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mosphere, 16(4), 279-301 December 2006

ⓒ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006 279

기상청 부이 관측결과를 이용한 파랑모델 비교 : 2002년- 2005년

유승협*․서장원․장유순․박상욱․윤용훈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2006년 9월 6일 접수; 2006년 11월 15일 승인)

Comparison of Wave Model with KMA Buoy Observation 

Results in the 2002 - 2005 year

Sung Hyup You
*
, Jang-Won Seo, You-Soon Chang, Sangwook Park and Yong-Hoon Youn

Marine Meteorology and Earthquake Research Laboratory,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anuscript received 6 September 2006; in final form 15 November 2006)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ind waves near the Korean marginal seas in the 2002 - 2005 year using 
the third generation wave model, WAVEWATCH - III mode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odel performance, mode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arine meteorological observation results. The 4 years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del and observation shows very high value of about 0.77. The model of this study represents very well the characteristics 
of wind waves near the Korean marginal seas. Simulated monthly sea surface winds and wind waves show the evident 
spatial variations and this model also simulates very well seasonal characteristics of wind waves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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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이 대기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수면에서는 해

양과 대기는 서로 열, 물질, 에너지 등을 교환한다. 해
양은 대기로부터 바람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파랑, 표층 순환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고, 대기

는 해양으로부터 주로 열이라는 형태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 기상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인간의 해상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랑의 발생 및 성장 기작에 

관한 내용들은 그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Gelci(1956, 1957)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던 파랑 

수치 모델은 지난 30년 동안 Joint North Sea Wave 
Project (JONSWAP) (Hasselmann et al. 1973), Sea WAv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SWAMP) (SWAMP 
Group, 1985), Shallow Water Intercomparison Models 
(SWIM) (SWIM Group 1985) 등의 프로젝트들에 의

해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왔다.
현재 해양에서의 파랑 발생 모사는 파고, 파장, 파주

기 및 파향 등의 여러 파랑 인자들에 대한 스펙트럼 분

석 방법에 기반을 둔 파랑모델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는 성분파 상호간의 비선형 에너지 전달항을 명시적

으로 계산하며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해상풍 및 해

류, 조류의 효과와 에너지 소산, 해저면과의 상호작용

에 의한 분산 작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제 3 세대 파

랑 모델 (WAVEWATCH-III (WW3), Tolman, 1999)의 

파랑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연안과 동중국해를 포

함한 북서태평양의 파랑모델에 대한 연구는 Hwang 
등 (1999)을 통해 동중국해 해역의 NCEP 6시간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Wave Model (WAM) 모델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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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EX/POSEIDON 위성자료와 검증한 연구가 있으

며, 장 등 (2003)과 서와 장 (2003)에 의해 본 연구와 

동일한 WW3 모델을 이용하여 2002년의 파랑 분포 특

성을 해양기상 부이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그러나 수년 단위의 파랑 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및 

장기간의 관측결과를 통한 계절별 파랑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파랑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WW3 모델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5
년까지의 모델 결과와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

기상 부이 관측결과와 비교검증을 연도별로 실시하였

고 월별의 파랑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파랑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청의 현업 예보용 모델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의 해상풍 계산 결과 또한 부이자료와 비교 검

증하였다.

2. 부이관측 및 파랑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파랑모델은 Tolman (1989)에 

의해 개발된 WAVEWATCH (WW) 모델이다. 본 모델

은 WAVEWATCH-II (WW2) (Tolman, 1991, 1992) 
로 발전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WW3 모델은 성분

파 상호간의 비선형 에너지 전달항을 명시적으로 계산

하며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해상풍 및 해류, 조류

의 효과를 에너지 소산, 해저면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작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제 3 세대 파랑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장 등 (2003)과 서와 장

(2003)이 사용했던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모델 영역은 

북서 태평양을 포함하는 경도 115°E-145°E, 위도 20°N- 
50°N 영역이며 해상도는 위, 경도 동일하게 1/2° 로 

설정이 되어있다. 모델 수행은 기상청 슈퍼컴을 통해

서 하루에 2회씩 00 UTC 와 12 UTC 에 수행되어 해

상풍 및 파랑인자 값을 산출한다. 모델 계산 시간간격

은 전역 시간간격 (Global time step)은 900 초이며, 최
소 시간간격 (minimum time step)은 300 초로 설정되어

있다. 기본 입력자료인 수심자료는 ETOPO-5를 사용하

였으며 최저수심은 2.5 m 로 산정하였다. 해상풍 입력

자료는 중규모 기상모델인 RDAPS/KMA의 3시간 간

격의 48시간 예측 자료를 10 m 해상풍의 자료로 변환

하여 사용하였다 (장 등, 2003, 서와 장, 2003). 본 파랑

모델은 기상연구소에서 개발되어 2001년의 1년 동안 

시험 운영 단계를 거친 후 2002년부터 3시간 간격의 

파랑 인자 자료를 축척하여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4년 자료를 모두 분석하였

다. 
모델에 의해 계산된 유의파고는 기상청에서 운영중

인 해양기상 관측부이의 관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
계적 방법은 같은 시간대의 부이 관측 값과 모델결과 

사이의 BIAS (mean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CORR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 
Fit 등이 사용되었다. BIAS, RMSE, CORR 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Linear Regression Fit는 선형 회귀법

을 통해 구해진다. 
        

  
     

    
 


   

 
 

 
  



윗 식에서 N 은 검증 자료의 개수이며  와   는 

모델 및 관측값의 시계열 평균을 나타낸다. 
Fig. 1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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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 결과 

3.1 부이 자료를 이용한 파랑 모델 검증

Fig. 2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의 부이와 

모델의 유의 파고를 비교한 결과이다. 2002년 (Fig. 2 
(a))에는 제 15호 태풍 루사 (RUSA)가 8월말과 9월초

에 걸쳐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하였는데 

모델에서는 그 기간에 전 부이 지역에서 최대 8 m 이
상의 큰 유의 파고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이 관측 자료

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칠발도 부이의 관측

자료와 모델자료가 다른 비교보다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으며 거제도와 거문도의 경우 관측치에 비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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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the ocean moored buoy stations operated by KMA.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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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결과가 너무 크게 계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2003년의 각 부이 관측 자료와 모델 유의 파고 예측 

결과의 비교 (Fig. 2 (b))를 보면 2003년에 가장 높은 유

의파고를 나타낸 시기는 제 14호 태풍 매미 (MAEMI)
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9월 중순이다. 2003년의 

경우에는 거제도 지점에서 부이와 모델 자료가 태풍 

매미에 의한 높은 파고가 잘 일치하고 있으며 동해와 

거문도에서는 모델이 높은 파고를 예측했지만 부이는 

관측 자료가 생성되지 못해 비교를 할 수 없었다. 2004
년도 (Fig. 2 (c))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은 

8월 중순에 제 15호 태풍 메기 (MEGI)와 9월초의 제 

18호 태풍 송다 (SONGDA) 였다. 남해안을 통과한 태

풍의 진로 특성상 거문도와 거제도 부이 및 모델에서 

이 두 태풍에 의한 높은 유의파고 형태를 나타내고 있

으며 관측치와 모델이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05년도 부이 관측자료와 모델 예측 결

과 (Fig. 2 (d))를 보면 2005년에 관측 부이에 근접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9월초의 제 14호 태풍 

나비 (NABI) 이다. 태풍 나비에 의한 높은 파고의 발

생은 거제도 부이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모델과 부

이 관측이 서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ig 3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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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2년

Fig. 2. Time series plot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observed by KMA buoy and calculated using WW3 in (a) 2002, (b)
2003, (c) 2004 and (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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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003년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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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004년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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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05년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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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s of significant wave heights observed by KMA buoy and calculated using WW3 in 200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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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 Linear Regression Fit
2002 2003 2004 2005 Ave. 2002 2003 2004 2005 Ave.

Chilbal 0.845 0.851 0.802 0.736 0.809 0.709 0.650 0.622 0.585 0.642
Donghae 0.774 0.707 0.742 0.667 0.723 1.063 0.876 0.814 0.851 0.901
Dukjok 0.820 0.852 0.775 0.683 0.783 0.957 0.909 0.887 0.738 0.873
Geomun 0.843 0.746 0.814 0.732 0.784 1.891 1.535 1.571 1.555 1.638
Geoje 0.715 0.777 0.744 0.716 0.738 1.263 1.336 1.276 1.162 1.259

Table 2. Annual mean statistics for the significant wave height between the KMA buoy and WW3.

BIAS(m) RMSE (m)
2002 2003 2004 2005 Ave. 2002 2003 2004 2005 Ave.

Chilbal -0.120 -0.197 -0.219 -0.226 -0.191 0.438 0.447 0.508 0.578 0.493
Donghae 0.120 0.015 0.063 0.170 0.092 0.540 0.496 0.422 0.581 0.510
Dukjok 0.091 0.009 0.051 0.027 0.045 0.314 0.286 0.325 0.379 0.326
Geomun 0.464 0.267 0.361 0.319 0.353 0.761 1.128 0.630 0.626 0.786
Geoje 0.264 0.212 0.187 0.120 0.196 0.570 0.464 0.480 0.456 0.493

이관측 자료와 모델에서 예측된 유의파고의 산포도를 

나타내었다. 각 통계적 수치는 Table 2와 같다. 5개 부

이 중에서 칠발도가 0.845로 가장 높은 상관지수를 나

타내었으며 거제도 부이와의 비교에서 0.715의 상관

지수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칠발도에서만 음

의 BIAS를 나타내어 모델에서 유의파고가 낮게 모사

되고 있으며 나머지 비교에서는 전부 양의 BIAS를 나

타내고 있으며 최대 0.464 m의 BIAS가 거문도 부이와 

모델 비교에서 나타났다. RMSE 값에서는 최대 0.761 m
의 값이 거문도 부이와의 비교에서 나타났으며 덕적도 

부이에서 0.314 m로 가장 낮은 RMSE 값을 나타내었다. 
2003년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지수는 2002년도와 마찬

가지로 칠발도에서 0.852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가장 낮

은 상관지수는 동해에서 0.707으로 나타났다. 칠발도에

서 역시 -0.197의 음의 BIAS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점

은 양의 BIAS이고 거문도에서 가장 높은 0.267 m의 

BIAS을 보이고 있다. RMSE의 경우에는 거문도에서 

1.128 m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덕적도 비교

에서 0.286 m의 가장 낮은 RMSE의 값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동해와 거문도 부이 자료 유

실이 많았는데 동해 부이의 경우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관측이 되지 못하였고 거문도의 경우 1월부터 4월 중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관측되지 못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거문도 지점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0.814의 상관지수를 나타내었고 동해 지점의 비

교에서 가장 낮은 0.742의 상관지수를 나타내었다. 이
는 동해부이의 관측이 2004년 1월 중순부터 4월말, 9

월부터 11월초까지 결측되었던 원인으로 생각된다. 
BIAS와 RMSE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통계적 수치를 보면 칠발

도 지역이 0.736의 가장 높은 상관지수를 나타내었고 

2004년도와 같이 동해의 경우 자료의 부족 (1월초∼4월
말, 8월초∼9월 말 결측)으로 인해 동해 지역이 0.667
의 가장 낮은 상관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덕적

도 또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낮은 0.683의 상관지수

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값을 보면 모든 부이

에서 0.7∼0.8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동해 부이와의 

비교에서 0.723의 가장 낮은 상관지수를 나타내었다. 동
해가 가장 낮은 상관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이의 결측의 시기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부이 비교에서는 연안 지역까지 유의

파고를 모델이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와 장 (2003)의 연구에서는 2002년 자료를 이용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파랑 모델 결과와 부이 관측 결

과와 비교하였는데 관측 값과 모델 결과 사이에 0.6∼ 
0.8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4년간의 자료를 비교한 본 

연구와 유사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파랑 모델의 예측 능력을 오랜 기간의 모델 자료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고 매년 태풍 통과시의 높은 

유의파고 양상을 모델과 관측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의 파고 비교결과를 

보면 본 WW3 파랑 모델에서 파랑의 전파 양상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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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ae Geomun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January 0.279 0.499 0.587 0.551 0.703 0.793
February 0.185 0.452 0.678 0.435 0.647 0.770
March 0.160 0.427 0.697 0.425 0.637 0.818
April 0.279 0.589 0.797 0.442 0.728 0.782
May 0.233 0.452 0.814 0.295 0.520 0.776
June 0.215 0.468 0.705 0.306 0.620 0.786
July 0.289 0.626 0.617 0.411 0.787 0.802
August 0.160 0.536 0.720 0.273 0.727 0.807
September 0.191 0.567 0.854 0.471 0.926 0.836
October 0.144 0.467 0.812 0.397 0.569 0.739
November 0.158 0.408 0.706 0.333 0.527 0.813
December 0.129 0.417 0.570 0.238 0.393 0.704

Table 3. Statistics for monthly significant wave height between the KMA buoy and model.

Chilbal Donghae Dukjok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January -0.386 0.570 0.918 0.138 0.599 0.758 -0.003 0.262 0.892
February -0.273 0.489 0.896 0.061 0.483 0.765 0.028 0.268 0.872
March -0.176 0.477 0.863 -0.069 0.438 0.700 0.042 0.297 0.815
April 0.128 0.450 0.682 0.294 0.644 0.567 0.220 0.468 0.734
May 0.132 0.358 0.735 0.113 0.444 0.646 0.207 0.365 0.780
June 0.023 0.296 0.754 0.084 0.391 0.567 0.161 0.319 0.771
July -0.041 0.397 0.671 0.169 0.479 0.662 0.168 0.351 0.743
August -0.108 0.418 0.737 0.005 0.536 0.594 0.093 0.311 0.794
September -0.196 0.417 0.716 0.065 0.593 0.699 0.004 0.285 0.727
October -0.326 0.517 0.846 0.025 0.553 0.782 -0.066 0.278 0.817
November -0.326 0.569 0.823 0.149 0.584 0.720 -0.028 0.312 0.815
December -0.588 0.820 0.819 0.0004 0.505 0.737 -0.179 0.386 0.746

울 등의 형태로 천해까지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유의

파고의 상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특히 계산된 결과는 외해뿐만 아니라 천해에서의 파랑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기상청 부이 자료와의 검증

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천해역에서 한 지점에서

의 파고의 시, 공간적 변화는 외해로부터 전파되어져 

오는 여러 가지 파의 중첩 형태로 표현되며, 이러한 결

과들은 그 지점의 파랑의 변동성에 상당한 양의 변화

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2 유의 파고 및 해상풍의 월변동

유의 파고와 해상풍 풍속의 월변동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각 부이지점별로 4년간의 유의파고를 월별로 구

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4에서는 월

별로 부이관측 유의파고와 해상풍 풍속의 모델 비교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는 각 부이

지점과 모델의 유의파고와 해상풍 풍속의 모델과 부이 

관측자료 사이의 BIAS, RMSE, 상관계수를 월별로 각

각 도시하였다. 
앞서 연도별 비교에서도 나타났듯이 칠발도 부이와 

모델 비교에서는 음의 BIAS를 나타내어 모델이 관측

치보다 낮은 유의파고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칠발도 이외의 비교에서는 관측치보다 모

델이 높은 유의파고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서 와 장 (2003)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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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jae Geomun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January -0.381 2.668 0.611 -0.642 1.785 0.863
February -0.655 2.802 0.630 -0.726 2.235 0.815
March -0.674 2.501 0.654 -0.382 2.323 0.753
April -0.744 2.615 0.730 0.007 2.681 0.601
May -0.362 2.523 0.700 0.061 2.475 0.638
June -0.408 2.359 0.679 0.373 2.180 0.719
July 0.114 2.585 0.640 0.722 2.587 0.693
August -1.232 2.919 0.637 -0.576 2.775 0.721
September -1.001 2.477 0.845 0.014 2.478 0.832
October -0.801 2.459 0.714 -0.220 2.122 0.716
November -0.402 2.482 0.632 -0.597 2.312 0.760
December -0.403 2.477 0.599 -0.816 2.144 0.793

Table 4. Statistics for monthly sea surface wind velocity between the KMA buoy and model.

Chilbal Donghae Dukjok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BIAS RMSE CORR

January -0.602 2.268 0.750 0.470 2.765 0.728 -0.210 2.179 0.758
February -0.315 2.006 0.788 0.208 2.646 0.663 0.085 2.131 0.731
March 0.052 2.204 0.687 0.030 2.653 0.648 0.069 2.035 0.735
April 0.679 2.360 0.676 0.503 2.999 0.543 0.373 2.274 0.672
May 0.987 2.324 0.649 0.065 2.828 0.490 1.028 2.285 0.648
June 1.063 2.131 0.639 0.424 2.615 0.407 1.081 2.534 0.488
July 0.807 2.188 0.675 0.901 2.596 0.620 0.983 2.224 0.625
August 0.209 2.158 0.624 -0.021 2.975 0.481 0.261 1.981 0.645
September -0.564 2.095 0.656 0.741 2.728 0.592 -0.134 1.973 0.708
October -1.001 2.550 0.654 -0.497 2.763 0.689 -0.580 2.088 0.740
November -1.042 2.575 0.678 0.255 3.123 0.626 -0.168 2.516 0.613
December -1.168 2.497 0.746 0.226 2.783 0.676 -0.124 2.184 0.684

해안에서 약 15 km 정도 떨어진 다른 부이들에 비해 

칠발도 부이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2 km 떨어져 있어 

육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므로 1/2°의 해상도를 

가진 본 모델에서 연안의 국지 해역의 파고를 예측하

는데 수치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풍과 부이 자료 비교에서는 유의파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칠발도, 덕적도, 거문도 지점 비

교에서는 하계에 양의 BIAS, 동계에 음의 BIAS를 보

이고 있어 기상청의 RDAPS/KMA 모델이 이 세 지점

에서는 하계에 관측치보다 높은 해상풍을 동계에 낮은 

해상풍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도의 

경우에는 유의파고가 전부 양의 BIAS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풍은 전 계절에 걸쳐 음의 BIAS를 나

타내고 있긴 하지만 동해를 제외하고는 하계가 동계에 

비해 양의 BIAS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입력자료를 산

출하는 RDAPS/KMA 모델이 약한 풍속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한 풍속에 대해서는 다소 약하게 모사하는 

한계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RDAPS/KMA 모
델에서 동계의 북풍 계열의 풍계는 관측치에 비해 모

델이 약하게 모사하고 하계의 남풍 계열의 풍계는 좀

더 강하게 모사하는 것을 알수가 있다. 동해 지점에서

는 계절 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복잡한 형태의 BIAS 형
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체 관측 결

과 비교 (Fig.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부이에 비해 

부이의 결측이 많은 관계로 정확한 계절변화를 나타내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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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variation of bias, RMS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of significant wave height and sea wind velocity between
buoy 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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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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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의 RMSE 비교에서는 덕적도 지점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거문도 지점 비교에서 가장 

높은 RMSE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부이에서 큰 

계절변동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해상

풍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동해의 RMSE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점에서의 뚜렷한 계절양상

은 보이고 있지 않다. 
칠발도, 동해, 덕적도 지점에서의 해상풍 예측자료

와의 상관지수를 보면 하계 (6월, 7월)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칠발도의 경우 7월에 0.671의 가장 낮

은 상관지수를 보였으며 1월에 0.918로 가장 높은 상

관지수를 나타내었다. 동해의 경우에는 4월과 6월에 

0.567로 가장 낮은 상관지수를 보였으며 10월에 0.782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덕적도의 비교에서

는 0.727의 가장 낮은 상관지수가 9월에 나타났으며 1
월에 0.892 로써 가장 높은 상관지수를 나타내었다. 거
제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상이하게 하계 (7월)
와 동계 (1월, 12월)가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

다. 7월에는 0.617, 12월에는 0.570, 1월에는 0.587의 

상관지수를 나타내어 5월의 0.814와 9월의 0.854의 상

관지수와 대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거문도의 경우에

는 큰 월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 12월에 0.704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거제도 부이 지점에서는 대체로 해상풍 풍속의 상관지

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유의파고의 상관지수가 높

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부이에서는 유의파고의 월변

동 상관지수가 해상풍 풍속의 상관지수와 크게 연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의 파고의 

경우 해상풍 풍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의파고의 경우 해상풍의 풍속

과 풍향등의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천해 파랑의 경우 풍향, 해안선, 해저지형, 조류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파의 변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alvaleri (1988) 연구를 인용하여 서 

와 장 (2003)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지점에서 파고의 

양상은 그 지점에서의 순간의 풍향, 풍속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전파해 오는 파랑의 

중첩의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천

해역에서의 파랑 모델 검증 결과가 모델의 초기자료로 

들어가는 해상풍 예측 자료의 검증결과 보다 향상되었

다는 사실은 외해에서의 잘 모사된 파의 에너지가 천

해역까지 전달되어져 오는 효과가 본 파랑 모델에 잘 

반영됨에 기인 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파의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향후 다양한 파

에 대한 모델 자료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자세히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유의파고의 공간적 특성

연도별 유의파고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태풍의 

영향이 제일 큰 6, 7, 8, 9월의 유의파고의 표준편차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Fig. 5는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하계의 유의파고의 표준편차이다. 2002년의 경우 

(Fig. 5 (a)) 7월에 오키나와 남부열도를 걸쳐서 큰 유

의파고의 편차를 나타내는데 이는 2002년의 제 8호 태풍 

나크리 (NAKRI)와 제 11호 태풍 펑셴 (FENGSHEN)의 

영향이다. 2002년 가장 큰 특징은 8월에 나타나는데 

큐슈 서쪽을 중심으로 북서 태평양 전체에 큰 유의파

고의 편차를 나타내는데 이는 2002년에 가장 우리나

라에 큰 피해를 끼쳤던 제 15호 태풍 루사(RUSA)의 

경로와 일치한다. 9월에도 타이완 동쪽 지역에 최대 

260 cm의 큰 유의파고의 편차는 제 16호 태풍 신라쿠 

(SINLAKU)의 경로와 일치하여 나타난다. 2003년의 

유의파고의 양상 (Fig. 5 (b))은 7월의 경우 2002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경우에는 제 

10호 태풍 아타우 (ETAU)의 영향으로 오키나와 동쪽

지역에 최대 220 cm의 유의파고 의 표준편차를 나타

내고 있으며 9월의 경우 제 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

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100cm 이상의 유의파고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의 유의파고 양상 (Fig. 
5 (c))은 6월부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해에 비해 

일찍 2004년 6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제 7호 

태풍 민들레 (MINDULLE)의 영향이다. 이러한 2004
년의 태풍의 영향에 의한 유의파고는 점점 더 강해지

면서 8월의 대표적인 제 15호 태풍 메기 (MEGI)와 9월
의 제 18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큰 유의파고의 표준편

차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의 경우 (Fig. 5 (d)) 6월의 제 4
호 태풍 네삿 (NESAT)을 시작으로 7월의 제 5호 태풍 

하이탕 (HAITANG), 8월의 제 9호 맛사 (MATSA), 9월

의 제 14호 태풍 나비 (NABI)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유의파고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의파고의 공간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4년간의 유의파고를 월별로 평균

하여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Fig. 6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 월별 유의파고의 표준편차이다. 
하계에 태풍에 의한 유의파고의 양상을 월별로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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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2년

Fig. 5. Monthly standard deviation of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calculated using WW3 model in (a) 2002, (b) 2003, (c)
2004 and (d) 2005.

게 알 수가 있다. 특히 9월의 경우 오키나와 주변으로 

200 cm의 높은 유의파고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4년간 이곳을 통과한 태풍의 영향으로 큰 유

의 파고가 나타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9월에 비해 7월

과 8월에는 타이완 동쪽지역과 일본 남부지역에 큰 유

의파고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7월과 8월에는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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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003년 

Fig. 5. Continued.

을 통과하는 태풍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이는 장기간의 모델 자료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자료만 이용했던 서와 장 (2003)의 연구에서

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결과로 생각된다. 하계를 제외

하고 특히 동계에는 동해에서 높은 유의파고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동계 기상학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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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004년 

Fig. 5. Continued.

기인한 것으로 서와 장 (2003)은 이러한 현상을 동해

에서는 파랑이 발달하기에 충분한 취송거리가 조성되

며 겨울철에 발달하는 강한 북서풍이 연근해에서의 파

의 중첩과 반사로 인해 파고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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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05년 

Fig. 5. Continued.

4. 결론
    
태풍을 비롯한 해양 악기상 예측은 정치․외교적으

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군

과 같은 국가 방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차

원의 안전한 해상조업을 위해서 해상상태의 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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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ur- year mean monthly standard deviation of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calculated using WW3 model 

측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예측 성능을 높인 해상풍 모형과 이를 입력자료

로 갖는 파랑예측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한국 기상청에

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5지점 (덕적도, 칠발도, 거제도, 
거문도, 동해부이)의 해양 관측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파랑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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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inued.

4년간 (2002∼2005년)의 장기간의 관측 및 모델 자

료 비교를 통해 매년 유의파고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2002년에서 2005년 동안의 WW3에 의한 유의파고 계

산자료와 부이에서 관측된 자료와의 평균 0.77 정도의 

높은 상관지수를 보이고 있어 1/2°의 비교적 성긴 격자

의 모델이지만 유의파고를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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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inued.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의 파고와 해상풍 풍속의 월변동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각 부이지점별로 월별로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해상풍은 관측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동해 부이를 제외

하고 기상청 현업모델이 동계의 풍계는 관측치에 비해 

모델이 약하게 모사하고 하계의 풍계는 좀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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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유의파고의 월

변동 상관지수가 해상풍 풍속의 상관지수와 크게 연관

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육상

에 의해 영향을 받는 풍속과 풍향등을 고려하여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의파고의 공간적 특성에서는 하계에 태풍에 의한 

유의파고의 양상을 뚜렷이 알 수가 있었다. 지난 4년간 

7월과 8월에는 타이완 동쪽과 일본 남부쪽을 통과했던 

태풍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 9월에는 일본 오키

나와 주변 지역에 태풍에 의한 큰 유의파고 편차를 나

타내었다. 동계에는 겨울철 풍속이 강한 동해에 높은 

유의파고 편차를 나타내어 유의파고의 공간적 변화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에 따른 유의파고 

양상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본 연구에 사용된 파랑모델은 동일한 영역으

로 1/12°의 고해상도의 수평분해능으로 개발이 되어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상청 부이 또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해 부이를 제외한 부이가 교체되어 

향후 지속적인 비교 검증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한 파랑 

예측 정보를 산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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