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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서남해안 4개의 해양관측부이에서 계측된 해상 기상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하여 태풍 무이파 내습전후의

해상상태를 분석하였다. 태풍이 목포 서쪽 약 230 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때(2010년 8월 7일 21시) 기압 저하에 의

한 해수면 상승량은 칠발도 25.64 cm, 거문도 16.43 cm, 거제도 9.60 cm로 산정되었다. 또한 최대파고 발생 시점 비교

결과, 특징적으로 거문도가 칠발도에 비해 약 7시간 앞서 발생하였다. 태풍 내습시 칠발도 해역에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파랑에너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풍 내습시 풍향과 파향은 S 및 W

계열이 발달함으로써 바람이 해수를 해상에서 연안(해안) 방향으로 수송하는 외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

풍 내습시 각 부이별 기상 및 해양 요소를 상호 비교한 결과, 마라도 부이는 칠발도 부이 결과와는 음의 상관성을,

거문도와 거제도 부이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sea state and characteristics during the August 2011 passage of Typhoon

Muifa based on data measured at four ocean weather/wave observation stations (buoys) located on the south-

western coast of Korea. When the typhoon arrived in the area approximately 230 km west of Mokpo at 9 PM

on August 7, the decrease in air pressure led to increases in sea level of 25.64 cm at the Chilbal-do buoy, 16.43

cm at the Geomun-do buoy, and 9.60 cm at the Geoje-do buoy. The maximum wave height increased at the

Geomun-do buoy about seven times faster than at the Chilbal-do buoy. The low water temperature at Chilbal-

do during the typhoon passage probably reduced the wave energy. In the face of the oncoming typhoon, the

southwest direction of the wind and waves may have been the result of external forces transporting seawater

(energy) from the open sea toward the coast. The weather and ocean data from the Mara-do buoy were neg-

atively correlated with those of Chilbal-do, whereas the data from Geomun-do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ose of Geoje-do.

Keywords: Typhoon Muifa(태풍 무이파), Oocean observation buoy(해양관측부이), Maximum wave height

(최대파고), Data comparison(데이터 비교)

1. 서 론

일반적으로 태풍 통과시 해안선 굴곡과 같은 지형특성 및 천해

역 수심 조건에 따라 외해에서 발생한 파랑은 천수, 굴절 및 회절

등의 영향으로 파랑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아울러 대기중 급

변하는 바람은 해수 표면에 대한 응력 변화에 영향을 주어 해양파

랑에너지의 증가, 감쇄, 분산 현상의 기작으로 작용하며(Toba et al.,

1990), 육상풍 및 해상풍의 방향이 취송거리 및 취송시간에 따라

태풍 내습시의 파랑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rie

and Toulany, 1990).†Corresponding author: yoonhans@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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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무이파(Muifa)는 2010년 8월 6일~10일 기간 중 서해로 북

상하면서 완도 해역의 양식장 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 이로 인

해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징적으로 지난

6월 태풍 메아리(Meari)와 유사한 진로로 태풍 무이파가 북상하면

서 태풍진행 방향의 동쪽(위험반원)에 위치한 제주도와 서해안, 호

남, 충남,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태풍 진행방향과 바람 방향이 일

치하여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다(기상청, 2011). 두 태풍의 공통점

은 서해상을 통과했다는 것과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

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 기준으로 300~500 km인 중형 태풍에

해당한다. 하지만 차이점은 태풍 메아리의 경우 중부지방 장마전선

과 맞물려 많은 비를, 태풍 무이파는 메아리에 비해 기압이 낮고 풍

속이 강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술한 태풍

의 진행방향을 고려할 때 광의의 범위에서 태풍 중심이 통과하는

서해와 서남해안은 태풍 영향반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

라 해역 수온의 차이, 지형특성에 따른 바람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남해안은 양자강 희석수와 계절별 세력권

을 달리하는 쓰시마난류 및 그 지류인 황해난류, 제주난류는 물론

황해에 기원을 둔 황해저층냉수와 한국연안 희석수 등 다양한 수

괴의 영향으로 계절적 특성을 달리한다(Kondo, 1985; 윤 등, 2007).

태풍 내습시기인 여름 서남해안은 표층에서 고온·저염 및 저온·고

염의 한국 및 중국 연안수와 쓰시마난류 수괴 특성을, 중·저층에서

는 저온·저염 및 고온·고염의 황해저층냉수 및 대만난류 수괴 특성

으로, 연안수, 대만난류 및 황해냉수 등 3개의 수괴에 영향을 받는

다(윤양호 등, 2007).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측부이는 해양과 기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기기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이러한 관측 장비 8기(Fig. 1

의 ●, ○)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요

소와 수온, 파고, 파향 등의 해양 요소를 실시간으로 관측한다(기

상청, 2011).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Fig. 1의 ●로 표기된 제

주 마라도, 전남 칠발도, 남해 거문도, 경남 거제도 부이는 서로 다

른 지형 조건에 의해 파랑 발생 현상이 국지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즉, 연안에 도달하는 파랑은 파향과 풍향에 따라 증감

하고 이것이 태풍 무이파와 같이 완도 해역의 양식장 시설에 큰 피

해를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무이파 내습전후의 서남해안 해양관측부이

에서 계측되어진 기상 및 해양파랑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 내습시

의 해상조건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별로 수온 차이 발생, 계측된 입사 최

대파고가 해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해양관측부이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Fig. 1의 제주 마라도, 전남 칠발도,

남해 거문도, 경남 거제도 부이로부터 관측된 2011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의 1시간 간격의 풍향, 풍속, 기온, 대기압 등의 4가지 기상

요소와 수온, 파고(최대 및 유의파고, 주기), 파향 등의 5개의 해양

요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각 부이별, 각 요소별로

총 4,320개에 해당하지만 각 부이별로 결측된 자료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해석방법은 대표적인 기상 및 해상 요소를 시간 흐

름에 따라서 시계열로 나열하고 이를 각 부이별로 비교 분석하였

다. 또한 기온과 수온, 풍향과 파향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해역별

Fig. 1. Route of Typhoon Muifa, Aug. 2011, and the location (●) of the ocean weather observation stations (buoy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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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측되어진 부이 자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해

석하였다.

2.2 자료 통계분석 방법

각 부이별 기상 및 해양 요소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RMSE, AAE,

상관계수와 같은 정량적 및 정성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

량적 평가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식 (1)과 같이

각 지점별 유의 파고, 풍속 성분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식 (2)와 같이 두 값의 절대값을 표시하고 그

값을 합하여 관측된 개수 만큼 나누는 방법인 절대평균오차(Absolute

Average Error or AAE)를 해석한다. AAE는 관측자료가 평균값으

로 부터 벗어난 정도이며, RMSE는 통계학에서 표준 편차의 의미

즉, 두 지역 부이의 실제 관측 결과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차이나

는가를 나타낸다. 또한 정성적 평가방법으로서는 상관계수, 신뢰지

수, 일치지수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식 (3)과 같이 두 값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써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or

CC)를 사용하였다. 이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밀

접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며 그 값이 1일 때 두

값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0이하일 경우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

타낸다(김태윤 등, 2011).

RMSE(Root mean square error): (1)

AAE(Absolute Average Error): (2)

CC(Correlation Coefficient): 

(3)

3. 결과 및 고찰

3.1 기압과 바람의 변동

기상 요소는 태풍 내습시 해수면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기압의 변

화와 바람의 영향으로 작용한다. 즉, 태풍 등의 기상교란에 의해 수

시간에서 수일에 거쳐서 해수면의 이상 변동(고조)이 발생한다. 기

압의 저하는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정적으로는 1 hPa

의 기압저하로 0.99 cm의 해면 상승을 일으킴) 바람은 대기의 에

너지를 해수면에 전달하여 고파랑을 발생시키게 된다. 

Fig. 2(a)는 태풍 무이파 내습시 각각의 관측부이에서 계측되어

진 기압을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태풍이 목포 서쪽 약 230 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때(8월 7일 21시) 중심기압 975 hPa이고 강풍

반경 390 km이었다(기상청, 2011). 이때 마라도 부이는 결측되었

으며 칠발도는 7일 19시에 최저 987.1 hPa, 21시에 987.5 hPa을 나

타내었다. 거문도는 19시에 최저 996.4 hPa, 21시에 998 hPa을, 거

제도는 8일 03시에 최저 1003.3 hPa, 7일 21시에 1004.9 hPa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경우 칠발도의 기압 저하에 의한 해수면 상승량

은 25.64 cm, 거문도는 16.43 cm, 거제도는 9.60 cm로 산정되었다.

또한 태풍 내습시 풍속의 부이별 시계열을 나타내면 Fig. 2(b)와

같다. 마라도 부이는 7일 6시 20.2 m/s(풍향 ESE)이후 결측되었으

나 제주도 지귀도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풍속은 40.7 m/s에 달한다

. 칠반도는 8일 0시 최대 22.0 m/s(풍향 S)이고 거문도는 7일 19시

최대 18.6 m/s(풍향 SE)이나 8일 0시부터 결측되었으며, 거제도는

8일 03시 최대 15.8 m/s(풍향 SSE)이었다. 특징적으로 태풍 내습

전 5일과 6일의 경우 칠발도의 경우 약 4 m/s의 약한 바람이 변동

하는 반면에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의 경우 약 6~10 m/sec의 바람

이 지속적으로 불었음을 알 수 있다. 

3.2 해양 파랑의 시계열 해석

Fig. 3(a)와 Fig. 3(b)는 태풍 내습시 각각의 관측 부이에서 계측

되어진 최대 및 유의파고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Fig. 3(a)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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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the (a) air pressure and (b) wind velocity mea-

sured at the four buoys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u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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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파고 시계열을 살펴보면 마라도 부이는 7일 6시 최대파고 13.7

m(파향 SSW) 이후 결측되었다. 칠반도는 7일 21시 최대 10.3 m(

파향 E)이었다. 거문도는 7일 11시 13.2 m(파향 SW), 14시에 최대

13.6 m(파향 WNW)를 나타내었으며 칠반도가 최대인 시점에 거

문도는 11.4 m(파향 WSW)가 계측되었다. 최대파고가 발생한 시

점을 비교하면 특징적으로 거문도가 칠발도에 비해 약 7시간 앞서

발생하였다. 거제도는 8일 03시 최대 8.6 m(파향 S)이었다. 또한

앞서 Fig. 2(b)에서와 마찬가지로 태풍 내습전 5일과 6일의 경우 칠

발도의 경우 약 0.5 m의 매우 정온한 해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마

라도, 거문도의 경우 약 2~4 m의 파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해에 위치한 칠반도와 제주도 및 거문도 해역

의 해상상태가 다소 차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거

문도 해상에 다른 영향요소에 의해 에너지가 충분히 발달해 있었

음을 나타낸다.

Fig. 3(b)는 유의파고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파고의 시계열 패턴

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칠반도는 7일 21시 최대 7.2 m

(파향 E)이었다. 거문도는 7일 14시 8.3 m(파향 WNW), 22시에 최

대 8.6 m(파향 W)를 나타내었으며 칠반도가 최대인 시점에 거문

도는 8.4 m(파향 WSW)가 계측되었다. 최대 유의파고가 발생한 시

점을 비교하면 특징적으로 최대파고와는 반대로 칠반도가 거문도

에 비해 약 1시간 앞서 발생하였다. 거제도는 8일 03시 최대 8.6 m

(파향 S)이었다. 결측된 마라도 부이의 경우 유의파고 8.4 m(파향

SSW) 이후 결측되었으며, 류황진 등(2004b)의 월평균 유의파고는

약 0.4~2.0 m의 범위(탁월파향은 동계 SE, 하계 NW)와 비교하면

약 4배 큰 값에 해당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 무이파 내습시 각 부이에서의 Hmax와

H1/3의 비를 살펴보면 칠발도의 경우 1.19~1.71, 거문도 1.17~1.80,

거제도 1.21~1.91이었으며 류황진 등(2004a)이 홍도 해역에서 계

측한 태풍 프라피룬 내습시 1.10~1.87, 루사 내습시 1.27~1.87과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과거 태풍 ‘매미’ 내습시 발생되어진 극한파랑에 대한 신

승호 등(2004)의 최대유의파고 발생시간에 있어서는 연구결과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태풍 ‘매미’ 내습시 최대유의파고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제주도(차귀도)가 16시, 마산만 21시, 부산 수영

만 22시, 울산항 23시로서 전체적으로 제주-울산까지는 7시간 차

이를 나타내지만 제주-울산간이 동일 풍역대라고 할 수 없으며 근

접한 마산-부산사이에는 약 1시간, 울산까지는 2시간 정도의 차이

를 보인다. 물론 태풍 경로 및 강도, 바람의 정도, 최대파고 및 유

의파고의 발생한계가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술한 타연

구자와의 연구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것은 향후 면밀히 재검토되어야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3.3 기온과 수온의 변동

태풍 내습시 관측부이에서 계측되어진 기온과 수온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Fig. 4와 Fig. 5이다. Fig. 4는 마라도, 칠발도, 거문도, 거

제도 부이의 관측 결과를, Fig. 5는 Fig. 1에 나타낸 서해안 칠발도,

외연도, 덕적도 부이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태풍이 한반도 해역에 도달하기 전인 8월 5일~7일까

지의 해상 기온과 수온의 경우 대체적으로 칠발도를 제외하고 나

머지 부이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칠발도 해상 기

온은 변동이 크고 수온은 대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칠발도의 경우 수온이 20~22 oC, 거문도의 경우 26~28 oC, 마라도

의 경우 28~30 oC의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기온의 변화폭이 칠

발도에서 3~7 oC로서 다른 해역의 2 oC이내 범위보다 크게 변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 내습시 서해(칠발도 해역) 해상조

건이 타 해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해역의 저수온으로 인해 타

해역에 비해 파랑에너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해역의 저수온 발생 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연안수와 쓰시마 난류 수괴

의 영향이라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Fig. 3. Time series of the (a) maximum wave height and (b) sig-

nificant wave height measured at the four buoys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u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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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서해상의 다른 부이도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 Fig. 5와 같이 서해상 3개 부이에서 관측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외연도와 덕적도의 경우 칠발도와는 또 다른 시계열 변

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연도의 경우 태풍 내

습전에 수온은 약 26 oC이고 기온은 약 28 oC에서 소폭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나, 덕적도의 경우 수온은 전체적으로 약 21 oC이내에

서 일정한 패턴을, 기온은 약 22 oC에서 태풍 내습전 시기에는 약

28 oC까지 상승하다가 태풍 내습후에는 약 22 oC까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태풍 내습시 서해-남해-제주의 해

상조건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해상 기온과 수온이 높은 제주

-남해 해역과 외연도 주변해역에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고파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4 풍향과 파향의 시계열 해석

태풍 내습시 바람은 대기교란 현상을 일으켜 해양에서 발생하여

전파하는 파랑에너지의 증가, 감쇄 등에 영향을 미친다. Fig. 6은

태풍 무이파 내습시 부이별 파향과 풍향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다. 태풍 내습전 마라도의 경우 풍향은 NE계열이, 파향은 NW와

S계열이, 칠발도의 경우 파향과 풍향이 5일에는 NE계열에서 6일

이후 풍향은 NE계열, 파향은 SW계열로 분리되고, 거문도와 거

제도의 경우 풍향은 NE계열, 파향은 SW, S계열이 내습하였음을

Fig. 4. Time series and comparison of the air and water temperatures

measured at four buoys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uifa.

Fig. 5. Time series and comparison of the air and water temperatures

measured at three buoys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Korea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uifa.

Fig. 6. Time series and comparison of the wave and wind directions

measured at four buoys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Mu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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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태풍 내습 당시(8일) 칠발도의 경우 풍향

은 S계열, 파향은 W계열로 거문도와 거제도에서도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풍 내습전 풍향은 대체적으

로 NE계열이, 파향은 S 또는 SW계열을 보이다가 태풍 내습시

풍향과 파향은 S 및 W계열이 발달함으로써 바람이 해수를 해상

에서 연안(해안) 방향으로 수송하는 외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3(a)의 최대파고가 계측되어진 시점에서의 파향과 풍향 값

을 각 부이별로 살펴보면 마라도 부이는 7일 6시 최대파고 13.7 m

발생시 파향은 SSW, 풍향은 ESE이었으며, 칠반도는 7일 21시 최

대파고 10.3 m일 때 파향은 E, 풍향은 SSE, 거문도는 7일 11시 최

대파고 13.2 m일 때 파향은 SW, 풍향은 ESE로 나타났다. 

3.5 부이별 자료의 통계분석

태풍 내습시 각 부이별 기상 및 해양 요소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RMSE, AAE, 상관계수와 같은 정량적 및 정성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산되어진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부

이별 각 요소의 비교 데이터는 약 60~90개의 데이터 개수를 가지

Table 1. Result of various skill assessments of the four stations for weather and wave observation data

Data A
i
 vs B

i
Data number RMSE AAE CC(Coef.)

Wind dir. (deg.)

Marado vs Chilbaldo 60 55.798 37.875 0.660

Marado vs Geomundo 58 58.954 32.586 0.635

Marado vs Geojedo 70 56.857 40.821 0.710

Geomundo vs Chilbaldo 79 41.750 29.051 0.643

Geomundo vs Geojedo 90 38.021 24.250 0.770

Wind sp. (m/s)

Marado vs Chilbaldo 70 6.800 5.324 -0.065

Marado vs Geomundo 58 3.970 3.002 0.406

Marado vs Geojedo 70 13.796 5.014 -0.090

Geomundo vs Chilbaldo 89 4.979 4.302 0.639

Geomundo vs Geojedo 90 11.84 4.096 0.014

Air pressure (hPa)

Marado vs Chilbaldo 68 2.646 2.143 0.408

Marado vs Geomundo 57 2.898 1.868 0.617

Marado vs Geojedo 69 4.049 2.701 0.649

Geomundo vs Chilbaldo 84 3.015 1.694 0.908

Geomundo vs Geojedo 87 3.254 2.337 0.859

Air temp. (oC)

Marado vs Chilbaldo 70 4.390 3.394 0.246

Marado vs Geomundo 58 2.331 1.969 0.803

Marado vs Geojedo 70 2.552 2.438 0.741

Geomundo vs Chilbaldo 89 2.734 2.331 0.374

Geomundo vs Geojedo 90 1.374 0.983 0.719

Water temp. (oC)

Marado vs Chilbaldo 69 5.776 5.126 -0.841

Marado vs Geomundo 58 2.055 1.910 0.830 

Marado vs Geojedo 70 2.806 2.626 0.867

Geomundo vs Chilbaldo 88 5.054 4.542 -0.660

Geomundo vs Geojedo 90 0.978 0.672 0.739

Max. wave 
height (m)

Marado vs Chilbaldo 70 4.107 2.843 0.201

Marado vs Geomundo 58 1.964 1.364 0.691

Marado vs Geojedo 70 3.463 2.356 0.500

Geomundo vs Chilbaldo 88 3.497 2.848 0.769

Geomundo vs Geojedo 89 2.962 2.243 0.891

Sig. wave
height (m)

Marado vs Chilbaldo 70 2.417 1.68 0.247

Marado vs Geomundo 58 1.048 0.697 0.670

Marado vs Geojedo 69 2.123 1.448 0.440

Geomundo vs Chilbaldo 88 2.293 1.902 0.800

Geomundo vs Geojedo 88 1.963 1.556 0.924

Wave dir. (deg.)

Marado vs Chilbaldo 70 160.997 127.286 0.075

Marado vs Geomundo 58 132.685 105.129 0.033

Marado vs Geojedo 69 126.586 106.304 -0.100

Geomundo vs Chilbaldo 89 141.682 115.028 -0.105

Geomundo vs Geojedo 89 95.071 73.06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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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측된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각 요소별로 RMSE를 통해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는 마라도 부이와 거문도 부이의 상호비교에서,

또한 거문도와 거제도 부이의 상호비교에서 그 값이 대체적 낮았

다. 또한 AAE의 산정값에서도 RMSE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외해에 위치한 마라도 부이는 거문도 및 거제도 부이와

유사한 해양환경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관계수(CC)의

산정결과에서도 마라도가 칠발도 부이 결과와는 음의 상관성을, 거

문도와 거제도 부이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기온, 수온, 파랑의 상관계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태풍 무이파 내습전후의 서남해안 해양관측부이

에서 계측되어진 기상 및 해양파랑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 내습시

의 해상조건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태풍의 동일 영향

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별로 수온 차이 발생, 계측

된 입사 최대파고가 해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태풍이 목포 서쪽 약 230 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때(2010년

8월 7일 21시) 칠발도의 기압 저하에 의한 해수면 상승량은 25.64

cm, 거문도는 16.43 cm, 거제도는 9.60 cm로 산정되었다. 태풍 중

심으로부터 거리상 멀어짐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량이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 최대파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마라도 부이는 7일 6

시 최대파고 13.7 m(파향 SSW), 칠반도는 7일 21시 최대 10.3 m

(파향 E), 거문도는 7일 14시에 최대 13.6 m(파향 WNW)을 나타

내었다. 최대파고가 발생한 시점을 비교하면 특징적으로 거문도가

칠발도에 비해 약 7시간 앞서 발생하였다. 

(3) 태풍이 도달하기 전의 해상 기온과 수온의 경우 칠발도의 경

우 수온이 20~22 oC, 거문도의 경우 26~28 oC, 마라도의 경우

28~30 oC의 범위에서 변동하였으며, 기온의 변화폭이 칠발도에서

3~7 oC로서 다른 해역의 2 oC이내 범위보다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풍 내습시 서해(칠발도 해역) 해상조건이 타 해역

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해역의 저수온으로 인해 타 해역에 비해

파랑에너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태풍 내습 전 풍향은 대체적으로 NE계열이, 파향은 S 또는

SW계열을 보이다가 태풍 내습시 풍향과 파향은 S 및 W계열이 발

달함으로써 바람이 해수를 해상에서 연안(해안) 방향으로 수송하

는 외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태풍 내습시 각 부이별 기상 및 해양 요소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RMSE, AAE,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외해에 위치한 마라

도 부이는 칠발도 부이 결과와는 음의 상관성을, 거문도와 거제도

부이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온, 수

온, 파랑의 상관계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태풍 무이파 내습시 해양관측부이로부터 획득되

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의 범위에서 해석한 결과로서 연안의 국

지적인 영향(수심, 육상 지형 등)은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

라서 향후 육상관측 대기시스템인 AWS 관측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그 상호연관성을 해석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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