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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 분야:

- 2015년 하계/추계 8, 9월 동중국해 해양조사실시. 제주남측 및 위도 31°N 해역에서 CTD 

조사, ADCP 계류 조사, TurboMap 난류관측 등 수행. ADCP 회수노력 진행중.  

- 2014년 ADCP 추가분석 결과, 표층 및 연관 수온전선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내부파 존재

시 수온약층에 불안전성 증가. 유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난류확산 계수를 Turbomap 

관측 자료 및 수온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 진행중. 

- CTD 혼합층 자료 및 Argo자료를 마이크로웨이브 자료 비교 결과 상부 20m 혼합층 수

온을 RMS 오차 정확도 0.5-0.85℃내 일치. Argo 동해 중층순환 특성 분석결과 미기상학

회지에 수정본 제출.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한반도 주변 연안 (조석+해일) 예측위한 모델코딩 완료, 북서태평양 해역 격자구성, 수심

투입 등 수행. 필리핀 해역 bump에 대한 전파 실험 

- 연안 조류 재현 정확도 실험 일환으로 부산연안 해역 와류 재현 실험 및 검증 실시하였

으며,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지구물리학회지에 제출, 수정본 작성중.

- 북서태평양 해일모델 코드를 완료하고 태풍 매미와 나리에 대한 실험 실시. 태풍매미 

실험 결과 성공적으로 재현하여 북서태평양 해일모델 시스템의 효율성 확인.  

태풍/해양순환 모델링 분야:

- NCEP GFS 자료와 마이크로웨이브 (MWIR) SST를 이용해 WRF 태풍모델 실험 결과 마

이크로웨이브 SST자료가 기존 방법보다 진로/강도 예측에서 같거나 우월한 예측. 새로운 

해양조건으로 활용 가능성 제시.

- WRF 모델의 이동격자와 고정격자 모델링의 효율성 비교.

- 북서태평양 WRF-MOM5모델 결합 코딩 완료.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동중국해 현장조사, 확장가변형 격자체계, 북서태평양 태풍 해일모
델링, 마이크로웨이브 SST, 해양-태풍결합 모델링

영  어
ECS field survey, fetched-variable grid system, NW typhoon-induced 
modeling, MW SST, typhoon-ocean coupl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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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온난화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해일 (국내독자) 예측기술 실용화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사업의 최종 목표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태풍해일 모델

을 개발하며, 해양-태풍결합모델과 연계 개발한다. 태풍기인 해일모델은 특히 북서

태평양 해역 내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하나의 효율적인 최적 격자망을 통해 수행

한다. 독자적인 모델은 최적격자망과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태풍과 태풍기인 해일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과 태풍 결합모

델에 기반한 태풍정보 개선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연계 연구가 필요하며, 관측과 예

측 분야에서 세부기술개발 및 예측기술 핵심 분야에서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 노력

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2차
년도

2015
북서태평양 태풍-해
양결합 모델링 및 해
일모델 수립/검증II

○ 모델 입력/검증위한 동중국해 현장조사 II

-동중국해 남부해역 CTD, ADCP/조석 관측

-북서태평양/오끼나와 해역 공동 관측 참여

○ 태풍-해양 결합 요소모델 수립 

-북서태평양 태풍-해양 모델수립/결합실험 

-2015년 태풍실험/SST초기장-태풍모델 실험

○ 해일모델 수립/검증 II

-독자 (조석+해일) 모델코드개선/요소모델실험 

-북서태평양 해일 모델실험/초기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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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해양조사 분야

- 2차에 걸쳐 해양조사(Aug.18-28; Sep.16-24)를 실시하였다. 1차 해양조사를 통하

여, 동중국해 해역에서 CTD 조사, ADCP 계류를 하였으며, 2차조사시 CTD조

사 및 TurboMap 난류관측 등을 수행하였다. 태풍시 해일 관측위해 제주 남측 

연안에 설치한 조석 관측기 기록된 해일의 높이는 20-30cm 이하였다. 현장 여

건으로 계류한 2차 조사시 ADCP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12월중 추가적인 회

수/수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1차년도 관측한 ADCP 자료 분석을 통하여 2014년 태풍 풍웡 시기에 내부파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ADCP 유동장과 CTD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법에 

근거한 난류확산 계수를 산정하였다. TurboMap, CTD자료를 이용한 계산치와 

비교 연구가 진행중이다.  

- 2007년에서 2015년까지 CTD 관측 자료와 Argo 자료를 활용하여 상부 혼합층

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자료와 관측치를 비교한 결과, 표층에서 20m 층까지의 

수온을 마이크로웨이브파가 정확도 0.5℃내외에서 재현함을 확인하였으며, 15m 

-20m층에서의 정확도는 0.50-0.85℃ 내외로서 태풍모델의 초기장으로 활용가능

성을 보였다.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한반도 주변 연안에서의 (조석+해일)을 예측하기 위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모델코딩, 테스트 및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격

자구성, 수심투입을 1차 완료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대표 태풍인 매

미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모델코드 및 제반조건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

음을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주변에서 매미해일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확장가변 격자망 시스템을 채택하여 구축된 효율적인 

해일 예측 시스템은 1개의 격자 격자망 시스템으로 한반도 연안과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격자망으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원천기술 축적을 

통해 우리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추가적인 적용성 검증과 

학술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석/조류 모델의 검증의 일환으로 부산 연안해역에 대한 와류 

생성 모델링 연구결과는 연구기간중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되었다.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활용한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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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에 긍정적인 초기 평가를 받아, 연구결과가 국제적인 수준에 달함을 확인

하였다. 

태풍/해양순환 모델링 분야

- 본 연구를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두 종류의 SST 자료에 대한 태풍모델 실

험을 실시하였고, 해양-태풍모델을 결합하는 연구와 격자망 조건에 따른 기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 해양표층 입력자료를 NCEP GFS SST 자료와 마이크로웨이브 (MWIR-OI SST)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너구리, 2015년 내습 태풍에 대해 실험한 결과, 

MWIR-OI SST 활용 WRF 결과가 나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 지역모델링에 MWIR-OI SST가 새로운 입력자료로 적용 가능성이 충분함

을 제시하였다. 많은 태풍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예측 입력자료로 활

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모의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KIOST 내부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대기모델을 

수행한 결과, WRF 이동격자 모델수행시간이 WRF 고정격자 모델에 비해 약 

10배 단축되었다. 이동격자 모델링이 태풍모델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 WRF-MOM5를 결합하였으며, 응용을 위한 적용연구를 위해 요소코드의 기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해양조사 분야 :

- 2015년 하계 동중국해 해양조사를 통하여, 동중국해 해역에서 얻어진 CTD 조

사, ADCP 계류 조사, TurboMap 난류관측 자료는 해일모델 및 태풍모델의 입

력/초기/검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년도에 수집한 해수유동 자료는 난류

확산 계수 산정 등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CTD, ADCP 및 TurboMap 관측 자료는 동중국해 해역의 난류특성 및 내부파 

특성 연구를 위한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중에는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5년까지 축적한 CTD, Argo 자료로 검증한 마이크로웨이브 (MWIR) SST 자

료는 2015년에 이어 차후 연구에서 태풍모델 초기 입력자료로 활용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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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go 자료 활용중 얻어진 성과는 미국 기상학회에서 발간하는 JPO (Jour 

nal of Physical Ocenography)에 제출되어, 수정본 심사(Kang et al., 2015)중이다.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 확장가변 격자망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반도 연안과 북서태평양 해역을 1개의 

효율적인 격자망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코드는 한반도 상륙 주요 태풍에 의

한 해일발생 특성을 규명과 다양한 태풍에 대한 해일 발생의 크기 및 발생 기

작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북서 태평양 태풍해일 모델은 대양과 대륙붕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기간동안 발견된 특성을 추가 분석하고, 소개하기 위하

여 논문 작성을 위한 추가실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 개선된 조석/조류 모델 코드를 이용한 부산 연안의 와류 생성 모델링 연구결과

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 (Kang et al., 

2015)되어 수정본 작성중이다. 2차년이후에도 한반도 연안이라는 지역적 특성

에도 불구하고 개발코드의 강점이 있는 모델의 특성을 강조하여, 세계적인 저

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분야 :

- 본 2차년도를 통해 수립된 WRF 모델과 MOM5 북서태평양 모델은 차년도 태

풍-해양결합모델 기본모델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 NCEP GFS SST 자료로 활용하여, 2014년 너구리, 2015년 내습 태풍에 적용하

였으며, MWIR-OI SST 이용 결과가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입력

자료를 사용한 WRF 비교실험은 2016년도 내습하는 태풍 예측실험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실험 결과, WRF 

이동격자모델수행시간이 WRF 고정격자 모델에 비해 약 10배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격자 모델링 연구는 차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 WRF-MOM5 결합 모델링 연구는 결합된 모델을 차년도에도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위한 연구를 위하여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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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urpose Contents of research 

2nd 
year 2015

Typhoon-ocean 
coupled modeling 
and establishment 
o f ( su rge+t i de) 
model/validation II

○ Field Obs. of the ECS for model 
initialization/validation II
-CTD, ADCP, and tide observations
-Participation in NW Pacific/Okinawa area 
○Establishment of typhoon/ocean coupled 
model 
- Coupling of typhoon-ocean models
- 2015 Typhoon exp./typhoon exp. with 
MWIR SST

○ Set-up of surge model/Validation II
-Model coding/experiments for tide/surge 
-NW surge experiment/initial validation

Summary

Ⅰ. Title 

Independent development of prediction technique for the typhoon and 

surge under warming environment

Ⅱ. Objective of the study and its importance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fficient 

typhoon-induced surge model, with new development of the numerical 

model code, linked with typhoon-ocean coupled models. The 

typhoon-induced surge model is developed for the Northwest Pacific 

including fetched-variable coordinate system and  efficient modeling schem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development of element models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the 

typhoon predic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typhoon and typhoon-induced surge prediction, and the effor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techniques for observations and 

prediction models.

Ⅲ.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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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the study

Field Observations :

- Summer field survey has beeb carried two times (Aug.18-29l 

Sep.16-24). CTD casting and ADCP deployment were done during 1st 

cruise and TurboMap measurement and CTD casting are carried 

during 2nd cruise in the shelf sea from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to the northern region of 31°N of the East China Sea. Tide 

gauges showed surge height of 20 to 30cm. ADCPs were not 

recovered, yet, and additional trip will be made for 2nd trial of 

recovery during late December. 

- The data analysis of ADCP data in 2014 showed that the internal 

waves appeared, and the vertical eddy diffusivity was calculated and 

it will be compared with other estimates calculated using results 

from TurboMap observation and from Torpe method with CTD data. 

- The comparison of SST from CTD and Argo data and microwave 

(MWIR) SST in the upper mixed layer reveals that SST by 

Microwave satellites coincide with SST data from CTD and Argo data 

with RMS error of 0.50-0.85℃. This suggests that MWIR SST can be 

used as initial condition data for typhoon moldeing.  

Independent model development and experiment of (tide + surge) :

- Modeling system was set-up for predicting the tide and surge around 

Korean peninsula. Model coding, test, grid construction for the NW 

Pacific model were completed. Modeling for typhoon Maemi was 

tried as an initial trial for modeling validation, showing that model 

coding and boundary condition was successfully developed and 

applied. This reveals the feature of Maemi-induced surge.  

- Grid system for Northwesern Pacific is specially efficient in that the 

Korean coasts and NW Pacific have been gridded in one finite 

difference grid system. The detailed validation f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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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will be carried in terms of publication and 

presentations.

- Modeling results for transient eddies around coastal area of Pusan 

have submitted to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nd revision is 

being made, after initial positive review result.

Typhoon/Typhoon-Ocean coupled Modeling :

- Research study in this area was carried for setting up the typhoon 

prediction model (WRF) using two kind of SST input and 

typhoon-ocean coupled modeling were carried for the NW Pacific 

region.  

- The WRF modeling experiments for the 2014 Neoguri and 2105 

typhoons, using NCEP GFS and microwave (MWIR) SST data, show 

that results with MWIR SST yields a better results in predicting 

intensity and track of the typhoons. This indicates that the MWIR 

initial condition can be used as a potential candidate of initial 

condition in typhoon prediction in future.

- The coupling of ocean and typhoon modeling was accomplished and 

as a basic experiment simulation with moving grid system gives 

results 10 times quickly than the simulation with fixed grid system. 

This suggests that moving grid system needs to adopted for coupling 

modeling. 

Ⅴ. Application schemes 

Field Observations :

- The data of CTD, ADCP, TurboMap are being used for initial and 

validation data of typhoon and surge modelings, along with paper 

publication. ADCP and TurboMap data will be used as a new 

technique for estimation of turbulent eddy diffusivity coefficient.  

- The data of CTD, ADCP, and Turbomap are being us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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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urbulent feature and internal wave and for preparation of 

research paper. It will be submitted during year of 2016.

-  MWIR SST data will be used as an initial SST data for typhoon 

modeling in 2016. The analysis results of Argo data in terms of gyre 

circulation in the East Sea had been submitted to Journal of 

Physical Oceanography (Kang et al., 2015) and revised version is 

under review. 

Independent model development and experiment of (tide + surge) :

- Grid system for Northwesern Pacific is specially efficient in that the 

Korean coasts and NW Pacific have been gridded in one finite 

difference grid system. The modeling system will be used for 

understanding of surge generation and accurate simulation of 

typhoon-induced surge. The detailed validation for model 

performance will be carried in terms of publication and 

presentations.

- Surge modeling for typhoon Maemi reveals that the surge pattern 

appears differently at NW Pacific and continental shelf.

- Modeling results for transient eddies around coastal area of Pusan 

have submitted to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Kang et al., 

2015, under revision) and the cod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duction of model results to be published in representative journal.

Typhoon/Typhoon-Ocean Coupled Modeling :

- The coupled model of WRF and MOM5 for the NW Pacific will be 

used as basic models in proceeding years.  

- The WRF modeling experiments for the 2014 Neoguri and 2105 

typhoons, using NCEP GFS and microwave (MWIR) SST data, show 

better results with MWIR SST, which modeling method will be used 

in 2016 in order to estimate 2016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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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c experiment simulation with moving grid system computes 

model output 10 times quickly than the simulation with fixed grid 

system. Modeling with moving grid system will continue to be used 

for  coupling modeling.

- Avanced experiments with typhoon-ocean coupled models will 

continue to be utilized in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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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태풍과 (지진기인 및 태풍기인) 해일은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양재해 현상이다. 태풍에 대한 진로/강도 및 바다에서의 해일에 대한 사전 3일내지 5

일전의 정확한 예측은 예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이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태풍의 강도는 해양을 통과하

면서 주고받는 열에너지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해양의 열적 구조를 잘 예측해

야함을 나타낸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부터 해양-태풍(대기) 결합모델이 개발되기 시

작하였으며, 태풍진로/강도만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역해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해일고는 큰 경우에는 수 m에 도달하기도 한다. 태풍에 의한 해일을 예

측하기 위해서는 태풍예측 정보가 정확하여야 하며, 특히 태풍진로 예측의 정확도가 해

일예측의 오차크기를 지배한다. 

  태풍과 이를 입력 자료로 하는 태풍기인 해일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

술적인 요소로는 해양과 태풍 결합모델에 기반한 태풍정보 개선과 관련된 요소와 함께, 

해일예측의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해일예측의 신속성 유지하는 세부분야별 요소를 

들 수 있다. 태풍/해일현상의 예측은 특성상 기초과학적인 연구와 실용적인 연구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관측과 예측 분야에서 세부기술개발 및 예측기술 핵심 분야에서 원천기

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해일 모델은 컴퓨터 계산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간적인 

정밀도가 특히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범람모델의 기반모델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높

은 정확도가 요구되고 있다. 공간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격자 기법이 사

용될 수 있으며, 유한요소모델이나 유한차분기법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연안에서 100m 

이내 해상도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각국이 고유한 모델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 분야 모델의 독자적인 개발역량 구축과 지속적인 모델개발/개선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풍예측정보를 제공하는 태풍모델에서 초기 태풍장을 산출하는 기법은 태풍모델링 

중 핵심기법으로서, 태풍-해양결합모델의 정확도와 관련된 분야로서,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자립을 이루지 못한 분야이다. 이 같은 핵심 분야에서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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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방식이나 연안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효

율적인 격자망에 근거한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태풍해일 모델을 개발하고

자 하며, 이는 해양-태풍결합모델의 입력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수행한다. 태풍기인 해

일모델은 특히 북서태평양 해역 내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하나의 효율적인 최적 격자

망을 통해 예측하고자 한다. 관련 주요 모델링 분야에서 핵심요소기술 분야에서 원천기

술 개발과 축적을 부차적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는 아래와 같다. 

- 해양-태풍결합 태풍모델 및 태풍 파라메터 모델과 연계한 독자 태풍해일 모델시스

템 개선/개발.

- 한반도 주변 최적격자망 기반 태풍해일 예측 시스템 검증/서비스.

  아울러 2차년도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북서태평양 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및 독자 해일모델 수립.

- 개발모델의 초기 검증.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태풍기인 해일모델은 국내 독자 수치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북서태평양 내 한반도 해역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링 시스템 구축하고자 한다. 독자

모델링 일환으로 영역별 다른 가변 격자망 시스템을 채택한 코드를 개발, 개선하였다. 

수립 된 모델은 과거 대표 태풍사례인 나리(2007) 및 매미(2003)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초기 검증한다. 1차 년도와 같이 수치모델의 검증 및 초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기간 동안 동중국해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해양-태풍모델 

결합 연구 외에도 보다 개선된 해양조건을 활용하여 태풍만의 예측결과 개선 여부를 판

단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자적인 모델이란 지배방정식의 차분계산식과 격자시스템 등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모델을 의미하며,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 계산속도 등에서 향상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수치모델개발이라는 원천기술의 지속적인 축적의 일환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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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동향 

1 태풍-해양결합모델 모델분야 :

- 최근 2006-2011 기간 중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태풍-해양모델 접합연구를 

통해 미국 GFDL태풍모델과 POM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델에 독자 수립한 해양모

델을 접합, 태풍전용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를 통해 GFDL-MUM3 결합 태풍모델

과 GFDL-HYCOM 결합 태풍모델 개발 성공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각 

모델 간 정확도는 아래와 같다.

- 2006년 현재 공주대학교 태풍연구센타의 경우 태풍을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는 3

중 둥지 기능 모델 (MM5T), DBAR (Double-Fourier Series BARotropic) 태풍 모델

과 BATS (Barotropic Adapative-grid Typhoon Simulation) 모델을 개발하여 기상청

에 현업 예보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연구 목표로 자료 동화와 해양 

모델과의 결합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 기상청에서는 영국 전구 기상모델(UM모델)을 Set-up 하여, 이의 결과를 태풍진로 

파악 등에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현재 기상청 태풍센터에서는 단기 태풍 예보 모델로 DBAR (35km 해상도, 72시간

예보, 진로예측)과 TWARF (15km 해상도, 120시간 예보, 강도와 진로 예보)를 사

용하고 있다. 향후 진로나 강도 예보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 일본, 미국의 13개 태풍을 대상으로 한 48시간 진로 오차(그림 2.1.1의 좌측

그림)는 약 200km 내외이나 해양과학기술원 연구결과는 48시간 예보(그림 2.1.1의 

우측그림)가 약 100km 수준으로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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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일본(RSMC), 미국(JTWC), 한국(KMA) 48시간 진로 오차(좌). 2종류의 입력조건에서 

GFDL-MOM3 모델의 48시간 진로 정확도 (우) (한국해양연구원, 2011)

- 결합모델의 핵심요소중의 하나는 태풍모델에서 초기태풍을 부여하는 태풍보거싱 

기술이다. 이 같은 기술은 핵심기술로서 아직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많으며, 현재 

독자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태풍모델이나 결합모델의 개선을 위

해 이 기술의 개선 및 자체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 2011년 이후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지역기후접합모형(RCCM)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 미래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해 

미래 변화 전망을 위해 해양과 대기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해양-대기 기후 접합모

형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ROMS(해양모형)와 WRF(대기모형)에 기반

한 RCCM을 개발 중이다. 한반도 주변해 미래 전망 초기 결과를 전지구기후모형

(CMIP5)와 비교 등의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최근 제주대학은 WRF-ROMS coupled model을 MPI2 함수를 이용한 WRF-ROMS 

접합 모델 개발 중으로 태풍과 해양 및 태풍간의 상호작용을 접합 모델로 연구하

였다.

2. 해일분야 

- 2003/4년 태풍 매미가 내습한 시기에는, 기상청 해일 모델의 경우 모델 영역이 대

륙붕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고 불충분하였다(이, 2004). 이후 기상청/

기상연구소에서는 2006년에 광역의 고해상도(1/12)의 폭풍해일 모델을 개발하여 

현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연안 지역에서의 정확도는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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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이후 2006-2011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상연

구소에서는 모델 영역을 확대하고, 네스팅 기법을 도입하여 연안해상도를 수백 m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기상청의 현업모델은 미국 Princeton 대학에 개

발한 POM (Princeton Ocean Model)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본 모델인 

POM모델의 개발자는 Blumberg and Mellor (1997) 이다.

- 2000년대 후반이후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해일 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사용코드는 외국

에서 개발된 코드를 기본으로 하여 수치모델 코드의 개발이라는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013)”에 따르면, 해

일모델은 "KOSY"를 사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모델코드 특성, 개발자에 대

한 기술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MOHID, FVCOM등에 대한 사례 적

용 소개가 되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MOHID는 포르투

칼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의 IST (Instituto superior Te'cnico)에서 Maretec 

(Marine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하였다. FVCOM

은 University of Massachusetts-Dartmouth의 MEDML (Marine ecosystem dynamics 

modeling laboratory)에서 개발하였다. 개발자는 ChangSheng Chen이다. 

3. 해양조사(태풍전후 해양모니터링 유동관측) 분야 

- 태풍전후 해양특성 관측은 해양과학기술원이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해양조사가 대

표적이다. 2007-2011년 하계 조사기간 4 beam ADCP와 5 beam ADCP를 계류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07년 나리, 2010년 태풍 Kompasu 및 2011년 태풍 Roke

시 영향을 담은 자료를 획득하였다. 

- 태풍 시 수백초의 부력진동수를 지닌 내부파가 보다 장주기로 이동되는 특성과 

바람에 의한 혼합층의 급격한 변화 특성 역시 나타났다. 이층조건에서 준관성류 

발달, 등에 대한 특성을 발견하였다.

- 당시 태풍조건에서 해저면에 계류한 ADCP를 이용해 유동장은 관측되었으나, 연

직 밀도구조에 대한 관측 정보 결여는 태풍 시와 이후 유동특성과 해수특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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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명료하게 보이는 데 실패하였다. 유동특성과 혼합층 변화 정보는 태풍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해양모델을 개선하는 데 핵심자료이다. 태풍전후에 동

중국해에서 ADCP 등을 이용한 유동장과 동시에 수온/염분 연직 구조에 대한 관

측정보 획득은 향후 얻어져야할 해양 정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제2절 국외 기술개발 동향

1. 태풍-해양결합모델 모델분야 

- 미국은  국가 허리케인 센터(National Huricane Center) 에서 허리케인 진로 및 강

도 예측을 하고 있으며, 진로 예측과 강도예측에 다양한 종류의 수치 모형을 이

용하고 있음. 초기부터 근래까지 평가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 Princeton Univ.) 모델도 2001년에서야 해양 모

델 결합을 성공하여 예측에 활용하고 있음 (Ginis, 2005). 해양-태풍 결합 연구에

서 해수면 온도가 태풍 강도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Emmanuel, 

2005)로부터 2005년 카트리나, 리타 태풍 모두 따뜻한 해양의 온도로 인해 강도강

화(그림1)는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올해 가을 필리핀에 상륙하여 현재까지 

50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하이엔도 북서태평양의 29도 이상의 고온해수 해

역을 통과하여 시속 380km/hr (초속 105m/s)로 역사상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

될 예정이다.

  

-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GFDL-POM 모델에 이어 2000년 후반부터 HWARF와 다양

한 해양모델을 접합한 모델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GFDL- 

POM 모델과 대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COAWST (미 USGS) : 연안 변화 연구를 위해 개발된 접합 모형. 대기(WRF), 해양

(ROMS), 파랑(SWAN), 퇴적물(CSTM) 모형 간의 정보가 MCT(Model Coupling 

Toolkit)라는 coupler를 통해 상호간에 교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CCRCM (Texas A&M) :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폭풍의 생성과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WRF-ARW3.1 + ROMS3.0을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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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ROMS-WRF 접합 모형 (NCAR) : MCT를 이용한 WRF-ROMS 접합 모형. WRF는 

ROMS로 바람응력과 열 속을 주고, ROMS로부터 해수 표층 온도를 받음. 접합 모

형은 이상화된 허리케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 ACCIMA Coupled Modeling Project (Ohio State University) : CPL7(CCSM flux 

coupler)을 이용한 Polar WRF(PWRF)-CICE(sea ice)-ROMS 접합 시스템 개발 중이다. 

그림 2.2.1 카트리나와 리타가 멕시코만 난수성 해류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태풍강도 

강화특성

- WRF-ROMS-PISCES(생지화학모형) 접합 시스템 개발 (프랑스 IRD 센터) 접합 모

형 ROMS-PISCES는 WRF 모형에서 얻은 바람장에 의해 표층 응력을 받음. WRF

모형의 바람으로부터 바람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WRF모형의 USTR, U10, 

V10변수를 사용함. drag coefficient는 Large et Pond(1981)과 Jarosz et al.(2007)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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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led Ocean-Atmosphere-Wave-Sediment Transport Modelling System (스페인 

SOCIB) : WRF/ROMS SOCIB Meteotsunamis 예측 시스템. 서지중해 연안 지역의 

해양을 예측하고, 열대 저기압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COAWS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2. 해일 분야

- 일본 기상청 해일 모델은 Fugita식 등 태풍 파라미터 모형으로 계산된 태풍을 이

용하여 일본과 한반도 일부를 포함한 해역 (남북:24~42N, 동서:122~143E)을 대상

으로 하며, 해상도는 1분(minute) 간격으로 동서 방향, 약 1.5km, 남북방향, 약 

1.9km 로서 총 격자수는 1백만 개 정도에 달함 (Higaki, 2004). 넓은 해역을 요구

되는 정확도로 재현/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해상도와 격자망 시스템에 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영국 POL (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 해일 모델은 10여년의 연구 개

발 후 1978년부터 해일 예보 모델을 운용하며 50km 해상도의 기상 모델과 연계

되어 있음. 대략 매 10년마다 예측시스템 개선하여 왔다.

3. 해양조사(태풍전후 해양모니터링 유동관측) 분야 :

-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는 바와 같이 소형 기상부이를 태풍 진로 상에 투하하여 자

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해일모델, 태풍모델 개선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에서 태풍내습 18시간 전 진로에 기상-해양 뜰개 투하하여 부이를 

이용하여 투하 후 수 시간 후부터 해양-기상 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해양-기상 뜰개를 이용하는 경우 준 실시간 자료 확보에 매우 효율적임. 아

울러 내습 수일 전 해양구조 자료 확보를 위해 항공기 이용하여 AXBT를 투하, 

활용하고 있다. 

- 항공기를 이용한 투하 외에도 최근 wave glider 등을 활용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

다. Wave Glider는 태풍 통과 시에도 해표면을 항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측 센

서를 탑재하여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관측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그림 

2.2.2는 해표면 층에서 관측하고 있는 wave glider의 항행 조사 모습이다. 그림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층을 항행하기 때문에 태풍 통과 시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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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그림 2.2.2 wave glider 조사 모습.

- 최근 미국에서 실시되는 바와 같이 소형 기상부이를 태풍 진로 상에 투하하여 자

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해일모델, 태풍모델 개선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

상됨. 미국에서 태풍내습 18시간 전 진로에 기상-해양 뜰개 투하하여 사전 해양

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양 모델의 초기조건에 활용하고 있다.

- 태풍시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멕시코만의 수심특성 등으로 ADCP

를 이용한 관측시도에는 한계가 있으며, 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에서

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ADCP 기기 등에서 관측 기간 중 태풍이 전파하여 태풍 

시그널을 확보한 예가 있다.

- 미국 연구진 (D'Asaro et al., 2011)은 최근 쿠로시오 extension 해역에서 상부 혼합

층에 대기요인보다 수온 전선 (Front)역에서 난류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

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림2.2.3). 이 같은 관측결과는 태풍 통과 시에도 수온 전

선역에 이러한 영향이 태풍 전 상태에서 해양의 난류를 지배하여, 이는 태풍 혼합

을 강화시키고 강화나 약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와류 주변역에서 보

다 엄밀한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된다. 이 같은 전선역 특성은 대양과 천해에서 다

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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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대칭적으로 불안전한 전선역 구조 (D'asar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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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개요

- 2차 년도 연구사업의 1차 년도 내용 분류와 같이, 동중국해 하계 해양조사, 국내

독자 해일모델개발 및 초기검증 및 태풍/순환모델 수립의 3개 분야로 구성된다.

- 제2절에서는 해양조사분야 제 2차 년도 연구로서 해일모델과 태풍/해양모델의 입

력 및 검증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동중국해에서 하계 해양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관련 관측 및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1차 년도 조사시 관측 기간 

동안 태풍내습으로 관측기간 중에 약 일주간의 결측이 있어서 충분한 조사가 수

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차 년도에는 해양조사를 2회에 걸

쳐 시도하였다. 

- 제3절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해일 재현/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분야를 다룬

다. 기존 모델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독자 해일모

델 개발을 표방한 연구로서 미국에서 개발되어 해일예측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

는 POM이나 ADCIR와 달리 본 연구는 새로운 수치모델 계산방식, 격자망 구성을 

포함한 모델개발, 수립, 적용과정을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모델링 

영역은 해일의 5일 예보를 염두에 두고 북서태평양 해역까지 확장된 대상해역에 

대해 영역마다 격자 해상도를 달리하는 확장가변 격자 시스템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광역해역을 커버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조절한 모델링 기법에 근거한 격자망 시스템의 최적화를 기하였다. 2차 년도

에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초반에 걸쳐 구축한 격자망 시스템에서 코딩을 완료하고, 

적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표적인 해일에 대한 초기 검증실험 결과를 제시한

다. 아울러 연안 조류예측 재현성 등을 위한 실험을 실시한 내용 등을 기술한다.

- 제4절에서는 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및 SST 조건을 다르게 한 태풍 모델링에 대해 

기술한다. 태풍모델링 혹은 태풍-해양결합 모델 결과는 해일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태풍모델은 해양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수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양

모델과 One way 혹은 Two ways 결합을 하기도 하는데, 2차 년도 연구에서는 

Two ways 기반 해양-태풍 결합모델링과 태풍모델링 결과를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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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계 현장조사 및 관측결과 

1. 수온·염분 현장관측 및 분석

가. 해양조사 개요

- 현장조사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2015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1항차), 2015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항차) 총 2회 실시되었다 (그림 3.2.1, 표 3.2.1). 8월 

23-25일에 동중국해를 통과한 태풍 고니(그림 3.2.2)의 영향으로 1항차 일정이 지

연∙축소되었지만, 다층음파해류계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2대

를 해저면에 설치하였으며 (표 3.2.2),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profile) 조사를 실시하여 여름철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해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3.2.1). 2항차 기간 동안에는 ADCP 회수를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CTD와 난류

를 측정하는 연직 미세구조 측정기 TurboMAP (Turbulence Ocean Microstructure 

Acquisition Profiler)를 ADCP 2개 정점을 왕복하면서 2시간 간격으로 반복 관측하

였으며, 정점 M1의 ADCP 회수 작업 후에는 M2에서만 반복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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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그림 3.2.1 2015년 8월 (1항차)과 9월 (2항차) 동중국해 관측 정점 위치도. 8월 조사는 수

온·염분 (CTD) 및 해수샘플 (WS)의 공간 조사와 해류계 (ADCP) 설치를 하였

으며, 9월 조사는 CTD 조사와 ADCP 회수 및 난류관측 (TurboMAP)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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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시간) 내용 비고

1
항
차

8/18 - 출항 연기 - 15호 태풍 고니 영향
8/26

(13:45) - 출항 (남해연구소) - 이어도호
8/27

(19:40) - CTD 조사 시작 (정점 15)

8/28 - 정점 M2, TRBM-ADCP 설치 (10:24)
- 정점 M1, TRBM-ADCP 설치 (11:21)

8/30
(14:35) - CTD 조사 종료 (정점 1)
8/31

(07:40) - 입항 (남해연구소)

2
항
차

9/16
(15:00) - 출항 (남해연구소) - 이어도호

9/16 
(16:45) - 거가대교 부근 정박 - 기상악화

9/17
(07:15) - 이동

9/18
(08:00) - 입항 (서귀포항) - 기상악화로 인한 대기

9/19
(06:00) - 출항 (서귀포항)

9/19
(07:50) - CTD 조사 시작 (정점 4)

9/20
(06:45)

- 정점 M2 도착
- CTD 및 TurboMAP 반복 관측 시작
- 정점 M2와 M1을 왕복하며 관측 (2 세트)

9/20 - M1, ADCP 회수 작업 (10:20 -18:13)
- 회수 작업 종료 후 CTD 정점 조사 - 심해 잠수부 투입

9/21
(00:55) - M2, CTD/TurboMAP 반복 관측

9/21 - M2, ADCP 회수 작업 (09:35-10:30)

9/21 - M1, ADCP 회수 작업 재계 (11:17-12:49)
- M2, ADCP 회수 작업 재계 (13:21-18:55) - 조새 작업

9/22 - M2, ADCP 회수 작업 재계 (05:20-08:45) - 심해 잠수부 투입

9/22
(15:50) - CTD 정점 조사 종료 (정점 10)

9/23
(17:45) - 입항 (남해연구소)

9/24 - 연구원 하선

표 3.2.1. 2015년 8-9월 동중국해 관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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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명
정보 M1 M2

Barny-TRBM
(SN) 98 99

ADCP model
(5th beam's SN)*

RDI Workhorse 300kHz
 (16073)*

RDI Workhorse 300kHz
 (16146)*

AR model ×2
(SN)

Benthos, 866-A (66840)
Benthos, 866-A (50562)

Benthos, 866-A (66841)
Benthos, 866-A (54539)

Deployment
ADCP on the surface 2015/08/28, 11:21 2015/08/28, 10:24

Position
(Depth)

 31° 02.5567′ N
126° 29.9456′ E

(85 m)

 30° 59.9758′ N
126° 30.0030′ E

(86 m)
Installation

on the bottom 2015/08/28, 11:24 2015/08/28, 10:28

Position
(Depth)

 31° 02.5347′ N
126° 29.9401′ E

(85m)

30° 59.9733′ N
126° 30.0236′ E

(86m)

표 3.2.2. ADCP 설치 정보

  

그림 3.2.2. 제 15호 태풍 고니 (Goni)의 이동궤적 (국가태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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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온·염분 분포 (1-2항차)

- 그림 3.2.3에 2015년 8월 (1항차) 동중국해 북부 표층 (3 m)과 50 m, 70 m 층의 

수온과 염분 수평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2.4에 2개의 동서단면 (단면 B, C)

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었다. 표층 수평분포를 보면 25.5~28.5 ℃범위의 수온을 보

이며 염분은 동쪽에는 33 이상의 고염수 서쪽 해역 30 이하의 저염분수가 분포하

여 남북방향의 강한 염분 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수심 50-70m 층에서는 표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이 나타난 위치에 황해냉수의 영향을 받은 염분이 낮은(33 

이하) 저온수 (16 ℃ 이하)가 분포하며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혀모양 분포를 보인

다. 표층과 저층에는 각각 서쪽에 나타나는 저염분수와 저온수의 영향으로 동쪽

에 분포하는 고염인 난류수와 동고서저 형태의 수온·염분 수평 분포를 보인다. 

단면 B (32°N)수직분포에서는 표층 약 20 m는 관측점 10-11을 경계로 서쪽 저염

수와 동쪽 고염수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저층은 관측점 10을 중심으로 

저온수가 특징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수심 30-50 m에 나타난 14 ℃ 이하의 

저온수핵은 남쪽 단면 C에서도 관측점 17-18의 비슷한 수심대에서 16.5 ℃ 이하

로 나타나고 있어 저온층이 등 수심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쪽의 깊은 

수심대의 저층은 34‰ 이상의 고염수가 두껍게 분포하여 쿠로시오수 기원의 해수

임을 보여준다. 해저면 부근에 16℃이하의 저온 분포는 쿠로시오해수가 동중국해 

대륙사면역에서 용승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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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015년 8월 수온 (좌)과 염분 (우)의 수평 분포도. 분포도 수심은 각각 표층 

(3m), 50m, 70m 임. 실선은 수온 0.5℃, 염분 0.2 간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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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2015년 8월 수온 (좌)과 염분 (우)의 동서단면 수직구조. 조사해역 북쪽에서부터 

각각 B (상), C (하) 단면이며, C는 ADCP가 설치된 (정점 18) 단면임. 실선은 수

온 0.5℃, 염분 0.1 간격임

- 그림 3.2.5에 2015년 9월 (2항차) 동중국해 북부 표층 (4m)과 50m, 70m 층의 수온

과 염분 수평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2.6에 1개의 동서단면 (단면 C)의 수직 

구조를 나타내었다. 단면 C는 ADCP가 설치된 정점 M2을 포함한 단면이다. 관측 

영역이 1항차에 비하여 좁아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보기는 쉽지 않지만 표층에서 

1항차 관측시 천해쪽에 분포하였던 저염수가 염분 30.8 이하로 고염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50 m 층에서는 저온수분포가 1항차 때와 유사하지만 수온은 

다소 높아졌고 70 m 층에서는 남고북저 형태로 다른 분포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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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2015년 9월 수온 (좌)과 염분 (우)의 수평 분포도. 분포도 수심은 각각 표층 

(4m), 50m, 70m 임. 실선은 수온 0.5℃, 염분 0.2 간격임

그림 3.2.6 2015년 9월 수온 (좌)과 염분 (우)의 동서단면 수직구조. ADCP가 설치된 (정점 

18) 단면 C임. 실선은 수온 0.5℃, 염분 0.1 간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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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ADCP 설치 위치 (정점 M2)에서 26시간 동안 CTD 반복 (2시간 간격) 관측한 수

온 (상), 염분 (중), 밀도 (하)의 수직구조 변화. 가로 축은 시간, 세로 축은 수심

을 나타냄. 실선은 수온 0.5℃, 염분 0.1, 밀도 0.2 간격임. ADCP 회수하는 동안 

(9/20, 11:00 – 23:00)에는 관측하지 못하여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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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류 관측 (2항차)

- 2항차 기간에 실시한 난류 관측은 일본 JFE Alec Electronics사에서 제작한 

TurboMAP을 사용하였다. TurboMAP에 장착된 shear 센서에서 측정된 유속변화율 

(∂u/∂t) 시그널은 Taylor’s frozen field 가정 하에 수직 유속 변형 (∂u/∂z)으로 

변환된다.




 





 





  



(N: shear 센서에서 측정된 시그널 값, S: shear probe sensitivity)

여기에서 시그널 값 (N)과 자유낙하속도 (W)에 의해서 수직 시어를 계산할 수 있다. 

위 식으로부터 등방성 난류의 운동에너지소산율 (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ε)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Crawford and Osborn, 1979).

 







 


(ν : 동점성계수,   : TurboMAP 통과 관측거리 평균 (여기서는 2m))





 


 는 수직 시어의 변화량 (variance)이므로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고려하면 

아래 식과 같이 바꿀 수 있다.

 







 


 










(Φ(k): shear spectrum, k1: 1cpm, k2: noise 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은 가장 

큰 wave number)

즉, 난류 운동에너지소산율은 측정한 수직 시어의 작은 규모의 wave number 스펙

트럼을 적분한 결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계산된 ε으로부터 연직확산계수

(vertical eddy diffusivity, Kz)를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Osborn (1980)의 수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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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부력주파수 (Brunt-Vӓisӓlӓ frequency,     ))

여기서 혼합율 γ는 0.2로 하였다.

- 그림 3.2.8은 관측된 난류운동에너지 소산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관측시마다 대

체적으로 해저면 부근에서 큰 값을 보여 해저면층이 강한 난류 상태임을 보여 준

다 (표층 10 m 이내는 자료의 질 문제로 삭제하였음).  그림 3.2.9는 그림 3.2.7 과 

같이 반복 관측시의 자료로 나타낸 수직 시계열분포도이다. 수직 확산계수 계산과 물리적 

해석은 차기년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9/20, 07:00) (9/20, 09:00) (9/21, 01:00)

(9/21, 03:00) (9/21, 05:00) (9/21, 07:00) (9/21, 09:00)

그림 3.2.8 정점 M2에서 TurboMAP 반복 관측 결과로 계산한 운동에너지 소산율 (ε) 수직 

profile (log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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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ADCP 설치 위치 (정점 M2)에서 26시간 동안 TurboMAP 반복 (2시간 간격) 관측

한 결과로부터 계산한 난류 운동에너지 소산율 (turbulent kinetic energy 

dissipation rate, ε)과 부력진동수 (buoyancy frequency, N2), 연직확산계수 

(vertical eddy diffusivity, Kz)의 수직구조 변화 (log 스케일). ε과 Kz의 검은 

실선은 염분을, N2 의 실선은 밀도를 나타냄 (0.2 간격). 가로 축은 시간, 세로 

축은 수심을 나타냄. ADCP 회수하는 동안 (9/20, 11:00 – 23:00)에는 관측하지 

못하여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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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좌에서 우로 2007(8월 하순), 2014 (9월 중순), 2015년 (8월 하순) 해양열용량 

              (Ocean heat content). 2014년, 2015년에는 관측점 서측해역은 서쪽에서 저층냉수의 유입으로
열용량이 작으며, 대체로 동쪽은 대마난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큼. 2007년 최대

열용량이 70 KJ/cm2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같은 8월 하순임에도 최대치가 

40 KJ/cm 이하이다. 

라. 해양열용량 특성

- 그림 3.2.10은 해양열용량으로 좌측 그림은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전 관측시 8월 

하순에 관측된 결과로 최대 열용량은 50∼70 KJ/cm2으로 상당히 큰 값을 보인다. 

이 정도 크기는 나리가 동중국해 해양을 통과하면서 크게 감쇄되지 않은 이유이

기도 하다. 반면에 2014년 9월12-28일 사이 관측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

에 관측되어 OHC가 30 KJ/cm2 이하로 매우 작다. 2015년에는 엘리뇨가 강하게 발

달하는 여건에서 8월 하순에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열용량이 크

게 작아 최대치가 40 KJ/cm2 아이하로 작다.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나, 대륙

붕의 열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이다. 이는 엘니뇨 시기와 상관성이 있

어 보인다. 

- 2014년, 2015년 모두 서측에서 유입되는 황해저층냉수의 영향을 받는 서쪽은 열

용량이 작다. 그러나 2007년에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크다. 2015년 8월 하순에 

서측해역에 저온수가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저온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태풍 내습 시 통과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그 태풍

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태풍시 이 저층수

가 어떤 과정으로 태풍냉각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난류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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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제주남부 3개 관측점(서측에서부터 T1-T3)에서 조석관측 지점.

2. 조석·해조류 관측 및 분석

가. 조석관측 및 분석

- 2015년 7월 29일부터 10월 초순까지 제주도 서측, 남측, 동측 연안 3개 지점(그림 

3.2.11)에서 태풍 통과시의 해일고를 관측하기 위하여 조석관측기를 계류하였다. 

표3.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T1은 차귀도 인근, T2는 위도 인근, T3는 성산 인근

이다. 

 

- 그림 3.2.12에 각 관측점에서 관측수위, 조석관측에 부착된 센서로 관측된 수온, 조

석성분을 제거한 잔차위(해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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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경/위도 수심(m) 비 고

T1 126°10′18.36″E/33°16′0.6″N  20.8 차귀도부근

T2 126°42′22.50″E/33°16′5.7″N  23.5 위도부근

T3 126°56′0.12″E/33°26′35.88″N  30.4 성산

표 3.2.3 제주인근 3개 관측점 위치.

그림 3.2.12a T1 (차귀도)에서 조위관측 결과(상), 수온 변화(중), 잔차위(하) 결과.

- 그림 3.2.12a에 제시된 제주 서측 관측점에서의 관측치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관측

되었다. 각 관측점에서 관측수위, 조석관측에 부착된 센서로 관측된 수온, 조석성분

을 제거한 잔차위 (해일)를 제시하였다. 태풍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잔차위는 양 및 

음의 해일고가 약 30cm 이내로 2015년 하계 유의할만한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 27 -

그림 3.2.12b T2 (위미)에서 조위관측 결과(상), 수온 변화(중), 잔차위 (하) 결과.

- 그림 3.2.12b에 제시된 제주 남측 T2 관측점(위미)에서의 관측도 대체로 성공적으로 

관측되었다. 각 관측점에서 관측수위, 조석관측에 부착된 센서로 관측된 수온, 조석

성분을 제거한 잔차위 (해일)를 제시하였다. 태풍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잔차위는 8

월 25일경 양의 해일고가 최대 약 25cm 이내로 전반적으로 2015년 하계에 이 지점

에서 유의할만한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 그림 3.2.12b(중)에 제시된 수온은 8월 21일까지는 22 ℃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을 보이다가 이후 22-25℃범위의 수온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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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c T3 (성산)에서 조위관측 결과(상), 수온 변화(중), 잔차위 (하) 결과.

- 그림 3.2.12c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 동측 T3 관측점(성산)에서도 대체로 성공적

으로 관측되었다. 고니 영향으로 태풍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잔차위는 8월 25일경 

양의 해일고가 최대 약 25cm 이내로 전반적으로 2015년 하계에 이 지점에서 유의

할만한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 표 3.2.4a-c에 조석관측점에서 조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T1, T2, T3에서 4개 

분조(M2, S2, K1, O1)의 진폭(cm)은 각각 (72.5, 30.6, 24.2, 18.7), (69.8, 33.4, 23.0, 

17.3), (64.1, 31.3, 21.2, 15.7)로서 M2분조 진폭의 공간적인 차이가 크다. M2분조

의 지각(°)은 T1, T2, T3에서 각각  314.0, 279.0, 277.5도로서 T1-T2간의 지각차

가 T2-T3간의 지각차보다 현격하게 크게 나타나 자료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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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a 2015년 T1(차귀도)에서의 조석 조화분석 결과.
======================================================================
 Locatation  :  Jeju T1 (Chagwido)      (126 10 18, 33 16  1)
 Duration    : 70 days (19:00, Jul.29, 2015 - 15:00, Oct. 6, 2015)
 Observed M. :  0.1270D-03,     S.D. :  0.6286D
 Residual M. : -0.2309D-04,     S.D. :  0.7366D-01
======================================================================
 Related constituents                  Nrel=  8
----------------------------------------------------------------------
 No       Rel.      Ref.          Speed             H            g
         const.    const.       (deg./hr)          (m)         (deg.)
----------------------------------------------------------------------
  1       PI1        K1        14.9178647         0.0036      212.290
  2        P1        K1        14.9589314         0.0753      213.390
  3      PSI1        K1        15.0821353         0.0024      174.570
  4      PHI1        K1        15.1232059         0.0041      183.490
  5       2N2        N2        27.8953548         0.0208      244.291
  6       NU2        N2        28.5125831         0.0285      308.081
  7        T2        S2        29.9589333         0.0202      337.347
  8        K2        S2        30.0821373         0.0703      333.517
======================================================================
 Major constituents                    Nsig= 27
----------------------------------------------------------------------
 No     Constituent          Speed                H              g
                           (deg./hr)             (m)           (deg.)
----------------------------------------------------------------------
  1          Z0            0.0000000            0.0051          0.000
  2          MM            0.5443747            0.0279        241.127
  3         MSF            1.0158958            0.0455        249.113
  4          Q1           13.3986609            0.0480        164.923
  5          O1           13.9430356            0.1871        190.386
  6          M1           14.4920521            0.0103        201.037
  7          K1           15.0410686            0.2420        221.460
  8          J1           15.5854433            0.0216        232.928
  9         OO1           16.1391017            0.0170        286.897
 10         MU2           27.9682084            0.0516        260.554
 11          N2           28.4397295            0.1565        299.911
 12          M2           28.9841042            0.7250        314.014
 13          L2           29.5284789            0.0048         26.200
 14          S2           30.0000000            0.3058        343.317
 15        2SM2           31.0158958            0.0030        114.125
 16         MO3           42.9271398            0.0053        281.295
 17          M3           43.4761563            0.0085         59.099
 18         MK3           44.0251729            0.0040         17.066
 19         MN4           57.4238337            0.0162         95.925
 20          M4           57.9682084            0.0358        110.422
 21         SN4           58.4397295            0.0030         86.783
 22         MS4           58.9841042            0.0252        166.910
 23        2MN6           86.4079380            0.0004        222.240
 24          M6           86.9523127            0.0020        235.253
 25        MSN6           87.4238337            0.0011        226.371
 26        2MS6           87.9682084            0.0029        276.135
 27        2SM6           88.9841042            0.0008        3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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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b 2015년 T1(위미)에서의 조석 조화분석 결과
======================================================================
 Locatation  :  Jeju T2 (Wimi)          (126 42 23, 33 16  6)
 Duration    : 69 days (14:00, Jul.30, 2015 -  8:00, Oct. 6, 2015)
 Observed M. :  0.1383D-02,     S.D. :  0.6132D
 Residual M. :  0.1253D-04,     S.D. :  0.6067D-01
======================================================================
 Related constituents                  Nrel=  8
----------------------------------------------------------------------
 No       Rel.      Ref.          Speed             H            g
         const.    const.       (deg./hr)          (m)         (deg.)
----------------------------------------------------------------------
  1       PI1        K1        14.9178647         0.0034      200.441
  2        P1        K1        14.9589314         0.0714      201.541
  3      PSI1        K1        15.0821353         0.0023      162.721
  4      PHI1        K1        15.1232059         0.0039      171.641
  5       2N2        N2        27.8953548         0.0191      213.604
  6       NU2        N2        28.5125831         0.0261      277.394
  7        T2        S2        29.9589333         0.0220      304.936
  8        K2        S2        30.0821373         0.0768      301.106
======================================================================
 Major constituents                    Nsig= 27
----------------------------------------------------------------------
 No     Constituent          Speed                H              g
                           (deg./hr)             (m)           (deg.)
----------------------------------------------------------------------
  1          Z0            0.0000000            0.0070          0.000
  2          MM            0.5443747            0.0252        250.340
  3         MSF            1.0158958            0.0399        264.791
  4          Q1           13.3986609            0.0427        153.332
  5          O1           13.9430356            0.1732        176.926
  6          M1           14.4920521            0.0097        191.447
  7          K1           15.0410686            0.2295        209.611
  8          J1           15.5854433            0.0200        222.794
  9         OO1           16.1391017            0.0171        264.697
 10         MU2           27.9682084            0.0596        248.955
 11          N2           28.4397295            0.1435        269.224
 12          M2           28.9841042            0.6977        278.965
 13          L2           29.5284789            0.0076        177.767
 14          S2           30.0000000            0.3338        310.906
 15        2SM2           31.0158958            0.0039        130.507
 16         MO3           42.9271398            0.0019        130.698
 17          M3           43.4761563            0.0070         17.018
 18         MK3           44.0251729            0.0005        322.060
 19         MN4           57.4238337            0.0036        112.409
 20          M4           57.9682084            0.0076        126.766
 21         SN4           58.4397295            0.0018         65.830
 22         MS4           58.9841042            0.0034        195.304
 23        2MN6           86.4079380            0.0017        169.349
 24          M6           86.9523127            0.0018        196.041
 25        MSN6           87.4238337            0.0006        225.710
 26        2MS6           87.9682084            0.0034        284.997
 27        2SM6           88.9841042            0.0015          2.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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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c 2015년 T3(성산)에서의 조석 조화분석 결과
======================================================================
 Locatation  :  Jeju T3 (Sungsan)       (126 56 24, 33 26 16)
 Duration    : 69 days (16:00, Jul.30, 2015 - 10:00, Oct. 6, 2015)
 Observed M. :  0.1758D-02,     S.D. :  0.5693D
 Residual M. : -0.1738D-04,     S.D. :  0.8601D-01
======================================================================
 Related constituents                  Nrel=  8
----------------------------------------------------------------------
 No       Rel.      Ref.          Speed             H            g
         const.    const.       (deg./hr)          (m)         (deg.)
----------------------------------------------------------------------
  1       PI1        K1        14.9178647         0.0032      201.623
  2        P1        K1        14.9589314         0.0658      202.723
  3      PSI1        K1        15.0821353         0.0021      163.903
  4      PHI1        K1        15.1232059         0.0036      172.823
  5       2N2        N2        27.8953548         0.0178      212.774
  6       NU2        N2        28.5125831         0.0244      276.564
  7        T2        S2        29.9589333         0.0206      302.455
  8        K2        S2        30.0821373         0.0719      298.625
======================================================================
 Major constituents                    Nsig= 27
----------------------------------------------------------------------
 No     Constituent          Speed                H              g
                           (deg./hr)             (m)           (deg.)
----------------------------------------------------------------------
  1          Z0            0.0000000            0.0060          0.000
  2          MM            0.5443747            0.0299        272.760
  3         MSF            1.0158958            0.0453        266.403
  4          Q1           13.3986609            0.0392        152.066
  5          O1           13.9430356            0.1566        178.969
  6          M1           14.4920521            0.0078        192.794
  7          K1           15.0410686            0.2116        210.793
  8          J1           15.5854433            0.0177        222.106
  9         OO1           16.1391017            0.0173        259.547
 10         MU2           27.9682084            0.0594        245.832
 11          N2           28.4397295            0.1341        268.394
 12          M2           28.9841042            0.6409        277.507
 13          L2           29.5284789            0.0091        154.592
 14          S2           30.0000000            0.3125        308.425
 15        2SM2           31.0158958            0.0059        116.676
 16         MO3           42.9271398            0.0050         26.195
 17          M3           43.4761563            0.0088         18.130
 18         MK3           44.0251729            0.0034         44.378
 19         MN4           57.4238337            0.0075        113.540
 20          M4           57.9682084            0.0168        133.112
 21         SN4           58.4397295            0.0020         83.946
 22         MS4           58.9841042            0.0109        191.935
 23        2MN6           86.4079380            0.0018        197.910
 24          M6           86.9523127            0.0038        215.435
 25        MSN6           87.4238337            0.0016        249.244
 26        2MS6           87.9682084            0.0057        273.184
 27        2SM6           88.9841042            0.0022        31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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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2014년 관측점 M1, M2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TKE) 감쇄.

나. 해조류 유동 관측 자료 분석

- 2차년도인 2015년 하계 1차조사시에 2개 정점에서 ADCP를 계류하였다. 두 지점의 

계류 수심은 약 85m 로서 1차년도 계류 수심과 유사하다. 하지만 2차년도 회수시

에 잠수팀을 해저에 투입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였다. 현재 2015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추가적인 회수 노력을 해양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만약 회

수가 된다면 자세한 관측자료 보고는 2016년도에 제시할 예정이다. 금년도 보고에

는 2014년도 관측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추가한다.

- 관측기 계류를 전후에 실시한 관측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3.2.14의 위 그림은 9월 

17일 12시부터 24시까지 관측점 M2에서의 ADCP 관측결과인 u, v w 성분을 도시

한 결과이다. 바닥에서 약 72-77m 수심까지의 자료가 획득되었다. 관측기 계류후

인 9월 17일 6시20분 관측된 CTD 관측 및 밀도 부력진동수 결과는 그림 3.2.14의 

아래 그림과 같다. 모든 관측점에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를 부록1에 제

시하였다.

- 2015년 9월 17일 22시에서 18일 10시까지 12시간 관측자료에는 단주기 내부파 운

동이 왕성한 시기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두 지점(M1, M2)에서 난류성분으로부터 

난류운동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감쇄특징을 비교하면, 표 3.2.5와 같다. 

- 표 3.2.5에서 M1에서의 전체 난류에너지는 M2에서 보다 약 16% 감쇄하나 연직 난

류에너지(vertical TKE)는 약 22% 감쇄하여 대략 20%내외의 에너지가 약 10km 전

파하면서 감쇄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백 초 주기대의 난류만을 고려한 bandpass 

필터를 고려한 경우, 이 주기대에서는 약 30%의 난류에너지가 감쇄하는 것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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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2014년 9월17일 M2에서 12시간 ADCP 관측결과(u,v)(위) 및 같은 날 CTD 관측

결과 (하우). 이로부터 산출한 부력진동수와 밀도(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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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동중국해에서 북위 31°, 32°단면에서 나타나는 20m-50m 층에서 나타나는 

수온약층 특성 및 저온 염분 특성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내

부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계에는 태풍 풍웡시기에 내부파가 

발생하였다.  

- 난류생성항에 대한 적당한 스케일링으로부터 관측치로부터 난류생산을 적절히 계

산할 수 있다면, 관측점의 난류특성을 좀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15

는 M2에서 TKE의 시간변화, TKE의 시간 변화율, 연직 TKE의 시간변화, 연직 

TKE의 시간변화율을 제시하였다. 

그림 3.2.15 2014년 9월 17일 22시- 18일 10시까지 M2에서 난류운동에너지(청색)와 연직난
류에너지(하늘색)(상), 그들의 시간변화율(중), 연직난류에너지(청색) 및 시간변
화율(녹색)(하)를 각각 나타낸다. 

- 예상과 같이 대체로 전체 TKE 혹은 연직 TKE의 시간변화율은 크게 보면 대체로 

0에 근접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0과 유사한 시기와 변동성이 큰 시기로 구분된다. 

따라서 난류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steady state 가정은 항상 만족되지는 않는다. 

- 현재 steady state가정하에 난류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난류확산계수 등 난류특

성에 대한 분석은 CTD 자료, TurboMap 자료, 유동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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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2014년 9월17일 M1, M2 CTD관측결과(위) 및 21/22일 MWIR SST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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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자료에서는 기보고한 바와 같이, 관측기간 동안에 해수구조에 따른 부력

진동수는 약 90초이나 바람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수백초 주기 내부파가 발생하

는 특성을 보였다. 9월 21-23일 기간 동안 태풍(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 풍윙으

로 인한 바람으로 인해 내부파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 그림 3.2.16에는 9월 17일 M1, M2에서 수온, 염분 구조와 9월 22일, 23일 SST자료

를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2014년 9월 22일, 23일에 M2지점을 경계로 북서측의 

차가운 표층수가 9월 18일에 비해서 뚜렷이 남하한 것이 보인다. 그림 3.2.16의 

수온약층에서의 관측특성이 하계에 항상 존재하고 SST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

층 수온 전선이 추가로 형성될 때, 2014년의 경우는 해양 내부에서의 난류특성이 

보다 왕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태풍시기에 보다 복잡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현상의 상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의 경우 관측 기간 동안 표층수온의 변화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내

습 주요 태풍(Chan-Hom, Nangka, halola, Goni) (그림 3.2.17a)에 대해 검토하였다.

- 태풍 Chan-Hom은 6월 27일 3.9°N, 경도 163.1°E에서 발생하였고, 7월 12일 한

반도 서해안에 도달하였다. 태풍 NangKa는 6월 30일 5.1°N, 경도 177.2°E에서 

발생하였으며, 7월 16일 일본 열도를 관통하여, 한반도 간접영향을 주었다. 태풍 

ha lola 와 Goni 는 각각 7월 6일, 8월 11일 발생하여, 7월 25일, 8월 24일 동중국

해/대한해협에 영향을 주었다. 

- 태풍발생전과 진행후 SST와 냉각효과를 그림 3.2.17b와 3.2.17c에 각각 제시하였

다. 황동중국해에 냉각효과를 가장 크게 준 태풍은 대한해협으로 향한 태풍 Goni

이다. 매 태풍별 일별 SST변화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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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a 2015년 한반도 영향 4개 태풍 궤적. 

그림 3.2.17b 2015년 Chan-Hom, Nangka 통과 전(좌), 통과 시(중), 전후 차이 SST(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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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c 2015년 Halola(상), Goni(하) 통과 전(좌), 통과 시(중), 전후 차이 SST(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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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 모델링을 위한 북서태평양 새로운 해양초기 조건

가. 마크로웨이브 SST 자료 정확도 검증

- 2014년 자료에 추가하여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자료와 CTD자

료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림 3.2.18a는 2015년까지 관측된 CTD 자료를 활용하여 

상부 20m 층의 수온과 마이크로웨이브(MW) 관측자료를 보간한(OI) SST 자료를 비

교하였다. 대체로 상부 10m 수심과 마이크로 웨이브간의 평균적인 수심오차는 

0.42-0.77℃로서 상부 혼합층의 수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m 

이하층은 수온 약층에서 냉수가 나타나는 관측점이 반영되어 동중국해에서는 오

차가 크다.  

- 표 3.2.6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동중국해에서 여름철(8~10월

초 중)에 총 280개의 정점에서 ctd 관측을 수행하였다. 표 3.2.6에 관측 기간과 정

점의 개수를 표로 나타내었으며 그림에 전체 정점을 나타내었다.  

- 그림 2.3.18b는 Argo자료와 마이크로웨이브 SST 관측치 간의 수온차를 비교한 그

림이다. 15m 이하층에서의 냉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부 20m cm까지의 평

균 수온차가 약 0.42-0.77℃이내로서 비교적 정확히 상층수온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year duration Number of stations
2007 24Aug.2007 ~ 29Aug.2007 53
2008 23Aug.2008 ~ 09Sep.2008 47
2009 27Aug.2009 ~ 06Sep.2009 50
2010 25Aug.2010 ~ 16Oct.2010 39
2011 29Aug.2011 ~ 05Sep.2011 49
2014 13Sep.2014 ~ 29Sep.2014 24
2015 18Aug.2015 ~ 28Aug.2015 18

표 3.2.6 CTD 관측개요 및 관측점 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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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b 2007-2015년 CTD 층별 관측치와 마이크로웨이브 SST간의 비교. CTD간측점은 

좌측에 표기하였다.

그림 3.2.18c 북서태평양 24,467 Argo 관측점 위치. 2010년 이후 수심 1m Argo자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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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8c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관측된 북서태평양 ARGO 정점을 나타

내며, 분석에 사용된 총 profiles의 개수는 24467개이다. 일반적으로 ARGO 부이는 

수심 5m부터 관측이 이루어지나, 2010년 이후 관측 최소 수심이 1m에 해당하는 

부이들이 존재한다. 

- 관측된 ARGO 자료의 상부 1m,2m,5m,10m,15m,20m 층의 수온과 OI SST 자료를 

비교한 결과(그림 3.2.18d), 상부 10m 이내 수심의 수온과 OISST 간의 RMSE는 

0.61℃이하로서 OI SST가 북서태평양에서 상부 혼합층의 수온을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서태평양 해역지점에서는 대륙붕에서 나타나는 15m 이하층 저온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혼합층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18d 북서태평양 Argo 자료와 MWIR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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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WIR 자료 및 해양 초기조건 활용성

- 앞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CTD 자료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Argo 자료와 비교한 결과, 10m 이하 층에서 0.61℃이하, 15-20m 층에서 0.69-0.8

5℃로서 OI SST가 북서태평양에서 상부 혼합층의 수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대륙붕에서도 상부 20m cm까지의 평균 수온차가 약 0.42-0.77℃이내로서 비교적 

정확히 상층수온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서태평양 해양 상

층 초기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절에서 상기 자료를 초기 해양 태풍 입력로 실험한 결과가 제시된 바와 같이, 

단기 예측 목적으로는 기존 해양-태풍결합 모델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고, GFS 산출 자료보다도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상기 연구결과는 논문 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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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독자 해일모델 연구 

1. 개요

- 본 연구에서는 해일 재현 및 예측을 위한 음해법(Implicit method)를 활용한 수치

모델을 새로운 모델 계산방식에 근거하고, 효율적인 격자시스템으로 구성된 한반

도 연안해역에서의 조석과 해일을 예측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다. 새로운 모델이란 독자 계산방식에 근거한 코딩 및 개발된 코드를 실제 응용

하여 효율적인 격자망을 개발, 적용하는 범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단계

에서는 독자 개발된 조석모델을 해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2차년도에는 개발 중인 조석모델을 부산 해역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조석/조류의 

재현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격자망은 한반도주변과 북서

태평양을 연계한 하나의 효율적인 최적 격자망 시스템을 채택하여 해일모델링에 

성공적으로 구성한 결과를 제시한다.   

- 개발된 코드는 조류재현의 응용 예로서 부산 태종대 해역에서 대규모 와류 계산

을 통해 조류 계산의 정확도롤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제출하여 현

재 수정중으로 부록에 상기 제출논문을 제시하여 상세한 기술하였다. 

2. 독자해일 모델시스템 수립 및 초기 테스트

가. 조석/조류모델 정확도 실험

- ADI (Alternating Direction Implicit) 음해 기법을 채용한 조석/조류 계산 코드를 테

스트하기 위하여 부산 태종대 인근 해역에 적용하여, 와류생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 (조석+해일) 결합모델의 요소모델인 조석/조류 모델링 실험은 관측된 와류특성을 

상세히 예측하는 과정이며, 격자망은 대한해협을 포함하며, 격자간격은 70-1100m 

으로 외해역으로 가면서 증가한다. 정밀격자 영역은 70m 격자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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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부산인근 모델 해역(좌상) 및 관측점 위치도 (우하). 좌상 영역도에는 개방경계 

조석관측점이 제시되었다. 조류 관측점(C41-C43, C52-C54) 및 조석관측점(T41, 

T51)이 우하 모델수심도 위에 제시되었다.

- 그림 3.3.2에 관측점 T51에 조석 비교결과와 관측점 C52-C54에서의 current shear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관측점 C52, C53, C54에서 계산치(점선)와 관측치(실선) 

비교결과, 관측된 current shear 특성이 잘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석관측치

와 예측치도 예상과 같이 잘 재현되었다. 

- 그림 3.3.3a은 저조 1.5시간 전의 태종대 인근해역에서의 계산된 조류장이다. 저조 

직전으로 물이 여전히 빠지는 시점으로 태종대(HY) 서측에서는 흐름의 shear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그림 3.3.3b는 저조 2.5시간 후로 Headland 형 지형인 태종대 서측에 강한 와류

(transient eddies)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3.3.2에 그 특성

이 매우 자세히 비교,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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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1991년 12월 조석(녹색선), u(a)와 v(b) 비교 (C52: 검은색, C53;청색,  C54:적색). 

실선은 관측치, 점선은 계산치이다.

그림 3.3.3a 저조 1.5시간전 조류벡터. C41-C43, C53-C54 등 정점 그림3.3.1참조.



- 46 -

그림 3.3.3b 저조 2.5시간 후 창조류벡터. 태종대 서측에 강한 와류가 형성되었다. 남항방파

제 남측과 태종대 서측의 두 종류의 와류가 잘 발달되었다.

- 그림 3.3.4는 저조 1.5시간 전과 저조 2.5시간후의 일시적인 와류 생성에 대응하는 

전 해역에서의 와동점성계수를 나타낸다.

- 저조 1시간전에는 태종대 남측에 최대 2-3m2/s 정도의 최대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영도협수로 해역에는  최대 1.5 m2/s 정도의 와동점성 계수가 나타난다. 

여타의 해역에서는 매우 작은 와동점성 계수가 나타난다.

- 상기 연구결과는 상위 10급 국제학술지(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

되어 게재를 위한 단계에서 긍정적인 진전의 과정으로서 코멘트에 따라 수정 중

이다. 제출본 논문 전문은 부록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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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저조 1.5시간 점(위) 및 저조 2.5시간후의 조류장에 대응하는 난류와동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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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서태평양 태풍해일 모델링

- 그림 3.3.5는 해일모델링의 전체적인 개념도이다. 해일모델의 입력자료는 태풍모

델의 예측자료와 연계되어 계산된다. 본 3절에서는 독자적인 해일모델 개발이 일

차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이다. 기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해일모델링 연

구는 기법은 유한차분과 유한요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국내 기

상청에서는 유한차분법에 근거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상도

를 높이기 위해 원웨이 네스팀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방

향은 1개의 단순한 해일모델링 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태풍 기상장 분야에서 여러 

요소 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혹은 기존 기법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일차 단계에서는 기존 관측된 태풍의 관측요소를 활용하여 얻어지

는 태풍 기압 및 바람장을 연계하며, 이를 통해 수립된 기법을 예측장을 연계하

는 데 활용한다.   

그림 3.3.5 해일 및 태풍모델링 연계도중 해일모델링 분야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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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6은 윗 그림은 북서태평양 해일모델 격자망수립 결과이며, 격자수는 140

여 만개 격자로 구성된 모델 전체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해, 남

해, 동해 연안해역의 격자망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가변 격자망 설계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확장 가변형 격자망으로 연안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안에서의 수위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남동측 위도방향 

격자간격은 0.2분 정도이나, 추후 보다 효율적인 격자망은 이해역에서의 위도방향 

격자간격을 10분(18km) 정도로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차년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서해안 격자망은 한강, 임진강 해역까지 확장되었으

며, 한강최상류 경계는 팔당댐까지이며, 임진강 최상류는 적성으로서 각각의 상류

경계 조건이 입력자료로 부여된다. 임진강 해역은 특히 접적지역으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모델 수립 후, 실제적인 적용 활용을 위해서는 격자의 수

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세련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그림 3.3.7은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계산 solution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리핀 북서 및 북동 영역에 주어진 

초기 bump에 대하여 변위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시간에 따른 전파특성이 전체 북서태평양 해역에 잘 나타나, 일본 남측, 동중국해 

및 대한해협으로 전파가 잘 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3.3.7에 보인 바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확장가변형 격자망 체계에서 계산알

고리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테

스트 태풍 조건에서 모델을 적용하였다. 대표적이고 뚜렷한 태풍으로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와 2007년에 영향을 준 태풍 나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 태풍 기상장은 1차년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확장가변격자망으로 구성된 동중국해 

영역모델에 대하여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바람과 기압장을 산출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등방격자상의 바람 및 기압장을 임의의 

확장가변형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일차적으로 관측된 

Message file이나 예측된 태풍 진로 및 대표 거리에서 풍속 정보를 활용하여 태풍 

파라메터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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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약 140만개 격자망으로 구성된 북서태평양 전체 격자망 (상) 및 한반도 연안   

상세 격자망 간격 (0.06‘, 0.2’은 각각 100m, 300m 정도의 격자간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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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필리핀에서 초기 bump에 따른 변위 전파 특성 (상좌->상우->하좌->하우 순으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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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8은 2003년 태풍 매미가 북서태평양을 전파하여 동중국해 상륙시기까지

의 진로에 대한 해일고 시간변화 특성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해일 단위는 cm이

며, t01는 2003년 9월 9일 0시(UST)이며 계산결과 시간간격은 3시간 간격이다. 양

의 해일고가 나타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태풍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북서태평

양 대양에서 해일고는 최대치가 대략 수십c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그림 3.3.9는 태풍 매미가 대륙붕에 상륙한 이후 북서태평양 해일 계산결과이다. 

전체 영역에서 양의 해일고 최대치는 30-40cm 내외이고, 음의 해일고도 큰 값의 

범위가 대략 -30cm ~ -40cm 정도이다. t28 시각은 9월 12일 12시(UST)이고 한국

시간으로 21시이다. t27 (KST18), t28 (KST21) 시각 경에 남해의 서부 및 남해 동

부 해일고가 최대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그림 3.3.9는 대체적으로 동해역은 양의 해일일 발생하고, 동중국해, 서해역은 음

의 해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의 해일은 동중국해에

서 제주를 거쳐 황해 동부, 즉 한반도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음의 해일은 한반도 서해안을 Kelvin wave 형태로 전파함을 알 수 있다.

- 동해역에서의 최대 해일 높이는 50cm 내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9중 

t29-t32 시간의 남해안 양의 수위는 시간에 따라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동해해역이 반폐쇄성 해역으로 남해안의 수위가 진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해에서의 계산된 해일 분포 특성은 그림 3.3.10에 좀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 거시적으로 남해와 동해에서 나타나는 해일은 상호연관이 되어 있는 듯이 보인

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3.3.11에서 추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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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2007년 태풍 나리진로와 북서태평양 해일고 수위 시간변화 (cm). 시간격은 3시

간이며 t01는 2007년 9월 13일 6시(UST)이며 3시간 간격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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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2007년 대륙붕에 상륙한 이후 태풍 나리 진로와 해일고 수위 시간변화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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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2003년 태풍 매미가 남해안 상륙전의 계산된 해일고(cm) 및 태풍중심 위치. 

- 그림 3.3.1은 태풍 매미가 남해역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와 해일 계산결과를 도시

한 결과이다. 약 300m 내외의 연안 격자망으로 구성된 확장가변격자망 시스템 상

에서 계산된 해일장이 잘 재현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의 격자망 시스템의 효

율성은 네스팀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에러의 종류가 truncation error를 제외

하고는 발생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 

- 한국시간(KST) 9월 12일 12시경 태풍 중심은 제주도 동측에 위치하며, 이시기의 

남해안 해일고는 30-40cm에 국한된 것으로 알 수 있다. 15시경에는 남해상으로 

진입하며, 이 시기에도 역시 계산된 해일의 높이는 대략 50cm 이내로 보인다. 9

월 12일 18시 경에 태풍 중심은 여수 가까이 통과하며, 이시기에 남해서부에서의 

해일 높이가 거제도 동측보다 전반적으로 수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1시에는 

태풍은 사천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해 동부에 높은 해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시기에 마산 해역에서 높은 해일로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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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태풍 매미가 동해로 진입한 후 9월 13일 한반도 주변해 해일 분포 . 

- 그림 3.3.11은 태풍이 동해로 진입한 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일 공간 분포를 

나타낸 드림이다. 한국시간으로 13일 0시에 태풍은 동해상으로 진입했으며, 동해 해

역의 20-30cm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03시 경에는 해일이 30-40cm 정도로 높

아지며, 태풍 중심이 위치하는 동해 연안 해역에서 해일 높이는 대략 50cm 내지 이

상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동해 해일은 40-50cm 이상 지속되고 있다.  

- 남해안 영역에서의 해일 높이는 부산-대만도 단면을 기준으로 할 때, 음의 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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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의 해일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월 13일 0시에서 3시까지의 동해

전체 해역에서의 해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남해에 음

의 해일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볼 때, 서해,남해에서 해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해에 존재하는 3개의 해협에서의 해수 이동은 매우 

제한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보이는 수위의 미세한 진동은 태풍의 바람과 기압장의 변화

에 해수면의 반응에 있어서 단주기 진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

은 바람장과 기압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1차 분석되었으며, 차년도에 보

다 면밀한 분석을 할 예정이다.

- 실험결과 태풍 매미와 나리 실험에서 태풍에 반응하는 해수위 반응이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 주요 관측점에서 해일고와 게산치를 

1차 비교한 결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였으며, 차년도에 보다 광업위한 실험 및 

검증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 58 -

제4절 태풍/해양모델 수립 

1. 해양조건

가. GFS 해양표층온도(SST)  

- 기존자료: NOAA의 현업기상예측모델 (GFS)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SST 자료

(NOAA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Analysis)는 Optimum 

Interpolation (OI) 기법을 사용하여 7일 주기로 1도 수평격자로 작성되었다. 분

석은 관측 SST와 위성 SST에 해빙이 고려되어 계산된 SST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을 계산하기 전에 위성 자료는 eynolds (1988)와 Reynolds and Marsico 

(1993)의 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어스를 조정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자세한 

OI기법은 Reynolds and Smith (1994)에 수록되어 있다. 바이어스를 보정함으로서 

OI의 대규모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OISST는 시간, 공간적으로 저해상도이며 

Reynolds SST라고도 하였는데, 향후 1/4도 해상도의 일평균 OISST로 발전되었다. 

- 개선된 SST: 5분 해상도의 일평균 Real-Time Global (RTG) SST를 사용하며 

(http://polar.ncep.noaa.gov/sst/rtg_high_res), 최근 24시간 부이 및 선박관측 자

료와, 위성으로 관측된 해빙 커버리지 정보를 여러 내삽기법을 이용하여 제작

한다.

-  NOAA NCEP에서는 GFS 전구 스펙트럼모델에 5분해상도의 daily Real-Time 

Global (RTG) 해양표층온도(SST)를 기존의 1도해상도의 Reynolds 7일 SST 계산

치를 대체하는 작업을 2015년 1월 14일에 완료하였다. (GSM v12.0.0)

나. MWIR-OI SST (http://www.remss.com)

-  4~11 GHz 주파수의 수직편광 마이크로파 명암온도는 해면에서의 SST에 상당

히 민감하며, 표면거칠기와 기상온도 및 습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해수의 낮은 

전자파 방사도(방사 효율 : 35 - 40%)로 인하여 신호의 크기가 아주 미약하며, 

대기의 영향, 해수의 표면상태, 안테나의 모양, 구름 등에 의하여 부정확성이 

추가되나, 이를 이용하여 표층온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이크로파 

(MW)와 적외선 (IR) SST 자료를 OI기법을 이용하여 표층수온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NOAA 산출 SST와 MWIR 자료 비교를 그림 3.4.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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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도 해상도 NOAA SST

b) 5분 해상도 NOAA SST

c) MWIR-OI SST

그림 3.4.1 NOAA 및 MWIR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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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모델 수립

가. 기상모형(WRF)을 이용한 태풍모델 수립

(1) 기상모형(WRF)를 이용한 태풍 계산 (태풍 너구리, 201408)

-  WRF 기상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너구리 (201408)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초기 및 배경자료로는 NCEP의 GFS 기상모델 결과를 이용하였고, 7일간의 계

산을 6시간 간격으로 시작하게 계산을 수행하였다.

- 비교에 사용된 태풍 Best track은 Digital Typhoon (http://agora.ex.nii.ac.jp

/digital-typhoon/summary/wnp/s/200314.html.en)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 자료동화를 하지 않은 Free run 예측의 경우 정확도가 높지 않아, Spectral 

Nudging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 태풍 초기에는 경로차이가 관측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중반 이후

로는 비교적 잘 예측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 중반(7일)에는 편서풍의 영향인 진로 우향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고 있으나, 후

반(8일)부터는 잘 예측하고 있다 (그림 3.4.2). 

-  최대풍속의 경우 모든 예측시간에 대해 잘 재현을 하고 있으나, 최소기압의 

경우 NCEP 배경장의 기압이 관측치에 비해 약하게 적용되므로 WRF 계산초기

에 태풍의 기압의 세기가 급격히 세져서 관측치에 비슷하게 안정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Spectral Nudging의 효과로 보인다 (그림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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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WRF모델 결과 태풍예측 정확도(최대풍속, 최소

기압) 비교

  

그림 3.4.3 최대풍속과 최소기압의 예측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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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모형을 이용한 태풍의 해수면온도 영향 검토 

(1) 해양표층온도(SST) 입력

- GFS에서 사용하는 SST는 1도 격자 해상도를 가진 Reynolds and Smith(1994)의 

자료로, 최근 1주일의 관측자료를 OI기법으로 동화한 일평균 자료이다. 1/2도 

해상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최근(2015년 1월)에 5분간격 격

자해상도의 daily Real-Time Global (RTG) SST로 변경되었다. 

- 다음의 3가지의 해상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태풍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4.4).

 1) NCEP FNL에 기본적으로 있는 daily OI SST (basic case)

 2) MWIR OI SST 7월4일 자료를 모든 적분시간에 이용 (best approach case)

 3) MWIR OI SST 7월4일~7월 11일 일평균 자료를 이용 (best realistic case)

그림 3.4.4 SST 입력 조건 변경에 따른 태풍예측 정밀도 향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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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SST에 따른 태풍예측 정밀도 검토(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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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면온도에 따른 태풍실험 실험결과 (태풍 너구리, 201408)

- 본 실험에서는 해양 상황에 따른 반응을 자세히 보기 위해 WRF모델에서 자료

동화를 하지 않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 WRF모델의 배경데이터(Initial & Boundary)는 NCEP이 2014년 7월 4일에 예측

한 NCEP 실시간 예측(GFS) 자료를 이용하였다. 

-  태풍경로에 대한 예측은 모든 조건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며 (그림 3.4.5), 여전

히 태풍이 강해질때와 약해질때의 시간적인 예측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림 

3.4.6).

- 태풍강도(중심기압)의 경우, SST를 7월 4일 자료만 이용하여 예측한 경우 실제

와 비슷한 강도로 예측되었으며, 실제상황(7/4~11일 자료 이용)의 경우에는 

Underestimate되는 결과를 보인다.

- 최강풍속의 경우 Digital Typhoon의 자료는 10분평균 풍속이며, 모델값과의 비

교를 위해서 factor(1/0.88)를 곱해준(검정 점선) 값과 비교해 보았을때, 중심기

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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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SST에 따른 태풍예측 정밀도 검토(중심기압, 최강풍속)

(3) 해수면온도에 따른 태풍실험 실험결과 (2015년 태풍)

- 기상모형(WRF)으로 태풍을 재현함에 있어서 SST의 영향을 보기위한 실험을 

2015년 태풍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태풍인 CHAN-HOM 

(201509), NANGKA (201511), HALOLA (201512), SOUDELOR (201513) 및 GONI 

(201515)를 대상으로 NCEP GFS의 SST와 위성관측 자료(MWIR-OI SST)를 이용

한 태풍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 위성관측 MWIR-OI SST를 이용하여 산정한 태풍이 비교적 경로를 잘 재현하고 

있으며, NANGKA와 HALOLA를 제외한 결과에서 태풍의 강도의 재현성에서 우

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CHAN-HOM (201509): 모든 기관에서 태풍의 경로를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제 대륙붕에 진입하면서 한국 측으로 선회하였다. MWIR-OI 

SST를 이용한 WRF가 태풍의 진로나 태풍의 세기를 우수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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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GKA (201511): 모든 태풍 예측기관 및 WRF의 경로예측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태풍은 더 서측으로 진행한 후 북측으로 선회하였다. 

MWIR-OI SST를 이용한 WRF의 계산은 다소 GFS SST를 이용한 결과보다 과대

산정되었다 (그림 3.4.8).

- HALOLA (201512): 모든 태풍 예측기관 보다 WRF의 경로예측이 더 좋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며, MWIR-OI SST를 이용한 WRF의 계산은 다소 과소 산정되

었다 (그림 3.4.9).

- SOUDELOR (201513): 8월 4일의 최대 강도는 WRF에서 재현을 못하였으나, 

5~6일의 태풍의 약화는 MWIR-OI SST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 3.4.10).

- GONI (201515): 태풍은 예측보다 동측으로 진행하였으며, MWIR-OI SST를 이용

한 WRF가 태풍의 진로나 태풍의 세기를 우수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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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SST 변화에 따른 태풍 CHAN-HOM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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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SST 변화에 따른 태풍 NANGKA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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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SST 변화에 따른 태풍 HALOLA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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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SST 변화에 따른 태풍 SOUDELOR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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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SST 변화에 따른 태풍 GONI의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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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ving Nesting 기법 적용에 따른 정밀도 평가

- WRF 모델은 아도메인의 격자체계 설정옵션에 따라 고정격자와 

이동격자(moving nesting)로 나뉜다. 고정격자 수치모델에서 아도메인의 영역 

설정 시, 태풍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태풍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해 방대한 

영역을 포함해야 하므로 막대한 전산자원이 소요된다. 이는 고해상도 

수치모델 구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반면에 이동격자체계로 

구성된 모델은 아도메인 설정 시, 태풍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여 

전산자원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모의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였다.

- 실험은 대기모델의 격자체계에 따라 3가지로 구성하였다. WRF d01(아도메인 

없음), WRF d02-std(고정격자 대기모델), WRF d02-move(이동격자 대기모델) 

이다. 

- 사용모델은 WRF-ARW V3.6.1이고, 북서태평양 영역(99-170°E, 5-63°N)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모델의 수평해상도는 1/12°, 연직 29층이다. 아도메인은 

1개로 설정하였으며 수평해상도는 1/36°이다. 

- 2014년 8호 태풍 “너구리”에 대하여, 2014-07-06 00시 ~ 2015-07-12 00시 

(총 6일간, 3시간 간격)까지 모의하였다. 초기자료는 수평해상도 1°인 

NCEP-GFS data를 사용하였다. 

- 태풍분석에 사용된 관측자료는 일본기상청 RSMC data이다. 태풍의 최적경로, 

최대풍속 그리고 최저해면평균기압 등 3개 변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 KIOST 내부 클러스터(intel 클러스터, 총 108코어)를 이용하여 대기모델을 

수행한 결과, WRF 이동격자모델(d02 : 위경도 300*300)의 수행시간이 WRF 

고정격자(d02 : 118.8-154.6°E, 14.9-54.7°N) 모델에 비해 9.96배 단축되었다 

(표 3.4.1).

구분 수치모델 수행시간

대기모델 고정격자 127시간 51분 (7,671 mins)

대기모델 이동격자 12시간 50분 (770 mins)

표 3.4.1 대기모델 격자체계에 따른 수치모델 수행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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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2014년 8호태풍 “너구리”의 최적경로 모의 결과. d01(초록), 

WRF 고정격자모델(노랑) 및 WRF 이동격자모델(빨강) 그리고 

관측자료(파랑)

그림 3.4.13 2014년 8호태풍 “너구리”의 최적경로 관측오차. d01(초록), WRF 고

정격자모델(노랑) 및 WRF 이동격자모델(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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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최적경로는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빨강)이 관측과의 오차가 작았다. 

특히,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빨강)은 모의시간 5일 (120시간)까지 오차 

200km 이내로 모의하였다 (그림 3.4.12). 

- 태풍의 최적경로는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빨강)이 가장 관측오차가 작으며 

모의시간 5일(120시간)까지 관측오차 200km 이내로 나타났다. 반면에,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노랑)의 경우, WRF 이동격자 (빨강)에 비해 관측오차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모의 시간 4일(96시간) 이후에 200km보다 크게 

차이가 났다 (그림 3.4.13).

그림 3.4.14 2014년 8호태풍 “너구리”의 최대풍속 관측오차 (m/s)

- 태풍의 최대풍속은 WRF 고정/가변 격자 수치모델 모두 과대모의 하였다.  

최대풍속에 대한 관측오차는 고정격자 수치모델(노랑)이 이동격자 수치모델 

(빨강)보다 작으며 10m/s 내외로 보였다.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빨강)의 

경우, 처음 48시간 동안의 최대풍속 관측오차가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 

(노랑)보다 작았으나, 48시간 이후에는 오차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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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2014년 8호태풍 “너구리”의 최저해면기압 관측오차 (hPa)

- 태풍의 최저해면평균기압은 WRF 고정/가변 격자 수치모델 모두 과소모의 

하였다. 최저해면평균기압에 대한 관측오차 역시 최대풍속과 마찬가지로 

48시간을 전후로 하여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 

(빨강)의 관측오차는 처음 48시간 동안에는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노랑) 

관측오차보다 작았으나, 48시간 이후에는 오차가 증가했다 (그림 3.4.15).

-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이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에 비해 태풍의 

최적경로에 대한 관측오차가 작고, 시간 및 전산자원의 소모가 적다. 하지만 

모의 시간 48시간 이후로, 최대풍속 및 최저해면평균기압의 관측오차가 

급격히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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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풍볼라벤 기상장 검토

(1) 태풍 블렌딩 기법

- 중규모 기상모델을 이용하여 태풍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태풍의 세기 및 

진로 예측에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보거싱 기법이나 자료동화기법이 도입되는데, 태풍의 세기의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진로 예측의 경우 모자료(NCEP)의 정확성

보다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 중규모 기상예측모델(WRF)의 계산에서 물리적인 현상인 태풍의 발달, 감소과

정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진행속도와 진로에 대

한 예측정밀도가 부족한 경우 연안에서의 바람의 세기나 상륙위치 및 상륙시

간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으로 연안 피해의 원인인 폭풍해일의 정확한 예

측을 하지 못하게 된다. 

- 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풍의 위치 및 세기에 관한 정보는 태풍예보

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상청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계

절 풍 등의 배경자료는 기상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합성(블랜딩)하

는 기법으로 사실적이며 정확한 태풍예측이 들어간 기상장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WRF의 계산 결과에서 태풍을 제거한 배경장에 태풍예

측자료(진로 및 세기 등)를 이용한 태풍모델의 태풍바람장을 합성(블랜딩)하여 

바람 및 기상장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바람 및 기상장은 파랑, 순환 및 

해일모형에 이용된다. 

- 태풍 볼라벤은 최대풍속 50m/s 이상의 최근에 한국에 내습한 규모가 큰 태풍 

중의 하나이다 (그림 3.4.16). 태풍자료 블렌딩 기법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내습

한 태풍볼라벤의 기상장을 작성하여 기상청(KMA)의 관측자료와 비교(그림 

3.4.17-19)를 통해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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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태풍 볼라벤의 경로 및 강도 (http://digital-typho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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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블렌딩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압과 풍속과 관측치와의 비교 (이어도, 

제주, 진도, 모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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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블렌딩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압과 풍속과 관측치와의 비교 (서귀포, 

성산포, 통영부이,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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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블렌딩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압과 풍속과 관측치와의 비교 (복사초,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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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풍·해양결합모델 수립

가. 태풍-해양결합모델 결과와 해일모델 연계 모델체계

- 본 연구에는 대기모델, 해양모델, 대기-해양결합모델, 폭풍해일모델 등의 다양

한 수치모델이 사용되는 바, 각각의 모델 체계의 개념 구축 및 효과적인 운용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3.4.20).

- WRF를 기반으로 하는 태풍예측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초기 및 경계 기상정보에 

GFS 예측자료가 입력되며, 해양표층 정보로는 GFS자료에 포함된 OISST기반 

GFS자료, OSTIA 고해상도 SST분석장, KIOST 재분석자료 및 대기-해양결합예

측모델의 SST자료 등이 입력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 후 해양표층 입력정

보를 결정한다.

- 태풍예측모델에서 예측된 태풍의 중심 위치 및 기압크기 등의 태풍파라미터 

정보를 산출하여, GFDL 태풍파라미터 모델의 입력에 사용한다. 

- GFDL 태풍파라미터 모델에서 해일독자모델의 격자정보로 산출되는 기압장 및 

바람장은 해일독자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며, 태풍예측모델에서 산정되는 기

압장 및 바람장을 내삽과정을 통해 바로 독자해일모델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

려한다.

그림 3.4.20 태풍-해양결합모델 결과와 해일모델 연계 

모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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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동기화 기법을 이용한 태풍상황에서의 대기-해양 상호작용 검토

- 대기-해양 커플모델 완성이전에 태풍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태풍의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기모델과 해양모델의 비동기화 기법을 적용하여 상호작

용에 대한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 대기모델을 이용한 태풍장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바람, 압력, 열)

를 해양모델에 입력한 후, 해양모델의 결과를 다시 대기모델에 입력하여 다시 

계산을 수행한다. 경험적으로 3 사이클 내외의 과정을 거치면 대기-해양커플모

델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가능하며, 모델을 결합하지 않고도 해양에 인

한 대기(태풍)의 영향과 대기의 변화로 인한 해양의 변화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4.21).

그림 3.4.21 대기-해양 상호영향을 고려한 순차/반복적 접근

다. 해양 모델 초기화 (해양 재분석 자료)

- 대기-해양 커플모델의 해양 요소 모델로 MOM5를 적용하였다. 모델의 수평 영

역은 동경 98-170°E, 북위 5-62°E이며 수평 해상도는 1/24°이며, 수직적으

로는 5,000 미터까지 50개의 수직 격자를 갖는다. 

- 대기-해양 커플모델의 해양 초기장으로 해양재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해양재분

석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료동화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었으며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이 적용되었다. 

- 그림 3.4.22은 해양재분석 자료의 일 예로서 1991년 5월의 해면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쿠로시오의 이안과 동한 난류의 이안 등 서안 경계류를 잘 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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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향후 태풍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에디 변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이 재분석 자료를 초기장으로 대기-해양 결합 모델에 적용하여 향후 태풍에 

대한 과거 예측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3.4.22 해양재분석 자료의 해면고도 자료. 1991년 5월의 예

라. 대기-해양 커플모델 구축 

- 대기모델인 WRF 모델과 해양모델인 MOM 모델의 코드를 분석하여 MPI 라이

브러리를 이용한 OASIS-MCT 커플링 모듈을 이용하여, 태풍-해양결합모델을 

일본 사이타마대학과 대기-해양 결합모델구축 위한 공동작업 통해 코드를 완

성(2015년 4월)하였다.

- 본 결합모델에 아직은 부분적으로 개선여지가 있으며, OASIS 결합자에서 제공

하는 단순 결합모형에 각각의 모델을 대치시키는 단계적 개발법 이용하여 결

합모델을 구축하였다. 



- 84 -

그림 3.4.23 OASIS3-MCT 모델 결합 개념도

- OASIS3-MCT 결합자를 이용한 결합모델의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단계: OASIS3-MCT를 초기화하고, 각 모듈(모델)의 커뮤니케이터를 각 

모델에 시작시킨다.

 2) 정의 단계: 격자, 파티션 및 교환 변수를 정의한다.

 3) 교환 단계: 각 모델간에 변수의 배열을 시간적인 주기에 맞게 교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4) 완료 단계: OASIS3-MCT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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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태풍(WRF)-해양(MOM5) 모델 결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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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도는 1차년도와 같이 각 분야별로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태

풍모델 초기조건 및 검증을 위한 해양조사 분야, 국내독자 해일모델 개발을 위한 

독자 해일모델링 분야, 태풍모델 및 해양-태풍 결합모델링 분야로 대별된다.

1. 해양조사 분야

- 2차에 걸쳐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8월 18일-8월 28일까지 2차 조

사는 9월 16일-9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1차 해양조사를 통하여, 제주남측 및 

위도 31°N 해역에서 CTD 조사, ADCP 계류를 하였으며, 2차조사시 CTD조사 

및 TurboMap 난류관측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태풍 내습 시 해일고 관측을 

위하여 제주 남측연안에 설치한 조석 관측를 통하여 관측 기간 중 해일고의 

높이가 20-30cm 이하였다. 현장 여건으로 계류한 2차 조사시 ADCP를 회수하

지 못하였다. 이어도를 사용하여 12월 16일- 12월 20일 사이 재 회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1차년도 관측한 ADCP 자료 분석을 통하여 2014년 태풍 풍웡 시기에 내부파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ADCP 유동장을 이용하여 난류확산 계수를 산정하였고 

TurboMap과 CTD자료를 이용한 계산치와 비교 노력을 진행중이다.  

- 아울러 2007년에서 2015년까지 CTD 관측 자료와 Argo 자료를 활용하여 상부 

혼합층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자료와 관측치를 비교한 결과, 상부 10m 층까지의 

수온을 마이크로웨이브파가 정확도 0.5℃내외에서 재현함을 확인하였으며, 

15m-20m층에서의 정확도는 대륙붕 해역에서 냉수대 존재하는 해역에서 오차

가 상대적으로 크다.  

2.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효율적인 해일 예측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확장가변



- 87 -

형 시스템을 채택하여 1개의 격자 격자망 시스템으로 한반도 연안과 북서태

평양 해역에 대한 격자망으로 구성하였다. 1차년도와 연계하여 북서태평양 해

역에 대한 격자구성, 수심투입, 외해경계조건 분석/획득 등의 분야에서 수행하

였고, 모델실험은 조류모델링 및 북서태평양 해일실험을 실시를 통해 전체적

으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석/조류 모델의 정확도 검증의 일환으로 부산 연안해역에 

대한 와류 생성 모델링 및 상세한 검증을 통해 본 모델의 조석, 조류 재현 시

스템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기간중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되어, 심사후, 현재 수정본 작성중으로

서, 이로부터 본 조석/조류모델의 탁월한 성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북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확장 가변형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전체 격자수는 140

여만 개에 달하며, 서해 경기만 연안의 해상도는 최대 100m 수준이다. 북서태

평양 모델 영역은 해일 5일 예보가 가능하도록 광역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해

일모델리을 위한 코딩을 완료하였으며, 시험 테스트와 태풍 매미 조건에서 성

공적으로 해일 전파를 계산하였다. 태풍해일 결과로부터 이 분야 목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태풍/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분야

- 본 연구 분야는 NOAA GFS 자료 대신에 SST를 활용하여 태풍모델 개선하고 

해양-태풍모델을 결합하는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1차년도에 수립된 WRF 

태풍모델과 북서태평양 해양모델 MOM5를 기반으로 하여 해양-태풍모델을 결

합하였다. 이를 통해 이 분야는 계획한 목표를 대체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고 판단된다.

- 대기모델인 WRF 모델과 해양모델인 MOM 모델의 코드를 분석하여 MPI 라이

브러리를 이용한 OASIS-MCT 커플링 모듈을 이용하여, 태풍-해양결합모델을 

일본 사이타마대학 연구자와 공동작업 통해 코드를 완성하였다.

- 기상모형(WRF)으로 태풍을 재현함에 있어서 SST의 영향을 보기위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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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태풍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태풍인 CHAN-HOM 

(201509), NANGKA (201511), HALOLA (201512), SOUDELOR (201513) 및 GONI 

(201515)를 대상으로 NCEP GFS의 SST와 위성관측 자료(MWIR-OI SST)를 이용

한 태풍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위성관측 MWIR-OI SST를 이용하여 산정한 

태풍이 비교적 경로를 잘 재현하고 있으며, NANGKA와 HALOLA를 제외한 결

과에서 태풍의 강도의 재현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모의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KIOST 내부 클러스터(intel 클러스

터, 총 108코어)를 이용하여 대기모델을 수행한 결과, WRF 이동격자모델수행

시간이 WRF 고정격자 모델에 비해 약 10배 단축되었다.

-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이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에 비해 태풍의 최적경로

에 대한 관측오차가 작고, 시간 및 전산자원의 소모가 적다. 하지만 모의 시간 

48시간 이후로, 최대풍속 및 최저해면평균기압의 관측오차가 급격히 커졌다. 

- 태풍 볼라벤은 최대풍속 50m/s 이상의 최근에 한국에 내습한 규모가 큰 태풍 

중의 하나이다. 태풍자료 블렌딩 기법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내습한 태풍볼라벤

의 기상장을 작성하여 기상청(KMA)의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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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1. 해양조사 분야

- 하계 동중국해 해양조사를 통하여, 제주남측 및 위도 31°N 해역에서 CTD 조

사, ADCP 계류 조사, TurboMap 난류관측 등을 수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

였다. 조석/해일 자료는 해일모델 검증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ADCP 관측결과 및 TurboMap 관측결과는 동중국해 새로운 난류 혼합 산정 기

법 구축, 내부파 난류특성에 정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분야 

연구에서 국내 연구진이 보다 진전된 세계적인 학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

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5년까지의 CTD, Argo 축적된 자료를 통해 검증한 마이크로웨이브 SST 자료

는 동중국해 및 북서태평양 상부 혼합층 15m-20m 층의 혼합층 성격 해석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부 10m 층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관측한 0.5℃내의 정확도를 근거로 태풍모델의 초기자료로 활용되었다. 새로운 

모델링의 초기자료를 개발하는 데, 정확도 측면에서 관측자료를 통해 그 정량적

인 정확도를 제시하여, 관측 정확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2.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한반도 주변 연안에서의 (조석+해일)을 예측하기 위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모델코딩, 테스트 및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격자구성, 수심투입을 1차 완료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대표 태풍인 

매미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모델코드 및 제반조건이 성공적으로 개발되

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주변에서 매미해일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확장가변 격자망 시스템을 채택하여 구축된 효율적인 

해일 예측 시스템은 1개의 격자 격자망 시스템으로 한반도 연안과 북서태평

양 해역에 대한 격자망으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원천기술 축적

을 통해 우리의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추가적인 적용성 검

증과 학술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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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조석/조류 모델의 정확도 검증의 일환으로 수행한 부산 연안

해역에 대한 와류 생성 모델링 연구결과는 연구기간중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소프

트웨어 활용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저널에 소개되어, 그 결과가 국제적인 수준

에 달한다는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태풍/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분야

- 해양표층 입력자료를 NCEP GFS SST 자료와 마이크로웨이브 (MWIR-OI SST) 

자료로 활용하여, 2014년 너구리, 2015년 내습 태풍에 대해 실험한 결과, WRF 

결과 (경로와 강도)는 MWIR-OI SST 자료를 이용한 결과가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상기 결과는 향후 북서태평양 태풍 예측 지역모델링에 MWIR-OI SST

가 새로운 입력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많은 태풍사례에 대

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예측 입력자료로 개발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모의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KIOST 내부 클러스터(intel 클러스

터, 총 108코어)를 이용하여 대기모델을 수행한 결과, WRF 이동격자모델수행

시간이 WRF 고정격자 모델에 비해 약 10배 단축되었다. 이동격자 모델링 필

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태풍모델링의 효울적인 모델링 기법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 WRF 이동격자 수치모델이 WRF 고정격자 수치모델에 비해 태풍의 최적경로

에 대한 관측오차가 작고, 시간 및 전산자원의 소모가 적다. 하지만 모의 시간 

48시간 이후로, 최대풍속 및 최저해면평균기압의 관측오차가 급격히 커졌다. 

이동격자와 고정격자 모델링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장시간 적분 후에도 정확도

를 확보하는 모델링 기법 개발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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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해양조사 분야

- 2015년 하계 동중국해 해양조사를 통하여, 동중국해 해역에서 얻어진 CTD 조

사, ADCP 계류 조사, TurboMap 난류관측 자료는 해일모델 및 태풍모델의 입

력/초기/검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차년도에 수집한 해수유동 자료는 

난류확산 계수 산정 등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연구에 활

용중이다.

- 구체적으로 CTD, ADCP 및 TurboMap 관측 자료는 동중국해 해역의 난류특성 

및 내부파 특성 연구를 위한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중

에는 연구성과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5년까지 축적한 CTD, Argo 자료로 검증한 마이크로웨이브 (MWIR) SST 자

료는 2015년 연구에서 태풍모델의 초기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차년도에도 이 

자료를 활용한 태풍실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rgo 자료 활용중 얻

어진 성과는 미국 기상학회에서 발간하는 JPO (Journal of Physical 

Ocenography)에 제출되어, 수정본 심사(Kang et al., 2015)중이다.

제2절 수치모델링 분야 

1. 독자 (조석+해일)모델링 분야

-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확장가변 격자망 시스템을 채택하여 구축된 효율적인 

해일예측 시스템은 1개의 격자 격자망 시스템으로 한반도 연안과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격자망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코드는 한반도 상륙 주요 태풍에 

의한 해일발생 특성을 규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태풍에 대한 해

일 발생의 크기 및 발생 기작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북서 태평양 태풍해일 모델은 대양과 대륙붕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기간동안 발견된 특성을 추가 분석하고, 소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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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문 작성을 위한 추가실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  본 연구에서는 개발, 개선된 조석/조류 모델 코드는 부산 연안해역에 대한 와

류 생성 모델링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에 제출 (Kang et al., 2015)되어 수정본 작성중이다. 한반도 연안이라

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코드의 강점이 있는 조석/조류 재현 특성을 

강조하여, 세계적인 저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산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태풍/태풍-해양결합 모델링 분야

- 본 2차년도를 통해 수립된 WRF 모델과 MOM5 북서태평양 모델은 차년도 태

풍-해양결합모델 기본모델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 해양표층 입력자료를 NCEP GFS SST 자료로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2014년 너

구리, 2015년 내습 태풍에 적용하였으며, MWIR-OI SST 자료를 이용한 결과가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WRF 모델은 2016년도 내습하는 태풍 예측

실험에 사용될 예정이다.

- 대기모델(WRF)의 격자체계(이동격자/고정격자)에 따른 태풍 모의정확도를 평가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KIOST 내부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대기모델을 수행한 결과, WRF 이동격자모델수행시간이 WRF 고정격자 모델에 

비해 약 10배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동격자 모델링 연구를 차

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 WRF-MOM5 결합 모델링 연구로서 개발된 결합모델링 코드를 활용하여 차년

도에도 태풍예측 정확도 개선 측면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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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1절 일본에서의 태풍 하이엔 관련 연구 

- 일본 교토대학에서는 경험적 태풍모델과 기상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태풍 하

이옌의 기상조건을 산정 (그림 6.1.1)하고, 이를 폭풍해일 시뮬레이션에 이용하

였다 (그림 6.1.2). 

- 모델기상장에는 JMA에서 생산하는 실시간 기상 모델 (GSM) 결과를 중규모기

상모델 (WRF) 및 구름현상을 고려한 기상모델 (CReSS)의 입력값으로 이용하였

고, 해일모델은 교토대학에서 개발한 비선형천해모델 (NSWE) 및 SWAN 파랑

모델과 결합한 NSWE-SWAN (SuWAT), ROMS-SWAN 결합모델을 이용하였다.

그림 6.1.1 구름현상을 고려한 기상모델(CReSS)로 산정된 태풍 하이옌 (교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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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WRF모델 결과와 파랑-해일 결합모델로 계산한 최대해일고 (교토대학)

- 일본 와세다대학에서는 자체 폭풍해일 모델 시스템 (OSIS)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NOAA의 GFS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WRF로 태풍장을 계산하고, 

파랑모델 (SWAN)과 해일모델 (STOM)을 이용하여 폭풍 해일고를 계산한다.

그림 6.1.3 OSIS 폭풍해일모델시스템과 하이옌의 계산결과 (와세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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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차세대 관측기인 수중 글라이더(좌) 및 wave 글라이더 (우). 

제2절 최신 로봇 글라이더 관측

- 2014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해양연구 학술대회

(2nd International Ocean Research Conference (IORC) )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자동관측 장비를 활용한 장비개발, 관측기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래 그림 6.2.1은 수중 및 표층을 항행하는 글라이더 모습이다.   

- 현재 미국 연구팀에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에서 공동조사에 관심

을 보이고 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동중국해 해역에서 공동 조사를 실행하는 

제안할 것으로 검토중이다. 현재 동중국해 태풍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바다

층 계류 ADCP를 제외하고 수온, 염분 변동 특성 등은 관측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기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 태풍시 조건에서도 자료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프로그램에서도 글라이더와 같은 기기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기존에는 태풍이 진행하는 시점에도 기존에는 관측

이 불가능하였던 요소에 대한 시계열 관측이 가능해 지고 있다. 보다 신속한 

활용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앞선 연구결과를 얻는 전략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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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T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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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d01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2> d02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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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d03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4> d08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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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d09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6> d10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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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d11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8> d12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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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d13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10> d15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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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1> d16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12> d17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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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d18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14> d19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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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d20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그림1-16> dM1 정점의 CTD 관측결과와 밀도, 부력진동수



- 109 -

[부록 2]

MW-IR OI SST during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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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JPO 제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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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JGR 제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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