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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tatistical model to predict sea level pressure of typhoon period in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Seven typhoons, which struck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the data for analysis include the central pressure and location of typhoon, and sea level pressure and location 
of 19 observing site. Models employed in this study are the first order regression, the second order regression and the 
neural network. The dependent variable of each model is a 3-hr interval sea level pressure at each station. The cause varia-
bles are the central pressure of typhoon, distance between typhoon center and observing site, and sea level pressure of 
3 hrs before, whereas the indicative variable reveals whether it is before or after typhoon passing. The data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 one is the full data obtained during typhoon period and the other is the data that sea level pressure is 
less than 1000 hPa. The stepwise selection method is used in the regression model while the node number is selected 
in the neural network by the Schwarz's Bayesian Criterion.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is compared in terms of the 
root-mean square error. It turns out that the neural network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other models, and the case 
using the full data produces similar or better results than the case using the oth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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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2∼3 차례의 태풍과 온대성 저

기압에 동반된 폭풍우 그리고 동계의 강한 북서계절

풍 등으로 해상의 큰 파도는 물론 연안에서 해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연안 침수와 더불어 제반 시

설물의 붕괴와 유실로 해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의 피해를 입고 있다.
2003년 9월 6일 15시경 괌도 부근에서 발생한 제 

14호 태풍 ‘매미’는 9월 12일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내륙에 강한 강우를 동반함과 동시에 해안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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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elected typhoon cases and corresponding periods.

Typhoon (No.)
Date (Year. Month. day)

Start End
1 SETH(9429) 1994. 10. 02 1994. 10. 16
2 FAYE(9503) 1995. 07. 16 1995. 07. 25
3 TINA(9711) 1997. 07. 29 1997. 08. 10
4 BOLAVEN(0006) 2000. 07. 24 2000. 08. 02
5 SAOMAI(0014) 2000. 08. 31 2000. 09. 19
6 RUSA(0215) 2002. 08. 22 2002. 09. 03 
7 MAEMI(0314) 2003. 09. 04 2003. 09. 16

해일피해를 유발하였다. 태풍 매미가 북상할 때 속

도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남해상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육상으로 상륙한 후에도 해면기압이 950hPa로 태풍

의 위력이 강하였다.
태풍에 있어서 기압은 태풍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태풍해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기압의 예측은 태풍해일을 예측하

는데 중요하지만, 특히 해양에서는 관측값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태풍시의 기압예측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구이다. Fujita (1952), 박종길 (1992)은 통계모형

에 의해, 전기천 외 (2001)는 수치모형을 이용한 기압

예측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계모형을 이용한 기상인자 

예측 및 비교연구를 위해서 이호만 외 (2004), 이다운 외 

(2005)는 태풍시의 조위예측 연구를 위해 신경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손건태 외 (2005)는 강수량 예측을 위

해 신경망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RUSA’와 

‘MAEMI’를 포함하여 남해안에 상륙한 총 7개의 태풍 

기간 동안의 태풍중심과 기상관측소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통계적 모형들로부터 태풍 시기에 있어서의 남해

안의 해면기압을 예측하고 그 모형들을 비교하고자 한

다. 기상관측소는 남해안과 제주도 기상관측소 19개 

지점이며,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1차 회귀모형, 2차 회

귀모형, 그리고 신경망모형이다. 각 모형에서 종속변

수 (목표변수)는 각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3시간 단

위 해면기압이다. 설명변수 (입력변수)는 태풍중심기압, 
기상관측소와 태풍중심과의 거리, 3시간 전 해면기압, 
그리고 태풍 통과 전․후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를 사용

하였다. 3개의 모형 각각에 대해서 태풍시기의 전체자

료를 사용한 경우와 해면기압이 1000 hPa 이하인 자

료를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해면기압 예측을 위해 고려한 태풍은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해안에 상륙한 7개 태풍이

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 태풍의 중심에 대한 자료

로서 태풍중심의 기압과 위치 자료와 (2) 기상관측소

의 자료로서 기상관측소의 해면기압과 위치 자료이다. 
분석에 고려한 태풍과 그 기간은 Table 1과 같다.

태풍 중심기압과 중심위치 자료는 6시간 단위로 제

공되는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rological 
Center)-Tokyo의 자료를 선형 내삽 (linear interpolation)
하여 3시간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기상관측소

는 남해안과 제주도 기상관측소 19개 지점 (마산, 부
산, 통영, 목포, 여수, 흑산도, 완도, 진도, 제주, 고산, 
서귀포, 순천, 장흥, 해남, 고흥, 성산포, 거창, 거제, 남
해)이며, 해면기압 자료는 3시간 단위 관측 자료를 사

용하였다. 
태풍 ‘Maemi’ 에서 시간에 따른 태풍중심의 기압 

변화는 Fig. 1과 같으며, 전형적인 태풍중심기압의 변

화와 비슷한 깔때기 모양이다. 거제 기상관측소의 해

면기압 변화를 보여주는 Fig. 2를 보면 태풍중심기압

의 변화와 비슷하며, 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기

상관측소의 해면기압 변화도 거제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최저점을 지난 후의 해면기압이 지나기 전의 

해면기압보다 약간 높아 대칭을 이루지 않으며, 그 이

유 중 하나는 태풍이 지난 후에 해면기압이 많이 올라

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풍

이 통과했는지에 대한 변수를 해면기압을 설명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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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ariation of the central pressure of Typhoon Maemi (2003).

Fig. 2. The variation of sea level pressure at Koje site associated with Typhoon Maemi (2003).

Fig. 3. The difference between central pressure of typhoon and sea level pressure at Koje site during the period of Typhoon
Maemi (2003).

수로 하였다.
태풍 ‘Maemi’에서 거제 지점의 태풍중심과의 거리

에 따른 해면기압과 태풍중심기압의 차이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Fig. 4는 분석에서 고려한 지점들의 거

리에 따른 해면기압과 태풍중심기압의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3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4
에서 가로축은 거제 지점의 태풍중심과의 거리이고 세

로축의 태풍중심과의 기압 차이다. Fig. 5는 태풍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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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me as in Fig. 3 except at all sites in Korea. 

Table 3. Models and dataset.

Full data Pressure < 1000 hPa data

first order
 regression

second order
regression

Neural 
Network(NN)

first order
regression

second order  
regression

Neural 
Network (NN)

Table 2. Train and validation dataset.
Train dataset (minimum pressure)     Validation dataset (minimum pressure)

 SETH (910)
 SAOMAI (925)
 RUSA (950)
 BOLAVEN (980)

     MAEMI (910)
     FAYE (950)
     TINA (955)

Fig. 5. A 3-dimensional diagram representing the central 
pressure of typhoon (pressure_C), distance from the ty-
phoon center (d), and sea level pressure (pressure1) at  
Koje site during the period of Typhoon Maemi (2003).

기압, 거제 지점과 태풍중심과의 거리, 거제 지점의 해

면기압을 그린 3차원 도표이며, 태풍중심기압과 거리

에 따라 해면기압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훈련자료와 검증자료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훈련자료는 모형을 생성하기 위해 사

용하였고, 검증자료는 훈련자료로부터 생성된 모형을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훈련자료와 검증

자료는 새로운 태풍에 대해서 예측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 태풍에 따라 나누었으며, 두 자료가 태풍의 강도

인 태풍중심의 최저기압에 대해서 유사한 성격을 갖도

록 나누었다. Table 2와 같이 7개 태풍중심의 최저기압

에 따라 훈련자료는 ‘SETH’, ‘SAOMAI’, ‘RUSA’, 
‘BOLAVEN’, 그리고 검증자료는 ‘MAEMI’, ‘FAYE’, 
‘TINA’로 하였다.

3. 분석모형

분석에 사용된 통계적 모형은 입력변수들의 주효

과만을 고려한 1차 회귀모형, 각 입력변수들의 2차 

항과 교호작용의 효과까지 고려한 2차 회귀모형, 그
리고 신경망모형이다. 3개의 모형 각각에 대해서 태
풍시기의 전체자료를 사용한 경우 (full data)와 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인 해면기압이 1000 hPa 이하인 

경우 (pressure<1000 hPa)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3은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자료를 구분한 표이다. 

각 모형에서 종속변수 (목표변수)는 각 기상관측소에

서 관측된 3시간 단위 해면기압이다. 설명변수 (입력변

수)는 Fig. 1에서 Fig. 5의 그림으로부터 해면기압을 설

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태풍중심기압, 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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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pendent and prediction variables.

Variables Symbol Statement
Dependent variable pressure1 Observed pressure

 Prediction variables

 pressure_c Typhoon center pressure
d Distance from observed position and typhoon center
pressure0 Observed pressure before 3 hours
before Indicator of typhoon passing

Fig. 6. Structure of the multilayer perceptron.

측소와 태풍중심과의 거리, 3시간 전 해면기압, 그리고 

태풍 통과 전․후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를 사용하였다. 
위도를 기준으로 태풍중심이 해당 기상관측소보다 높

으면 태풍이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태풍이 통과

하기 전이면 1을 통과하면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회귀모형의 변수선택 방법으로는 선택과 제거를 반

복하며 최적모형을 선택하는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Table 4는 사용된 변수들을 요

약한 표이다. 훈련자료에서 태풍 중심에 대한 정보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구성하는 데 사용함은 물론 하나

의 기상관측소 관측값과 같이 취급하여 자료의 활용도

를 높였다. 즉, pressure1은 pressure_c, d는 0, pressure0
는 pressure_c의 3시간 전 값, 그리고 before는 1의 값을 

갖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검증자료에서는 각 지점에서

의 예측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추가하지 않았다.
신경망모형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학습기능을 갖

도록 고안되었다. 학습기능을 갖는 사람의 두뇌는 다

수의 뉴런이 서로 연결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신경망모형은 이러한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아이디

어를 얻어 그래프 형태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다. 신경망모형은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그리고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의 단위인 노드 (node) 사이에는 가중치 (weight)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결합함수 (combination function)
를 사용하는 정보전달 과정과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를 사용하는 정보 활성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선형과 같이 복잡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인
공신경망은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과정이 복잡하여 기

상예측에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

면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손

건태 등 (2005)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경망 알고리즘 중

에서 대표적인 다층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의 기본구조는 Fig.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경망모형은 4개의 입력마디

로 이루어진 1개의 입력층,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된 1
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결합함수 (combination function)로는 선형함

수 (linear function)를 사용하였고, 활성함수로는 하이

퍼볼릭 탄젠트 (hyperbolic tangent)를 이용하였다. 은
닉층의 노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은닉층수를 변화시키

며 모형훈련을 수행한 후 SBC (Schwarz's Bayesian cri-
terion)를 비교하였다. SBC는 n⋅ln(SSE/n)+p⋅ln(n)
으로 정의되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여기에

서 n은 자료수를 p는 모수 (가중치)의 수를 의미한다. 
회귀모형 및 신경망모형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배화수 

등 (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분석 결과

4.1 전체자료를 사용한 경우

4.1.1 1차 회귀모형

훈련자료에 대해서 4개 입력변수들의 주효과만을 

고려한 1차 회귀모형분석을 수행하였고 유의한 변수

의 선택을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 결과는 Table 5와 같고, 상대적으로 3시간 전의 

해면기압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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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first order regression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Table 5. Result of the first order regression.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19.08113 1.86813 10,21 <.0001 0

before 1 -1.45930 0.04665 -31.28 <.0001 -0.05099

d 1 0.00957 0.00184 5.20 <.0001 0.00972

pressure0 1 0.98205 0.00187 525.36 <.0001 0.98133

은 다음과 같다.

pressure1= 19.08113-1.45930 *before

                   +0.00957*d+0.9820*pressure 0

모형검증은 훈련자료로부터 추정된 1차 회귀모형

식을 검증자료에 적용하여 해면기압 예측치를 산출하

였다. 해면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한 산점도는 

Fig. 7과 같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른

쪽 그림은 검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이다. 훈련자료

에 대해서는 적합이 잘 되고 있지만, 검증자료에 대해

서는 해면기압이 낮은 경우에 적합이 잘 되고 있지 않

음을 볼 수 있다.

4.1.2 2차 회귀모형

훈련자료에 대해서 4개 입력변수들의 주효과와 2차

항 및 교호작용을 고려한 2차 회귀모형분석을 수행하

였고 유의한 변수의 선택을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하였다. 모수추정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1차 회

귀모형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태풍통과와 3시간 

전의 해면기압의 교호작용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pressure1=

76.52811-223.45032 *before

+2.13659*d-0.30088*pressure 0

+1.39918 *pressure c-0.02381*before*d

+0.16761*before*pressure0

+0.05406* before*pressure c

-0.00193*d*pressure0

-0.00143* pressure0*pressure c

-0.00334* d
2
+0.00126*pressure0

2

모형검증은 훈련자료로부터 추정된 2차 회귀모형

식에 검증자료를 대입하여 해면기압 예측치를 산출하

였다. 해면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한 산점도는 Fig. 
8과 같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른쪽 그

림은 검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이다. 훈련자료와 검

증자료 모두 2차 회귀모형이 1차 회귀모형보다 적합이 

잘 되고 있다. 1차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훈련자료에 

대해서는 적합이 잘 되고 있지만, 검증자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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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BC values by the hidden layer node number.
node number 1 2 3 4 5 6

1 8289 6522 5218 1748 1461 2745

   Fig. 8.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second order regression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Table 6. Result of the second order regression.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 |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76.52811 81.63502 0.94 0.3486 0
before 1 -223.45032 7.45653 -29.97 <.0001 -7.80787
d 1 2.13659 0.2982 7.16 <.0001 2.17016
pressure0 1 -0.30088 0.14428 -2.09 <.0001 -0.30066
pressure_c 1 1.39918 0.08643 16.19 <.0001 2.57076
before*d 1 -0.02381 0.00633 -3.76 0.0002 -0.02484
before*pressure0 1 0.16761 0.00766 21.89 <.0001 5.89567
before*pressure_c 1 0.05406 0.00541 10.00 <.0001 1.83634
d*pressure0 1 -0.00193 0.00029691 -6.51 <.0001 -1.98748
pressure0*pressure_c 1 -0.00143 0.00008582 -16.67 <.0001 -2.94029
d*d 1 -0.00334 0.00017844 -18.74 <.0001 -0.14234
pressure0*pressure0 1 0.00126 0.00008608 14.59 <.0001 2.48459

는 적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1.3 신경망모형

신경망모형에서 출력변수로는 3시간 단위의 해면

기압을 사용하였고, 입력변수로는 태풍중심기압, 태풍

과의 거리, 3시간 전 해면기압 그리고 태풍 통과 전․

후를 사용하였다. 신경망모형에서는 은닉층의 수와 각 

은닉층에서의 노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명

력을 높임과 동시에 간결하게 모형이 구성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은닉층의 수는 1개로 하였고, 은닉

층의 노드수는 1개에서 6개로 변화시키며 모형훈련을 

수행한 후 SBC (Schwarz’s Bayesian Criterion)를 비

교하여 최소의 SBC를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Table 7
은 은닉층의 노드수에 따른 SBC의 값을 보여주고 있

으며, 5인 경우가 가장 작은 SBC를 가지므로 노드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가중치의 수는 31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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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neural networks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Table 8. Result of the first order regression.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 |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36.2469 5.3222 6.81 <.0001 0
before 1 -3.86903 0.19760 -19.58 <.0001 -0.09381
d 1 0.6225 0.0560 11.12 <.0001 0.06804
pressure0 1 0.8459 0.00786 107.58 <.0001 0.85580
pressure_c 1 0.1203 0.00715 16.84 <.0001 0.11314

개이다.
훈련자료로부터 추정된 가중치를 훈련자료와 검증

자료에 대입하여 해면기압 예측치를 산출하였다. 해면

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한 산점도는 Fig. 9와 같

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은 검

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이다. 훈련자료에서 신경망모

형이 1차 회귀모형과 2차 회귀모형보다 적합이 잘 되

고 있다. 검증자료에서는 회귀모형에 비해서 적합이 

잘 되고 있지만, 특히 해면기압이 낮은 경우에 훈련자

료에 비해서 적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2 해면기압이 1000 hPa 이하인 경우

태풍시기의 해면기압 예측에서는 해면기압이 낮

을 때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면기

압이 1000 hPa보다 낮을 때의 자료만을 가지고 4.1
절의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4.2.1 1차 회귀모형

훈련자료에 대해서 4개 입력변수들의 주효과만을 

고려한 1차 회귀모형분석에서 모수추정 결과는 Table 
8과 같고, 상대적으로 3시간 전의 해면기압이 중요하

게 나오고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pressure1= 34.3124+1.9345*before+0.6225*d

  +0.8459 *pressure0+0.1203*pressure-c

1차 회귀모형에서 해면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

한 산점도는 Fig. 10과 같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은 검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이다. 
훈련자료에 대해서는 적합이 잘 되고 있지만, 검증자

료에 대해서는 적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2.2 2차 회귀모형

훈련자료에 대해서 4개 입력변수들의 주효과와 2차

항 및 교호작용을 고려한 2차 회귀모형분석에서 모수

추정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상대적으로 3시간 전의 

해면기압과 태풍중심기압의 교호작용이 중요하게 나

오고 있다. 추정된 회귀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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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 of the second order regression.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 |t| Standardized

Estimate

Intercept 1 -92.76172 127.55794 -0.73 0.4672 0
before 1 -63.87460 20.84120 -3.06 0.0022 -1.54865
d 1 198.83095 8.72208 22.80 <.000 21.73397
pressure0 1 -5.59923 0.64376 -8.70 <.000 -5.66446
pressure_c 1 6.86237 0.66967 10.25 <.000 6.45103
before*d 1 0.46366 0.11742 3.95 <.000 0.05125
before*pressure0 1 -0.15614 0.03020 -5.17 <.000 -3.73397
before*pressure_c 1 0.22055 0.02073 10.64 <.000 5.20313
d*pressure0 1 -0.16223 0.00798 -20.33 <.000 -17.70377
d*pressure_c 1 -0.03625 0.00346 -10.47 <.000 -3.88010
pressure0*pressure_c 1 -0.02180 0.00069277 -31.47 <.000 -37.41507
d*d 1 -0.05069 0.00887 -5.71 <.000 -0.03650
pressure0*pressure0 1 0.01399 0.00055238 25.33 <.000 27.42729
pressure_c*pressure_c 1 0.00764 0.00038364 19.91 <.000 13.86012

   Fig. 10.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first order regression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pressure1=

-92.76172-63.87460*before

+198.83095*d-5.59923 *pressure 0

+6.86237 *pressure c+0.46366*before*d

-0.15614*before*pressure 0

+0.22055* before*pressure c

-0.16223*d*pressure0

-0.03625* d*pressure c

-0.02180* pressure0*pressure c

-0.05069* d
2
+0.01399*pressure0

2

+0.00764* pressure
2
c

2차 회귀모형에서 해면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한 산점도는 Fig. 11과 같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

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은 검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

이다. 훈련자료 전체와 검증자료에서 해면기압이 낮은 

경우는 2차 회귀모형이 1차 회귀모형에 비해서 적합이 

잘 되고 있다. 검증자료에서 해면기압이 1000hPa 근
처에서는 과대적합하는 자료와 과소적합하는 자료가 

있다. 이것은 검증자료의 태풍기간 중에 ‘FAYE’와 

‘TINA’에서 태풍중심이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해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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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BC values by the hidden layer node number.

node number 1 2 3 4 5 6

1 1983 1999 884 1030 291 335

    Fig. 12.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neural networks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Fig. 11. Scatter plot of observed and fitted values for the second order regression (left: Training, right: Validation).

압이 1000 hPa보다 낮은 관측값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4.2.3 신경망모형

신경망모형에서 은닉층의 수는 1개로 하고, 은닉

층의 노드수는 1개에서 6개로 변화시키며 모형훈련을 

수행하였다. Table 10은 은닉층의 노드수에 따른 SBC
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5인 경우가 가장 작은 SBC
를 가지므로 노드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가중

치의 수는 31(=5*5+6)개이다.

신경망모형에서 해면기압의 관측값과 적합값에 대

한 산점도는 Fig. 12와 같으며, 왼쪽그림은 훈련자료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은 검증자료에 대해서 그린 것이

다. 훈련자료와 검증자료에서 신경망모형이 1차 회귀

모형과 2차 회귀모형보다 적합이 잘 되고 있다.

5. 모형의 비교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1차 회귀모형, 2차 회귀모

형, 그리고 신경망모형이다. 단순히 해면기압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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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3 models (pressure<1000 hPa).

First order
regression 

Second order
 regression

Neural
networks

  Extra-
  polation

Training

RMSE 2.45356 1.28789 1.04742 3.48754
R2    0.9787 0.9942    0.9962 0.9592
intercept     0   0 -0.63270 43.05487
slope 1   1 1.00063 0.95667

Validation

RMSE 6.36454 5.76219 3.76936 9.09703
R2   0.4847 0.5029    0.7316 0.4003
intercept   418.13932 343.31580 114.56248 610.89655
slope   0.57849 0.65456 0.88500 0.38547

Table 11. Comparison of 3 models (full data).

First order
regression 

Second order
 regression

Neural 
networks

  Extra-
  polation

Training

RMSE 1.71018 1.46695 1.08219 2.17953
R2 0.9796      0.9850 0.9919 0.9690
intercept 0 0 -0.71468 38.59368
slope 1 1 1.00071 0.96162

Validation

RMSE 2.21021 1.94957 1.57738 3.00968
R2      0.8636 0.8923    0.9305 0.8059
intercept 58.97297 -0.97962 37.52022 223.04139
slope  0.94150 1.00080 0.96264 0.77856

삽 (extrapolation)한 모형과도 비교하였다. 모형적합

으로부터 구한 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결정

계수 (R 2 ) 및 산점도를 기준으로 3개의 모형을 비교하

였다. 그리고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놓고 예측치를 설명

변수로 하는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의 절편 (intercept)
과 기울기 (slope)를 구하여 예측치와 관측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RMSE의 값은 작을수록, 결정계수는 클

수록, 절편은 0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1에 가까울수

록 좋다. 1차와 2차 회귀모형에서는 훈련자료인 경우 

모형의 특성상 절편은 0이고 기울기는 1이다.
Table 11은 전체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훈련자료와 

검증자료로 구분하여 각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표이

다. RMSE와 결정계수의 비교에서 훈련자료와 검증자

료 모두에서 신경망모형이 가장 우수하며 다음으로 2
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 분석에서 고려한 세 모형이 

해면기압을 외삽하여 추정한 모형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예측치와 관측치 사이의 단순선형회귀에서의 절

편과 기울기의 비교를 살펴보면 훈련자료에서는 외삽

하여 추정한 모형을 제외하고 세 모형이 비슷하게 나

오고 있고, 검증자료에서는 2차 회귀모형이 가장 우수

하며 다음으로 신경망모형이 우수하며, 해면기압을 외

삽하여 추정한 모형은 효율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

다. 훈련자료와 검증자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모형에서 검증자료의 결과가 훈련자료의 결과보다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Fig. 9의 산점도를 보

면 훈련자료와 검증자료 모두에서 신경망모형이 우수

하며 다음으로 2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
Table 12는 해면기압이 1000 hPa보다 작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훈련자료와 검증자료로 구분하여 각 모

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표이다. RMSE와 결정계수의 

비교에서 훈련자료와 검증자료 모두에서 신경망모형

이 가장 우수하며 다음으로 2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 
분석에서 고려한 세 모형이 해면기압을 외삽하여 추정

한 모형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예측치와 관측치 사

이의 단순선형회귀에서의 절편과 기울기의 비교를 살

펴보면 훈련자료에서는 외삽하여 추정한 모형을 제외

하고 세 모형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검증자료에서

는 신경망모형이 가장 우수하며 다음으로 2차 회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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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우수하며, 해면기압을 외삽하여 추정한 모형은 

효율이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훈련자료와 검증자

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모형에서 검증자료의 

결과가 훈련자료의 결과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0∼Fig. 12의 산점도를 보면 훈련자료와 검

증자료 모두에서 신경망모형이 우수하며 다음으로 2
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

Table 11과 Table 1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면기

압을 예측함에 있어서 분석에서 고려한 세 모형이 해

면기압을 외삽하여 추정한 모형보다 우수하며, 세 모

형 중에서 신경망모형이 가장 우수하며 다음으로 2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면

기압을 예측하는 데 회귀모형보다 신경망모형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1과 Table 12 및 Fig. 7∼Fig. 12의 산점도로

부터 전체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해면기압이 1000 hPa
보다 작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결과가 비슷

하거나 조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결과

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해면기압이 1000 hPa보다 작은 

자료의 경우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치들을 

제거하고 분석을 해도 결과가 비슷하였다. 따라서 전

체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해면

기압 예측에 대해 연구하였다.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남해안에 상륙한 7개 태풍을 고려하였으며, 분석에 사

용된 자료는 (1) 태풍의 중심에 대한 자료로서 태풍중심

의 기압과 위치 자료와 (2) 기상관측소의 자료로서 기상

관측소의 해면기압과 위치 자료이다. 기상관측소는 남

해안과 제주도 기상관측소 19개 지점(마산, 부산, 통영, 
목포, 여수, 흑산도, 완도, 진도, 제주, 고산, 서귀포, 순
천, 장흥, 해남, 고흥, 성산포, 거창, 거제, 남해)이다.

분석에 이용한 모형은 1차 회귀모형, 2차 회귀모형, 
그리고 신경망모형이다. 각 모형에서 종속변수 (목표변

수)는 각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3시간 단위 해면기압

이다. 설명변수 (입력변수)는 태풍중심기압, 기상관측

소와 태풍중심과의 거리, 3시간 전 해면기압, 그리고 

태풍 통과 전․후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를 사용하였다. 
3개의 모형 각각에 대해서 태풍시기의 전체자료를 사

용한 경우와 해면기압이 1000 hPa 이하인 자료를 사

용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형적합으로부터 구한 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결정계수 (R 2 ) 및 산점도를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놓고 예측치

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의 절편

(intercept)와 기울기 (slope)를 구하여 예측치와 관측

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면기

압을 예측함에 있어서 신경망모형이 가장 우수하며 다

음으로 2차 회귀모형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면기압을 예측하는 데 회귀모형보다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자

료를 사용한 경우가 해면기압이 1000 hPa보다 작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결과가 비슷하거나 조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특징은 3시간 전 해면기압을 이

용할 수 있다면 각 격자점에서의 예측값 산출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해양에서와 같이 관측값이 없는 지점

에서의 예측에서는 수치모델에서 구한 3시간 전 해면

기압을 입력변수로 하여 신경망모형 등에서 예측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예측값과 기존의 수치모델에서 구

한 예측값을 비교함으로써 각 격자점에서의 해면기압

에 대한 예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특징은 예측값 산출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풍중심에 대한 정보와 지점의 정보 및 그 지

점에서의 3시간 전 해면기압 등을 입력하면 예측값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본 연구에서 다룬 

모형들로부터 산출되는 해면기압 예측치를 다양한 기

상요소들을 예측하는데 입력변수로 사용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룬 기법들을 조위예측 등의 다양한 예

측에 대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의 

남해안 지역에 대한 해면기압 예측에 대해 연구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면기압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

분석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태풍 경로

와 동해안과 서해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해

면기압 예측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분석모형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로는 

태풍속도, 태풍반경, 풍속, 상륙지점 등의 관측자료 및 

수치모델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통과 전․후

를 제외하면 동심원 형태의 해면기압 예측값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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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주변의 기압장을 고려하여 예측한다면 더

욱 정교한 예측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시점의 태풍중심에 대한 자료 및 기

상관측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면기압을 예측하였다. 
예보에 있어서는 동 시점의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력변수에 대한 예측값을 산출

하여 대입하거나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시간 후 해면기압에 대해

서 연구하였으며, 실제 예보를 위해서는 6시간, 9시간 

등의 보다 긴 간격의 예보를 위한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PM (perfect prog method)을 이용하여 

회귀모형과 신경망모형을 고려하였는데, MOS (model 
output statistics) 등의 다양한 접근법과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등의 다양한 모형을 포함하는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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