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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완도 금일읍 주변 해역의 내습 파랑 공간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18일간 현장 파랑관측을 실시하고 이를

외해 거문도 해양관측부이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수치모의를 통해 심해 설계파 및 계절별 평상 파랑 내습에 따른 양

식장 주변의 입사파고 분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 파랑관측을 실

시한 결과, 최대파고와 유의파고의 관계식 Hmax=1.6H1/3에 근접하는 파랑이 다수를 나타내었다. (2) 외해 입사 파랑

에너지가 연안까지 도달함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N계열의 풍향은 입사 파랑에

너지의 감소에, S계열 풍향은 입사파랑에너지 전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금일읍(평길도와 생길

도) 전면해역에서 최대 심해설계파고가 4~5 m이며 파고감소율은 약 38.1~47.6%, 평상파랑의 경우 하계 3.6~4.0 m,

동계 2.3~ 2.7 m로 나타나 파고감소율은 41.8~49.1%에 해당하였다. (4) 평길도와 생길도 남측의 경우 해양파랑의

영향이 가장 크고, 섬의 북측 청도 수도 해역이 가장 정온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두 해역간 유의파고비는 약 6배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Abstract −Wave field measurements were made over a period of 18 days to stud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ncident wave on seaweed tarm field around Gumil-up Sea, Wando, Korea. These measured data were com-

pared with data from the Geomun-do ocean weather/wave observation buoy. A numerical simulation model

that combined the offshore design wave with the seasonal normal incoming wave was used to study the inci-

dent wave distribution surrounding a seaweed far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site wave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major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and significant wave height was

Hmax=1.6H1/3. (2) Offshore incident wave energy reaching the coast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wind direc-

tion. A north wind reduced the incident wave energy and a south wind increased it. (3) The calculated max-

imum wave height under the design wave boundany conditions was in the range of 4~5 m and the reduction

in the incident wave height ratio ranged from approximately 38.1% to 47.6% at Gumil-up Sea. Under normal

wave conditions, the maximum wave heights were 3.6~4.0 m in summer and 2.3~2.7 m in winter while the

reduction in the incident wave height ratio was about 41.8% to 49.1%. (4) The sea state in the southern area

of Gumil-up was the most affected by ocean waves, whereas the sea state in the northern area was very sta-

ble. The significant wave ratio in the south was about six times that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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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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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남해안 완도 해역은 비교적 안정된 수질과 영양염류의 공간분

포(조은섭 등, 2009), 201개(유인 54, 무인 147)의 크고 작은 섬들

로 이루어져 외해 해양파랑에 안전한 공간, 낮은 연안 수심 및 넓

은 개펄 분포, 조류와 기후적 조건이 양호하여 양식어장 환경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대상해역인 금일읍 해역의 경

우 2009년도 다시마 40,300 ton, 해조류 28,424 ton이 생산되었으

며(완도군청, 2011), 다시마 생산량은 완도군 전체의 약 40%, 해조

류의 경우 30~36%에 해당한다(Fig. 1).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완도군 전면해역의 24년간 총평균 파랑에

너지의 경우 대체로 2~5 kw/m의 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다른

해역보다 파랑에너지 밀도가 작다(송무석 등, 2004). 하지만 다도

해의 지형 특성을 가지면서도 외해 입사파랑의 영향을 직·간접적으

로 받으며, 특히 하절기 열대성 저기압(태풍)에 의한 영향으로 폭

풍해일이 내습할 가능성이 큰 해역이다. 최근 태풍 무이파(Muifa)

가 2010년 8월 6일~10일 기간 중 서해로 북상하면서 완도 해역의

양식장 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바를 살펴보아도 그 가능성을 알수 있다.

본 연구대상 해역과 같이 폐쇄성 수역의 파랑에너지는 외해 입

사 방향과 태풍 풍향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극치외력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고(이경선 등, 2007), 동계에는 풍파에너지가, 하계에는

너울에너지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홍기용 등, 2004).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서는 실제 태풍 프라피룬과 루사의 파랑관측자료 분

석 연구(류황진 등, 2004), 예측치와 해양기상 부이 자료의 비교(유

승협 등, 2010), 평상파랑의 현장치와 해양기상 부이 자료의 비교

(유창일 등, 2009)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피해지역 주

변의 해양파랑 공간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시설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 해역을 대상으로 태풍 무이파 내습시 피

해를 초래한 주된 해양파랑 및 기상 영향요인에 대해서 고찰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파랑관측을 통해 얻어진 평상 파랑과 외

해 거문도 해양관측부이 자료 비교, 해양파랑 수치모형을 이용해

심해 설계파 및 계절별 평상 파랑 내습에 따른 완도 금일읍 주변

해역의 내습 파랑 공간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해양파랑 현장조사 및 분석

현재 금일읍 해조류 양식장 주변의 해양파랑 내습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Fig. 1의 수심 16 m의 해양파랑 현장조사 정점(■ WT)

에서 파랑관측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3일부터 31

일까지(18일 동안)이고, 압력식 파고계(Compact-WH)를 해저에 착

저시켜 burst mode 관측(1시간마다 10분씩)으로 sampling rate는

4 Hz, 1시간마다 총 2,400개의 수면변위 자료를 획득하였다. 획득

된 자료는 FFT해석을 통하여 대표파법과 스펙트럼법으로 계산하

여 1시간 단위로 유의파고(H1/3, Hs)와 최대파고(Hmax) 그리고 유의

주기(T1/3)를 계산하여 총 434개의 해양파랑자료를 획득하였다.

최대파고는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학적으로 매

우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임의 대상해역에서 설계의 대상이 되

는 파의 계속시간 즉, 파의 수를 고려하여 어떤 폭의 오차를 허용

하는 Hmax의 값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계식은 Hmax=(1.6~2.0)H1/3이며, 특정한 파고는 설계파 추정

의 신뢰도, 계산공식의 정도, 구조물의 중요성 및 파괴의 거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된다(Goda, 1985; 손병규 등, 2001). 본 연구에

서 얻어진 파랑해석결과는 최대파고와 유의파고의 일반적인 관계

식과 비교함으로써 관측시점에서의 WT정점에 내습하는 파랑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파랑변형 수치모형

완도 금일읍 주변 해역의 심해 및 천해 파랑을 산정하고자 파랑

변형 수치모형을 구축하였다. 사용되어진 수치모델은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model(version 40.72)를 사용하였

Fig. 1. Variation and comparison of seaweed products in the sea near Gumil-up, Wando, during a 3-ye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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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ooij et al., 1999; Ris et al., 1999). 구축되어진 SWAN 모델의

Spectral actional balance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N은 파랑작용밀도(Action density)라고 하며, 에너지밀도를

각주파수로 나눈 E/σ과 같다. 우측항의 Stot는 파랑에너지의 발생

(Generation) 및 감쇄(Dissipation), 그리고 재분배(Redistribution)에

관련된 모든 물리적 과정들을 포함한 원천항(Source/sink terms)을

의미하며, 아래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2)

원천항 Stot는 풍파발생(S
∈

), 파랑에너지의 비선형이동(Snl3, Snl4),

백파(White-capping), 해저면 마찰 및 쇄파로 인한 에너지 감쇄(Sds.w,

Sds.b, Sds.br)에 해당한다. 본 모형으로부터 유의파고 Hs과 평균주기

Tm는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모멘트에 의해 산정하였다. 

(3)

수치모형영역에 입사파랑경계와 방사경계조건(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다른 수식이나 변수 등 SWAN 모델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Booij et al.(2006)을 참조하기 바

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모형은 박순 등(2009)에 의해 남해안의

타 연구 지역에 적용되어진 모형이다.

2.3 수치모형 검증

본 연구대상 해역은 외해 입사파랑이 복잡한 지형적 영향으로 변

형될 가능성이 많은 해역이다. 수치실험의 검증으로 거문도 buoy

에서 관측된 자료와 금회 관측자료를 비교하였다. Fig. 3은 거문도

buoy에서 관측된 바람 및 파랑의 자료이다. 기간은 금회관측된 기

간과 같은 2011년 3월 13일~2011년 3월 31일의 결과이다. 바람은

NW계열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파랑은 SW계열의 입사파랑이 우

세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일별 0 h, 6 h, 12 h, 18 h에 대하여

금회관측과 수치계산결과를 비교한 것이 Fig. 4이다. 파고 50 cm 이

하에서는 계산된 결과가 금회관측된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 cm이상의 파고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4 수치모형 입력조건

본 연구대상 해역은 많은 섬이나 복잡한 해안선에 의해 외해 입

사파랑에 대해 차폐영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해역이다. 이를

고려한 수치모형의 구성은 Table 1과 같이 200 m 등방격자를 가

진 83 km×72.2 km 모형영역을 구축하고 수심데이터는 최신 해도

(No. 202, 221a, 232, 142)를 사용하였다(Fig. 6). 실험 수위 조건은

완도 및 초도에서 관측되어진 값을 사용하였는데, 약최고고조위

(Approx. H.H.W) 계측값인 3.84 m를 적용하였다.

심해 설계파랑 제원은 한국해양연구원(2005)에서 제시한 대상

해역 인접 격자점들의 값(50년 재현빈도)을 바탕으로 파랑제원을

산출하였다(Table 1). 산출되어진 심해 입사파랑 제원은 SE, SSE,

∂N

∂t
-------

∂cxN

∂x
-----------

∂cyN

∂y
-----------

∂cσN

∂σ
------------

∂cθN

∂θ
-----------+ + + +

Stot

σ
------=

Stot S∈ Snl3 Snl4 Sds.w Sds.b Sds.br+ + + + +=

Hs 4 m0 Tm

m0

m2

------= where mn, , f
 n
E f ( ) fd

0

∞

∫= =

Fig. 2.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stations for which numerical results were calculated. The contour lines indicate water depth i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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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SW, SW의 총 5개 대표 파향에 대해서, 천해 평상파 제원은 하

계시 90o, 123o, 213o이며, 동계시 83o, 178o, 221o에 대해서 수치실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천해 평상파랑 조건은 거문도 해양관측부이에서 계측된 최

Fig. 3. Wind direction and wave distribution measured at the Geomun-do observation station during 18 days.

Fig. 4. Comparison between observation and calculation for significant wave height (H1/3). Simulation performed for the time interval 2011/

03/13~2011/03/31.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wave numerical simulation

Namenical model SWAN (ver. 40.72)

Grid system

Region (km) 83×72.2

Space (m) 200

Number (ea) 149,815 (491×418)

Sea water level (m) 3.84 (Approx. H.H.W. condition)

Case I 50 year period (KORID, 2005)

Design wave

Dir. SE SSE S SSW SW

Height (m) 11.03 9.92 8.67 8.45 5.75

Period (sec) 15.30 14.19 12.74 12.96 11.06

Case II Summer season Winter season

Normal wave

Dir. (deg.) 90 123 213 83 178 221

Height (m) 4.2 3.9 6.0 2.7 4.2 3.3

Period (sec) 11.8 9.1 10.7 8.0 9.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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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2001년 1월~2010년 12월)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동계 및

하계에 대해서 Table 1과 같이 파랑제원을 산출하였다(기상청,

2011). 해석방법은 연중 자료에서 동계(12월~3월) 및 하계(6월~9

월)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파향 중 가장 큰 유의파고 값으

로 결정하였으며, 바람의 경우 유의파고 발생시점의 값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계 및 하계시 각각 3개의 주 파향을 결정하였다.

Fig. 7은 거문도 부이의 지난 10년간의 바람장미도와 해양파랑(유

의파고 및 주기) 내습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바람의 경우 NW

계열 풍향이 탁월했으며, 풍속은 대체로 5~10 m/s이다. 또한 파고

2 m이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입사파향이 E, S계열이 탁월하

였다. 그리고 유의파 주기는 대체로 5~15 sec, 남측에서 입사하는

파랑이 주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결과 및 고찰

3.1 관측 해양파랑 분석

Fig. 2의 현장조사 정점(■ WT)에서의 18일동안 계측된 파랑자

료(데이터 개수 434개)를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이 Fig. 6과 같다.

유의 및 최대파고, 평균주기의 범위는 각각 0.10~1.14 m, 0.15~1.66

m, 4.35~8.74 sec이다. 대체적으로 풍파가 내습하고 있으나 비록

파고는 작으나 최대 주기가 약 14 sec가 넘는 파랑도 내습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관측 당시 ‘영등사리’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본 관측에서는 너울성 파랑은 내습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WT 정점에서 관측되어진 해양파랑자료를 최대파고와 유의파고

의 일반적인 관계식과 비교하고자 한 것이 Fig. 7이다. 결과적으로

Goda(1985)가 제안한 해양구조물과 수직방파제의 설계를 위한 최

대파고 산출식인 Hmax=1.6H1/3에 근접하는 파랑이 다수를 나타났으

며 이와 같은 결과는 류황진 등(2004)의 태풍 프라피룬의 1.10~1.87,

루사의 1.27~1.87의 연구결과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Wind direction and wave distribution measured at the Geomun-do observation station over the 10-year period 2001~2010.

Fig. 6. Time series of the maximum and significant wave heights

(Hmax, H1/3) and the maximum and average wave periods (Tmax, Tave
)

measured during 18 days at station WT.

Fig. 7.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and significant wave height

data measured at statio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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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거문도 해양관측부이와 WT정점에서 관측되어진 파랑

의 최대파고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거문도 부이에 약 4 m이

상의 최대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WT정점에서는 정온상태를 유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해 부이 파랑에너지가 직접적으

로 WT정점 해역으로 전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해부이의

파랑에너지가 WT정점 해역으로 전달시 파향 및 기상요소(풍향, 풍

속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3.2 기상 요소의 영향 분석

Fig. 9는 거문도 부이와 금일읍 지상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계측되어진 풍향으로 거문도 부이에서 최대파고가 발

생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두 지역의 풍향의 시계열을 나타내었다.

먼저 16일의 경우 거문도 부이는 파고가 큰데 반해 WT정점은 파

고가 작게 나타나는데 이때 두 지점에서의 풍향은 대체로 NNW~

WNW계열이 탁월하였으며, 19일 WT정점에서 최대파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W~SW계열이 탁월하였다. 25일 및 28일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외해의 입사하는 파랑에너지가 연

안까지 도달함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

음을 나타낸다. 즉, N계열의 풍향은 입사 파랑에너지 감소에, S계열

풍향은 입사 파랑에너지 전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거문도 관측부이와 금일읍 지상 AWS 정점에서 관측

되어진 기압 차이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음(-)의 값

은 금일읍 지상 AWS 정점에서의 기압이 거문도 부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압 차이에 의해서 육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외해 입사파랑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파랑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대

체적으로 기압차가 클 수록 WT정점에서의 파고값이 대단히 정온

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1은 거문도 부이와 WT정점에서 계측되어진 기온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천해역에 위치하는 WT정점

에서의 기온의 변동폭이 거문도 부이의 수치값보다 큰 것을 알 수

Fig. 8. Time series of the maximum wave height (Hmax) measured at

station WT and at the Geomun-do buoy.

Fig. 9. Time series of the wind direction measured at the Geomun-

do buoy and the Geumil-do AWS.

Fig. 10. Time series of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ir pressure

measured at the Geomun-do buoy and the Geumil-do AWS.

Fig. 11. Time series of the air temperature measured at station WT

and the Geomun-do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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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15일~16일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WT정점의 최저 기온은

거문도 부이보다 약 2 oC 정도 낮고, 최고 기온은 거문도 보다 약

3 oC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일 기상조건에 따라서 대기로

부터의 일사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3 해양파랑 수치모의 결과

약최고고조위(Approx. H.H.W., Approximation Highest High

Water) 수심조건에서 Table 1의 각 입사파향에 대한 해양파랑 수치

모의를 수행하고 심해설계파 및 평상파랑 입사조건에 대해 계산되

Fig. 12. Distribution of the maximum wave height calculated under conditions of the Approx. H.H.W(Higher High Water) and the design

wave incident for the Wando sea area.

Fig. 13. Distribution of the maximum wave height calculated under conditions of the Approx. H.H.W and normal wave incident for the

Wando s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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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최대 파고값을 산출하여 도시한 것이 각각 Fig. 12와 Fig. 13

이다. 

심해설계파 입사조건인 Fig. 12의 경우, SE계열의 입사 파랑조

건하에서 외해에서 최대 10.5 m 이상의 파고가 산출되었으나, 외

해에 위치한 섬의 차폐효과에 의해 파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상해역인 금일읍(평길도와 생길도) 전면해역에서 최대 심해설계

파고가 4~5 m로 파고감소율은 약 38.1~47.6%이다. 또한 평상파랑

입사조건인 Fig. 13의 경우, 5.5 m이상의 유의파가 입사한 실험조

건에서 외해에 위치한 섬의 차폐효과에 의해 파고가 급격하게 감

소하였으며, 대상해역인 금일읍(평길도와 생길도) 전면해역에서 하

계에 3.6~4.0 m, 동계에 2.3~2.7 m로 나타났다. 이때 파고감소율

은 41.8~49.1%이다. 

결과적으로 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해역에 내습하는 해양

파랑은 지형적인 조건 및 수심변화에 의해서 입사파랑에너지가 약

50%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치모의결과는 현장조사 정점

(■ WT)에서의 평상시 계측된 현장 관측 자료와 비교해보면 최대

파고 산출식인 Hmax=2.0H1/3에 근접하는 파랑으로 이는 현장조사시

기의 차이 및 수치모의 입력조건이 극한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소 현장관측치보다는 큰 값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금일읍 주변해역 내습 파랑 특성

상술한 해양파랑 수치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Fig. 2의 금일읍(평

길도 및 생길도) 주변해역의 내습파랑 파고 임의 비교 정점(●)들

에 대해서 계산 파고값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비교하는 값은 계산

되어진 무차원 유의파고를 나타낸 것으로 그 결과는 Fig. 14 및 Fig.

15와 같다. 대표 파고값은 각 정점(●)별 계산격자 간격 △x=△

y=200 m에 대한 값과 상하좌우 격자점을 포함하는 총 5개 격자점

의 파고값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Table 1에 제시된 외

해 입사파고값(Ho)으로 나누어 무차원 유의파고(H/Ho)를 계산하

였다.

심해 설계파랑 입사조건인 Fig. 14를 살펴보면 파고비가 상대적

으로 큰 해역은 A, B, C해역이며 이중 가장 큰 지역은 B4정점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파고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해역은 평길도와

생길도 배후에 해당하는 F, G해역으로 이는 파고비가 0.1 미만으

로 산출되었다. 입사파향별로 살펴보면 SSE계열이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A해역은 SSW계열, B해역은 SE계열, C해역은 다시 SSW

계열의 입사파랑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D, E해역은 SE계열

과 SSE계열이 다른 파향보다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

적으로 S계열과 SW계열의 입사파랑의 경우 모든 해역에서 낮은

수치값을 보였다.

평상 파랑 입사조건인 Fig. 15를 살펴보면 파고비가 상대적으로

큰 해역은 하계에는 90o 입사시 심해 입사파랑 산출 결과와 동일하

게 A, B, C해역이지만 이중 가장 큰 지역은 C2정점에 해당하고,

동계에는 221o 입사시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파고비가 상대적으

로 작은 해역은 평길도와 생길도 배후에 해당하는 F해역으로 이는

파고비가 0.3 미만으로 산출되었다. 입사파향별로 살펴보면 하계

90o 입사시 모든 정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계

221o, 동계 83o의 순서이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A, B, C해역은 하

계 90o 입사시 가장 크고, 하계 123o일 때 가장 낮은 수치값을 나타

내었다. 이에 반해 D, E, F, G해역은 동계 178o일 때 가장 낮아 A,

B, C해역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계산결과를 요약하면 심해 설계파 및 평상파

입사조건에서 A, B, C해역이 모두 큰 파고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파

고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해역(정점)은 심해 입사파조건에서는

B4정점, 평상파 입사조건에서는 C2정점에 해당하였다. 모든 입사

파랑 조건에서 가장 정온한 상태를 나타낸 해역은 F영역이었다. 즉,

평길도와 생길도 남측 해역의 경우 외해 입사파랑의 영향에 의해

해양파랑의 영향이 가장 크고, 섬의 배후에 위치하는 청도 수도의

F해역이 가장 정온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남측과 북측의 두 해역의

해양내습파랑의 유의파고비는 약 6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Fig. 1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alculated dimensionless signif-

icant wave height in the sea off Gumil-up under conditions of the

Approx. H.H.W and design incident wave.

Fig. 15.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alculated dimensionless signif-

icant wave height in the sea off Gumil-up under conditions of the

Approx. H.H.W and normal inciden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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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살펴보면 최근 내습한 무이파 입사파랑

내습시 남측해역의 양식장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시설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 해역(금일읍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태풍 무이파

내습시 피해를 초래한 주된 해양파랑 및 기상 영향요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파랑관측, 거문도 해양관측부

이 자료 비교, 수치모의를 통해 심해 및 평상 파랑 내습 공간 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완도 금일읍 전면해역에 2011년 3월의 평상시 18일간의 현

장 파랑관측을 실시한 결과, 유의파고, 최대파고, 평균주기의 범위는

각각 0.10~1.14 m, 0.15~1.66 m, 4.35~8.74 sec이었으며, 최대 및 유

의파고의 관계식 Hmax=1.6Hs에 근접하는 파랑이 다수를 나타내었다.

(2) 외해 거제도 관측부이와의 파랑 및 기상자료 비교를 통해 외

해 입사 파랑에너지가 연안까지 도달함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

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N계열의 풍향은 입사 파랑에너지

의 감소에, S계열 풍향은 입사 파랑에너지 전달에 영향을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3) 완도 천해역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역에 대해서

SWAN model을 이용하여 심해파 및 평상파 내습에 따른 파랑 공

간분포를 살펴보기위한 해양파랑수치모형을 구축하였다.

(4) 약최고고조위 수심조건하에서의 파랑수치모의 결과, 금일

읍(평길도와 생길도) 전면해역에서 최대 심해설계파고가 4~5 m

이며 파고감소율은 약 38.1~47.6%, 평상파랑의 경우 하계 3.6~4.0 m,

동계 2.3~2.7 m로 나타나 파고감소율은 41.8~49.1%에 해당하

였다.

(5) 평길도와 생길도 남측의 경우 외해 입사파랑의 영향에 의해

해양파랑의 영향이 가장 크고, 섬의 북측 배후에 위치하는 청도 수

도 해역이 가장 정온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두 해역의 해양내습

파랑의 유의파고비는 약 6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상해역에 대한 태풍 및 계절풍에 의한 파

랑 내습시 기존 양식장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고파랑 내습에 대

한 시설 규모 및 배치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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