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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관측되었으며 0.8m에서 19.6%로 최다 발생하였고, 유의파주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에

기는 4초~13초로 관측되었으며 6초, 7초에서 19.0%로 최다

영향을 미치는 파랑요소(유의파고, 유의파주기, 유의파향,

발생하였다. 파향은 북쪽을 기준으로 87°~219°로 입사할 때

주파수스펙트럼, 파향스펙트럼) 및 조위의 평상시 분포와

발생하였으며 190°로 북향의 파가 입사할 때 7.7%로 최다 발

이안류 발생시 분포를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파랑의 변

생하였다. 조위의 경우는 37cm~147cm로 관측되었고 조위에

화에 따른 이안류의 발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른 이안류의 발생정도 차이는 없었다. 주파수 스펙트럼
광협도는 2.1일 때 7.3%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파향 스펙트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영향을 미치는 파랑에 대
해서 알기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동남쪽 1.3km에 설치된 국립
해양조사원의 해운대 해양관측부이의 5분 간격 파랑자료를 이
용하였다. 조위의 경우에는 부산 조위관측소의 1분간격 관측자
료를 5분 간격으로 추출하여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안류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간 이안
류 감시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사업을 위해 해운대 해수욕

럼 광협도는 38.4일때 5.6%로 최다 발생하였다.
이런 분포는 관측기관 전체의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유
의파고와 유의파주기는 이안류 발생시 최대 분포가 더 높은
값에서 나타나며 파향은 유사하나 관측기관 전체에 비해 좀
더 북동향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조위 및 스펙트럼 값
은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결 론

장에 설치한 4대의 CCTV 영상을 육안 분석하였다. CCTV영

이안류 발생시와 평상시의 파랑요소에 따른 이안류 발생

상은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2017년 6월에서 8월의 오전 8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파고가 높을수록, 유의파주기가 클

에서 오후 21시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록, 파향은 190°~200°의 북동향의 파가 입사할수록 높게

영상을 통해 이안류의 발생시기를 파악하고 해당시기의

나타났으며 주파수 스펙트럼이 클수록 더 잘 발생하는 것으

파랑자료 값의 분포와 관측기간 전체(6월~8월)의 파랑자료

로 나타났다. 조위의 경우는 수면의 높이에 상관없이 고른

의 값의 분포를 비교하여 발생정도를 판단하였다.

발생정도를 보이며, 파향스펙트럼은 미세하게 높은 값에서
더 높은 발생정도를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그러나 파랑 요소의 값이 큰 경우는 표본이 적었기에 장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는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기적인 관측을 통해서 더 많은 기간를 조사한다면 파랑요소

총 9일 발생하였다. 이안류 발생시, 유의파고는 0.4m~1.0m로

에 따른 더 정확한 이안류 발생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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