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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consensus algorithm for the prediction of tropical cyclone track has been

developed. Conventional consensus is a simple average of a few fixed models that showed the

good performance in track prediction for the past few years. Meanwhile, the consensus in this

study is a weighted average of a few models that may change for every individual forecast time.

The models are selected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o find the analogous past tropical cyclone

tracks to the current track. The next step is to evaluate the model performances for those past

tracks. Finally, we take the weighted average of the selected models. More weight is given to

the higher performance model. This new algorithm has been named as DYTRAP (DYnamic

data-base Typhoon tRAck Prediction) in the sense that the data base is used to find the analogous

past tracks and the effective models for every individual track prediction case. DYTRAP has

been applied to all 2009 tropical cyclone track prediction. The results outperforms those of all

models as well as all the official forecasts of the typhoon centers. In order to prove the real

usefulness of DYTRAP,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YTRAP system to the real time prediction

because the forecast in typhoon centers usually uses 6-hour or 12-hour-old model gui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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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은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 중의

하나로,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 및 인명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태풍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정확한 태풍 진로 예측이 필수적이다. 각국 태풍

관련 기관의 진로 예보는 해마다 현저히 개선되고 있

으며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에는 48시간

기준 예보 오차가 200km 내외의 비교적 정확한 예측

능력을 보이고 있다 (차은정 등, 2010).

태풍의 진로 예측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는 여러

수치모델의 예상 진로 자료다. 태풍센터에서 발표되는

공식 태풍 예보가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

치모델의 결과가 정확해져야 한다. 하지만 수치모델에는

항상 불확실성과 부정확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치모

델의 개발자들은 모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수치모델의 성

능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모델의 불확실성을 처리하

는 방법으로 앙상블 기법이 활용된다. 앙상블 예측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모델에 여러 가

지의 다른 초기조건을 주고 시간적분을 하여 얻은 결

과를 처리하는 방법과 여러 다른 모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단일모델 앙상블, 후자는 다중모델

앙상블이라고 한다. 다중 모델 앙상블의 예로 슈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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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블(Krishnamurti 등, 1999)이나 태풍센터에서 현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몇 개 모델의 평균을 취하는

소위 컨센서스 방식이 있다. 특히 이 컨센서스 방식은

사용에 편리성 뿐 아니라 여러 모델 결과를 단순 평

균했을 때 개별 모델의 성능에 비해 평균적으로 우수한

예측성을 보였다는 보고에 기인하여(Goerss, 2000; Goerss,

2007) 태풍센터에서 현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Jeffries

and Fukada, 2002). 기상청에서는 멀티 모델 앙상블을 이

용하여 태풍의 내습확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동찬, 2006; 주동찬과 권혁조, 2006).

이 연구는 다중 모델 앙상블의 하나인 컨센서스 생산

방식에 관한 것이다. 대개 현업에 있어서 컨센서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모든 모델 결과를 단순 평균한 진로를

공식 예보로 채택하기 보다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오차

가 작았던 몇 개의 모델을 선택하여 평균 진로를 취하는

것이다. 다음 과정으로 예보관이 자신의 경험, 당시

종관상황을 고려해서 이 1차 가이던스인 컨센서스 진로

를 약간 수정하여 공식 예보가 생산된다. 같은 태풍이

라도 태풍센터마다 진로 예보가 다른 것은 예보관마다

주관적 판단이 다른 것도 그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주

로 참조하는 1차 가이던스인 컨센서스가 기관마다 다

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제 협력의 결과로 어느 태

풍센터를 막론하고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종류가 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식 예보

가 서로 다른 이유는 컨센서스 생산 방식이 다른 데에

기인한다. 결국 컨센서스 생산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하며 최종 공식 예보의 수월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의 생산에 큰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태풍 진

로 예측을 위한 컨센서스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절에서는 각국 태풍센터의 진로 예보에 대한 비교

검토와 함께 우리 기상청이 처한 현실을 논한다. 3절

에서는 여러 국가 태풍센터에서 사용되는 컨센서스에

대한 리뷰를 제공할 것이다. 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진로 예측 방식인
DYTRAP (Dynamic data-base Typhoon tRAck Prediction)

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5절에서는 DYTRAP을 사용

한 2009년 태풍 진로 예측 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2. 태풍센터들의 예보 현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기상청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일본 기상청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미국 합동태풍 경보센터

(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의 예보시간별

평균 거리 오차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막대

위의 숫자는 사례 수에 해당한다. 2003년에서 2009년

까지 기간 동안 평균 거리 오차에서 KMA는 JMA, JTWC

에 비교했을 때 모든 예보시간에서 가장 큰 오차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KMA는 24h 예보시간에서는

JTWC보다 약 13 km 정도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48 h에서는 약 15 km, 72 h에서는 JMA보다 약 15 km 큰

오차를 보였다. 태풍센터 세 곳의 진로 예측 오차의

연도별 변화에서도 대부분의 연도에서 KMA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큰 오차를 보였다 (차은정 등, 2010).

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KMA에서는 이 예측능력을 제고할 특별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는 GTS (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 망을 통해서 전 세계 유수 모델의 결과를 입

수할 수 있어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태풍 진로 예

측에 사용하는 모델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기상청에서도 자체 보유 모델인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MM5-

based Typhoon Model (MTM), Double-Fourier-Series

BARrotropic model(DBAR)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태풍 진로 예보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모델 중에는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 (ECMWF), 미국의 Global Forecast System (GFS),

일본의 Global Spectral Model (GSM), Typhoon Model

(TYM), 미 해군의 Navy Operational Global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 (NOGAPS) 등이 있다. 다른 나라

태풍센터에서도 활용되는 모델 종류와 개수에는 우리

기상청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

상청 태풍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최종 공식 예보에 이르는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다. 최종 공식 예보에 도달하기 전 의사결정에

1차적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소위 컨센서스 진로라

불리는 몇 개 모델의 평균치다. 이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모델 종류와 개수는 기관마다 다르다. 우리 기상청에

Fig. 1. Average typhoon track forecast error of the three

typhoon centers during the past 7 years.  The number on the

top of each bar means the number of foreca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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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컨센서스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컨센서스 생산 방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매 예보 사례마다 해당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측

능력이 뛰어났던 모델의 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한 가중 평균을 취하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1)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태풍과

유사한 과거 태풍 진로 사례와 당시 모델 사례를 추

출하는 과정과 (2) 추출된 사례에 대해서 모델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3) 평가 순위에 따라 가중 평균을 취한

컨센서스 생산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진로 예측 시스템을 동적 DB 기반 진로 예측 시스템
(DYTRAP: Dynamic data-base Typhoon tRAck Prediction)

이라고 부른다. 다음 절에서는 외국 태풍센터에서의

컨센서스의 예를 소개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컨

센서스 방식인 DYTRA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

할 것이다.

3. 진로 예측 컨센서스 

(1) 태풍센터들 컨센서스 생산 방식

태풍센터에서 사용 중인 방식을 보면, 미국 NHC

(National Hurricane Center)에서는 많은 수의 모델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여러 모델의 단순

평균을 예보의 첫 단계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자체

개발된 모델들이나 다른 나라의 전구모델 결과를 와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태풍 진로 및 강도예측 결과를

추출하여 사용하며, GUNA, GUNS, CONU 등 여러

모델의 단순 평균을 예보의 첫 단계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JTWC에서도 이와 같이 다수의 모델을 활용하여

매년 과거 1~2년 동안의 모델 평가를 계속 수행하여 어

느 정도의 예측 능력이 판명된 모델들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이 2개 이상 있을 때 모든

모델의 평균 진로를 CONW로 이름 붙여 예보관에게

1차 가이던스로서 활용되고 있다.

(2) 모델 현황 분석

NHC의 GUNA, JTWC의 CONW와 같은 1차 가이던

스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 모든 모델의 예보사례에 대

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성능 평가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수의 모델을 필요로 한다. 성적이 좋지 않은 자

료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예측 시

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자

료가 많을수록 모델 성향 파악에 용이하므로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

터 2009년까지 7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성능 평가에 사용된 모델은 우리 기상청의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Double-

Fourier-Series BARotropic (DBAR) 모델, GDAPS T426,

T213 버전, Unified Model (UM), 유럽연합의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일본 기상청의 Global Spectral Model (JGSM),

미국 기상청의 Global Forecast System (GFS), 미국 해

군의 Navy Operational Global Atmospheric Prediction

System(NOGAPS)의 전구모델 9종과, 우리 기상청의
Barotropic Adaptive-grid Typhoon Simulation Model

(BAT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MM5 based Typhoon Model (MTM), 일본

기상청의 Typhoon Model(JTYM)의 지역모델 4종이다.

여기서 UM은 2009년 중반부터 기상청에서 현업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Unified Model의 결과를 말하며, 이전

JGSM 기반 GDAPS는 T426만 현재 가동되고 있으므로

과거 7년간 자료 중에서 GDAPS, T213은 2005년까지

만 자료가 있다. 마찬가지로 BATS도 현재 가동 중단된

상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GFS란 이름 대신에 예전

부터 사용되던 이름인 AVN으로 부르기로 한다.

Fig. 2는 2003~2009년의 기간 동안 각 모델의 예보

시간에 대해서 진로 예측 오차를 평균하여 왼쪽부터

전구모델, 지역모델 순으로 각각 오차가 작은 모델부터

배열하였다. 그 결과, 24 h에서는 JGSM 모델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JTYM, AVN, ECMWF, UM,

NOGAPS 순으로 나타났다. 48 h에서는 ECMWF, JGSM,

UM, JTYM, AVN, NOGAPS 순으로, 72 h에서는

ECMWF, UM, JTYM, JGSM, AVN, NOGAPS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예보시간 48 h 기준으로 KMA의 평균

거리 오차가 221.8 km 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모델은

그 성능이 매우 우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같은 전구 모델이라 하더라도 성능의

Table 1. Example of consensus method in typhoon centers.

Institute
Consensus

name
Models

NHC

GUNA
GFDL + UKMET + NOGAPS + GFS 

(AVN) (all four)

GUNS GFDL + UKMET + NOGAPS (all three)

CGUN corrected version of GUNA

CONU
GFDL + UKMET + NOGAPS + GFN + 

GFS (at least two)

CCON corrected version of CONU

JTWC

CONW average of all available 8 models

GLAV GFS + NOGAPS + JGSM + UKMO

RGAV JTYM + GFDN

SCON consensus from SAFA

JMA JGSM + J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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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매우 현격하여 GDAPS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성능이 떨어지며, 지역 모델이 전구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현업에서 제외된 GDAPS, T213,

BAT 모델과 예측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T426, T213,

DBAR, MTM 등과 같은 모델을 제외하고, 48 h 예보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 수행 성적이 우수한 6개의 모델

즉, 전구모델 ECMWF, JGSM, UM, AVN, NOGAPS

5개와, 지역모델 JTYM을 컨센서스 멤버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들을 성능이 우수한 순으로 정렬하면 ECMWF,

JGSM, UM, JTYM, AVN, NOGAPS 순이지만, UM은

2009년부터 자료를 생산한 신생 모델이므로 이를 감

안해 순위를 다소 하향 조정하여 ECMWF, JGSM, JTYM,

UM, AVN, NOGAPS 순으로 고정하여 상위 6개 모델

이라 하였다.

상위 6개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자

가 원하는 대로 검색하거나 평가하려면 강력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될

동적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예측 시스템은 이러

한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상위

6개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컨센서스 방식

을 시도해 보았다.

4. DYTRAP

이전 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

된 6개의 모델을 활용한 태풍 진로 예측을 위해 과거

모델과 태풍센터들의 진로 예측 자료 및 관측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동적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예측 (DYTRAP: Dynamic data-base Typhoon tRAck

Prediction)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HC의 GUNA, JTWC

의 CONW가 과거 수행 성능을 기반으로 성능이 우수한

몇 개 모델을 고정하여 단순 평균 방식의 컨센서스를

사용한다면, DYTRAP은 단순 평균 방식을 포함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가중 평균 방식의

컨센서스를 사용하여 진로를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상황에 따라 가중 평균할 모델의 순위를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 예보 사

례마다 현재 태풍이 위치한 지점에서 임의의 거리 내에

있는 과거 태풍을 검색하고, 검색된 과거 태풍에 해

당하는 진로 예측 자료를 모델별로 각각의 예보시각별

오차거리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예보자)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한 N개의 모델을 직접 선정하고

각 모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현재 태풍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으며, 예측 진로는 모델 자료와 함께 진로

표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측한 자

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

비교할 수도 있다.

(1)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예측 시스템은 동적 데이

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예측 시스템, 태풍 진로 및

모델 예상 진로 표출 시스템, 태풍 자료 검색 및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컨센서스 생성

Fig. 2. Mean track error of the models used in KMA typhoon track forecast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9.  (a) 24 h, (b)

48 h, and (c) 7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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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태풍 자료를 검색 및 표출하거나

컨센서스 자료 생성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태풍 진로 및 모델 예상 진로 표출 시스템은 태풍 진

로 자료와 모델 예상 진로 자료가 입력된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 및 검색하여

그 결과를 테이블 또는 그래픽 형태로 표출하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웹 브

라우저에 표출하였다. 웹 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며 배경 지도로는 구글 맵을 활용한다. Fig. 3은

2009년 8월 9일 00시 0908호 태풍 MORAKOT에 대

해서 태풍 진로 및 당시 활용 가능한 모든 모델의 예상

진로들이 표출된 상태의 브라우저 화면이다.

태풍의 현재 위치는 북위 25.7o, 동경 120.3o이다. 현

재까지의 태풍 진로에서 태풍 등급별로 심벌의 색깔

을 달리하였다. 연두색은 TD 등급, 파란색은 TS, STS

등급이고 빨간색은 TY 등급의 태풍을 의미한다. 각

심벌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해당 위치의 위경도

좌표가 표시된다. 모델별 예상 진로에서 청록색 계열은

전구모델, 노란색 계열은 지역모델을 의미한다. 모델

진로에서 심벌 ①은 24시간 후 예상 위치 (24 h), 심벌

②는 48시간 후 예상 위치 (48 h), 심벌 ③은 72시간 후

의 예상 위치(72 h)이다.

태풍 자료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들어

오는 태풍의 진로 자료 및 모델별 예상 진로 자료를

간편하고 빠르게 검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태풍 자료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되

는 태풍 진로 자료와 모델 예상 진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베이

스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태풍 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의 화면에 표출하게 된다.

(2) 시스템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 컨센서스 생산 프로

그램은 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동적 데이터베이스

를 바탕으로 태풍의 예측 진로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이다. 또한 생산된 진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추후 자료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오차 거리 분석 등의

방법으로 예측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Fig. 3에서 각 구성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지도를 축소, 확대 또는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

이션 버튼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2) 연도, 월, 일, 시를 선택하면 그 시각에 존재했던

태풍번호와 이름이 바로 우측 창에 나타난다. 해

Fig. 3. Start-up screen of DYTRAP. Descriptions of the functions labeled with numbers are given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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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태풍을 선택하면 선택된 태풍의 과거 이동 진

로와 현재의 모델별로 예측된 진로가 지도에 그

려진다. 보이기 원하지 않은 진로를 화면에서 제

거하는 방법은 우측의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

크 상태를 해제하든가 해당 진로를 클릭하면 화

면에서 사라진다.

3) CONB 설정 창은 <add>, <del>, <up>, <dn> 버

튼을 두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더

하거나 뺄 수 있다. 컨센서스에 사용되는 모델은

최대 6개까지이며, 각 모델별 순위를 바꾸어 가중

치를 성능이 우수한 순서대로 가중치를 차등으로

부여한다. 가중치는 WEIGHT 입력칸을 통해 사용

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 <초기화> 버튼을 통해 처음 설정된 값

으로 되돌릴 수 있다. Table 2에 컨선서스에 사

용되는 모델의 개수에 따른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4) 지도, 위성, 하이브리드, 지형 등 지도 모양을 선택

할 수 있는 버튼이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5) 선택된 태풍의 현재 위치와 반경을 선택하여 과거

태풍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버튼이 있다. 검

색된 과거 태풍이 Fig. 5와 같이 태풍목록과 함께

지도 위에 회색으로 진로가 표시된다.

6) 예보시각에 발표가 있는 모델은 체크되고 발표가

없는 모델은 체크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CONB1

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진로를, CONB2는

가중치가 부여된 진로를 표시한다.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의 CONB1과 CONB2를 예

측 값으로 확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7) 예보시각에 발표가 없는 모델 중에서 이전 시각에

발표가 있는 경우 이전 시각의 예측 자료를 내

삽한 값을 예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shift 칼럼에 표시하였다. 체크된 모델은 shift 자

료가 있는 경우이고 체크되지 않은 모델은 자료

가 없는 경우이다.

8) 선택된 태풍의 현재까지의 이동 진로이다. 태풍의

이동 진로 표출에는 RSMC best track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TD 등급은 연두색, TS와 STS 등급은

파란색, TY 등급은 빨간색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9) 모델별 예측 진로이다. 모델 진로의 ① 심벌은 예

보시간이 24시간이고 ②는 48시간 ③은 72시간

이다. 이 심벌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모델명,

현재 위경도 좌표가 풍선도움말로 표시된다. 심벌

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모델이 화면에서 사라

지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가 예측한 자료를 조회

하고 이에 대한 오차거리 분석 결과를 화면에 표출한

다. 시간별, 태풍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3) 컨센서스 생산 방법

생산된 컨센서스 방식은 CONsensus based on data-

Base(CONB)로 하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상위 6개 모델을 활용하여 컨센서스를 설정하는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상위 6개 모델 고정 순위의 단순 평균

② 상위 6개 모델 고정 순위의 가중 평균

①번 방식을 CONB1, ②번 방식을 CONB2로 설정

하였다. CONB1은 단순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순

위에 큰 영향이 없지만, CONB2는 높은 순위의 것일

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CONB1과 CONB2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사용되는 6개 모델이 비록 과거의 수행 성적이 우수

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

이다. 우수한 성능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큰 오차의 진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조한 성능의 모델이

실제 진로와 가깝게 예측할 수도 있다. 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순위를 고정한 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태풍의 발생위치에 따라, 태풍이 이동하는 진로의 모

습에 따라 모델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때

문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예보시점의 태풍

위치에서 과거 태풍을 검색하여 우수한 모델에 가중

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DYTRAP을 사용해서 진로 예측을 생산하는 방법을

Fig. 5에 보였다. 어느 시각에 태풍이 존재하면 모델 예

상 진로들이 모두 표출된 화면이 나타난다 (Fig. 4(a)).

원하는 예보 시각에서 현재 태풍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

경 2o 내부를 통과한 과거의 모든 태풍을 검색한다

(Fig. 4(b)). 여기서 반경의 범위는 진로 표출 시스템에

Table 2. Weight table applied to the consensus members

depending upon the number of the consensus members (in

percent).

Rank

Number of

members

1st 2nd 3rd 4th 5th 6th

6 30 20 20 10 10 10

5 30 20 20 15 15 N/A

4 30 30 20 20 N/A N/A

3 40 30 30 N/A N/A N/A

2 60 40 N/A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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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검색된 수많은 태풍 중에서 현 사례와 관련 없을 법한

태풍을 선별 삭제할 수 있으며 (Fig. 4(c)), 나머지 유사

진로의 과거 태풍에 대해서 15개 모델의 예측 성능 평

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는 진로 오차의 막대그래프로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Fig. 5). 24 h,

48 h, 72 h 각각의 예보시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하는

데, 여기서는 48 h 예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적이

좋은 상위 6개의 모델로 컨센서스 방법을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예측 진로를 얻을 수 있다 (Fig. 4(d)).

③ 상위 6개 모델 가변 순위의 가중 평균(단, UM은

4위로 고정)

④ 상위 6개 모델 가변 순위의 가중 평균(단, UM은

4위, NOGAPS는 6위로 고정)

상위 6개 모델을 제외한 과거 수행 성적이 좋지 않은

나머지 모델은 큰 오차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평

균에서 제외하였다. ③번 방식을 CONB3으로, ④번 방

식을 CONB4라 하였다. UM의 성능은 좋으나 자료수가

적은 관계로 4위에 고정시키고, CONB4에서는 상위 6개

모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은 NOGAPS를 6위에

추가로 고정시켰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고 저장하면, 오

차 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거리 오차와 사용되어진 모

델을 My Forecast 탭에서 예측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009년 8호 태풍 MORAKOT의 8월 9일 00시 CONB

예측 진로를 생산하는 데에는 ECMWF, JGSM, JTWC 의

3개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상위 6개 모델만을 평

균에 사용하면, 예보 시점에 따라 모델의 자료가 없는

경우 5개, 4개, 또는 그 이하 수만큼의 모델만으로 평

균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Table 3에 컨센서스

모델 수에 따른 48 h 거리 오차를 나타내었다. 컨센서스

에 사용되는 모델 수가 많을수록 거리 오차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위 6개 모델 중에서 가용모

델이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비록 과거 수행 성적의 오

차가 큰 모델일지라도 진로 표출 시스템에 성적이 좋은

Fig. 4. Example screens that show the sequence of obtaining the consensus prediction.  The case shown here is MORAKOT the

8th typhoon of 2009.  (a) default screen, (b) past typhoon tracks that passed 2o circles centered at the current TC position, (c)

seven TC tracks are eliminated manually, (d) two consensus tracks are generated based on the past mode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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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순으로 추가해 준다면 컨센서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⑤ 상위 6개 모델 중에서 가용모델이 4개 이하인

경우, 과거 수행 성적이 좋은 모델 순으로 추가

해 5개로 고정하여 가중 평균

⑤번 방식을 CONB5라 하였다.

5. DYTRAP을 이용한 2009년 태풍 진로 예측

(1) 태풍 진로 예측 컨센서스 결과

태풍 진로 예측에 사용된 컨센서스 방식을 정리해

보면 Table 4와 같다. 컨센서스 방식은 2009년에 발

생했던 22개 태풍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48 h 예보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컨센서스 방식을 이용하한 진로 예측 결과를 Table 5

에 나타내었다. 괄호안의 숫자는 사례 횟수에 해당한다.

48 h 예보 기준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KMA의 48 h 예

Table 3. 48 h mean forecast error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consensus members.

Consensus number 6 5 4 3 2

48 h Forecast error (km) 144.8 168.3 210.8 207.4 205.7

No. cases 143 109 60 33 14

Table 4. Summary of the consensus experiments in 2009

TC track prediction.

Consensus 

type
description

CONB1 Simple average of the top 6 models

CONB2 Weighted average of the top 6 models

CONB3 Same as CONB2 except UM at the 4th rank

CONB4 Same as CONB3 except NOGAPS at the 6th rank

CONB5

When the number of the available top 6 models 

is less then four, other models are added so that 

total consensus number becomes five.

Table 5. Comparison of 48h track predictions of the KMA with several consensus of DYTRAP.  Units are in km.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he number of forecast cases.

TCID KMA CONB1 CONB2 CONB3 CONB4 CONB5

0901 270.4(11) 188.8(11) 187.4(11) 187.4(11) 187.4(11) 187.4(11)

0902 371.3(14) 220.2(23) 223.0(23) 223.0(23) 223.0(23) 223.0(23)

0903 211.8(8) 203.6(9) 203.6(9) 203.6(9) 203.6(9) 203.6(9)

0904 283.0(6) 278.3(5) 269.7(5) 269.7(5) 269.7(5) 214.4(5)

0906 244.6(3) 121.4(4) 107.6(4) 121.0(4) 107.6(4) 73.3(4)

0907 191.9(3) 140.0(13) 141.8(13) 142.5(13) 143.1(13) 170.7(13)

0908 193.1(20) 119.5(24) 115.0(24) 119.2(24) 117.7(24) 115.4(24)

0909 448.4(6) 234.1(12) 235.7(12) 234.1(12) 234.6(12) 212.1(12)

0910 239.1(24) 176.6(25) 176.4(25) 176.4(25) 176.4(25) 175.5(25)

0911 203.1(8) 119.0(8) 111.5(8) 105.4(8) 111.8(8) 119.2(8)

0912 197.9(16) 128.3(18) 109.9(18) 114.6(18) 115.4(18) 109.9(18)

0914 121.0(22) 131.9(23) 123.3(23) 127.7(23) 124.2(23) 119.7(23)

0916 116.4(7) 137.9(12) 137.8(12) 137.4(12) 137.7(12) 137.4(12)

0917 213.4(44) 161.5(54) 166.0(54) 157.6(54) 156.6(54) 165.9(54)

0918 180.8(26) 155.2(28) 146.4(28) 149.6(28) 149.0(28) 146.2(28)

0919 276.5(10) 287.2(11) 309.5(11) 285.8(11) 285.8(11) 292.0(11)

0920 403.8(37) 218.7(37) 226.8(37) 223.6(37) 220.0(37) 223.6(37)

0921 176.7(17) 170.5(19) 166.8(19) 166.1(19) 169.7(19) 165.5(19)

0922 123.9(24) 139.5(33) 136.4(33) 143.4(33) 139.9(33) 136.4(33)

Total

mean

233.0

(306)

170.4

(369)

169.5

(369)

168.8

(369)

167.9

(369)

167.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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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료가 없는 0905, 0913, 0915 는 사례에서 제외되

었다. 2009년 KMA는 48 h 예보를 총 306회 생산하였

으며 평균 거리 오차는 233 km로 나타났다. 컨센서스

진로 예측 결과 평균 거리 오차가 가장 작은 컨센서스

방식은 CONB5로 나타났으며 369회 사례에서 평균

거리 오차는 167.6 km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KMA와

비교해서 오차가 28%나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순 평균 컨센서스 방식인 CONB1과 비교하면 기대

했던 만큼 감소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가변

순위의 가중 평균 컨센서스 성능 향상에 대한 가능성

을 볼 수 있었다.

(2) DYTRAP 예측의 일관성 검증

태풍센터에서 발표하는 공식 예보에는 예보관의 주

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평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어느 모델은 예보관의 공식 예보보다 평균 오차가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2의 상위 1, 2위 모델의 평균

성능은 Fig. 1의 공식 예보보다 성적이 더 좋다. 그렇

다고 그 모델을 공식 예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예측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를테면 그러한 모델이 어느 시각에 예상 진로와 바로

다음 예보 시각에 예상 진로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지라도 연 평균적으로는 성적이 좋을 수도 있다는 뜻

이다. 그러한 모델을 그대로 공식 예보로 발표하면 연

평균 성적은 좋아질지라도 일관성이 결여된 태풍 진로

예측은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예보관

은 이런 예보 시각마다의 불일치성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이전 예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

지시키는 것이 예보자의 임무 중 하나다. 그러한 의

미로 예측의 일관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일관성 지수

(CI : Consistency Index)를 제안하였다. 이 CI를 3개 기

관의 공식 예보와 본 연구의 DYTRAP 결과에 적용

시켜 비교해 보았다.

CI의 개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어떤 예보시간 t = 0

에서 예측 진로를 생산하면, 6시간 뒤인 t = 6에서 태풍

은 이동하고, 예측 진로도 새로 생성된다. 이론상으로

t = 0에서 예측 진로가 완벽하다면 24 h 예측지점과 t = 6

Fig. 5. Pop-up windows which shows the past-year model performances. 

Fig. 6. Description of the consistency index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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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8 h 예측지점은 일치한다. 이 경우 CI = 0 이다.

CI는 예측 진로가 이전 예보에 대하여 크게 변화할수록

큰 값을 가지며 t = 0에서 위치와 t = 6에서 위치와의 거

리차를 나타낸다. 즉, CI가 작을수록 예측 진로에 일

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t = 6에서의 18 h 예측지점은 편의상 0 h와 24 h 예측

지점의 3/4 내삽으로 결정하고, 이 지점은 t = 0에서의

24 h 예측지점이므로 CI(24)라 하였다. CI(48)과 CI(72)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2009년의 각 태풍센터와

상위 6개 모델의 가중 평균인 CONB2의 CI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막대 위의 숫자는 사례 수에 해

당한다. CI를 비교하면 JTWC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

으로 예측 진로의 일관성이 가장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B2의 CI는 KMA에 비교하여 24 h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DYTRAP을 이용한 컨센

서스 예상 진로를 그대로 공식 예보로 채택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 8는 CI의 한 예로 2009년 11호 태풍 KROVANH

의 KMA와 CONB2 예측진로를 보였다. 0911의 KMA

CI(48)은 136 km, CONB2는 98 km이었다. CI가 작은

CONB가 KMA에 비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진로 예

측을 했음을 의미한다. CI의 값이 클수록 매 예보시

간에 따른 예측 진로가 크게 변동한다. 또한, 실제 예측

오차에 있어서도 CONB가 KMA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값을 보였다.

전구모델은 보통 하루에 2회, 00 UTC와 12 UTC에

생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06 UTC와 18 UTC에는 가용

모델이 적어져 6시간 이전 자료를 내삽하여 활용하였

다. 하지만 이것은 6시간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

문에 그 정확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Fig. 9에 00 UTC

와 12 UTC, 06 UTC와 18 UTC에 생산된 예보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에서 막대 위의

숫자는 사례 수에 해당한다.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CONB에서 00, 12 UTC 에 생산된 예보가 06, 18

UTC에 생산된 예보보다 평균 거리오차가 현저히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태풍 현업에 있어서는

6시간 전 혹은 12시간 전 모델 예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태풍센터

현업에서의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 결과와 현업 결과가 비교 가능하게

되려면 본 시스템을 실시간 현업에 적용하여 현업과

마찬가지로 6시간 전 혹은 12시간 전 모델을 사용해

야할 것이다. JTWC에서 연차보고서에 1차 가이던스인

CONW의 평가를 공식 예보와 함께 게재하는 것처럼 본

DYTRAP에서 생산된 컨센서스도 실시간 적용을 거친

후에야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Fig. 8. Total forecast tracks of (a) the KMA and (b) CONB2 during the whole life span of KROVAHN the 11th tropical

cyclone of 2009.

Fig. 7. Comparison of the consistency index for 2009

typhoon track predictions by the three typhoon centers and

the prediction by the current study CONB2. The number on

the top of each bar means the number of foreca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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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수치모델의 발전에 의해 태풍의 진로 예측은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어왔다. 아울러 수치모델이 안고 있는

불완전과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단일 모델 앙상블

예측, 다중 모델 앙상블 예측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델을 단순 평균하여 진로를

예측하는 데에서 나아가 매 예보 시각마다 비슷한 과

거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례에 과거 성능이 우수한 모델

순으로 가중치를 더 주는 새로운 컨센서스 방식으로

진로 예측을 시도하였다.

매 예보 시점마다 과거 사례에서 우수한 모델을 검

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데

이터베이스에는 RSMC best track에 있는 단순 태풍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시각에 생산된 모든 예측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의 개수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자료가 많을수록 모델

성향 파악에 용이하므로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시간별 예측 오차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오차 거리 계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기간 동안 KMA, JMA, JTWC 의 3개 태풍센터

예보와 ECMWF, JGSM, UM 등 전구모델 9종, JTYM,

RDAPS 등 지역모델 4종의 총 13개 모델 예측자료 이

다. 모델 성능 평가를 통해 48 h 예보시간 기준으로 성

적이 좋은 ECMWF, JGSM, JTYM, UM, AVN, NOGAPS

순의 상위 6개 모델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단순 평균

방식을 CONB1, 순위에 따른 가중 평균 방식을 CONB2

로 하였다. 과거의 수행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예보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유사 진로 태풍을 검색하여 선별된 태풍 예보에서 순

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구현해 보았다. 모

델의 순위를 고정하는 것이 아닌, 매 사례마다 우수했

던 모델에게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변순위 컨센서스

를 CONB3, CONB4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위 6개

모델만을 사용할 경우 모델수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사용되는 모델의 개수를 5개

이상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CONB5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컨센서스 방식을 2009년 22개

태풍에 적용해본 결과 5개 방식 모두 경우에서 기관

예보의 거리 오차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4 h, 48 h,

72 h의 모든 예보시간에서 거리 오차가 작아짐을 확인

하였다. 단순 평균 보다는 가중 평균 방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또한 같은 가중 평균 방식이라도 고정 순위

보다는 매 사례마다 순위를 변화시키는 가변순위 방식

에서 오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

용되는 모델의 개수가 많을수록 예측 성능은 향상되었다.

생산된 컨센서스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 지수

인 CI를 사용하였다. CONB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일

Fig. 9. Comparisons of 00, 12 UTC forecast and 06, 18 UTC forecast in 2009.  (a) 24 h, (b) 48 h, (c) 72 h.  The number on the

top of each bar means the number of foreca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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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현업에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CI는 전 시간의 예측 지점과 같은 시간에

상응하는 현 예측지점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검증결과

CI는 24 h에서 KMA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예보시간이

길어질수록 KMA와 비슷하거나 보다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구자료가 00 UTC와 12 UTC에

생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00, 12 UTC와 06, 18 UTC에

생산된 예보자료를 나누어 평균 거리오차를 확인해본

결과 00, 12 UTC에 생산된 자료의 오차가 확연히 작

게 나타났다.

미국 NHC의 GUNA, JTWC의 CONW와 같이 몇 개

의 모델을 단순 평균 하는 컨센서스 방식을 예보자에게

일차 가이던스로 제공하여 예측 오차를 줄인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의 가중 평균 컨센서스 방식을 통해 향

후 태풍 진로 예측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 모델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와 더

불어 태풍센터 예보도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모델 자

료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태풍 진로

예측의 예측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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