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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SWAN모델을 이용한 상세 연안기상 모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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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in the simulation of high-resolution coastal weather, i.e. sea surface wind (SSW) and 

significant wave height (SWH), were studied in a southeastern coastal region of Korea using the WRF and SWAN models. 
This analyses was performed based on the effects of various input factors in the WRF and SWAN model during M-Case 
(moderate days with average 1.8 m SWH and 8.4 ms-1 SSW) and R-Case (rough days with average 3.4 m SWH and 13.0 ms-1

SSW)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SSW and SWH. The effects of topography (TP), land cover (LC),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or the simulation of SSW with the WRF model were somewhat high on v-component winds along the 
coastline and the adjacent sea of a more detailed grid simulation (333 m) during R-Case. The LC effect was apparent in all grid 
simulations during both cases regardless of the strength of SSW, whereas the TP effect had shown a difference (decrease or 
increase) of wind speed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SSW (M-Case or R-Case). In addition, the effects of monthly mean 
currents (CR) and deepwater design waves (DW) for the simulation of SWH with the SWAN model predicted good agreement 
with observed SWH during R-Case compared to the M-Case. For example, the effects of CR and DW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SWH during R-Case regardless of grid resolution, whereas the differences (decrease or increase) of SWH occurred 
according to each effect (CR or DW) during M-Case.

Key words : Coastal weather, Sea surface wind, Significant wave height, High-resolution, WRF, SWAN, Land cover, 
Topography, SST, Current, Deepwater design wave

1. 서 론1)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어업, 조선업, 해운항만업 등

의 연안산업 활동이 활발하고 요트, 카약, 제트스키 등

의 연안레저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밀․고층

화된 건물단지 증가 등 많은 연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안지역의 복잡한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고

려한 보다 상세한 연안기상 예측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Kim 등, 2005; Bae 등, 2005). 다양한 연안기상 

중에서도 해상풍과 파랑이 연안지역에서 중요한 기상

인자로 평가된다(Kim과 Kim, 2005; Yoon 등, 2006; 
Heo 등, 2008; You와 Park, 2010). 해상풍은 대기와 

해양사이의 열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상을 통

과하는 저기압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된다(Anth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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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Ahn과 Jeong, 1984). 또한, 대기와 해양의 경계

면에서 불어오는 해상풍에 의한 바람응력은 해양 표

층을 이동시킴으로써 파랑을 생산하므로, 파랑의 생

성, 크기, 이동 등은 해상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에 연안지역에서 정확한 파랑 산출을 위해서는 해상 바

람의 정확한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Marsden, 1987; 
Hsueh 와 Romea, 1983).

한반도 내 해상풍 관련연구로는 Kim과 Kang(1992)
이 대기의 안정도와 경압성이 해상풍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온와 해수면 온도 차이를 

분석하였고, Na와 Paeng(1983)은 한국 주변해역 및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의 10년간의 일기도 및 해수

면 온도자료로부터 해상풍 자료를 분석하였다. Kim 
등(2006)은 복잡한 연안지역에서 해상풍 모의를 위하

여 MM5와 WRF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안정도, 경압

성, 지표면 특성 등 대기경계층 역학의 지배를 받는 

PBL(Planetary Boundary Layer) scheme에 따라 해상

풍의 공간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상세 토지피복 

자료를 적용하여 연안지역 특성에 따른 기상장 변화

와 분포 특성을 비교한 연구(Jeong과 Kim, 2009)와 

대기경계층과 지면모델의 모수화방안의 민감도 분석

을 통한 고해상도 바람장 산출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

었다(Seo 등, 2010). 파랑예측과 관련된 연구로는 

Kang 등(1984)이 한반도 주변 해상풍 결과를 이용하

여 태풍시기 및 파고의 예측정확도를 분석하였고, 
You 등(2006)은 파랑모델 예측결과와 해양 관측 부이

자료를 비교하고, 해상풍과 유의파고의 월변동과 상

관지수를 분석하였다. You와 Park(2010)은 지역파랑

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파랑예측결과의 시․공간적

인 파랑특성을 분석하였고, Kim 등(2005)은 천해파랑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경기만 주변 해역에서의 파랑분

포를 제시하였다. 파랑모델 WAM을 이용한 한국 근

해의 파랑예측과 관련된 연구(Moon 등, 1988)와 전지

구 파랑예측시스템을 이용한 모델 입력장과 수평해상

도에 따른 민감도 실험 연구도 수행되었다(Park과 

Kang, 2012). 또한, Lee 등(2005)은 대기-파랑 결합모

델을 이용하여 대기-해양 상호작용에서 해면거칠기 

길이의 효과를 분석하여 해면거칠기 길이의 과대 추

정은 풍속을 약화시키며, 과소 추정은 풍속을 강화시

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상풍과 파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대부분 위성자료와 관측자료를 이용한 분포 특성 

연구가 많았고 두 요소를 함께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사례일의 경우 태풍

이나 폭풍해일과 같은 이벤트성 기상상태에 대한 분

석이 주를 이루었고, 격자 해상도가 큰 전구나 지역규

모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파랑(WRF-SWAN) 모델을 이용하여 연안지역

의 복잡한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상세규모 

해상풍과 파랑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WRF 
모델의 상세 지형과 토지피복자료, 해수면 온도 자료 

적용에 따른 각각의 해상풍 모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
평 격자해상도와 해상풍 및 파랑 강도에 따른 각 인자

들의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SWAN 모델의 경우, 
개선된 해상풍 자료와 상세 수심자료를 입력자료로 이

용하고, 파랑 예측도 향상을 위해 파랑모델 내의 해류 

및 심해설계파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인자들의 

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파랑모델에서 수평 격

자해상도에 따른 파랑의 예측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대기 모델 구성 및 실험설계

2.1. WRF 모델 개요

연안지역 해상풍 모의를 위하여 대기모델은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version 3.5를 사용하

였다. WRF모델은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델로 수평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격자로는 Eulerian 질량좌표계

를 사용한다(Skamarock 등, 2008). 모델링은 27, 9, 3, 
1, 0.333 km 수평해상도를 갖는 5개의 도메인으로 구

성하였으며, 연직해상도는 43층으로 설정하였다(Fig. 
1). 최종 분석도메인은 1 km 해상도의 D04와 0.333 
km 해상도의 D05이다. D04는 한반도 남동해안으로 

｢기상청 예보업무규정-해상광역예보구역｣에서 지정

한 남해동부 앞바다(부산, 경남 중․서부, 전남 동․

서부)와 먼바다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지역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불규칙하며 많은 도서

가 연안에 산재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연안기

상 변화가 큰 지역이다. D05는 부산항 항계선을 기준

으로 가덕도와 광안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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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ested model domain. The bottom figure is enlarged details of the target areas of D04 and D05. The filled circles 
in the figure indicate the observation sites.

으며, 이 지역은 항만, 해운 및 여객업의 경제활동이 활

발히 일어나는 지역으로 해상풍과 파랑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며 고해상도 상세 연안기상 정보가 필요하다. 
WRF모델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 Prediction (NCEP)에서 제공하는 

FNL 전국 재분석 자료인 6시간 간격의 1.0°×1.0°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기상결과 도출을 위

하여 객관분석기법인 OBSGRID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료동화를 수행하였다. 자료동화에 사용된 자료

는 NCEP에서 제공하는 지상관측자료(ds461.0)와 고

층관측자료(ds351.0)이다. 사용된 물리과정과 도메인 

상세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델링 사례일은 대

상지역 내 해상의 기상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인 

거제도 부이 자료를 이용하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sea-state code를 기준으로 선정

하였으며, 보퍼트(Beaufort) 풍속계급을 참고하였다. 
강수와 태풍발생일은 제외하였으며, 해상풍 및 파랑

의 강도에 따른 연안기상 예측의 시․공간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WMO sea-state code의 Moderate와 

Rough 등급에 해당되는 사례일을 각각 선정하였다. 
Moderate 등급에 해당되는 사례일(M-Case)은 해상에

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단계로 1.25∼2.5 m 유의파

고를 가지며, Rough 등급의 사례일(R-Case)은 강풍으

로 인해 큰 파도와 흰 파도가 전 해면을 덮는 단계로 

2.5∼4.0 m 유의파고를 가진다. 거제도 부이자료(2010- 
2013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M-Case에 해당되

는 2011년 12월 24∼25일은 유의파고가 1∼1.8 m 
(평균 1.3 m), 풍속은 3.9∼11.4 ms-1 (평균 8.4 ms-1)를 

보였으며, R-Case에 해당되는 2011년 9월 20∼21일
은 유의파고가 2.4∼4.4 m (평균 3.4 m), 풍속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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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differences in surface roughness length between the EGIS-LC and USGS-LC (upper) 
and the differences in the topographic elevations between SRTM-TP and USGS-TP (bottom) in the D04 and D05.

Domains D01 D02 D03 D04 D05
Cells in x-direction 98 139 202 250 94
Cells in y-direction 86 115 184 220 70
Vertical layers 43 43 43 43 43
Horizontal resolution (km) 27 9 3 1 0.333
Microphysics WSM3 WDM6
Cumulus Kain-Fritsch scheme for D01
Radiation (long/short wave) RRTMG / RRTMG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Surface layer Revised MM5
Land Surface Noah Land Surface Model

Table 1. Details of the grids and physical options used in 
the WRF model

16.0 ms-1 (평균 13.0 ms-1)를 나타냈다. 모델링 기간은 

모델 초기조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pin-up 시간을 포함하여 M-Case는 2011년 

12월 23일 00UTC부터 27일 00UTC로 설정하였고, 
R-Case는 2011년 9월 18일 00 UTC부터 22일 00UTC

로 설정하였다.

2.2. 모델링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수평 격자 해상도와 해상풍 및 파랑

의 강도에 따른 복잡한 연안지역의 해상풍 모의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피복, 지형, 해수면 온도 자료

를 적용하였다. 토지피복 자료는 U.S. Geology Survey 
(USGS) 자료와 환경부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GIS) 중분류 자료를 사용하였

다. 지형자료는 USGS 자료와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3초 지형자료를 이용하였고, SST 
자료는 NCEP에서 제공하는 일 간격 0.5°×0.5° 자료

를 이용하였다. Fig. 2은 D04와 D05 영역에 대한 

EGIS와 USGS의 토지피복자료(LC) 적용에 따른 

surface roughness length(SRL) 분포 차이와 SRTM과 

USGS의 topography(TP) 고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EGIS 토지피복 자료 적용에 의해 사바나, 농경지, 산
림 등이 도시와 침엽/활엽수림 등으로 변화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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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mean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skin temperature (SKT) during modeling periods 
for M-Case and R-Cas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SST and SKT (bottom).

반적으로 surface roughness length가 약 30∼50 cm 
증가하였고, 특히 부산지역에서 약 70∼90 cm 증가하

였다. 또한, SRTM 지형자료의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지형고도가 높아졌으며(약 30∼50 m), SRTM을 이용

하여 모의된 도메인 내 최고고도(1617 m)가 USGS 
(1580 m) 결과보다 실제 최고고도(약 1915 m)와 근사하

게 모의되었다. 상세 격자규모인 D05에서는 EGIS-LC
와 SRTM-TP 적용에 의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다. EGIS-LC에 의한 도시지역의 확대

와 상세한 해안선 모의로 해안선 경계 부근에서 

surface roughness length가 약 100 cm 상승하였으며, 
SRTM-TP는 구덕산을 포함하여 지형의 굴곡을 현실

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약 –90∼110 m 차
이). Fig. 3는 M-Case와 R-Case에 대해 SST자료를 적

용한 공간분포와 SST자료를 적용하지 않은 skin 
temperature (SKT) 분포, 각 사례일에 대한 SST와 

SKT 자료 차이의 공간분포 평균장을 나타낸 것이다. 
M-Case와 R-Case 모두 SST자료 적용에 의해 연안과 

외해에서의 온도 차이를 공간적으로 상세하게 모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이는 M-Case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토지피복, 지형, SST 자료 적용에 의한 WRF모델

의 해상풍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

이 모델링 실험설계를 수행하였다. USGS 토지피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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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지형자료, SST 자료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이 

EXP_Base(EB)이고, EGIS 토지피복자료와 SRTM 
지형자료, SST 자료를 적용한 실험이 EXP_Final(EF)
이다. 그리고 EF 실험에서 상세 지형자료, 개선된 토

지피복자료, SST자료 적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 실험이 EXP_Topo(ET), 
EXP_Land(EL), EXP_SST(ES)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격자 해상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D04와 D05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설계를 하였

고, 해상풍 강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Case와 R-Case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하

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periments for 
M-Case & R-Case

D04 D05

TP LC SST TP LC SST

EXP_Base USGS USGS X USGS USGS X

EXP_Topo USGS EGIS O USGS EGIS O

EXP_Land SRTM USGS O SRTM USGS O

EXP_SST SRTM EGIS X SRTM EGIS X

EXP_Final SRTM EGIS O SRTM EGIS O

Table 2. Experimental design for WRF modeling

3. 파랑 모델 구성 및 실험설계

3.1. SWAN 모델 개요

해상의 파랑모의를 위하여 사용한 모델은 네덜란드 

델프트(Delft)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Simulating Wave 
Nearshore (SWAN) ver. 40.91이다. SWAN 모델은 

기본 방정식인 wave action balance 방정식을 사용하

여 주어진 입사경계에서의 파 스펙트럼, 바람과 해저

면 및 해류조건으로부터 연안지역 및 호수, 하구역 등

과 같은 천해역 및 국지지역의 파랑을 계산한다. 모델

에서 파랑의 전파과정은 이동 및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 천수효과와 섬 등의 제약 요인들에 의한 전달 및 

차단, 반사, 회절현상 등이 반영된다. 또한, 바람에 의

한 파랑에너지가 생성되고, 백파 및 쇄파, 저면마찰에 

의한 파랑에너지의 소산과 2차 또는 4차 비선형 작용

에 의한 에너지 교환과정에 의해 파랑에너지가 소산

된다(Kim 등, 2005; 2011).

SWAN모델의 수심 입력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서 제공하는 수치해도 수심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연

구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분산된 point 자료의 관측 수

심값을 보다 정확한 파랑예측 결과 도출을 위하여 50 
m 상세 수평해상도를 갖는 격자자료로 가공하였다. 
바람 입력자료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사례일

에서의 평균된 바람 입력값(default)을 사용하는 것과

는 차별되도록 WRF모델에서 계산된 바람자료(U10, 
V10)를 사용하여 각 격자별 정확한 해상풍 자료를 입

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

는 북서태평양 평균해류도를 WRF모델 바람 입력자

료와 동일한 격자간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외해 경

계조건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산출한 심해설계파

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파랑관측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의한 파랑 산출 시스템을 구

축하여 해상 및 연안의 연속 파랑자료를 산출한 것으

로 파랑모델의 예측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초
기 및 경계자료와 격자체계에 대한 상세정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SWAN 모델의 계산영역은 WRF모
델의 D04/D05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동일한 도

메인 내에서 상세 수평격자에 대하여 모델링 수행 시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D04의 경우 1 km 의 수

평해상도에서 500 m의 수평해상도를 갖는 실험을 추

가하였고, D05의 경우 333 m의 수평해상도에서 167 
m의 수평해상도를 갖는 실험을 추가하여 상세격자 시 

파랑예측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모델링 기

간은 WRF모델링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Domains D04 D05
Cells in x-direction 250 500 94 188
Cells in y-direction 220 440 70 140
Horizontal resolution (km) 1 km 500 m 333 m 167 m

Initial fields
Bathymetic data fields 50m 

resolution
WRF output: U10, V10

Boundary fields Monthly mean current fields

Incident wave condition

S : 2.85m, 
8.50sec, 45°
W : 5.13m, 

10.76sec, 45°
E : 4.32m, 

9.77sec, 45°

S : 5.60m, 
10.63sec, 45°

Table 3. Domain configuration for SW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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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mean surface currents during M-Case (December. 2011) and R-Case (September. 2011).

3.2. 모델링 실험설계

SWAN 모델에서 파랑의 크기는 바람에 의한 파랑

에너지 생성, 백파와 쇄파, 저면마찰에 의한 파랑에너

지 소산,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교환으로부

터 결정된다. 이에 현실적인 파랑을 추정하기 위하여 

SWAN 모델에 바람, 저면마찰, 해류, 심해설계파에 

대한 정확한 입력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Luo
와 Monbaliu, 1994; Hermann 등, 2002; Perlin 등, 
2007; Jeong, 2008). 본 연구에서는 파랑모의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해류와 심해설계파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해양조사원의 

북서태평양 평균해류도를 이용하여 M-Case와 R-Case
에 해당하는 2011년 12월과 9월의 월 평균 표층 해류

를 나타낸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

인 쓰시마 난류가 동해안 쪽으로 갈라져 동한난류로 

북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마도 주변의 해류

는 M-Case와 R-Case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심
해설계파는 도메인 경계에서의 파의 입사 방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평균해류도를 참고하여 파

향을 선정하였고, 선정한 파향에 대해서 도메인 S, W, E 
경계에서 심해설계파 제원(파고, 주기)를 설정하였다. 

해류와 심해설계파 적용에 따른 파랑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모델링 실험설계를 

수행하였다. 해류와 심해설계파를 적용하지 않은 실

험이 EXP_Ori이고, 모두 적용한 실험이 EXP_All이
다. 그리고 EXP_All 실험에서 해류와 심해설계파 적

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 

실험이 EXP_Current와 EXP_Bound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평 격자 해상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D04(1 km & 500 m)와 D05(333 m & 167 m)에 대

해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설계를 하였고, 파랑 강도에 따

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Case와 R-Case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periments for 
M-Case & R-Case

D04 
(1km & 500 m)

D05 
(333 m & 167 m)

Current Bound Current Bound

 EXP_Ori X X X X

 EXP_Current X O X O

 EXP_Bound O X O X

 EXP_ALL O O O O

Table 4. Experimental design for SWAN modeling

4. WRF- SWAN모델을 이용한 상세 연안기상 모의결과

4.1. 해상풍 모의 특성 분석

해상풍 강도에 따른 사례일별(M-Case와 R-Case) 
지형(TP), 토지피복(LC), 해수면 온도(SST) 자료 적

용의 해상풍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안내륙

에 위치한 영도, 해안선 부근에 위치한 광안등표, 해안

에서 수 km 떨어진 해상의 거제부이 지점을 선정하였

다. Fig. 5-6은 D04에 대한 M-Case와 R-Case에 대한 

영도, 광안등표, 거제부이 지점에서의 시계열 분포이

다. 전반적으로 연안에서는 대부분의 실험이 풍속을 

과대 모의하고 해상으로 갈수록 풍속을 과소 모의하

는 경향을 보였다. TP, LC, SST 자료 적용효과는 

M-Case와 R-Case 모두 해상에서는 뚜렷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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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urnal variations i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WS), u-comp. wind (U), and v-comp. wind (V) at the 
near-surface level of Yeongdo (YD), Gwangan (GA), and Geojeodo (GJ) for D04 simulation during M-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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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iurnal variations i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WS), u-comp. wind (U), and v-comp. wind (V) at the 
near-surface level of Yeongdo (YD), Gwangan (GA), and Geojeodo (GJ) for D04 simulation during 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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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Variables
　 M-Case 　 R-Case 

　 MB RMSE IOA 　 MB RMSE IOA

EXP_Base 
 Wind speed

　

-0.38 2.24 0.54 
　

0.54 3.49 0.48 
 U-comp. 0.00 2.42 0.50 0.23 2.44 0.65 
 V-comp. 0.28 2.58 0.48 1.06 3.46 0.50 

EXP_Topo 
 Wind speed

　

-0.81 2.38 0.53 
　

-0.50 2.74 0.58 
 U-comp. -0.46 2.37 0.48 0.75 2.23 0.67 
 V-comp. 0.24 2.46 0.50 -0.35 2.85 0.56 

EXP_Land 
 Wind speed

　

-0.34 2.28 0.55 
　

0.42 3.49 0.49 
 U-comp. 0.00 2.46 0.50 0.27 2.43 0.65 
 V-comp. 0.21 2.68 0.49 -1.06 3.58 0.50 

EXP_SST
 Wind speed

　

-0.37 2.38 0.53 
　

-0.05 2.77 0.57 
 U-comp. -0.33 2.36 0.48 0.35 2.13 0.68 
 V-comp. 0.10 2.48 0.52 -0.74 3.00 0.55 

EXP_Final 
 Wind speed

　

-0.82 2.15 0.56 
　

-0.08 2.58 0.60 
 U-comp. -0.31 2.19 0.52 0.42 2.08 0.70 
 V-comp. 0.46 2.15 0.50 -0.71 2.78 0.58 

Table 5. Statistical evaluation betwee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u-comp. wind, and v-comp. wind at several 
monitoring sites for D04 simulation from five different simulation during M-Case and R-Case

R-Case 연안지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

면, 상세 EGIS-LC를 제거한 실험(EXP-Land)과 SST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EXP-SST)은 R-Case에서 

전반적으로 연안지역에서의 풍속을 다소 과대 모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Case에서는 USGS-TP
를 적용한 실험(EXP-Topo)과 SST를 제거한 실험

(EXP-SST)이 관측값보다 높은 풍속을 모의하였다. 
바람의 U성분과 V성분 분석 결과, U성분 바람은 전

반적으로 관측값과 유사한 일변화 경향과 범위를 보

이나, V성분 바람은 다소의 단기적 오차가 존재하였

다. 또한, 연안지역 각 인자들의 적용효과는 U성분 바

람보다는 V성분 바람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풍 모의에 대한 각 인자들의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D04의 각 실험별 통계분석(MB, 
RMSE, IOA)을 수행하였다(Table 5). 전반적으로 M-Case
보다는 R-Case에 대한 TP, LC, SST의 적용효과가 뚜

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Case의 EXP_Base와 

EXP_Final를 비교하면, 풍속의 경우 IOA는 0.02 증
가했고 RMSE는 0.09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R-Case
는 EXP_Final이 EXP_Base에 비해 풍속의 IOA가 

0.12 증가했고, RMSE는 0.91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TP, LC, SST 적용효과는 M-Case의 경우 U성분과 V
성분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R-Case는 상대적으로 

V성분 바람장에 약간 더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인자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분석해보면, 
R-Case 해상풍 모의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LC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M-Case에 대

해서는 각 인자별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EGIS-LC 
대신 USGS-LC를 적용한 EXP-LC 실험이 상대적으

로 상세 TP와 SST를 제거한 실험보다 낮은 IOA와 높

은 RMSE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TP, 
LC, SST 적용효과가 해상풍 강도에 따라 사례일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실험별 차이의 공간분포를 낮(DT, 11:00-16:00)과 

밤(NT, 00:00-05:00) 시간동안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Fig. 7-8). 그림에서 TP, LC, SST effect는 EXP-Final
에서 각 인자들을 제거한 EXP-Topo, EXP-Land, 
EXP-SST 실험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분포이다. 내륙

에서는 전반적으로 LC의 영향이 뚜렷하였고, M-Case
에서는 낮과 밤 모두 풍속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USGS-LC에서 EGIS-LC를 적용함으로써 

surface roughness length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Fig. 2). 반면, R-Case에서는 EGIS-LC 적용

이 내륙에서의 풍속 감소뿐만 아니라 해안선 인근의 

해상풍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P의 

영향은 M-Case와 R-Case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SST 영향은 R-Case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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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ifferences (TP, LC, and SST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WS) at the near-surface 
level for D04 simulation during daytime (DT: 11:00–16: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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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differences (TP, LC, and SST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WS) at the near-surface 
level for D04 simulation during nighttime (NT: 00:00–05: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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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iurnal variations i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WS), u-comp. wind (U), and v-comp. wind (V) at the 
near-surface level of Yeongdo (YD) for D05 simulation during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보였다. 각 인자들의 영향은 M-Case의 경우 밤보다는 

낮 시간에 약간 뚜렷하였고, R-Case 경우 밤 시간에 

해안선 부근의 해상에서 뚜렷한 영향을 보였다.
수평 격자 해상도에 따른 사례일별(M-Case와 R-Case) 

TP, LC, SST 자료 적용의 해상풍 모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D05 모의결과에서 연안내륙에 위치한 영

도와 해안선 부근에 위치한 광안등표 지점을 대상으

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9-10). 전반적으로 

D04 모의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관측

값과 일변화 경향과 범위가 약간 더 유사하게 나타났

다. 상세 해상풍 모의에서도 TP, LC, SST 자료 적용

효과는 R-Case 영도 지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
를 들면, 모든 인자를 다 적용한 실험과 상세 TP를 제

거한 실험이 관측값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

였다. 또한, 영도 지점에서 각 실험별 풍속차이는 U성

분 바람보다는 V성분 바람장 변화에 기인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해상풍 모의에 대한 각 인자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D05의 각 실험별 통계

분석(MB, RMSE, IOA)를 수행하였다(Table 6). D05 
모의결과가 D04 보다 TP, LC, SST 적용효과가 뚜렷

하였고, D05에서도 M-Case보다는 R-Case에서 TP, 
LC, SST 적용효과가 뚜렷하였다. D04 모의결과에서

는 M-Case와 R-Case 모두 TP, LC, SST를 모두 적용

한 EXP_Final이 가장 좋은 결과(높은 IOA와 낮은 

RMSE)를 보였다. 반면, D05 모의 결과에서는 R-Case
는 EXP-Final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M-Case
에서는 EXP-Final이 상대적으로 낮은 RMSE를 보였

으며, IOA는 EXP_Topo가 높은 값을 나타냈다. 상세 

해상풍 모의에 대한 각 인자들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M-Case와 R-Case 모두 상대적으로 LC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D04에서 

D05로 상세 격자로 갈수록 LC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

다. D04와 D05 분석결과, WRF모델을 이용한 해상풍 

모의에서 약한 바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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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diurnal variations i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WS), u-comp. wind (U), and v-comp. wind (V) at 
the near-surface level of Gwangan (GA) for D05 simulation during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Experiment Variable
　 M-Case 　 R-Case 

　 MB RMSE IOA 　 MB RMSE IOA

EXP_Base 
 Wind speed

　

0.8 2.04 0.44
　

2.67 3.1 0.53
 U-comp. 1.8 2.67 0.33 -1.47 2.48 0.63
 V-comp. 1.93 2.44 0.52 -2.01 2.59 0.5

EXP_Topo 
 Wind speed 0.16 1.75 0.57 0.32 2.19 0.64
 U-comp. 1.19 2.16 0.45 -0.23 2.14 0.63
 V-comp. 2.15 2.63 0.56 -0.1 1.54 0.67

EXP_Land 
 Wind speed 0.87 2.11 0.5 2.92 3.31 0.56
 U-comp. 1.84 2.78 0.38 -1.48 2.54 0.65
 V-comp. 2 2.55 0.53 -2.27 2.78 0.52

EXP_SST
 Wind speed 0.43 1.88 0.55 2.14 2.57 0.62
 U-comp. 1.51 2.41 0.42 -1.02 2.01 0.71
 V-comp. 2.25 2.73 0.53 -1.72 2.19 0.59

EXP_Final 
 Wind speed -0.27 1.56 0.53 0.7 1.79 0.71
 U-comp. 0.76 1.83 0.43 -0.35 1.92 0.68
 V-comp. 2.12 2.53 0.55 -0.5 1.28 0.76

Table 6. Statistical evaluation between the observed and predicted wind speed, u-comp. wind, and v-comp. wind at several 
monitoring sites for D05 simulation from five different simulation during M-Case and 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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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ifferences (TP, LC, and SST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WS) at the 
near-surface level for D05 simulation during daytime (DT: 11:00-16: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나타내는 사례일에 모의 정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05에 대한 각 실험별 차이의 공간분포를 

낮과 밤 시간동안 분석한 결과(Fig. 11-12), M-Case보
다는 R-Case에서 각 인자들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

났다. EGIS-LC의 적용은 D04와 유사하게 내륙에서

의 뚜렷한 풍속 감소를 야기하였으나, 그 차이는 D05
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상세 TP의 영향은 M-Case에
서는 내륙의 풍속 감소, R-Case에서는 지역에 따른 풍

속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SST의 영향은 내륙의 풍속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TP, LC, SST 적용효과가 수평 격자 해상도

와 해상풍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파랑 모의 특성 분석

사례일별(M-Case와 R-Case) 해류와 심해설계파 

적용이 파랑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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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differences (TP, LC, and SST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speed (WS) at the 
near-surface level for D05 simulation during nighttime (NT: 00:00-05: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해안선 부근에 위치한 광안등표와 해상의 거제 부이 

지점을 대상으로 D04 도메인의 1 km와 500 m 모의결

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13). 전반적

으로 심해설계파 적용은 유의파고를 높게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M-Case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

타났다. 해류의 적용효과는 해류만 적용한 경우와 해

류와 심해설계파를 함께 고려한 경우 차별적인 영향

을 보였다. 해류만 적용한 경우는 유의파고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했으나, 심계설계파와 함께 적용한 경우

는 유의파고가 높아진 분포를 보였다. 이는 해류와 심

해설계파를 함께 적용했을 경우 해류로부터 오는 파

의 진행방향과 도메인 경계에서 적용한 심해설계파의 

초기 진행 방향의 차이에 의해 두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Kang 등, 2009). 광안등표와 

부이 지점 모두에서 관측값과의 오차가 존재하였으

며, 상대적으로 M-Case의 경우 바람만 적용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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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diurnal variations in observed and predicted significant wave height at the sea surface of Gwangan (GA) and 
Geojedo (GJ) for D04(1 km, 500 m) simulation during M-Case and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R-Case의 경우 바람, 해류, 심
해설계파를 모두 적용한 경우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SWAN모델 격자크기에 따른 파랑 모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D04영역을 500 m 해상도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으로 1 km 모의 결과와 유사한 시

계열 분포를 보이나, 1 km 모의에서 유의 파고를 과소

모의하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두 지점 

모두 500 m 격자에서는 해류의 효과가 많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거제 부이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실

험에서 유의파고 높이가 0.5 m 이상 증가하였고, 광안

등표에서는 R-Case에서 유의파고가 0.5 m 정도 증가

하여 관측값과 보다 근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낮과 밤 시간동안 해류와 

심해설계파 영향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Fig. 14), 
해류효과는 M-Case에서는 전 해상에서 유의파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R-Case에서는 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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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differences (current and bound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for D04 
simulation during daytime (DT: 11:00-16:00 LST) and nighttime (NT: 00:00-05: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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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diurnal variations in observed and predicted significant wave height at the sea surface of Gwangan (GA) for 
D05(333 m, 167 m) simulation during M-Case and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연안과 남쪽 해상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

의파고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심해설계파의 

적용 효과는 두 사례일 모두 낮과 밤 동안 여수와 거제

도 연안 일부, 대마도 부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

의파고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효과

는 밤보다는 낮에 더 크게 나타났다. 심해설계파 적용 

후 대마도 동쪽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류가 수렴하는 지역으로 동쪽 경계에서 적용한 심

해설계파의가 진행한 파와 수렴된 해류로 인해 파고

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평 격자 해상도에 따른 사례일별 해류와 심해설

계파 적용의 파랑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05
에 대한 333 m 와 167 m 모의결과에서 광안등표 지점

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15). 333 
m 모의결과에서, M-Case는 D04 모의결과보다 변동

성이 작아진 모습이며, 심해설계파 적용에 따른 효과

가 감소된 모습이다. R-Case는 D04 모의결과보다 관

측값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심해설계파 적용 효

과가 M-Case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167 
m 모의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파고를 0.3 m 정도 높

게 모의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333 m 모의결

과와 유사하였다. 추가적으로 낮과 밤 시간동안 해류

와 심해설계파 영향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Fig. 
16), 해류 적용효과는 M-Case에서는 거제도 앞바다 

부근에서 유의파고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R-Case
는 낮 시간에 유의파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례일 모두 낮보다는 밤 시간에 해류효과가 작게 나

타났다. 심해설계파 적용효과는 두 사례일 모두 연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의파고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M-Case보다 R-Case에서 증

가 폭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WRF-SWAN모델을 이용하여 한반

도 남동해안 영역에 대해 해상풍 및 파랑의 강도에 따

른 사례일별 해상풍과 파랑 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일은 WMO sea state code를 기준으로 파고가 

Moderate와 Rough 등급에 해당되는 M-Case(2011년 

12월 24-25일)와 R-Case(2011년 9월 20-21일)를 선

정하였으며, 각 사례일별 평균 풍속은 8.4 ms-1와 13.0 
ms-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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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differences (current and bound effect, respective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 for D05 
simulation during daytime (DT: 11:00-16:00 LST)  and nighttime (NT: 00:00-05:00 LST) of M-Case (left panel) 
and R-Case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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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모델의 해상풍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 지형(TP), 토지피복자료(LC), 해수면 온도(SST) 
자료의 적용에 따른 수평 격자 해상도 및 해상풍 강도

에 따른 사례일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WRF모델은 전

반적으로 연안에서는 해상풍을 과대 모의하고 해상으

로 갈수록 풍속을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약
한 바람 사례일(M-Case) 보다는 강한 바람 사례일

(R-Case)에 모의 정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상
세 해상도를 갖는 D05(0.333 km) 모의결과가 D04(1 
km) 보다 TP, LC, SST 적용효과가 뚜렷하였으며, 각 

인자들의 상대적인 기여도에서는 LC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D04 모의 결과에서는 

M-Case와 R-Case 모두 TP, LC, SST를 모두 적용한 

실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D05의 M-Case에
서는 상세 TP를 제거한 실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RMSE를 보였다. 또한, 해상풍의 U성분과 V성분 분

석 결과, 각 인자들의 적용효과는 U성분 바람보다는 

V성분 바람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TP, LC, SST 적용효과가 수평 격자 해상

도와 해상풍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SWAN모델의 파랑 모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WRF모델에서 산출된 바람자료를 이용

하였고, 해류와 심해설계파 적용에 따른 수평 격자 해

상도 및 사례일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SWAN모델은 

잔잔한 해상상태(M-Case)에서는 심해설계파를 적용

한 경우 유의파고를 과대모의 하였고, 변동성도 크게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거친 해상상태(R-Case)
의 경우 심해설계파를 적용한 경우 관측값과 근사한 

모습을 보였다. 해류의 적용효과는 M-Case에서 전반

적으로 유의파고를 감소시켰으며, R-Case에서는 일

부 지역에 대해 유의파고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

다. M-Case에서 해류와 심해설계파를 함께 적용하였

을 때 해류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경계역에서 입사되는 파의 방향의 영향이 더 크게 작

용하여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파랑 모의에서는 D04 
영역의 경우 상세 해상도 결과가 관측값과 보다 유사

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D05에서는 

유의파고를 좀 더 크게 모의 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

한 모습을 보였다. 해류와 심계설계파 적용효과는 상

세 격자크기 보다는 해상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며, 연

안에서 해양으로 갈수록 그 적용의 차이가 감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WRF-SWAN모델을 이용하여 상세

규모 연안기상을 모의하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WRF와 SWAN 모델에 사용되는 각 인자

별 기여도는 해상풍과 파랑의 강도와 수평 격자 해상

도에 따라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사례일별 특성을 고려한 연안기상 상세 모의

를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상풍과 파

랑모의에 여전히 존재하는 있는 모델오차는 향후 

WRF-SWAN 모델 결합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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