은 해일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하였다. 태풍의 위험반경에 위치

한 경상남도 해안지방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부산항 크레인의 붕괴, 선박 침

몰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태풍 “매미(MAEMI)”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태풍과 달리 

최성기의 위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강한 세력 유지원인

태풍 “매미(MAEMI)”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를 통과(영남지역을 통

과)함으로써 태풍에 의해 유발되는 집중호우(지속적인 강한 강우강도), 폭풍 및 

해일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태풍의 유지 원인은 동중국해상 및 남해상의 높은 수온대의 존재로 

분석된다. 태풍이 북상할 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느리게 진행하면서 

11일 새벽에 동중국해상에서 최대로 발달(910hPa)하였고, 우리나라 남해상 부근

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약 3℃가 높아(약 28℃정도), 이번 태풍은 지속적으

로 해상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둘째, 집중호우와 폭풍의 원인은 태풍의 강도와 진행방향 및 지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영남지방의 주 강수 시간대는 12일 19시에서 21시 사이로 태풍의 직

접적인 영향, 태풍 진행방향의 우측에 위치, 지형적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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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주 강수시간대는 12일 22시에서 13일 03시 사이로 

이 지역은 주로 북동류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많은 강수 현상이 있

었다. 특히, 남해안 상륙 시 태풍의 중심기압은 약 954hPa로 주변 기압계와 비교

하여 기압경도력이 매우 강했으며, 이에 따라 약 4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되었다.

셋째, 해일 발생의 원인은 만조시각과 기상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된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 시기인 9월 12일에 마산의 만조시각은 22시 05분

이었으며, 태풍의 상륙 시각은 12일 20시경으로 마산의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심기압이 약 954hPa인 강한 태풍이 접근하면서 평상시 보다 약 60

㎝ 이상의 기상조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며, 최대풍속 약 40㎧의 강풍이 지속적

으로 해안지방을 향해 불어들어 옴으로써 해일의 크기를 증폭시켜 해안지방에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요 기상현상

(가) 강풍 현상

태풍이 통과할 때 최대순간풍속은 제주 60.0㎧ (2003년 9월 12일 18:11KST), 

고산에서 60.0㎧ (2003년 9월 12일 16:10KST)로 우리나라 기상관측(1904년) 

이래 최대순간풍속의 극값(종전 58.3㎧, 2000년 8월 31일)을 경신하였다. 

또한 여수의 최대순간풍속이 49.2㎧(18:57KST)로 여수기상대(1942년 2월 창

설)의 극값(종전 46.1㎧, 1959년 9월 7일)을 경신하였고, 최대풍속은 제주도 고

산 51.1㎧(종전 43.7㎧), 제주 39.5㎧(종전 36.1㎧), 여수 35.9㎧(종전 35.5㎧)로 

극값이 경신되었다.

「표 16」 태풍이 경상남도 남해안 상륙 전․후 최대풍속 및 최대순간풍속의 분포(단위: ㎧)

지점 제주 고산 여수 통영 부산

최대풍속 39.5(18:12) 51.1(16:05) 35.9(19:51) 30.0(20:53) 26.1(22:10)

최대순간풍속 60.0(18:11) 60.0(16:10) 49.2(18:57) 43.8(20:57) 42.7(21:01)

(나) 호우 현상

9월 11일 제주도 및 남해안지방이 태풍 전면 수렴대에 위치하면서 강수가 시작

되어 9월 11일부터 13일 09시까지 강우량이 전국적으로 10~452.5㎜의 분포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 해안지방에 상륙하면서 남해를 비롯한 남해안지방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도 영동지방은 시간당 47.0~79.5㎜의 집중호

우 현상이 발생하였고, 일 강우량도 약 400㎜ 내외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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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제주도 60~270㎜, 전라남도 70~300㎜, 경상남북도 100~450㎜, 강원도 영

동지방은 100~400㎜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30~130㎜, 충청남북도 20~160㎜, 

서울․경기도 10~50㎜, 강원도 영서지방은 20~150㎜의 강수가 관측되었다(그림 

32).

※ 주요 지역 강우량(9월 11일부터 13일 13시까지, 단위 ㎜)

    남해 452.5, 대관령 397.0, 강릉 308.0, 고흥 303.0, 성산포 269.0, 진주 271.1, 

    제주 266.4, 여수 258.6, 산청 256.5, 마산 178.0, 통영 164.5, 부산 104.0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단위 ㎜)

   제주도 진달래밭 637.0, 경상남도 사천 412.0, 지리산 403.0

「그림 32」 태풍 영향 기간 동안의  총 누적 강우량 분포(2003. 9. 10~13)

   

(다) 폭풍 해일 현상

이번 태풍은 중형급 태풍으로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으며, 32~44㎞/h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여 9월 12일 20시경 남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때, 남해안지방

은 창조류(밀물) 시기와 겹쳐 해일이 발생하여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마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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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마산항의 폭풍해일과 바람

 (ⅰ) 마산항 조위자료의 시계열과 풍속

주 풍향은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는 동풍 또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상륙 후에

는 동풍 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태풍 상륙 1시간 전까지는 동풍 또

는 북동풍이 약하게 지속되다가 상륙 직전부터 강한 남동풍이 유입되었다.  

폭풍해일(관측조고와 예측조고의 차이)은 마산지방에서 약 245㎝로 나타났으며, 

바람은 20시경부터 10㎧이상으로 다소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21시경에는 20㎧이

상의 강한 남동풍이 유입되었다(그림 33).

(ⅱ) 태풍 통과시 조위 관측값

「표 17」은 마산항에 설치된 조위계에서 관측된 자료로 해일의 지속시간은 위

험수위 예측값(약 210㎝)보다 높게 유지된 약 4시간(19시 00분~23시 00분) 정

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표 18」에서처럼 만조시간(22시 05분)과 최대풍속 

및 최대 조고 발생시간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아 바람은 해일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이 시간대에 강한 남동풍이 불어 해일이 오랫동안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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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태풍 “매미(MAEMI)”가 통과할 때 조위계의 관측자료(마산항)

해면기압 최대풍속 순간최대풍속 실측최대 
조고값

예측
조고값

해일지속시간
(210㎝이상)

959.0hPa
(21:37)

24.7㎧(SSE)
(21:42)

38.8㎧(SSE)
(21:41)

436㎝
(21:40)

191㎝
(21:50)

19:00~23:00   
(약 4시간)

「표 18」 폭풍해일과 천문조 발생시각(마산항)

상륙시각 만조시각 최초 해일
현상시각

해일 극값
시각

마지막 해일 
현상시각

상륙 후 해일
지속시간

20시 00분 22시 05분 19시 00분 21시 40분 23시 00분 +3시간 

2.4.3. 나리(NARI)

(1) 태풍 경로와 특징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NARI)”는 9월 13일 15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60㎞ 부근 해상(22.7°N, 132.9°E)에서 비교적 고위도에서 약한 소형태풍으

로 발생하였다. 중심최저기압은 발생 당시 998hPa(9월 13일 15시)에서 최성기인 

9월 15일 03시 940hPa로 36시간 만에 58hPa이 낮아져서 급격히 발달하였고 매

우 강한 소형태풍이 되었다. 이후 계속 북상하여 9월 16일 낮 제주도 성산 부근

을 지나, 18시 15분경 전라남도 고흥반도(34.5°N, 127.4°E)로 상륙하였다. 상륙 

당시 기압은 98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27㎧ 이고, 25㎞/h로 북북동진 하였

다. 상륙전후의 장반경은 160㎞, 단반경은 북서쪽으로 140㎞이었다.

 9월 17일 00시경 안동 남서쪽 약 80㎞ 부근 육상(36.0°N, 128.2°E)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그림 34).

태풍 “나리(NARI)”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 “나리(NARI)”로 인하여 

강수량과 풍속에서 극값 경신이 있었다. 특히 9월 16일 일강수량은 제주에서 

420.0㎜를 기록하여 1923년 관측 개시 이래 1위를 경신하였다. 또한 9월 16일 

성산에서 1970년 관측 개시 이후 10분 평균 일 최대풍속이 25.9㎧를 기록하여 

극값을 경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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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태풍 “나리(NARI)”의 진로도

(2) 주요 기상현상

태풍 “나리(NARI)”가  제주도를 거쳐 남해안으로 상륙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

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풍속(고산: 52.0㎧, 거문도: 44.8㎧, 성산: 43.0

㎧, 고흥: 30.8㎧ 등)이 관측되었다(그림 35).

태풍이 상륙한 9월 16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0~500㎜의 많은 강수

량이 기록되었다. 특히, 제주도 윗세오름의 경우 일강수량이 563.5㎜로서, 태풍이 

상륙한 후 이동하는 방향으로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시간당 약 50~90㎜의 강

한 강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태풍의 규모가 소형으로 유지됨에 따라 강수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확대

되지 못하고 태풍의 이동지역을 중심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태풍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중부지방은 10㎜이내의 약한 강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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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S에서 관측된 

일 최대순간풍속(2007. 9. 16)

(b) 일강수량(2007. 9. 16)

「그림 35」 일 최대순간풍속 및 일강수량 분포

(가) 강풍 현상

❍ 일최대풍속(10분) 극값 경신

   - 1위 성산 25.9㎧ 2007. 9. 16.(1970년 관측 개시) 

     2위 성산 24.5㎧ 1985. 8. 9.

   - 3위 고산 43.0㎧ 2007. 9. 16.(1987년 관측 개시)

     1위 고산 51.1㎧ 2003. 9. 12.

     2위 고산 43.7㎧ 2002. 8. 31.

  ※ 일최대순간풍속 극값 전국 1위 : 고산 51.1㎧(2003. 9. 12.)

❍ 일최대순간풍속 극값 경신

   - 3위 고산 52.0㎧ 2007. 9. 16.(1987년 관측 개시)

     1위 고산 60.0㎧ 2003. 9. 12.

     2위 고산 56.7㎧ 2002. 8. 31.

 ※ 일최대순간풍속 극값 전국 1위 : 속초 63.7㎧(2006. 10. 23.)

(나) 호우 현상

❍ 일강수량 극값 경신 

   - 1위 제주 420.0㎜ 2007. 9. 16.(1923년 관측 개시)

     2위 제주 301.2㎜ 1927. 9. 11.

  ※ 일강수량 극값 전국 1위 : 강릉 870.5㎜(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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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뎬무(DIANMU)

(1) 태풍 경로와 특징

2010년 제4호 태풍 “뎬무(DIANMU)”는 8월 8일 21시경 대만 동쪽 약 400㎞ 

부근 해상(23.6°N, 125.1°E)인 비교적 고위도에서 발생하였다. 발생 후 약 12시

간 후인 9일 오전 9시경 태풍 경계구역에 진입하였으며, 경계구역 진입 9시간 후

인 9일 18시에는 비상구역에 진입 하였다. 이후 계속 북상하여 11일 오전 5시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에 상륙하였으며, 11일 13시 50분경에 울산 동쪽 해상으

로 진출하여 12일 15시경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비교적 고위도에서 발생

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에 상륙하였으며, 총 생존 시간은 약 90시간 (3

일 18시간)이였다.

태풍 “뎬무(DIANMU)”의 크기는 태풍이 최대로 강하였던 8월 10일에 강풍반경

이 300㎞ 이었던 소형 태풍이었다. 태풍이 고위도에서 발생하였고 태풍이 북진하

면서 태풍의 좌·우에 형성된 고압대의 발달로 인해 태풍의 발달이 유도 (중심기압 

980hPa: 2010년 8월 10일 09:00~21:00KST)되었고, 이후 8월 11일 오전 5시 

태풍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에 상륙 하면서 강도는 다소 약화 되었으나, 내륙

으로 깊이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날 13시 50분 동해 진출시까지 태풍 강도

는 990hPa로 유지되었다. 

   

 「그림 36」 태풍 “뎬무(DIANMU)”의 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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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 강도

태풍 “뎬무(DIANMU)”는 발생 시 중심기압이 994hPa이었다. 태풍이 발생한 대

만 동쪽의 해수면 온도는 28~29℃로 낮지 않았으나, 해양 열용량지수가 높지 않

았다. 태풍발생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위도인 23.6°N이었으며, 저위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이동했기 때문으로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날인 8월 10일 09시부터 21시 사이

에 980hPa에 도달하여 강도가 가장 강하였고, 이때의 최대풍속은 31㎧이었다. 

이 후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 후 육상을 통과하는 동안의 중심기압은 990hPa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내륙으로 깊이 진입하지 않아 강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

다. 

(3) 주요 기상현상

태풍 “뎬무(DIANMU)”는 2007년 제11호 태풍 “나리(NARI)” 이후 3년 만에 우

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었으며, 태풍 발생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기까지 90

시간이 소요되었고, 태풍 상륙부터 통과할 때까지 약 9시간이 걸렸다. 태풍이 우

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면에 위치한 수렴대에 의해 남해안과 영동지역에 많은 강

수가 발생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오랜 폭염과 가뭄 해갈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였다. 

태풍 “뎬무(DIANMU)”의 영향으로 제주도 윗세오름에서는 8월 10∼11일 양일

간 누적강수량이 739.5㎜이었으며, 8월 11일에는 우리니라 남동해안에 위치한 부

산레이더관측소에서 최대풍속이 25.5㎧, 최대순간풍속이 40.7㎧를 나타내었다. 

  

(a) 2010. 08. 11. (b) 2010. 08. 10~11.

「그림 37」 제4호 태풍 “뎬무(DIANMU)” 영향으로 인한 최대풍속(a)과 강수량(b)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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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누적 강수량 지역 누적 강수량

윗세오름 739.5㎜ 진달래밭 642.5㎜

서귀포 117.0㎜ 제주 76.5㎜

보성 201.0㎜ 지리산 420.0㎜

가야산 420.0㎜ 진북 184.5㎜

중산리 275.0㎜ 울산 74.5㎜

영덕읍 168.0㎜

「표 19」 태풍 "뎬무(DIANMU)" 지역별 누적 강수량(2010. 8. 10~11)

지역 최대순간풍속기록 지역 최대순간풍속기록

부산(레) 40.7㎧ 도화 30.9㎧

간여암 34.1㎧ 고산 29.0㎧

통영 33.4㎧

 「표 20」태풍 "뎬무(DIANMU)" 최대순간풍속(2010. 8. 10~11)

2.4.5. 곤파스(KOMPASU)

(1) 태풍 경로와 특징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는 8월 29일 21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8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 제4호 태풍 "뎬무(DIANMU)"와 마

찬가지로 발생 당시 21.2°N의 다소 고위도에 위치하였으나 더 동쪽에서 발생하

여 일본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지속적으로 북서진하였고, 

또 이동경로를 따라 고온의 해수면 온도역이 분포하여 세력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후 태풍은 8월 31일 09시경 최대로 발달하여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의 강한 중형급 태풍이 되었고, 9월 1일 0시경 비상구역내에 진입하였다. 이

후 태풍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수면 온도가 2~3℃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서해안을 

지나면서 세력을 유지하였고, 우리나라가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위험반원)에 놓

이면서 서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 피해를 입혔다. 9월 1일 18시경 태풍은 전향점

에 들었으나 북쪽의 기압골이 태풍을 북쪽으로 끌어올려 진행속도가 줄어들지 않

고 이동하였며, 21시경 중국 북부지방에 머물던 제트가 남동진하면서 태풍은 더

욱 가속되어 40㎞/h 내외로 북동진하였다. 이후 9월 2일 06시 35분경 강화군 남

동쪽 남단에 태풍이 상륙하였고, 10시50분경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로 진출하기까

지 40~50㎞/h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21시경 비상구역을 벗

어났고, 9월 3일 03시경 청진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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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태풍 “곤파스(KOMPASU)”의 진로도

(2) 태풍 강도

태풍 “곤파스(KOMPASU)”는 2010년 8월 29일 21시경 일본 오카니와 남동쪽 

약 880㎞ 부근 해상(21.2°N, 134.4°E)에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인 태풍으로 

발생하였다. 태풍 발생 당시,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

아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C 정도 높고, 우리나라 부근의 

해수면 온도 역시 다른 지역보다 2~3°C정도 높아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

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면서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강한 태풍으로 발달 

하였다.

태풍 “곤파스(KOMPASU)”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강타하며 2010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태풍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인 위험반원

에 위치하면서 수원, 서산, 홍천에서 관측개시이래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경신하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반면, 빠른 진행속도로 강수의 지속시간이 짧아 

강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3) 주요 기상 현상

태풍 “곤파스(KOMPASU)”는 크기는 소형이었지만, 강도는 강한 태풍이었다. 

또한 태풍이 서해안을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위험반원에 속하면서 서울․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주로 태풍의 진로 오른 쪽 좁은 지역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반면, 태풍의 진행속도가 빨라 강수의 지속시간

이 짧고 산발적으로 나타나 강수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강수는 주로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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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북한지역에 집중되어 150∼200㎜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제주도와 지리산 일

대부근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2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풍 “곤파스(KOMPASU)”의 영향으로 제주도 어리목(해발고도 972m)에서는 9

월 1~2일, 양일간 누적강수량이 240.5㎜이었으며, 9월 1일에는 우리나라 서해상

의 홍도(해발고도 517m)에서 한때 최대풍속이 42.9㎧, 최대순간풍속이 52.4㎧를 

나타내었다. 

(a) 일 최대풍속 (b) 일 최대순간풍속

「그림 39」 태풍 “곤파스(KOMPASU)” 이동에 따른 일 최대풍속 및 일 최대순간 풍속기록

태풍 “곤파스(KOMPASU)”의 일 최대 풍속은 9월 1일 14시 20분에 이어도 지

역에서 30.6㎧, 최대 순간 풍속은 45.1㎧이었으며, 9월 1일 19시 50분 고산지역

에서 21.6㎧, 최대 순간 풍속은 28.7㎧이었고, 9월 2일 6시 49분에는 서울(구로) 

지역에서 최대풍속이 18㎧, 최대 순간 풍속은 서울 중랑구에서 6시 31분 29.5㎧

이었으며, 9월 2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로 진출 하였다.

지역 누적 강수량 지역 누적 강수량

어리목 239.0㎜ 대연평 215.5㎜

지리산 206.5㎜ 진달래밭 191.0㎜

백운산 176.5㎜

「표 21」 태풍 “곤파스(KOMPASU)” 지역별 누적 강수량(201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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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태풍 “곤파스(KOMPASU)” 최대 순간 풍속(2010. 9. 1~2)

지역 최대순간풍속기록 지역 최대순간풍속기록

홍도 52.4㎧ 옹도 46.2㎧

흑산도 45.4㎧ 서산 41.4㎧

설악산 40.7㎧

지점 1위 2위 관측개시일

수원 30.5(2010. 9. 2) 27.3(2002. 8. 31) 1964. 1. 1

서산 41.4(2010. 9. 2) 34.0(1972. 9. 28) 1968. 1. 1

홍천 20.7(2010. 9. 2) 19.9(1996. 6. 29) 1971. 9. 27

양평 22.5(1996. 7. 1) 21.3(2010. 9. 2) 1972. 1. 1

보령 33.0(2002. 8. 31) 29.9(2010. 9. 2) 1972. 1. 24

「표 23」 관측개시이래 일 최대순간풍속 극값 경신된 지점

지점 1위 2위

서산 27.3(2010. 9. 2) 22.5(2000. 8. 31)

보령 20.2(2010. 9. 2) 18.7(1995. 8. 26)

흑산도 47.4(2000. 8. 31) 35.5(2010. 9. 1)

수원 16.0(1996. 6. 29) 15.9(2010. 9. 2)

「표 24」 관측개시이래 일 최대풍속 극값 경신된 지점

지점 1위 2위 관측개시일

문산 55.5(2010. 9. 2) 52.5(2010. 8. 12) 2001. 12. 7

「표 25」 관측개시이래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 경신된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