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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폭풍해일 예측 모델과 검조소 조위자료를 활용한 한반도 

연안 폭풍해일 특성 연구

A Study of Storm Surges Characteristics on the Korean Coast Using Tide/Storm 

Surges Prediction Model and Tidal Elevation Data of Tida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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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기상청의 해양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2008년과 2009년의 한반도 주변의 폭풍해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

델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결과는 한반도 연안의 검조소 자료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석/폭

풍해일 모델은 한반도 주변의 폭풍해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하계의 태풍 영향으로 인한 폭풍해일의

계절변화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48시간 예측 평균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각

각 0.272 m와 0.420 m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의 해역별, 월별 폭풍해일에서는 하계의 강한 해상풍의 영향으로

하계에 높은 폭풍해일고가 2008년에 나타나지만 2009년의 경우에는 하계 이외의 기간에도 매우 높은 폭풍해일고를

나타내었다. 태풍 Kalmaegi(2008)와 Morakot(2009)이 한반도에 접근시 모델의 정확도는 연평균 수치와 유사하게 나

타났지만 연평균 검증결과와 같이 2008년 태풍 Kalmaegi에 비해 2009년 태풍 Morakot의 경우가 예측정확도가 낮

게 나타났다. 

핵심용어 : 조석/폭풍해일, 모델, 검조소, 태풍 

Abstract: Analysis has been made on the tide/storm surges characteristics near the Korean marginal seas in the

2008 and 2009 years using operational ocean prediction model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In order to evaluate its performance,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observed data by tidal st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The model used in this study predicts very well the characteristics of tide/storm surges near the

Korean Peninsula. Simulated storm surges show the evident effects of Typhoons in summer season. The averaged

root mean square error(RMSE) of 48 hr forecasting between the modeled and observed storm surges are 0.272 and

0.420 m in 2008 and 2009, respectively. Due to strong sea winds, the highest storm surges heights was found in

summer season of 2008, however, in 2009, the high storm surges heights was also found in other seasons. When

Typhoon Kalmaegi(2008) and Morokot(2009) approached to Korean Peninsular, the accuracy of model predictions

is almost same as annual mean value but the precision accuracy for Typhoon Morakot is lower than of Typhoon

Kalmaegi similar to annual results. 

Keywords : Tide/Storm Surges, Model, Tidal station, Typhoon

1. 서 론

한반도 해안지역의 복잡한 해안선과 크고 작은 섬들로 인

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기상 및 해양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매년 태풍, 파랑,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안개발과 함께 인구 및 시설

증가로 그 피해규모 및 피해액이 가중되고 있다(국립기상연

구소, 2008). 특히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은 평균적으로 약

26~27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는 3~4개가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었다(차 등 2007; 2008; 2009).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연안 지

역에 폭풍해일이 발생하여 경제적, 인적 손실을 발생하게 된

다. 한반도 주변의 폭풍해일에 대한 연구는 관측자료에 의한

연구(황, 1971; 오 등 1988)로 시작되어 수치모델링 연구(Choi,

1986; 오 와 김, 1990; Hong and Yoon, 2003)까지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최근 폭풍해일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의 검조소 관측자료와

모델을 활용한 폭풍해일의 최대값을 산출하는 기후학적인 연

구(권 등, 2008; 권 등, 2009; 서 등 2009; 정 등 2009)와 모델

을 활용하여 태풍 영향에 의한 연안 지역의 폭풍해일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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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연구(Lee et al., 2008; 강 등 2009; Park et al., 2009)가

이루어졌다. 특히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수평해상도 300 m의 고해상도 폭풍해일 예측시스

템을 개발하였고 대기 조건은 태풍기간과 비태풍기간으로 구

분하여 폭풍해일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태풍 기간의 폭풍해일의 관측 및

예측의 사후분석(hindcast)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상청과 같

이 매일 산출되는 대기 예보 모델의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된

폭풍해일의 1년 이상의 실시간 예측 정확도에 관한 연구는 아

직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연안에서 해수면 예보에 활용되고 있는

SLOSH(Sea, Lake and Overland Surges from Hurricanes)

모델(Jelesnianski et al., 1992)과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ADCIRC(ADvanced CIRCulation) 모델(Blain and Rogers,

1998; Blain et al., 2002) 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호주

연안의 BMRC(Bureau Meteorology Research Centre) 모델

(Hubbert et al., 1991), 뉴질랜드의 RiCOM 모델(Lane and

Walters, 2009) 기반의 EcoConnect 시스템(Lane et al., 2009),

프랑스의 Telemac-2D(Paradis, et al., 2009)등의 예보 조석/

폭풍해일 모델에 대한 자세한 검증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아

시아 지역에서는 벵갈만과 아라비안해의 IIT(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모델(Dube et al., 1994), 일본의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 모델(Konishi, 1995)이 모델 예측결

과를 관측치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조석/폭풍해일 예측모델을 개

발하여 해양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 조석/폭풍해일 모

델(RTSM: Regional Tide/Storm Surge Model)은 1/12도(약

8 km) 해상도로 북서 태평양을 모델 영역으로 POM(Priceton

Ocean Model) (Mellor, 1998)을 기반으로 2005년에 개발하

여 2006년 7월부터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유와 이, 2009;

You & Seo, 2009).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폭풍해일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의 지역 조석/폭풍해일(RTSM) 예

측모델 결과와 우리나라 주변의 검조소 자료와 비교검증을 실

시하여 2년간의 한반도 연안 폭풍해일 특성 및 48시간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였고 한반도 주변 해역별 폭풍해일 월별 특

성을 해면기압과 해상풍 등과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7호 태풍 Kalmaegi

와 8호 태풍 Morakot 기간을 선정하여 해양기상 예측 시스

템에 의해 산출된 조석/폭풍해일고를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예

측정확도를 산출하였다. 

2. 모 델

기상청의 현업 예보용 모델인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에서 생산되는 예측 자료 중

해양모델에 사용하는 자료는 해상풍과 해면기압이다. RDAPS

는 현재 수평해상도 30 km 간격의 모델영역(111°E-155°E,

16°N-55°N)을 가지고 있으며 MM5(Mesoscale Model 5) 기

반으로 개발되었다. 자료출력은 12시간의 4차원 자료동화를

수행한 후, 48시간의 예보장을 등시그마면과 등압면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매일 2회(00, 12 UTC)생산하고 있다. 기상

청 조석/폭풍해일 모델인 RTSM은 RDAPS 예측 자료중 해

상풍과 해면기압을 입력장으로 사용하여 3시간 간격의 48시

간 예측 조석과 폭풍해일을 산출한다(Fig. 2). 

RTSM 모델은 Princeton Ocean Model(POM)의 2차원 수

심적분 모드를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POM은 Blumberg와

Mellor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로, 수평적으로는 Arakawa-C 격

자체계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원시방정식(primitive equation)

의 수치해를 구한다(Mellor, 1998). 해수를 비압축성유체로 가

정할 때,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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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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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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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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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 ∂
∂y
----- UVD( )+ +

F̃x fVD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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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xs– τxb+ +=

Fig. 1. Modeled area with topography.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operational cycle of the storm

surge foreca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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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here t: Time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η: Sea surface elevation

D: Total water depth (=H+η)

H: Undisturbed water depth 

: Depth-mean current in x, y direction 

f: Coriolis force

위의 식 (2)와 식 (3)에 포함된  수평 이류-확산항으

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4)

(5)

AM은 수평확산계수로 Smagorinsky 공식을 이용하여 모델

내부에서 계산된다.

(6)

 

여기서 

,

이다. 

위 식에서 ∆x, ∆y는 격자 크기, R은 지구반지름에 해당하는

6,374 km, φ는 해당지점의 위도이며 는 유속의 수평 구

배를 나타내며, C는 상수로 본 연구에서 0.10 값을 사용한다.

한편, 식 (2)과 식 (3)의 τxs, τys와 τxb, τyb는 각각 해수면에서의

10 m 높이의 해상풍(U10, V10)의 응력 및 해저 마찰 응력에

관련된 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8)

(9)

(10)

위 식에서 매개변수는 You(2010)에 의해 제시된 값을 사

용하였는데 Cd는 해저마찰계수로써 0.0025이 사용되었으며,

k는 von Karman 상수로 0.4, z0은 거칠기 상수로 0.0005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 조석/폭풍해일 예측모델(RTSM)의

영역은 20~52°N, 115~150°E(Fig. 1)로써 위도와 경도방향으

로 1/12° 크기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모

델은 Princeton Ocean Model(POM)(Mellor, 1998)을 근간

으로 개발되었다. RTSM은 현재 기상청에서 조석/폭풍해일 예

측을 위한 예보 시스템으로써 매일 00, 12 UTC에 48 시간

예측치를 산출하게 된다. 입력자료는 기상청의 대기모델 자

료에서 산출된 해면기압과 해상풍 자료가 RTSM의 입력자료

로 이용된다. 조석 모델의 경우 Mastumoto et al.,(2000) 의

고해상도 조석 모델 결과에서 추출한 조화상수 자료를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주요 8개 분조(M2, S2, N2, K2, K1, O1,

P1, Q1)에 대해 모의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RTSM은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대해

2차원의 폭풍해일고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주요연안 지점의

48 시간 조석/폭풍해일고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48시간 예

측 조석/폭풍해일고 결과와 우리나라 전 연안에 국립해양조

사원에서 운영 중인 검조소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과 관측자

료 사이의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에는 분석에 사

용된 검조소 총 30개 지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3. 결 과

3.1 평균장 분포

Fig. 4에는 2008년과 2009년의 폭풍해일 모델 결과 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연평균 및 최대 폭풍해일고를 각각 나타내었

다. 연평균 폭풍해일고는 2008년과 2009년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델 영역의 북쪽 경계인 동

해 북부 해역과 오호츠크해에서는 평균 폭풍해일고 결과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중국 동부 해역 또한 양의 폭풍해일

고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모델영역의 북쪽과 남

쪽영역의 양의 폭풍해일고에 비해 북서 태평양 중앙 부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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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tion maps of tidal st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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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은 음의 연평균 폭풍해일고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최대 폭풍해일고 양상은 해당년도의 태풍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대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태풍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7월에는 7호 태풍

Kalmaegi와 8호 태풍 Fung-Wong, 9월에는 13호 태풍 Sinlaku

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50 cm 이상의 높은 폭풍해일고가

대만 주변과 중국 동남쪽 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만과 중

국 동남쪽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태풍은 강도가 약

해졌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서쪽 연안

에서도 40 cm 정도의 폭풍해일고를 나타내었다. 북서태평양의

중앙지역에서도 태풍 진로를 따른 최대 폭풍해일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8년 2호 태풍 Rammasun과 5호 태풍 Nakri의 영

향으로 사료된다. 

Fig. 4.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annual mean and maximum storm surge heights in (a) 2008 and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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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최대 폭풍해일고는 2008년과 비교하여 좀 더 복

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 해협

과 한반도 서해안 지역은 2008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8호 태풍 Morakot의 영향으로 대만 해협에서는

최대 80 cm 이상의 매우 큰 폭풍해일고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일본 남부 해역에서 태풍 진로에 따른 50 cm 이상의 큰

폭풍해일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2호 태풍 Dujuan과 14호

태풍 Choi-wan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ig. 5에는 조석/폭풍해일 모델에 입력장으로 사용된 해면

기압(Mean Sea Level Pressure: MSLP)의 연평균과 최소값

을 나타내었다. 앞선 Fig. 4에서 나타내었던 폭풍해일고의 연

평균과 최대값이 해면기압의 연평균과 최소값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폭풍해일고의 높이는 이러한 해면기

압의 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ig. 5.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annual mean and minimum MSLP in (a) 2008 and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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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조소 관측 자료와 모델 예측 자료 월별 비교

Fig. 6은 2008년과 2009년 1년 기간 동안의 조석/폭풍해일

모델 결과와 국립해양조사원 연안검조소의 해수면 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해수면 높이(천문조+기상조)를 비교하였다. 각 해

역별로 대표적인 4개 지점(인천, 대산(서해), 서귀포(남해), 묵

호(동해))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서해의 남해의 경우 검조소

에서 관측한 조석편차가 큰 해수면 높이를 모델이 잘 모의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석이 작은 동해의 경

우는 해상풍과 해면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상조의 변화

가 커서 관측치와 모델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a), (b)에는 2008년과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월

별로 천문조와 기상조를 분리하여 모델과 관측의 bias를 24,

48시간 예측치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전체 검조소 중 관측자

료의 결측이 없었던 24개 검조소 지점(부산, 추자도, 대산, 고

흥, 후포, 인천, 장항, 제주, 군산외항, 마산, 목포, 모슬포, 묵

호, 포항, 평택, 서귀포, 속초, 성산포, 통영, 울릉도, 울산, 완

도, 영광, 여수)에 대해서 모델과 관측 값의 천문조와 기상조

를 비교하였다. 각 지점별로 관측된 해수면 높이를 조화분해

처리 후 잔차위(residual)결과를 확인하여 관측 자료의 점프

Fig. 6. Scatter plots of observations by tidal stations (INCH, DAES, SOGW, MUKH) and calculated by Sea level(tidal level+ storm surges)

in (a) 2008 and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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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통계적 방법은 같은 시간대의 검조소 값과 모델결과 사이의

bias(mean error), RMSE(Root Mean Square)이 사용되었다.

bias, RMS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12)

식 (8)과 (9)에서 N은 검증자료의 개수이며 Ymod와 Yobs는

각각 모델 및 관측값을 나타낸다.

2008년과 2009년의 천문조 비교에서는 계절적인 변동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 2008년의 경우 모델 예측치가 천문조를 높

게 모의하는 양의 bias가 2, 3, 4월에 나타나다가 4, 6, 7월

에는 모델 예측 천문조가 관측에 비해 낮게 모의하는 음의

bias 결과를 보였으며 7월부터는 다시 양의 bias 결과를 보였

다. 2009년의 경우 2008년과 계절적인 변동이 유사하게 나

타나지만 2008년과 다르게 1월부터 7월까지는 모델 예측 천

문조가 낮게 나타나며 8, 9, 10월에 모델이 천문조를 높게 모

의하다가 다시 낮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여 주였다. 2008년과

2009년의 모델과 관측의 24(48) 예보시간 평균 천문조의 bias

BIAS
1

N
---- Ymod Yobs–( )∑=

RMSE
1

N
---- Ymod Yobs–( )2∑=

Fig. 6. (Continued). Scatter plots of observations by tidal stations (INCH, DAES, SOGW, MUKH) and calculated by Sea level(tidal level+

storm surges) in (a) 2008 and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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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0.54(0.54)cm, -1.97(-1.93)cm로 나타나 예보시간별

오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상조의 비교에서는 동계와 하계의 오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동계의 음의 bias, 즉 모델예측 기상조가 관측에

비해 낮게 모의 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계로 가면서 오차가

줄어들고 2008년과 2009년 모두 8월에 최대 양의 bias를 보

이고 있다. 이는 동계의 강한 저기압과 해상풍에 의한 폭풍

해일고의 예측 정확도가 하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하계의 태풍 시기 뿐만 아니라 동계의 폭풍해

일고 현상에 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8

년과 2009년의 모델과 관측의 24(48) 예보시간 평균 기상조의

bias는 각각 -4.74(-5.98)cm, -4.55(-5.52)cm로 나타나 년도별

오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음의 bias는 2005

년부터 2007년까지 폭풍해일 예측 검증을 보였던 You and

Seo(2009)과 유와 이(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

였다. 

3.3 연안 해역별 및 계절별 폭풍해일 특성

Fig. 8에는 검조소 1년 관측자료와 조석/폭풍해일고 모델의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각 해역에서의 최대 폭풍해일고를 월

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관측 자료를 통해 나타난 2008년과

2009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 폭풍해일고가 2008년에는

하계에 집중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전 계절에 걸

쳐 하계와 유사한 최대 폭풍해일고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모델 예측에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이 전체적으로 높은 폭풍해일고 최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역별로는 남해, 동해에 비해 서해가

높은 폭풍해일고를 나타내며 주로 4월, 7월(8월 : 2008년),

10월은 다른 월에 비해 폭풍해일고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

가 동해에 비해 폭풍해일고가 높지만 특징적인 계절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폭풍해일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폭풍해일고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면기압과 해상풍의 월별, 해역별 특성을

Fig. 8에 같이 도시하였다. 서해(125°~127°E, 34°N-38°N),

남해(125°~131°E, 33°N-35°N), 동해(129°~131°E, 35°N-38°N)의

각 해역별로 최소 해면기압과 최대 해상풍의 크기를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하계의 낮은 해면기압과 동계의 강한 해상

풍을 해역별로 나타내고 있지만 2008년 해상풍의 경우 7, 8,

9월에 강한 해상풍 특히 8월에 서해에 15 m/s 이상의 강한

해상풍이 높은 폭풍해일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되며 2009

년의 지그재그형의 최대 폭풍해일고 결과에 대응하는 해상풍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최대 해상풍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3.4 태풍 기간 동안의 폭풍해일 특성

Fig. 9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제 7호 태풍 Kalmaegi와 제 8호 태풍 Morakot의 이동경로를

그린 것이다. 태풍 Kalmaegi는 2008년 7월 13일 06UTC에

필리핀 북동쪽에서 발생하여 7월 18일경에 대만에 상륙하였

Fig. 7. Monthly variations of bias for 24 and 48 hours forecasting between observed and modeled results of tidal level and storm surges in

(a) 2008 and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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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상하이 남서쪽 부근에서 TD(Tropical Depression:

17 m/s 미만 바람)급으로 약화되었으며 이후 북동진하였고 우

리나라 황해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 태풍 Morakot은

2009년 8월 3일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970 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 이 태풍은 7일 0시 대만 남동쪽

220 km 부근 해상에서 945 hPa, 최대풍속 40 m/s을 기록하여

TY(Typhoon: 33 m/s 이상)급으로 최대로 발달하였다. 

Fig. 10에서는 태풍 Kalmaegi와 Morakot이 이동시 모델로

예측된 폭풍해일고의 시간변화를 나타내었으며 태풍 이동기

간동안 예측된 최대 폭풍해일고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태풍

경로에 따른 높은 폭풍해일고를 나타내었는데 대만 동쪽 해

역의 15 cm의 폭풍해일고가 나타났으며 중국연안을 따라서

약화 되었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서해연안의 30 cm 이상의 폭

풍해일고가 모의 되었다. 태풍 Morakot의 경우는 35 cm 이

상의 높은 폭풍해일고가 오키나와 남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대만 주위의 넓은 해역과 중국 연안에 매우 넓은 지역

에 걸쳐 30cm의 높은 폭풍해일고를 나타나고 있다. 

Fig. 8. Monthly variations of maximum observed and simulated storm surges (SS) heights and minimum mean sea level pressure (MSLP)

and maximum sea wind (UV) at west (blue), south (black) and east (red) sea in (a) 2008 and (b) 2009.

Fig. 9. Typhoon Track of Kalmaegi (200807) and Morako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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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에서는 태풍 Kalmaegi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기간 동안에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소 중 30개의 지점(인천, 평

택, 대산, 안흥, 보령, 장항, 군산외항, 위도, 영광, 목포, 대흑

산도, 진도, 추자도, 완도, 거문도, 고흥, 여수, 통영, 마산, 부

산, 제주,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울산, 포항, 후포, 묵호, 속

초, 울릉도)에서 모델의 폭풍해일고 예측 값과 관측 값 사이

의 bias와 RMSE를 24, 48시간 예측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

림이다. 인천과 진도에서 0.5 이상의 양의 큰 bias를 보였으며

제주에서 가장 큰 음의 bias를 보였다. 또한, 인천, 목포, 진

도, 거문도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작은 RMSE를 보였다.

bias와 RMSE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예측시간이 길어질수록

큰 값을 보였다. 30개 지점의 24(48) 시간 평균 RMSE는

9.23(10.44)cm로 나타났다. Fig. 12에는 태풍 Morakot이 영

향을 미친 기간에 모델 예측과 관측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24(48) 시간 평균 RMSE는 5.08(5.94)cm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개의 태풍 기간 동안의 폭풍해일고를

Fig. 10. Simulated storm surges patterns and maximum storm surges for the periods of the Typhoon (a) Kalmaegi and (b) Mora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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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You(2010) 연구에서는 최소(최대) RMSE는 6.78(14.61)cm

였으며 평균 RMSE가 10.2 cm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지역 조석/폭풍해일 예

측모델(RTSM)의 결과와 2008년과 2009년에 산출된 해수면

높이(천문조+기상조)를 우리나라 연안에 운영중인 국립해양

원 검조소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공간적, 시간적인 특성을 살

펴보았다. 또한 2008년과 2009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했

던 태풍 Kalmaegi와 Morakot이 접근시 예측 정확도를 산출

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각각 1년 동안 모델에서 계산된 폭풍

해일고의 경우 하계의 태풍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하계에 비해 동계가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

Fig. 10. (Continued). Simulated storm surges patterns and maximum storm surges for the periods of the Typhoon (a) Kalmaegi and (b) Mora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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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간에서는 모델이 폭풍해일고를 과대 모의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모델이 관측에 비해 폭풍해일고

를 과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의 48

예보시간의 천문조(기상조) bias는 각각 0.54(-5.98)cm와 -1.93

(-5.52)cm로 나타나 기상조의 예측정확도가 천문조에 비해 낮

은 것을 알 수가 있다. 2008년 7호 태풍 Kalmaegi와 2009년

8호 태풍 Morakot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예측 폭풍해일고

의 48 예보시간 예보정확도를 살펴보았다. 태풍 Kalmaegi 접

근시의 모델과 관측 해수면 높이의 48 예보시간 RMSE는

10.44 cm로 나타났으며 태풍 Morakot의 경우는 5.94 cm로

2009년에 비해 2008년의 태풍 통과시 예보 정확도가 다소 떨

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폭풍해일 모델의 정

확도는 해상풍 및 해면기압등의 대기 입력장의 정확도에 의

해 좌우되는데 본 연구에서 입력장으로 사용되는 RDAPS 모

델의 태풍 진로 및 강도와 관련되어 폭풍해일고 예측 정확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주변의 월별, 해역별 최대 폭풍해일고 비교에서는

2008년의 경우에는 주로 하계에 최대 폭풍해일고가 집중되었

지만 2009년의 경우에는 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높

은 폭풍해일고가 관측 및 예측되어 태풍 등에 의한 악기상 시

발생하는 폭풍해일 뿐만 아니라 강한 저기압 및 해상풍에 의

해 발생하는 폭풍해일고의 경우에 본 연구에 의하면 예측정

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향후 동계의 폭풍해일도 주의

깊게 예측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 예보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

된 조석/폭풍해일 모델 뿐만 아니라 지역/연안 파랑 모델을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해양기상 예측 모델은 대기 모델의 결

과를 입력장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해상풍, 해면기압 등의 정

확도에 따라 예측정확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해양기상

모델의 정확도 향상 뿐만 아니라 대기 입력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해상도의 정확

한 해양기상 예측시스템의 구축은 연안 지역의 활용도가 높

아지는 최근의 추세와 더불어 연안 방재에도 도움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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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bias and (b) RMSE variations of storm surges for 24 and 48 hours forecasting between RTSM predicted results and tida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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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bias and (b) RMSE variations of storm surges for 24 and 48 hours forecasting between RTSM predicted results and tidal stations

observations for Typhoon Mora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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