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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6년간(2008～2013년)의 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풍랑특보 발효일수 분포를 조사, 분석하 다. 우리나라 해

양기상 특보 구역 에서, 동해남부 해역은 앞바다, 먼바다 공히 가장 많은 풍랑특보 발효일수 분포를 보 다. 그 다음은 남해동부, 동해 부 순이

었다. 그리고 계 별로는 앞바다, 먼바다에서 공통 으로 겨울과 에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많았고, 상 으로 여름과 가을에 은 분포를 보

다. 월별로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요주의 시기에 해당한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특히 한후기에 동해남부, 남해동부 

 동해 부 해역을 항해할 때 안  항해 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는 한후기에 크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남해상을 주로 

통과하는 이동성 온 기압이 해양기상 상태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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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기상 보는 동네

보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해를 포함한 부근 해상에 하

여 5km × 5km 간격으로 날씨, 풍향, 풍속, 고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기상 특보는 우리나라 부근 해상을 역  

국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주의보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해

양기상 보 구역은 기본 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이

내의 해역으로 정하고, 9개 권역의 해상 역 보 구역과 동

국해 해상, 화퇴 해상, 일본 큐슈 서쪽  남쪽 각 해상을 

합쳐 13개 권역으로 나 고 있다. 이  해상 역 보 구역

은 다시 서해와 남해를 20해리, 동해와 제주도는 12해리 이내

로 세분하여 18개 구역으로 나 고 있으며, 연안에 인 한 앞

바다는 다시 행정 할 해역으로 구분한 24개 해상 국지 보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해양기상 특보 구역

은 해양기상 보 구역과 동일하나, 서해 북부 해상  동해 

북부 해상은 제외한다.

해양기상 특보는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그리고 태풍에 

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보 기 은 다시 주의보와 경보로 구

분되며, 이  폭풍해일 특보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기 값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해양기상 보·특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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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

에 큰 향을 미치면서, 그 빈도수가 많은 풍랑특보에 하여 

발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 자료는 기상청의 월간 해양

기상정보, 6년간(2008～2013년)의 데이터이다. 참고로 풍랑특보

의 발효 기 은 <표 1>과 같다.

구분 주의보 경보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

속되거나 유의 고가 

3m 이상이 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

속되거나 유의 고가 

5m 이상이 상될 때 

<표 1> 풍랑특보의 발효 기 (기상청) 

2. 연구 분석 결과

<그림 2>는 해양기상 특보 구역  앞바다에 있어서의 풍랑

특보 발효일수의 월별 분포를 보인다.  

 
<그림 2> 앞바다에 있어서의 월별 풍랑특보 발효일수의 

분포(2008～2103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풍랑

특보 발효일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남해동부, 동해 부, 서

해남부, 서해 부 앞바다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남해서부 앞바

다는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가장 다. 계 별로는 겨울에 풍랑

특보 발효일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 가을, 여름의 순서이

다. 겨울과 에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상 으로 많은 것은 온

기압의 빈번한 발생과 발달 그리고 한후기 계 풍의 향

을 들 수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에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월, 1월과 11월의 순서이다. 6월은 1년 

에서 가장 은 풍랑특보 발효일수를 보인다. 2월은 겨울인

데도 특이하게도 상 으로 은 풍랑특보 발효일수를 보인

다.

<그림 3>은 해양기상 특보 구역  먼바다에 있어서의 풍랑

특보 발효일수의 월별 분포를 보인다.

<그림 3> 먼바다에 있어서의 월별 풍랑특보 발효일수의 

분포(2008～2103년)

먼바다에 있어서의 풍랑특보 발효일수도 앞바다에서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동해남부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남해동부, 

동해 부의 순서이다. 그러나 남해서부가 서해남부와 서해 부

보다 더 많은 발효일수를 보이는 것은 앞바다의 경우와는 다른 

이다. 계 별 분포를 살펴보면, 겨울에 가장 많고 여름에 가

장 은 발효일수 분포를 보인다. 이들 결과 역시, 온 기압

과 북서계 풍의 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월별로는 12월에 가

장 많고 6월에 가장 은 분포를 보인다.  

정·설(2007)에 의하면, 주로 한후기에 발생, 발달하면서 우리

나라 주변을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는 온 기압은 크게 3가지 

이동 경로를 취하는데, 그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남부  남해상을 통과하는 경우이다. 특히, 온

기압은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면서 차 세력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는 풍랑특보

의 발효일수가 상 으로 서해보다는 많은 결과를 보인다.  

3. 결   론

최근 6년간(2008～2013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풍랑특보 발효일수 분포를 조사, 분석하 다. 기상청 해

양기상 특보 구역 에서, 동해남부 해역은 앞바다, 먼바다 공

히 가장 많은 풍랑특보 발효일수 분포를 보 다. 그 다음은 남

해동부, 동해 부 순이었다. 그리고 계 로는 앞바다, 먼바다 공

히 겨울과 에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많았고, 상 으로 여름

에 은 분포를 보 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항

해하는 선박은 특히 한후기에 동해남부, 남해동부  동해 부 

해역을 항해할 때 안  항해 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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