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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eo-tsunamis are tsunamis that are typically caused by strong atmospheric instability (e.g., pressure jumps) in low 
pressure systems, but some meteo-tsunamis in winter can be caused by local atmospheric instability in high pressure systems 
(e.g., the Siberian Hig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 meteo-tsunami event related to a high pressure system that occurred 
during winter on the Yellow Sea in 2005. Sea level data from tidal stations were analyed with a high-pass filter, and we also 
performed synoptic weather analyses by using various synoptic weather data (e.g., surface weather charts) collected during the 
winter season(DJF) of 2005. A numerical weather model (WRF) was used to analyze the atmospheric instability on the day of
the selected event (21 Dec. 2005).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meteo-tsunami triggered by the high pressure 
system occurred because of dynamic atmospheric instability induced by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Siberian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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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상해일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난 2007년 3월 31일 

황해안에서 발생한 기상해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슈화 되었으며 이후 많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Choi et al., 2008; Choi and Lee, 

2009; Eom et al., 2012; Kim et al., 2014; Yoon et al., 

2014). 현재까지의 연구는 기압점프(pressure jump)가 

기상해일의 주요 발생원인이며 이러한 기압점프가 해양

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해 해양학적인 접근방법

으로 기상해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Choi 

et al., 2008; Choi and Lee, 2009; Eom et al., 2012; 

Yoon et al., 2014). Kim et al.(2014)은 이러한 한계점

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기상관측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하

Received 31 March, 2016; Revised 18 April, 2016; 
Accepted 20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 Hyunsu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Phone: +82-51-583-2652
E-mail: hyunsu@pusan.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호재 김유근 김현수 우승범 김명석

여 2007년 3월 31일 기상해일사례에 해 발생일 기준 5

일전부터 종관기상분석을 실시하고 수치기상모델링을 

통해 해당기간의 기구조를 상세히 재현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년 3월 31일의 기상해일은 5일간 4차례에 

걸쳐 전선을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황해를 통과함에 따

라 누적된 잠재적 기불안정이 주요 발생원인일 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상해일 발생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봄철에 발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던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

으며 이로 인해 상 적으로 타 계절에 발생한 기상해일 

사례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3장에서 제시되겠

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해일이 봄철에 발생빈도

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겨울철(동계)에도 봄철에 발생하

는 기상해일과 유사한 강도의 기상해일이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조위관측소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인하여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뤘던 봄철 기상해일이 아닌 동계에 발생하는 기상해일

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동계에 발생하는 기상해일의 

기상학적 발생원인을 이해하고자 종관기상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기상해일 발생원인을 1차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관측자료만을 통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상해일 발생 사례일에 해 수치기상모델링을 수

행함으로써 기상해일을 발생시킨 기구조를 보다 상세

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모델개요

2.1. 연구방법

동계에 발생한 기상해일의 기상학적인 발생원인을 분

석하기 위해 우선 기상해일 사례일을 선정하였다. 사례

일 선정 시에 기상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상해일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상해일의 발생지점과 시점

은 불규칙적이므로 발생여부를 인지하기 힘든 시각에 발

생하거나 사람 및 연안시설이 분포해 있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

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해일의 발생여

부를 보다 정량적으로 판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Eom et al.(2012)이 제시한 기상해일 발생일 선정방법

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의 5개 조위관측소(안흥, 보령, 군산외항, 영광, 

목포) 에서 관측된(Fig. 1) 2005년 동계(1월, 2월, 12월)

기간의 조위관측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관측기기의 관측 

오류 및 미작동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결측값은 선형보

간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조석과 

같은 장주기 성분을 제거하고 기상해일 성분만을 남기기 

위하여 조위관측자료에 해 고역통과필터(high pass 

filter)를 이용하여 60분 이내의 주기성분만을 걸러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버터워스 필터

(Butterworth filter)를 사용하였다(Butterworth, 1930). 

버터워스 필터는 과거의 입력 및 출력차분과 현재의 입

력차분으로 출력을 계산하는 순환필터의 하나로서 다음

과 같이 식 (1)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전체 주파수,  는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는 차 항에 따른 에 한 진폭특성을 

의미한다. 버터워스 필터는 차수() 비 다른 필터들에 

비하여 변동역(transition band;  )에서 매우 완만

한 경사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통과역(pass 

band)에서 매우 평탄한 경사를 가지고 맥동(ripple)이 없

다. 다시 말해, 필터를 통과한 파의 증폭, 감쇠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정확한 기상해일 주기성분을 

필터링 할 수 있다(Lee,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주파수는 1분, 차단주파수는 60분, 

그리고 차수는 연산시간 비 고역통과 효과를 극 화시

킬 수 있는 9차로 설정하였다. 

기상해일 도달시각 선정과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

여 재구성 된 조위관측자료에 해 웨이블렛(Wavelet)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재구성된 기상해일 시계열만

으로는 기상해일이 어떤 주기에서 발생하였는지, 언제 

도달하였는지 정량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기에 웨이블

렛 변환을 통해 시간과 주기에 따른 기상해일 주기 성분

의 변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Torrence and Compo, 

1998). 웨이블렛 분석은 시계열에서 다양한 주기성분들

에 의해 변화하는 파(wave)를 주기와 시간에 따른 평균



황해에서 발생한 동계 고기압형 기상해일의 기상학적 원인분석: 2005년 12월 21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산파워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상해일이 시간에 따

라 특정 주기구간에서 어떠한 평균분산파워에 따라 발생

하였는지, 각 지점간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른 기

상해일사례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같은 비교분석

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

한 Morlet 모함수를 사용하였다(Eom et al., 2012; Kim 

et al., 2014). 또한 기상해일의 최초 도달시각은 스케일 

평균 웨이블렛 파워(scale-averaged wavelet power; 

SAWP)를 계산하여 SAWP가 최 가 되는 시각으로 정

하였다(Kim, 2014). SAWP는 아래의 식을 통하여 계산

이 가능하다. 



 









                                 (2)

은 SAWP, 는 재구성 계수로써 기저함수를 

Morlet으로 사용할 경우 0.776이며, 는 스케일 함수, 

은 웨이블렛 파워, 는 분해간격, 는 자료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기상해일은 다양한 기상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Kim et al., 2014; Monserrat et al., 2006; Sepic' et al., 

2009; Tanaka, 2010; Vilibic' et al., 2013). 이 중 본 연

구에서 논의할 동계 고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해일을 

사례일로 선정하기 위해 우선 자료의 조석성분을 제거한 

전체 기간(2002 2013년)의 조위관측값에서 일 최고 

진폭들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구한 후, 

2005년 동계기간 중, 3지점 이상에서 진폭이 표준편차

의 3배(3 times of standard deviation; 3SD)가 넘는 날

을 기상해일 발생일로 1차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상해일 발생일 중, 고기압에 의해 발생한 기상해일인

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관기상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상해일 발생 사례일을 최종 선정

하였다. 

2.2. 모델개요

종관기상분석은 전반적인 기의 흐름 및 구조를 이

해하기엔 무리가 없지만, 이를 통해 특정 시간, 특정 구역

에서 기상해일 발생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상해일 발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치

기상모델을 활용하였다. 수치모델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황해연안에 위치한 주요 ASOS지

점의 관측값과 모델결과(기압, 기온, 풍속)에 해 시계

열 분석과 통계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1. The ASOS weather stations(blue circle) and tidal 
stations(red triangle) used in the analysis; AH(Anheung), 
BR(Boryeong), GS(Gunsan), YG(Yeonggwang), 
MP(Mokpo), SW(Suwon), SS(Seosan), BY(Buyeo), 
GS(Gunsan), MP(Mokpo).

기상해일 발생일의 기구조를 모의하기 위해 사용된 

수치기상모델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이다. WRF는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 방정식(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equations)을 기반으로 

하며 Arakawa-C 수평격자를 이용하여 차격자(staggered 

grid)로 표현된다(Skamarock et al., 2008). 모델링 영역

은 30 km, 10 km, 3.33 km로 Fig. 2와 같이 설정하였고, 

적분과정에 사용된 물리옵션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WRF의 초기 경계조건 입력자료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GFS (global 

forecast system) 재분석 자료인 FNL을 사용하였고, 해

수면 온도 자료는 RTG_SST (real time global SST) 자

료를 사용하였다. 지형 생성을 위해 USGS (United-states 

geological survey) 지형자료와 MODIS-based land use 

classifications 30초 자료를 사용하였고, 모델링 기간은 



 이호재 김유근 김현수 우승범 김명석

Domain 1 Domain 2 Domain 3

Microphysics WSM3 scheme Milbrandt-Yau double-moment 7-class scheme

Longwave radiation RRTMG scheme

Shortwave radiation RRTMG scheme

Surface layer Revised MM5 surface layer scheme

Land surface Noah land surface model

Planetary boundary layer Yonsei university scheme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scheme

Table 1. Configurations for WRF modeling

2005-02-01 2005-12-04 2005-12-17 2005-12-21 3SD(2002-2013)

AH  11.6  10.7  -7.7  12.8 23.5

BR -10.2   6.6   6.2 -19.3  8.4

GS -11.1 -29.8 -10.0  15.6 14.2

YG -24.4 -34.8 -26.1 -32.7 20.9

MP   3.7   8.3   6.9  -8.5 18.8

Table 2. Daily maximum wave heights in major event day and the 3SD (exceeding the 3 times of standard deviation) value 
during last 12 years(2002 2013) in 5 tidal stations

spin-up을 고려하고 기상해일 발생일 이전의 연속적인 

기변화 과정을 적용하고자 기상해일 발생일을 포함해 

총 6일로 설정하였다.

Fig. 2. The nested model domains.

3. 기상해일 사례일 선정

3.1. 조위관측자료 분석

Table 2는 조위관측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2005년 동

계기간 중, 한 지점 이상에서 최 파고가 3SD를 넘는 날

을 선정한 것이며 지난 12년(2002 2013년)의 기간에 

한 각 조위관측지점의 3SD와 지점별 최  진폭값을 

나타낸 표이다. 2005년 동계기간 동안 한 지점 이상에서 

3SD를 넘는 날은 총 4일이었으며 특히, 12월 21일은 보

령, 군산외항, 영광의 세 지점에서 최  진폭이 동시에 

3SD를 넘어 기상해일 발생일로 분류되었다. 

Fig. 3은 2005년 12월 21일에 기상해일이 발생된 것

으로 분석된 보령, 군산, 영광지점의 고역통과 된 조위관

측값의 시계열이며 2005년 12월 20일 1200KST부터 

22일 1200KST까지 총 48시간에 해 분석되었다. 보령

은 3SD 기준이 8.4 cm로 21일 0600KST부터 진폭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18시에 -13.2 cm, 18시 55분에 11.7 cm로 

3SD를 넘는 큰 진폭이 나타났으며, 22일 0001KS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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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gh passed sea level time series during 2 days(1200KST 20 Dec 2005 1200KST 22 Dec 2005) in tidal stations 
that the meteo-tsunami occurred.

3SD의 두 배가 넘는 최 진폭인 -19.3 cm의 진폭을 보

였다. 군산은 3SD 기준이 14.2 cm이며 21일 0600KST

부터 진폭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125KST에 일시적으

로 9.0 cm의 비교적 큰 진폭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1일 

2030KST에 3SD 기준을 넘는 최고진폭 15.6 cm가 나

타났다. 영광은 3SD 기준이 20.9 cm 이며 1030KST에 

3SD 기준에 가까운 20 cm의 진폭으로 진동하였다. 최

 진폭은 21일 2310KST에 -32.7 cm로 3SD 기준의 약 

1.5배에 달했다. 

Fig. 4는 기상해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위관

측소의 고역통과 된 조위관측값으로 웨이블렛 스펙트럼 

분석을 한 결과이다. 유의구간 95%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진 구역은 검은 윤곽선으로 표시하였고 자료가 부족하

여 신뢰할 수 없는 양 끝단을 검은 곡선으로 표시하였다. 

보령은 22일 0000KST에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80 cm²

의 SAWP가 나타나 기상해일 도달시각으로 선정하였고, 

기상해일 도달시각에 2분에서 16분 주기의 진동이 발생

하였다. 군산은 21일 2100KST에 분석기간 중 최고 

SAWP인 40 cm²를 초과하여 기상해일 도달시각으로 선

정하였으며, 기상해일 도달시각에 8분에서 60분사이의 

주기구간에서 진동이 존재하였다. 영광의 경우 21일 

2300KST에 230 cm²의 SAWP가 분석되어 기상해일이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16분에서 32분 사이의 진동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상해일 발생일은 2005년 12

월 21일로 선정되었으며 기상해일 도달시각은 군산 21

일 2100KST, 영광 21일 2300KST, 보령 22일 0000 

KST로 주로 21일 야간에 황해연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종관기상분석

조위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기상해일 발생일의 

기상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종관기상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기상해일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근사한 12월 

21일 2100KST의 지상 및 상층 일기도(850 hPa,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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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series analysis of the wavelet transform and scale-averaged wavelet power (SAWP) during 2 days(1200KST 20 
Dec 2005 1200KST 22 Dec 2005) in tidal stations that the meteo-tsunami occurred.

Fig. 5. Weather charts of (a) Surface, (b) 850 hPa, (c) 700 hPa, (d) 500 hPa at 1800KST 21 De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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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Temperature Windspeed

MBE IOA RMSE Cor MBE IOA RMSE Cor MBE IOA RMSE Cor

SW -2.3 0.93 4.0 0.99 2.4 0.79 3.2 0.84 1.1 0.80 1.7 0.77

SS -1.4 0.94 3.4 0.98 4.3 0.59 5.0 0.76 1.3 0.78 2.2 0.71

GS -1.8 0.94 3.5 0.99 2.8 0.64 3.5 0.65 1.0 0.70 1.8 0.61

MP 1.1 0.95 2.9 0.99 3.0 0.57 3.7 0.60 2.2 0.78 3.6 0.72

BY -3.9 0.89 4.9 0.99 4.3 0.65 4.9 0.83 1.2 0.61 1.6 0.59

Average -1.7 0.93 3.7 0.99 3.4 0.65 4.1 0.74 1.3 0.73 2.2 0.68

*MBE (mean bias error), IOA (index of agreement), RMSE (root mean square error), Cor (correlation)

Table 3. Statistics for the WRF model’s verification; T2 (temperature in 2 meters), WS10 (wind speed in 10 meters)

Fig. 6. Time series of observed(gray dot) and simulated(black line) sea level pressure(top panel), temperature(middle 
panel), wind speed(bottom panel) during 6 days(0900KST 18 Dec 2005 ~  0900KST 23 Dec 2005) in the ASOS 
weather stations.

hPa, 500 hPa)를 나타낸 것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기단의 종관기상학적인 구조는 유사하였다. 기상해일 

발생 당시, 일본열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저기압 후면으

로 중국 화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

장하면서 한반도 부근으로는 남북방향으로 기압경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황해 연안으로는 약 10 

20 m s-1의 강한 북서풍이 분석되고 있으며 산둥반도 

일부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으로는 강우도 분석되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함에 따라 황해를 비롯

한 한반도 부근의 기상공으로는 저기압 후면으로 한랭

핵(cold core)이 위치해 있으며 특히, 850 hPa의 하층

기의 경우 등온선과 등압선이 교차하면서 기경압성이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700 및 500 hPa 의 중상층 기

에서는 일본 규슈 지역에 중심을 둔 한랭골(cold trough) 

후면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에 의해 등압선이 비교

적 균일하게 북서-남동방향으로 분포해 있으며 특히, 황

해연안으로는 북서계열의 강풍구역이 분석되어 기 상·

하층간의 역학적 불안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된다. 따라서 2005년 12월 21일의 조위변동은 기존에 

알려진 주로 저기압상에서 발생하는 기압점프에 의한 것

이 아닌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베리아 고기압 상에서의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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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surface sea level pressure at (a) 2300KST 20, (b) 1200KST 21, (c) 1800KST 21, 
(d) 2200KST 21 Dec 2005.

인 기불안정이 기상해일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수치기상모델링

4.1. 모델 검증

WRF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모델링기

간(18일 0900KST ~ 23일 0900KST)에 해 황해 연안

에 위치한 주요 ASOS지점의 관측값을 활용하여 기상요

소별 시계열 분석과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Fig. 6은 주

요 ASOS관측지점에서의 해면기압, 기온, 풍속 시계열

을 분석한 결과다. 모델예측값과 관측된 각 기상요소들

을 비교한 결과, 기압은 목포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체로 과소모의하며 22일을 전후로 오차범위가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온은 전 지점에서 예측값이 관

측값보다 과 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별 극소값을 모

의하는 능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풍속은 예측값

의 정확도가 다른 두 기상요소보다 체로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각 기상요소별로 관측값에 한 예측정확도

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로 관

측값의 변화경향은 예측값이 잘 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IOA (index of agreement), MBE (mean bias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Cor (correlation)을 

분석하였다(Table 3). 기압은 IOA(0.89~0.95)와 Cor 

(0.98~0.99) 값이 상당히 높은 통계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값과 관측값

이 유사하고 변화경향이 체로 일치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일별극값의 예측정확도가 낮아 

MBE(-1.4 ~ -3.9 hPa)와 RMSE(2.9 ~ 4.9 hPa)는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목포를 제외한 지점에서 과소모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풍속은 기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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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divergence at (a) 1830KST, (b) 1900KST, (c) 1930KST, (d) 2000KST, (e) 
2030KST, (f) 2100KST 21 De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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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통계유의성을 보이나 통계수치 모두 기상모

델의 통계적인 예측정확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WRF 모형은 사례일을 

비교적 잘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대기구조 분석

Fig. 7은 기상해일 발생시점 전 18시간(21일 0300KST 

~ 21일 2100KST) 동안의 해면기압분포를 0.5 hPa 간격

으로 분석한 그림이다. 21일 0300KST에 황해도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저기압이 경기만을 통과하였으며(Fig. 

7(a)) 이후 저기압 후면의 고기압이 황해를 비롯한 한반

도 부근으로 확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등압선의 간격은 더

욱 조밀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지적으로 고기압 

세력의 확장 강도에 따라 황해상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수축 및 이완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Fig. 5와 같은 종관일기도에서는 시베

리아 고기압에 의해 일정한 강도의 외력이 지속적으로 

황해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지적으로 살펴보

았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고기압의 확장강도가 

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8은 황해 연안에서 처음 기상해일이 발생한 군산

에서의 발생시각(2100KST)을 기준으로 3시간 이전부

터 30분 간격으로 지상 10 m 바람의 발산을 분석한 것이

다. 기압계가 동진함에 따라 저기압 통과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황해 전역에 걸쳐 북서-남동 방향

으로 강한 수렴 및 발산구역이 일렬로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은 

강한 수렴 및 발산구역은 황해상에서 불연속적으로 분석

되는데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강도에 따라 나타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같은 불연속면이 나타나는 

구역에서는 수렴 및 발산 강도가 급격이 감소하여 중립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기에서 해양으로 작용하는 

외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기에서 해양으로 작용하는 외력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상해일 도달시각 전후의 연직단

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9의 붉은색 실선은 연직단

면을 분석한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Fig. 7과 Fig. 8의 분

석결과를 고려하여 기불안정 분석이 용이하게 산둥반

도와 황해도 사이 해역을 북서-남동 방향으로 분석하였

다. Fig. 10은 Fig. 8과 동일한 시각에 해 분석이 수행

되었으며 검은 실선은 가온위, 화살표는 수평 및 연직 벡

터를 나타낸다. 또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리차드

슨 수(Richardson number)가 0.25보다 작은 구역으로 

식 3에 의해 도출된다.

 ∆ ∆
∆∆

                                      (3)

여기서 는 리차드슨 수, 는 중력가속도, ∆는 고

도의 차, 는 가온도, ∆는 ∆에 따른 가온위의 차, 

∆와 ∆는 수평 바람의 ∆에 따른 차를 나타낸다. 

가 0.25보다 작으면 역학적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며 

난류가 발생하거나 유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Fig. 9. Topography of the numerical model domain; the red 
line across Yellow Sea denotes the position of 
vertical cross section.

연직단면 분석 결과, 2100KST에 군산에서 기상해일

이 발생하기 전 3시간 동안 가온위와 수평 및 연직 벡터

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일기도에

서 분석되었던 것처럼 바람벡터는 북서에서 남동방향으

로 전 영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정 구역

을 나타내는 0.25보다 낮은 가 나타나는 구역은 시간

에 따라 고도 및 강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과 272 K 등온위선이 맞닿아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았

을 때, 0930KST에 불안정 구역은 700 ~ 800 m 고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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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cross-section about potential temperature(contours), wind vectors(arrow) and Richardson number(shaded) 
at (a) 1830KST, (b) 1900KST, (c) 1930KST, (d) 2000KST, (e) 2030KST, (f) 2100KST 21 Dec 2005.

분포해 있으며  값은 2.5보다 낮아 불안정도가 아주 

강하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안정 

구역은 500 m 미만의 고도까지 낮아지며  값도 증가

하여 불안정도가 완화되고 이러한 불안정 완화구역이 파

동을 이루며 연안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처럼 연직단면도에서 분석된 불안정구역의 수평 및 연직

변화는 지상 10 m에서의 발산에 한 공간장분석에서 

나타난 불연속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강도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라 

사료된다. 

5. 요약 및 토의

본 연구는 조위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2005년 동계기

간 고기압 상에서 발생한 기상해일 사례를 선정하고 종

관기상분석과 기상모델링을 수행하여 기상학적 발생원

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지점에서 조위관측값이 일 

최고 진폭의 3SD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 2005년 12월 

21일이 기상해일 발생일로 선정되었다(보령(-19.3 cm), 

군산(15.6 cm), 영광(-32.7 cm)). 또한 해당 지점의 기상

해일 발생시각을 알기 위해 고역통과필터를 통해 웨이블

렛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 군산 21일 2100KST, 영광 

21일 2300KST, 보령 22일 0000KST 순으로 나타났으

며 종관기상분석을 통해 2005년 12월 21일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황해 및 한반도로 장출한 날로 본 연구에서 주

목하는 동계 고기압형 기상해일 사례일로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칭한 동계 고기압형 기상해일

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해상 기상관측자료의 부

재 및 육지 기상관측자료의 낮은 시 공간적 해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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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기상학적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해일이 발생

하는 주요 영역에 해 상세 격자를 설정하고 WRF 기상

모델링을 수행하여 기상해일을 일으킨 기불안정 요인

을 분석하였다. 

2005년 12월 21일 기상해일 사례는 종관기상분석에

서는 분석되지 않았던 시베리아 고기압의 국지적인 확장

강도 변화가 WRF 기상모델링 결과 분석을 통해 시·공간

적으로 상세하게 분석되었다.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 

산둥반도와 황해도 부근에서 발달하는 기하층의 역학

적인 불안정의 강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분석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직단면도 분석을 통해 더욱 

상세하게 분석된다. 특히, 기불안정의 경계 혹은 기

경계층의 고도를 나타내는 0.25 이하의 리차드슨 수가 

나타나는 고도가 시 공간적으로 500 m ~ 1 km 미만의 

고도에서 파동형태로 변화하며 연안으로 전파되는 것으

로 나타나 기압점프와 같은 저기압상에서 발생하는 기상

해일과는 발생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베리아 고기압

이 황해 및 한반도로 확장할 때의 기구조 분석을 보다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동계 고기압형 기상

해일 발생 사례일에 해서도 본 사례와 같은 추가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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