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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기상 특성 중 파랑의 발생 및 성장 기작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파랑 예

측모델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Hasselmann 
et al. 1973, SWAMP Group, 1985, SWIM Group 1985). 
세계 각국의 현업운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3세대 

파랑 스펙트럼 모델은 WAM 모델 (WAMDI Group, 
1988)과 WAVEWATCH-III(WW3) 모델 (Tolman et 
al, 2002, Tolman, 2002)이 주류를 이룬다. 두 모델은 

여러 실험 및 검증을 통하여 그 성능이 인정되고 있으

며 동일한 입력 자료에 대하여 유사한 예측 결과를 보

여준다. WAM 모델은 1999년 이후 기상청 지역 파랑

예측 시스템 및 전구 파랑예측 시스템의 모델 소스 코

드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에 교체된 기상청 슈퍼컴

퓨터 2호기는 1호기에 비하여 획기적인 성능 보강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고해상도의 해양기상 예측모델

의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파랑모델의 해상도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상청에서는 WW3 모델을 기반으

로 기존의 WAM 모델을 대체하는 현업 예보 파랑 모

델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였고 2008
년부터 정식 현업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파랑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기상청 현업 지역 파랑 모델 (ReWW3 : 
Regional WAVEWATCH III) 결과를 이용하여 2006
년부터 2007년까지의 모델 결과와 기상청에서 운영하

고 있는 해양기상 부이 관측결과와 비교검증을 연도별

로 실시하였고 월별의 파랑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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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풍 Ewiniar 와 Manyi에 대해 파랑 예측 시스템

에 의해 산출된 유의파고를 부이자료와 비교하여 예보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랑 모델 결과는 현재 기상청

에서 현업 운영되고 있는 지역파랑 예측 모델(ReWW3)
을 이용하였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ReWW3은 Tolman 
(2002) 에 의해 개발된 WW3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WW3 모델은 성분파 상호간의 비선형 에너지 

전달항을 명시적으로 계산하며 시․공간적으로 변화

하는 해상풍 및 해류, 조류의 효과를 에너지 소산, 해저

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작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제 3 세대 파랑모델이다.
ReWW3은 북서 태평양을 포함하는 경도 115°E∼

150°E, 위도 20°N∼50°N 영역이며 해상도는 위, 경도 

동일하게 1/12° 로 설정이 되어있다. 모델 수행은 폭풍

해일과 마찬가지로 기상청 슈퍼컴 2호기를 통해서 하

루에 2회씩 00 UTC 와 12 UTC 에 수행되어 파랑인자 

결과를 산출한다. 모델 계산 시간간격은 전역 시간간

격 (Global time step) 은 300 초이며, 최소 시간간격 

(minimum time step) 은 150 초로 설정되어있다. 자세

한 ReWW3의 특성은 Table 1 에 기술하였다.
파랑 모델의 입력장인 해상풍 자료는 기상청 중규모 

대기역학모델인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자료중 해상풍을 사용한다. RDAPS
의 등거리 좌표계 (30 km 분해능) 자료는 ReWW3의 

구면 좌표계로 변환되어 사용되는데, RDAPS 모델 격

자점 간의 거리를 구하여 지수함수에 반비례하는 가중

치를 적용, ReWW3의 위경도 격자계에 일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시간 간격

의 모델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델에 의해 계산된 유의

파고는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해양기상 관측부이의 관

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앞선 해상풍과 

폭풍해일의 분석과 유사하게 같은 시간대의 부이 관측 

값과 모델결과 사이의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5개의 해양기상 

관측부이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관측부이는 풍향, 풍
속, 기압, 기온, 상대습도, 수온, 파고 (최대, 유의), 파
향, 파주기등을 관측하며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자료를 수집 한다. 관측 부이의 자세한 정보는 Table. 2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 결 과

3.1 모델에서 산출된 유의파고의 공간적 특성

2006년과 2007년의 유의파고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 유의파고의 표준편차를 Fig. 2 와 Fig. 3 

Table 1. General Specifications of the ReWW3
ReWW3 (Regional WAVEWATCH III)

Model Third Generation Wave Model
Coordinate System Spherical Coordinate
Model Domain 115°E-150°E, 20°N-50°N
Horizontal Resolution (Number of Grids) 1/12° by 1/12° (421×361)
△T 300 sec 
Prediction Time 48hour (00, 12 UTC)
Initial Field hot start
Input Data RDAPS (Sea Wind)

Table 2. The information on buoy locations operated by KMA.

Buoy Location Local depth
Dukjok-Do 15 km west of Dukjok island 37°14’N, 126°01’E 30 m
Chilbal-Do 2 km northwest of Chilbal island 34°48’N, 125°47’E 33 m

Geomun-Do 14 km east of Geomun island 34°00’N, 127°30’E 80 m
Geoje-Do 16 km east of Geoje island 34°46’N, 128°54’E 84 m
Donghae 70 km east of Donghae city 37°32’N, 130°00’E 1,51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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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도시하였다. 2006년의 경우 7월부터 10월까

지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 남부 해역 및 류큐 열도를 중

심으로 1 m 이상 최대 2 m 에 이르는 큰 유의파고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2006 년 7월에 대만 동쪽 해역 

및 류큐열도에 2.2 m 의 큰 표준편차를 보인다. 이는 7
월초에 우리나라 남서부 해역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

던 2006년 3호 태풍 Ewiniar 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

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태풍 Ewiniar 의 영향으

로 류큐열도 남부 지역에 최대 2.2 m 이상의 유의파고 

편차를 보이고 있다. 8월에는 8호 태풍 Saomai 의 영

향으로 대만 동쪽 해역에 1.2 m 유의파고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남부해역의 1.4 m 이상의 유의

파고 표준편차는 10호 태풍 Wukong 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9월에는 대만 동쪽의 1.4 m 의 유

의파고 표준편차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

던 13호 태풍 Shanshan 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혼슈 동쪽 해역의 1.6 m 의 매우 높은 유의

파고 표준편차는 14호 태풍 Yagi 영향이 가장 크게 나

Fig. 1. Modeled area with topography and locations of ocean moored buoy stations operated by KMA (Left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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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standard devia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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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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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standard deviation of wave height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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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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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0월의 태평양 해역에서의 

1.8 m 의 높은 유의파고 표준편차는 18 호 태풍 Soulik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유의파고가 높았던 하계의 경우와 강한 해상풍의 영향으

로 동계(11월, 12월, 1월)에 북서 태평양의 1.5 m 이상의 

유의파고를 나타내었으며 2월부터 유의파고의 표준편차

가 줄어들면서 한반도 인근의 해역에서는 1 m 이하의 유

의파고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07년은 1월과 2월에 북위 40 도 부근 북태평양 해

역에서 2006년에 비해 매우 큰 2 m 이상의 유의파고 

편차를 보인다. 2007년에도 2006년과 마찬가지로 태

풍에 의해 7월부터 10월까지 최대 3 m 이상의 유의파

고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특히 2007년 7월의 경우 

류큐열도 동쪽 해역에 매우 큰 유의파고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7월에 우리나라에 매우 근접하게 

접근했던 제 4호 태풍 Manyi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7월말과 8월초에 걸쳐 영

향을 주었던 5호 태풍 Usagi 의 영향으로 일본 남부해

역의 1.6 m 의 유의파고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9월의 

경우도 일본 남부해역에 최대 2.8 m 이상의 유의파고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일본 혼슈에 상륙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제 9호 태풍 Fitow가 원인이다. 대만 북

쪽의 최대 1.8 m 의 유의파고 편차는 대만 북쪽을 거쳐 

중국 본토에 영향을 주었던 제 12호 태풍 Wipha 의 영

향이다. 10월의 경우도 대만 북동부근 해역에 2 m 이
상의 유의파고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제 15호 태풍 

Krosa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06 년과 2007년의 유의파고 표준편차의 큰 차이

는 2006년에 비해 2007년 동계의 경우 일본 동부 태평

양 해역의 유의파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하계의 경우도 태풍의 영향으로 유의파고 편차가 일본 

남부 해역과 류큐 열도 부근에서 최대 3 m 로 크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2 부이 자료와 파랑모델 결과 비교

Fig. 4 는 2006년과 2007년의 1년 기간동안의 부이

관측 자료와 파랑모델의 예측된 유의파고의 산포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이 통계적 수치는 Table 3 에 정리

하였다. bias 의 경우 2006년에는 동해를 제외한 4개의 

비교에서 음의 bias 즉 모델에서 예측한 유의파고가 부

이 관측치에 비해 낮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06년에는 칠발도가 -0.375 m 의 큰 bias 의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거문도 지점에서의 비교에서 -0.005 m 
의 매우 작은 bias를 나타내었다. 2006년의 전체 평균 

bias 는 -0.10 m의 결과를 보였다. 
2007년에는 2006년과 달리 덕적도와 동해 지점에

서의 유의파고 비교에서 양의 bias를 나타내었으며 나

머지 지점 에서는 음의 bias를 나타내었다. 칠발도 지

점 비교에서 bias 의 값이 2006년에 비해 작게 나타났

지만 나머지 거문도, 거제도, 동해 지점 비교 결과에서

는 bias 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도 지점 비교

에서 -0.225 m 의 가장 큰 음의 bias를 보였으며 동해 

지점 비교에서 0.169 m 의 큰 양의 bias를 나타내었다. 
RMSE 의 경우 2006년에는 전체 평균 0.37 m의 RMSE 
수치를 나타냈으며 칠발도가 0.488 m 의 가장 큰 

RMSE 차이를 보였으며 덕적도가 0.288 m 의 가장 작

은 RMSE 수치를 보였다. 2007년의 전체 RMSE 평균

은 2006년과 동일하게 0.37 m 이고 동해 지점 비교 수

치에서 0.433 m 의 가장 큰 RMSE 값을 보이며 덕적

도 지점에서의 RMSE 수치가 0.317 m 로 가장 작은 

파랑 모델과 부이 관측자료의 차이를 보였다. 
CORR (상관지수)의 결과는 2006년, 2007년의 평

균값이 각각 0.82 와 0.84 의 결과를 보였다. 2006년의 

경우 칠발도와 동해 지점 결과에서 0.886 과 0.871 로 

다른 지점에 비해 모델과 관측자료의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거문도 지점 결과에서 0.722 의 낮은 상

Table 3. Annual mean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wave height between the KMA buoy and WW3. 

bias(m) RMSE(m) CORR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Dukjok-Do -0.136 0.103 0.288 0.317 0.827 0.833
Chilbal-Do -0.375 -0.037 0.488 0.326 0.886 0.892
Geomun-Do -0.005 -0.101 0.392 0.357 0.722 0.874
Geoje-Do -0.028 -0.225 0.304 0.431 0.796 0.767
Donghae 0.033 0.169 0.373 0.433 0.871 0.810
Ave. -0.10 -0.02 0.37 0.37 0.82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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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6

                  

Fig. 4. Scatter plot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observed by KMA buoy and calculated by WW3 in (a) 2006 - (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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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07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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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수를 나타내었다. 2007년의 경우 칠발도 지점에

서 0.892, 거문도 지점 비교에서 0.874 의 높은 상관지

수를 나타내었으며 거제도 지점 비교에서 0.767 의 낮

은 상관지수를 나타내었다.  
유 등 (2006) 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WW3 모델과 부이 관측자료를 비교하였는데 4년 

평균 0.77 의 상관지수를 보였다. 유 등(2006) 의 연구

에서 사용된 모델은 1/2° 로 비교적 성긴 격자의 모델 

결과였으며 본 연구의 2년 평균 0.83 의 높은 상관지수

는 파랑 모델 해상도가 1/12° 로 고해상도 모델 결과를 

이용한데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와 장 (2003) 
과 유 등 (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

된 WW3에서 모의된 파랑의 전파 양상이 너울 등의 

형태로 천해까지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유의파고의 상

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앞선 연구 결과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파랑모델에서 예측된 유의파고 

결과가 외해 뿐만 아니라 연안 에서도 파랑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기상청 부이 관측자료 결과와의 비교

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3.3 태풍 내습시의 파고 특성
 
Fig. 5 에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에 가장 가

깝게 접근했던 태풍 Ewiniar 와 Manyi 이동시 예측된 

최대 유의파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폭풍해일 

최대값 계산결과와 같이 태풍 이동 경로를 따라 유의

파고를 모델이 잘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태풍 Ewiniar 의 경우 류큐열도 남부해역에 최

대 12 m 의 유의파고가 나타나며 태풍이 동중국해로 

이동하면서 유의파고도 10 m 이하로 낮아지면서 제주

도 남쪽 해안에서는 최대 8 m 의 유의파고 최대값이 

나타났으며 남해안에는 3 m의 유의파고 결과를 나타

내었다. 2006년 태풍 Ewiniar 의 경로와 유사했던 

2007년 태풍 Manyi 의 경우 태평양 해역에서 16 m  
의 매우 높은 유의파고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높은 유의파고는 류큐열도 북쪽까지 유지되면서 일본 

남부해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6 에는 2006년 제 3호 태풍 Ewiniar 와 2007년 

제 4호 태풍 Manyi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파랑 모델로 예측된 유의파고와 기상청 해양부이 

관측 결과와의 예보시간별 (12, 24, 36, 48 시간) bias
를 나타내었다. 2006년 태풍 Ewiniar 기간동안의 유의

파고 비교에서는 부이 관측의 결측이 있었던 거문도 

부이와의 비교는 배제하였다. 태풍 Ewiniar 가 우리나

라에 접근시 덕적도 부이 비교에서 가장 작은 bias를 

보이며 서해 부이 (덕적도, 칠발도) 지점 비교에서 음

의 bias를 나타내어 모델이 관측치에 비해 유의파고를 

낮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칠발도 부이 지점 

(a) Typhoon Ewiniar                                                           (b) Typhoon Manyi

          

Fig. 5.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s for the periods of the (a) Typhoon Ewiniar (b) Typhoon Ma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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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에서는 12시간 예측에서 -0.39 m 의 bias를 나타

내었다. 거제도 부이 지점 비교에서 0.53 m (36시간 예

측) 의 가장 큰 bias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부이 지점 비교에서는 12시간 예측에서 음의 bias 
(-0.08 m)을 나타내고 bias 가 점점 증가하여 48시간 

예측에서는 bias 가 0.34 m 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점 및 예보 시간에 따라 bias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태풍 Ewiniar 경우와는 달리 2007년 태풍 

Manyi 경우에는 지점간의 bias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

났다. 거제도 부이 지점에서만 최고 -0.18 m 의 음의 

bias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부이 지점에서는 대부분 

양의 bias를 나타내어 모델이 부이 관측에 비해 유의파

고를 높게 산정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덕적도와 동

해 부이에서는 각각 최대 0.34, 0.37 m 의 가장 큰 bias 

Fig. 6. Bias variations of sigficant wave height between ReWW3 results for 12, 24, 36, 48 hours forecasting and KMA ocean
buoy  observations for Typhoon EWINIAR(0603) and MANYI(0704) (DUKJ : Dukjok-Do, CHIL : Chilbal-Do, GEOM
: Geomun-Do, GEOJ : Geoje-Do, DONG : Don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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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였고 거제도에서는 최대 0.19 m 로 상대적으로 

낮은 bias 값을 나타내었다.  
Fig. 7 에는 앞선 두 태풍기간동안의 모델과 부이 관

측 유의파고 사이의 RMSE을 나타내었다 앞선 bias 와 

같이 각 예보시간별로 나타내었다. 앞선 bias 결과와 

유사하게 태풍 Ewiniar 의 경우에는 서해의 덕적도, 칠
발도 지점에서 보다는 거제도와 동해 지점에서 RMSE 

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덕적도 부이 지

점에서 0.27 m 의 최저 RMSE 값을 보이고 있으며 동

해에서 0.63 m 의 가장 큰 모델과 부이 관측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태풍 Manyi 의 경우는 전 지점의 RMSE 
수치가 큰 변동이 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동해 지점에서의 최저 0.35 m에서 거문도 지점에

서 최고 0.62 m 의 RMS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RMSE variations of sigficant wave height between ReWW3 results for 12, 24, 36, 48 hours forecasting and KMA
ocean buoy  observations for Typhoon EWINIAR(0603) and MANYI(0704) (DUKJ : Dukjok-Do, CHIL : Chilbal-Do, GEOM 
: Geomun-Do, GEOJ : Geoje-Do, DONG : Don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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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기상청에서 해양기상 예보를 위해 현업 운영중인 8 
km 수평격자의 지역 파랑 모델 결과를 우리나라 연안

에 운영중인 5곳의 해양기상 부이 자료와의 비교를 통

해 2006년, 2007년의 월별의 공간적, 시간적인 유의파

고의 파랑 특성을 살펴보았다. 
2년간의 유의파고의 모델과 관측간의 평균 RMSE 

는 0.37 m 이고 상관지수는 0.83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 등(2006) 의 연구에서는 수평해

상도가 1/2° 의 WW3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적 성

긴 격자의 모델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고해상도의 모

델결과가 높은 관측자료와의 상관지수를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높

은 모델과 관측자료의 유사성을 보이는데 폭풍해일 예

측 결과에서도 2007년의 예측 결과가 2006년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RDAPS의 

입력장이 정확도가 향상된 것이 한 이유로 사료된다. 
해상풍의 경우 2006년 RDAPS와 QuikSCAT의 비교

결과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해상풍의 정확도가 향

상되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유의파고의 계절적 특성은 

하계에 태풍에 의한 높은 유의파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2006년과 2007년에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

한 태풍이 한반도와 일본 남부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우 큰 유의파고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동계에는 강

한 해상풍의 영향으로 북서 태평양에서 높은 유의파고

를 나타내며 이외의 계절에서는 서해와 동해 등 한반

도 인근 해역에서는 유의파고의 변화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06년의 태풍 Ewiniar 와 2007년의 태풍 Manyi가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파랑모델로 모의된 유의파고의 

12시간 간격으로 48시간의 예보정확도를 살펴보았다.  
태풍 Ewiniar 내습시의 모델과 관측 유의파고의 48시

간 평균 RMSE 는 0.49 m 이며, 태풍 Manyi 의 경우는 

0.48 m 로 나타나 두개의 태풍 내습시 모델 예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의 

유의파고 평균 RMSE인 0.37 m 보다 높게 나타나 태

풍내습시에 관측치와 모델 예측 유의파고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파랑 예보를 위해 본 연구에 사

용된 8 km 수평격자의 지역 파랑모델뿐만 아니라 연

안에서의 상세한 파랑 예측을 위해 1 km 수평격자의 

연안 상세 파랑 예측시스템을 현업운영중에 있다. 향
후 연안에서의 파랑 특성을 고해상도의 연안 예측시스

템과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유의파고 뿐만 아니라 

파랑의 주기 및 방향등의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향후 파랑의 특성별 비교를 통해 파랑을 풍파와 너

울로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연구는 선박의 항해 뿐만 아니라 해안이나 방파제 

등의 항만 구조물의 설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의 협동연구사업

인 "해일예측시스템 정확도 개선평가", 주요사업인 "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와 한국해양연구원의 2009
년 NAP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Hasselmann, K., T. P. Barnett, E. Bouws, H. Carison, D. E. 

Cartwright, K. Enke, J. A. Ewing, H. Gienapp, D. E. 
Hasselmann, P. Kruseman, A. Meerburg, P. Muller, D. J. 
Olbers K. Richter, W. Sell, and H. Walden, 1973: 
Measurements of wind-wave growth and swell decay 
during the Joint North Sea Wave Project(JONSWAP). 
Erg. Dtsch. Hydrogr. Z, Reihe A(8), 12, 95 pp.

SWAMP Group, 1985: Ocean Wave Modelling. Plenum 
Press, 256 pp.

SWIM Group, 1985: A shallow water intercomparison of 
three numerical wave prediction models(SWIM). J. Roy. 
Meteor. Soc., 111, 1087-1112.

Tolman, H. L., Balasubramaniyan B., Burroughs L. D., 
Chalikov D. V., Chao Y. Y., Chen H. S., and Gerald 
V. M., 2002: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wind 
generated ocean surface wavemodels at NCEP. Wea. 
Forecasting, 17, 311-333.

Tolman H., 2002: User manual and system documentation 
of WAVEWATCH-III version 2.22. Tech. Note 222, 
NOAA/NWS/NCEP/OMB, 133 pp.

WAMDI group: The W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group, 1988: S. Hasselmann, K. Hasselmann, E. Bauer, 
P.A.E.M. Janssen, G.J. Komen,  L. Bertotti, P. Lionello, 
A. Guillaume, V.C. Cardone, J.A. Greenwood, M. 
Reistad, L. Zambresky and J.A. Ewing. The WAM 
model - a third generation ocean wave prediction model. 
J. Phys. Oceanogr., 18, 1775-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