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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과들(JTWC, JMA, KMA)과 비교한 결과 태풍 진로와 강도 측

우리나라 남동부 해안은 매년 태풍으로 인한 해일 피해가

면에서 좋은 결과를 생산하였다. K-MPAS 자료를 이용한 태

발생한다. 2016년 10월에 내습한 18호 태풍 Chaba는 한국 동

풍 해일 시뮬레이션 결과도 부산 연안에 내습한 해일과 침

남부 해안에 침수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중 부산 마린시

수를 잘 재현하였다

티 지역은 해일과 고파랑으로 인하여 심각한 직·간접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기상/기후 예측
모델과 조석-해일 모델을 이용하여 태풍 Chaba를 모의하고
태풍 해일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2. 연구방법
태풍 예측에 특화된 차세대 전구 기상/기후 예측모델
K-MPAS (KISTI - Model for Prediction Across Scales)과 조석-해
일 모델(ADCIRC)을 이용하여 태풍 Chaba (201618)에 의한 태
풍 해일을 모델링하였다. 해일을 일으키는 요소인 바람 및
기압 예측 자료는 K-MPAS의 태풍 예측 자료와 Holland type
vortex model를 이용하여 산정한 후, 태풍-해일 모델 입력 자
료로 변환하여 조석-해일을 모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예측 시스템은 태풍 Chaba의 진로 예측에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추정 된 태풍 Chaba (201618) 진로의 거리 오차는

Figure 1. The result of simulation during typhoon Chaba.

4. 결 론
K-MPAS는 2015년 ~ 2017년 태풍 진로 예측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 향후 K-MPAS 기상예측 모델 연계를 통한 상세
해일-침수 예측 및 고파랑 예측에까지 연구를 확장할 계획
이다.

48 시간 만에 100 km 미만이었고 72 시간 만에 200 km 미만
이었다. K-MPAS는 태풍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다른 모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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