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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7년의 태풍 Manyi와 Usagi 기간 동안에 대기모델에 의해 예측된 한반도 주변의 해면기압의 정확도

를 비교하였다. 중규모 지역 모델인 RDAPS, KWRF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9 km, 3 km 수평해상도의 고해상도

WRF 모델 결과가 활용되었다. 모델로 예측된 해면기압은 한반도 주변의 AWS와 해양기상 부이 등 연안지역에 총

35개 지점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비록 4개의 모델이 태풍 기간 동안 해면기압을 잘 모의하였지만 3 km WRF가

가장 좋은 예측 결과를 보였으며 지역 모델인 RDAPS와 KWRF와 비교하여 최대 69%와 60%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curacy of mean sea level pressure(MSLP) predicted by weather mod-

els around Korean Peninsula during typhoon Manyi and Usagi period in 2007. The mesoscale regional model,

RDAPS, KWRF with 30 and 10 km horizontal resolution and developed high-resolution WRF models with 9

and 3 km horizontal resolutions are used to predict the features of MSLP. The predicted MSLP aspects were

verified using observed results from total 35 coastal stations including AWS and ocean buoy. Although 4 mod-

els showed the reasonable MLSP results during typhoon periods, the highest resolution, 3km WRF model show

the most accurate MSLP results with maximum 69% and 60% improvement with comparisons of RDAPS and

KWRF,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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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기상 재해를 유발하는 태풍, 파랑, 폭

풍해일 등의 예측을 위해서는 해상풍과 해면기압의 정확한 예측

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해상풍은 주로 파랑의 영향을 주며 파

랑 예측모델의 주요한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해상풍과 함께 해면

기압은 폭풍해일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되어 태풍 및 저기압 통

과시 폭풍해일을 예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주변의

해상풍의 특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Na et al.

[1992], Lie et al. [1994], Lie et al. [1995], 나 등 [1997], 유 등

[2007], 정 등 [2008], Kwun and You [2009], 유 등 [2009]). 전

등 (2001) 은 폭풍해일 예측을 위해 태풍시기의 해면기압을 지상

기압자료, 위성관측자료, 항공기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태풍 파

라미터를 정밀 분석하고 태풍시 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해양

부이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 와 이(2008)는 최근 2007년

태풍 나리에 대해 해면기압을 기상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모델로

모의 하였다. 그러나 해면기압을 산출한 기존의 연구들(전 등, 2001;

이 와 이, 2008)에서 사용한 모델들은 비교적 단순한 모형으로써

3차원의 대기 모델에서의 해면기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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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할 뿐 아니라 다

양한 크기의 섬들이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매우 복잡한 해양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한 해양기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예측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상

청/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8 km 수평해상도의 지역 파랑 및 폭풍

해일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예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1 km

수평해상도의 연안 해양기상 예측시스템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고해상도의 해양기상의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

해상도의 대기 모델 결과가 필요하다. 현재 파랑 및 폭풍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해상풍 및 해면기압은 기상청의 운영

예보 모델인 30 km 수평 해상도의 MM5(Mesoscale Model 5)기

반의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과

10 km 수평 해상도의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기반의 KWRF(Korea WRF)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유 등[2007] 은 RDAPS 모델 자료를 QuikSCAT 위성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공간적으로 하계에 -0.5 m/s와 동계에 -1 m/s의 편

차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wun and You[2009]의 연구에

서는 RDAPS, KWRF의 해상풍 결과와 자체 개발한 9 km와 3 km

해상도의 WRF 결과를 비교하였다. 태풍이 우리나라 통과시 연안

에서 3 km 해상도의 WRF의 해상풍의 예측결과와 관측치의 차이

가 30% 정도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Kwun and You [2009] 의 모델 결과를 바탕으

로 2007년의 태풍 Manyi와 Usagi 태풍 접근시 연안 지역의 30 개

지점의 AWS(Automated Weather Station) 관측자료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5개의 해양기상부이 관측자료의 결과와 모델에서 예측

결과 중 해면기압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2. 모델 및 분석 방법

기상청의 현업 예보 시스템인 RDAPS는 MM5 모델 기반이며

수평해상도 30 km인 지역 모델을 기준으로 한반도 주변의 네스팅

모델인 10 km와 5 km의 수평해상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동화

를 수행한 후, 72시간의 예보장을 등시그마면과 등압면에 대해 3

시간 간격으로 매일 2회(00, 12UTC) 생산하고 있다(유 등 [2007]).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WRF 기반의 KWRF 는 지역 모델

이 10 km 수평해상도 구성되어 있으며 RDAPS 기반의 지역 예보

시스템의 보완 및 상호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MM5는 미국의 기상연구소(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이 공동 개발한 모델이다. 초기에는 중규모 현상의 기상예측에 주

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중규모와 미규모 기상현상에 적용 가능하

게 되었고 대기오염물질 광화학반응, 이동, 침착 모형의 입력자료

생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었다. MM5 모형은 비압

축성 비정수계(Non-compressible nonhydrostatic, Dudhia, [1993])

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B 격자 체계를 사용하여 바람 속

도 등의 벡터 성분은 격자의 모서리 점에서 온도, 습도 등의 스칼

라 성분은 격자의 중심점에서 정의된다. 연직 격자로는 지형을 따

라가는 시그마 좌표계(σ-coordinate)를 사용하고, 완전 시그마 층

(full sigma level)에서 연직 속도가 정의되면 반 시그마 층(half

sigma level)에서 수평 바람 성분 및 온도, 습도 등이 정의된다. 시

간 적분방법으로 1차 등넘기(Leapfrog) 시간적분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이류항에 대해서는 2차 중심 차분법(2nd order centered

differencing)을 이용한다. 수평 확산 방안으로는 경계점에 대해서

는 2차, 내부 격자점에 대해서는 4차 확산 방안을 사용한다. 

WRF 모형은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

hydrostatic) 중규모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한다. 연직 격자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mass-based terrain

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 수치계에서는 MM5 모형과 달

리 3차 Runge-Kutta split-explicit 시간적분을 사용하며 이류항에

대해서는 5차 upwind 또는 6차 중심 차분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플럭스 형태의 진단방정식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

칼라량을 보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07]).

RDAPS와 KWRF의 초기 조건은 기상청의 전구 예측시스템인

GDAPS(Glob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상도는 T426L40이다(Kwun and You [2009]). 본

연구에서 개발되어 활용된 WRF 기반의 고해상도 대기 모델은

Fig. 1. Modeled area of RDAPS, KWRF, WRF09 and WR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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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m(WRF09)와 3 km(WRF03)로 구성되어 있으며 KWRF의 결

과를 경계조건으로 활용하여 모델을 수행하였다. 최신의 WRF 3.0

버전인 ARW-WRF(Adanced Research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ang et al. [2008])을 사용하였다. Table 1에는 각

모델의 해상도 및 수평/수직 격자수 등의 정보를 정리하였다. 

3. 결 과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발생한 태풍 중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

했던 태풍 4호 Manyi와 5호 Usagi의 기간 동안 운영 대기 모델

결과(RDAPS, KWRF)를 활용하여 태풍진로를 산출하였다. Fig. 2

에는 모델로 예측된 2개의 태풍의 진로와 일본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에서 제공된 best track의 태풍

진로와 비교하였다.

태풍 Manyi 시기에는 RDAPS와 KWRF 모두 전반적으로 best

track에 일치하는 태풍 진로를 나타냈으나, 2007년 7월 14일 이후

에는 KWRF의 결과가 best track과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태풍

Usagi가 일본을 지나 동해로 이동한 시기에는 태풍 진로의 정확

Table 1. General specifications of model (from Kwun and You, 2009)

RDAPS KWRF WRF09 WRF03

Model MM5 WRF WRF WRF

Resolution 30 km 10 km 9 km 3 km

Horizontal grid 191×171 574×514 240×240 295×277

Vertical grid 33 31 28 28

Top height 50 hPa

Fig. 2. The track of Typhoon Manyi (Left) and Usagi(Right) simulated by RDAPS(green line) and KWRF(red line) and best track by

RSMC(black line). (from Kwun and You, 2009).

Fig. 3. The courses of (a) Typhoon Manyi and (b) Typhoon Usagi

simulated by RDAPS and KW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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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rizontal mean sea level pressure (MSLP) and surface wind distribution of (a) Observation, (b) RDAPS, (c) KWRF, (d) WRF09

and (e) WRF03 during Typhoon Manyi (12 UTC, 14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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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mean sea level pressure (MSLP) and surface wind distribution of (a) Observation, (b) RDAPS, (c) KWRF, (d) WRF09

and (e) WRF03 during Typhoon Usagi (12 UTC, 2 Augu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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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이동 속도 측면에서 KWRF가 RDAPS보다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은 태풍 Manyi와 Usagi 이동하는 동안

12시간 간격의 중심 기압의 변화에 대한 RSMC와 모델결과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태풍 Manyi의 경우에는 RSMC의 best track

과 비교했을 때, RDAPS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기압이 크게 변

화하지 않으면서 태풍 강도를 강하게 예측하였다. KWRF는 7월

12일 12 UTC의 약 30 hPa 차이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RDAPS

에 비해 중심기압을 RSMC 결과와 일치하는 예측결과를 나타내

었으나 전체적으로 태풍을 약하게 모사함을 알 수 있다. 태풍 Usagi

동안에는 RDAPS와 KWRF 모두 전반적으로 중심기압을 약하게

모의하였고 8월 1일과 2일에 모델이 태풍의 중심기압을 매우 약

하게 모의하고 있어 앞선 Manyi 태풍 결과와 유사하게 RDAPS에

비해 KWRF 결과가 중심기압이 RSMC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와 5는 각각 태풍 Manyi와 Usagi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칠 동안의 해면기압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모델과 비교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해면기압의 분포도와 모델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4에는

태풍 Manyi가 영향을 미친 7월 14일 12 UTC에 해면기압을 나타

내었다. 태풍의 중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RDAPS, KWRF,

WRF09와 WRF03 모두 전반적으로 기압패턴을 모사하는 데 있어

큰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해상도인 WRF09와

WRF03 모델 결과가 RDAPS와 KWRF 등의 지역 운영 기상 모

델과 비교했을 때 1000 hPa 기압을 서해안 지역에 가깝게 모의하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태풍이 남부지방으로 접근함에 따라 전반

적인 해면기압이 낮아지고, 특히 남해안 지역부터 태풍의 영향이

있는 1000 hPa 이하의 등압선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태풍 Usagi가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에는 태풍 Manyi에 비해

전반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남을 해면기압장 분포를 통

해 알 수 있다. 태풍 Usagi가 한반도 남동해안 지역으로 다가왔다

가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강도가 약해지는 변화 양상이 RDAPS,

KWRF와 WRF09 와 03 모델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난다. 조밀한

등압선이 한반도에 지배적이던 태풍 Manyi의 경우와는 달리, 태

풍 Usagi 기간에는 한반도 상에 넓은 등압선 간격이 분포하는 해

면기압 양상을 알 수 있다. 모델 해상도에 따른 해면기압의 정확

도 검토를 위해 각 모델에서 산출된 해면기압과 기상청에서 운영

하는 한반도 주변의 30개 지점의 연안 AWS(Automated Weather

Station) 관측자료와 5개 지점의 해상부이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6과 7에서는 태풍 Manyi와 Usagi 기간 동안 각 대기모델이

60시간 예측한 해면기압과 전체 35개 관측자료의 해면기압과의 평

균 bias(mean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태풍 Manyi의 경우는 2007년 7월 12일 12 UTC

에 60시간 예측한 자료이며 태풍 Usagi의 경우는 2007년 8월 1일

00UTC에 예측한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태풍 Manyi의 경우, bias 비교에서 WRF09와 03의 결과가 전

예측시간에 걸쳐 매우 좋은 bias 결과를 보이고 있다. RDAPS는

관측치에 비해 해면기압을 낮게 모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반해 KWRF 는 해면기압 예측치가 관측치에 비해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MSE 비교에서도 전 예측시간에 걸

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상세 대기모델(WRF09, WRF03)결과가 2

hPa 이하의 낮은 RMSE를 보이고 있어 매우 높은 예측 결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RDAPS 의 경우 최대 6 hPa 이상의 RMSE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Usagi의 경우, 지점별 bias와 RMSE 분석 결과 앞선 태풍

Manyi 경우와 마찬가지로 RDAPS와 KWRF에 비해 WRF09와

WRF03 결과가 작은 관측값과의 오차를 보여 고해상도의 WRF09,

03 모델이 지역모델에 비해 정확한 해면기압장을 산출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관측지점에서 WRF09와 WRF03은 해면기압

을 관측결과와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RMSE 분석 결과도

고해상도의 WRF03 모델이 해면기압을 가장 정확하게 모의함을

알 수 있다.

Table 2에는 앞선 해면기압 60시간 예측결과와 총 35개 관측지

Fig. 6. Variations of bias(upper) and RMSE (lower) between the

predicted and observed MSLP during Typhoon Manyi for 60 hour

forecasting at 12 UTC 12 Jul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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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료와의 bias와 RMSE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태풍 Manyi의

경우 bias는 KWRF가 2.03 hPa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RF03

이 0.41 hPa로 가장 작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RMSE 비교에서도

RDAPS가 3.33 hPa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WRF03이 1.02 hPa

로 가장 작은 수치를 보였다. 태풍 Usagi의 경우도 고해상도 대기

모델결과와 지역 모델과의 결과 차이가 잘 나타나는데 RMSE 결

과에서는 RDAPS가 2.03 hPa로 최대 WRF03이 1.14 hPa로

WRF09와 함께 WRF03의 오차가 매우 적게 나타나 관측된 해면

기압에 가장 유사한 해면기압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bias

의 경우 WRF03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RDAPS와 KWRF의 경

우 양과 음의 bias 결과가 번갈아 나타나 평균에서는 bias 값이 작

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대표적인 지역 대기 모델인 RDAPS

와 KWRF와 고해상도로 개발된 9 km와 3 km의 WRF을 활용하

여 2007년에 대표적인 태풍 Manyi와 Usagi 기간 동안의 해면기

압을 산출하여 35 개 지점의 관측치와 비교하여 예측 정확도를 산

출하였다. 

태풍 Manyi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3 km 수평해상도의

고해상도 WRF 모델의 해면기압 예측결과가 중규모 모델인 RDAPS

와 KWRF에 비해 정확도가 각각 69%와 60% 향상됨을 보였다.

또한 예측영역이 3 km 모델 보다 넓은 9 km 수평해상도 WRF 모

델도 중규모 모델에 비해 예측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태풍 Usagi의 경우도 해면기압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

는데 3 km WRF 예측 결과가 RDAPS 결과에 비해 최대 44% 정

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연안의 상세 해상풍과 더불어 해면기압의 예측

정확도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대기 모델의 개발뿐만 아니라 위성 관측자료 등을 활

용한 자료동화가 접목되어야 하며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모

의할 수 있는 대기-해양 결합 모델의 활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고해상도 대기-해양 결합 모델은 해양에서의 좀 더

정확한 대기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해면기압의

산출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최신의 모델링 및 자료동화 기법을

연구하여 정확한 해면기압을 모의한다면 해상풍과 함께 파랑 및

폭풍해일 예측 등의 해양기상 예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

아가 태풍, 해상오염, 적조, 해무 발생 시 정확하게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장/단기 예측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여 국가적 손실과 긴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후 기

본 연구는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의 NAP 연구사업인 “해양오

염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개발”과 주요사업인 “관측기

술지원 및 활용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 7. Variations of bias(upper) and RMSE (lower) between the

predicted and observed MSLP during Typhoon Usagi for 60 hour

forecasting at 00 UTC 1 August 2007. 

Table 2. Averaged bias and RMSE between predicted and observed MSLP at coastal observation stations and ocean buoys during Typhoon
Manyi (12 UTC 12 July 2007) and Usagi (00 UTC 1 August 2007) for 60 hour forecasting

bias (hPa) RMSE (hPa)

RDAPS KWRF WRF09 WRF03 RDAPS KWRF WRF09 WRF03

Manyi 2.03 -1.02 0.45 0.41 3.33 2.53 1.12 1.02

Usagi 0.12 0.47 0.68 0.82 2.03 1.54 1.2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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