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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15 초, 최대파고 2.2 m의 분포를 보였다. SRA에서 최대 해일

한국 남동부 해안의 부산 수영강 지역(Suyeong river area,

고와 파고는 약 2시간 동안 동시·지속되었으며, 본 시스템

이하 SRA)은 태풍으로 인하여 매해 침수 피해를 입는다. 침

에서 SRA가 해수 침수에 가장 취약한 시간은 2012년 9월 17

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태풍 해일과 고파랑이다. 이

일 10시부터 11시 사이였다.

연구는 HPC 기반 비정규격자 조석-해일 모델과 고해상도 파
랑모델을 이용하여 SRA에서 해일, 파랑 및 연안 침수를 예

4. 결 론

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SRA 침수 예측 시스템을

SRA 지역은 폭우로 인한 강의 범람과 저기압 및 강풍으

이용하여 2012 년 9 월에 SRA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로 인한 해일과 파랑 전파에 의하여 침수가 발생한다고 알

Sanba (1216)에 적용하여 보았다.

려져 있다. 이 연구는 대기 모델과 조석-해일 및 파랑 모델
간의 full coupling을 수행하여 결과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좋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HPC기반 약 10 의 고해상도 삼각격자 체계를
가진 조석-해일 모델(ADCIRC)과 50 m 격자를 가진 정상상
태 파랑모델(STWAVE)을 1-way 결합하여, 조석-파랑 상호작
용을 고려한 해수 침수 예측 시스템을 태풍 산바에 적용하

은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 태풍 매개 변수가 제공되면 조석해일 및 파랑 모델에 사용되는 바람과 기압은 파라미터 열
대성 저기압 모델에서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본 시스
템은 태풍으로 인한 해양 재해의 영향을 신속하게 예측 가
능하며 SRA 재난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 보았다. 태풍 정보는 JTWC 자료를 이용하였고 바람장은
Holland model을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해일 및 파랑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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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태풍 산바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기상 데이터는 바람 및
기압 모두에서 관측값과 잘 일치하였으며, 해일고와 파고
또한 SRA 인근 관측값과 잘 일치하였다. 태풍 해일에 의한
해수 침수는 수영강 인근 친수지역에 발생하였으며 파랑 또
한 수영강 중부 영역까지 전파되었다. 수영강 상류 지역에
서 약 0.8 m의 최대 해일고를 보였으며, 수영만에서 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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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