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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예인선 충돌사고로 인해 대량의 유류가 유출되어 주변 연안 해역에 큰 오염피해

가 발생하였으며, 유출유 확산과정을 부정확하게 예측한 결과가 제공되어 사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 조류와 취송류에 의한 해수유동이 유출유 확산에 준 영

향을 수치모의하였으며, 조류와 취송류가 초기 유출유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Due to an oil spill accident occurred in Taean coastal zone wide range of coastal waters were pol-

luted. Inaccurate prediction of spilled oil trajectory is known as a cause that has increased the pollution damage

in the beginning stage. In this study, a numerical modeling of spilled oil dispersion has been conducted to know

which physical factors caused the severe and wide pollution. Especially the simulation is focused on how to

model hydrodynamic circulation accurately.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hydrodynamic flow is very

important in predicting oil fate, specially, in the short-term dispersion of spilled oil.

Keywords: Oil Spill(유류유출), Hebei Spirit(허베이스피리트), Tide Prediction(조석예측), Oil Disper-

sion Model(유류확산모형), Wind-driven Fow(취송류)

1. 서 론

2007년 12월 7일에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Hebei Spirit

호와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충돌사고로 인해 Hebei Spirit호로부터

대량의 유류가 유출되어 주변 연안 해역에 큰 오염피해가 발생하

였으며(해양수산부[2008]), 이는 유출유 확산과정을 정확하게 예측

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아 초기에 효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오염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시

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녹색연합[2007]). Fig. 1은 2007

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유출유의 시간별 확산상황이며,

Fig. 2는 사고 4일 후 European Space Agency가 인공위성에서 촬

영한 위성사진으로 유출된 유출유가 혀와 같은 모양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고에서 해안선으로 유류가 접근하도록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유

출유 확산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출유 확

산 예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발생시 예측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출유 확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최근 유출유 오염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

고 있었으며, 일부 관련기관과 소수의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Table 1).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다수 발생한 1990년 중반에

유출유 확산 원인의 분석을 위해 주로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대

형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유출

유 확산현상은 해수유동(조류, 해류, 취송류, 연안류 등), 기상(바람,

수온, 증발 등), 파랑, 생화학적 반응 등이 복합된 매우 복잡한 자

연현상이다. 유출유 확산모의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송과 확산과정

만을 고려하였으나 점차 유류 물성의 변화와 관련된 증발, 분산, 유

상화, 침강 등의 현상을 모형에 고려하였고, 방제시스템 가동에 의†Corresponding author: jungts@h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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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위적인 회수도 포함하였다(Table 1). 유출유 이송-확산은 유류

유출 초기의 누유 확산과정인 퍼짐, 조류, 해류, 취송류 등의 해수

유동에 의한 이송, 난류운동에 의한 유류입자의 난류확산, 바람과

대기온도 등에 의해 기름이 대기로 방출되는 증발현상, 주로 쇄파

에 의해 유출유가 용해 및 분해되는 분산, 물과 기름의 혼합으로

기름의 밀도, 점성, 부피가 증가하는 유상화, 부유물질에 흡착하여

해저에 퇴적하는 현상인 침강, 인위적인 방제작업에 의한 유출유

제거과정인 회수, 대기의 산소와 태양의 복사에 의한 기름 성분이

변화되는 광화학산화, 극성을 가진 탄화수소 성분의 일부가 해수에

녹아 발생하는 독성화,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

등에 의해 발생한다(ASCE Task Committee[1996]).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 확산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서 조

석운동에 의한 조류와 바람에 의한 취송류에 의한 이송-확산이 유

출유 확산의 정확한 예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수치모형

을 수립하여 검토하였다.

2. 유출유 확산 예측 수치모형

본 연구에서는 태안유류유출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초기 예측과정에 대해 해수유동과 난류확산이 끼친 영향을 해수유

동과 유출유 이송-확산에 관한 수치모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 또는 예보시스템에서는 서해안의 주요 해수유동 요인인 조류

예측에 주로 4개 분조의 합성조석에 의한 조위와 조류를 일정기간

모의하고, 각 계산격자점에서 조위와 조류를 조화분석하여 조화상

수를 얻은 후에 조화상수를 가지고 조위와 조류를 예측하는 방법

Fig. 1. Status of spilled oil dispersion (Dong-A Ilbo).

Fig. 2. Satellite image on Dec. 11, 2007 10:40 AM (ESA).

Table 1. Review of domestic research on oil spill modeling

연구자 조류예측 취송류 예측 확산예측 고려현상 연구해역 비 고

최병호[1985] 1개 분조 모형에 포함  간편식 이송, 퍼짐 경기만
이송과 퍼짐만을 사용하

여 확산계산

한성대[1995] 1개 분조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광양만
일정 농도 확산범위와 
관측범위 비교

홍기용 등[1997]
4개 분조

조화상수의 합성
간편식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퍼짐, 증발, 분산,
유상화, 회수

남해안 푸른바다와 오성호 사고

류청로 등[1998]
4개 분조 조화상수의 

합성
간편식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퍼짐, 증발 동남해안

알렉산드리아호 사고
(1995년)

김기철 등[1999] 2개 분조 모형에 포함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풍화, 유상화, 증발 남해안
씨프린스 사고

(1995년)

환경부[2001]
4개 분조

조화상수의 합성
모형에 포함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퍼짐, 증발, 분산,
유상화, 침강

포항, 
울산해역

류청로 등[2005]
4개 분조

조화상수의 합성
간편식 입자추적법 이송, 확산, 분산, 증발, 유독화

인천해역
부산해역

분산에 대한 실험
조류, 파랑, 해류의 민감

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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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Table 1). 이 방법은 신속하게 예보할 수 있

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석에 의한 잔차류, 분조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되는 분조류, 분조류 등과 같은 분조류를 무시하여 서해안과 같이

이러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부정확한 예측결과를 제시

하게 된다. 또한 조석현상은 단지 주요 4개 분조만을 가지고 예측

하는 것은 부정확한 예측을 야기할 수 있다. 취송류는 대부분 풍속

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취송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널

리 사용하고 있다. 조류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조류를 예측하는 방

법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수심이 얕은 천해역에서 지형조건

(해안선, 수심, 조간대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도

록 외해 개방경계에서 조석을 부여하여 모형 내부에서 비선형성을

모의할 수 있는 해수유동 수치모형으로 직접 내부 격자점의 조위

와 조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송-확산과정은 수치분산

이 작고, 가시화에 유리하여 대부분 모형에서 사용하는 입자추적방

법을 사용하였다.

2.1 해수유동모형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해역을 모

형에서 해안선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모

형을 사용하여 해수유동을 모의하였으며, 모형의 지배방정식인 수

심적분된 2차원 천수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ζ는 평균수심으로부터 수위변화, 수심적분유속, U = ,

V = , t는 시간, u와 v는 각각 x와 y방향의 유속, H는 총수

심(=h+ζ), h는 평균수심, f는 Coriolis 상수, Axx, Axy, Ayy는 수평와

점성계수, g는 중력가속도, τbx는 , τby는 ,

바닥마찰계수 Cf는 , n은 Manning의 조도계수이다.

식 (1)~(3)을 시간적분법으로 양해법, 격자형태로 삼각형을 사용

하는 Galerkin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수치해석하였으며, 조간대는

격자망은 그대로 두고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소를 계산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수치해석 방법과 조간대 처리방법

은 정태성 등[199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2 유출유 이송-확산 모형

유출유의 이송-확산을 모의하기 위해 2차원 Random-walk 모형

을 사용하였다. Random-walk 모형은 농도변화가 급격한 곳에서도

수치분산 없이 정확하게 확산과정을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arnaley et al.[1999]). 수심방향으로 적분된 2차원 이송-확산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Fischer et al.[1979]).

(4)

여기서, S는 유출유의 농도, Dxx, Dxy, Dyy는 물질의 확산계수이다.

에 있는 기름 입자는 확정론적인 부분인 이송과정과 불

규칙하게 움직이는 확산과정에 따라 이송-확산하므로 t시간 후 입

자위치 는 다음과 같다(Dimou and Adams[1993]).

(5)

여기서, 는 임의시각 t에서 속도벡터이다.

는 분산에 의한 이동거리로 i방향 성분 di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Di는 i방향 확산계수, RAN은 평균치 0, 분산 1인 정규분

포를 만족하는 -1과 1사이에서 변하는 난수이다.

이송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유속

과 수심이 필요하다. 유속과 수심은 2차원 유한요소 해수유동모형

에 의해 모의된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해수유동모형에서 계산

된 결과인 유속과 수심은 삼각형 유한요소의 꼭지점에서 존재하므

로 이를 다음과 같이 꼭지점에서 값이 미치는 영향이 현재위치로

부터 거리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Inverse 법(Keckler[ 1994])을 사용

하여 입자의 현재 위치에서 값 Z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7)

(8)

여기서, Zi는 삼각형격자의 절점 i에서 값, ri는 현재 위치와 유한요

소내 삼각형 절점사이의 유효거리, Li는 현재 위치와 유한요소내 삼

각형 절점사이의 거리, β는 가중치, δ는 평활치(smoothing parameter)

이다. 물질 농도는 식 (5)를 사용하여 방류된 입자를 추적한 후에

격자내에 위치한 입자의 수를 구하고 단위수심당 입자의 총질량을

격자크기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Random-walk 방법

을 이용한 물질 이송-확산 모델링의 자세한 과정은 정태성 등[2008]

에 기술되어 있다.

∂ζ
∂t
------

∂U

∂x
-------

∂V

∂y
------+ + 0=

∂U

∂t
-------

∂ UU H⁄( )
∂x

-----------------------
∂ UV H⁄( )

∂y
---------------------- fV+ + + gH

∂ζ
∂x
------–=

 Axx

∂
∂x
----- H

∂ U H⁄( )
∂x

------------------ Axy

∂
∂y
----- H

∂ U H⁄( )
∂y

------------------
τbx

ρ
------–+ +

∂V

∂t
------

∂ UV H⁄( )
∂x

----------------------
∂ VV H⁄( )

∂y
--------------------- fU+ + + gH

∂ζ
∂y
------–=

 Axy

∂
∂x
----- H

∂ V H⁄( )
∂x

------------------ Ayy

∂
∂y
----- H

∂ V H⁄( )
∂y

------------------
τby

ρ
------–+ +

u dz
h–

ζ

∫
v dz

h–

ζ

∫

CfU U
2

V
2

+
H2

------------------------------
CfV U

2

V
2

+

H
2------------------------------

gn
2

H1 3⁄---------

∂ HS( )
∂t

---------------
∂ HuS( )

∂x
------------------

∂ HvS( )
∂y

-----------------+ +
∂
∂y
----- HDxx

∂S

∂x
------⎝ ⎠

⎛ ⎞ ∂
∂x
----- HDxy

∂S

∂y
------⎝ ⎠

⎛ ⎞+=

 
∂
∂y
----- HDxy

∂S

∂x
------⎝ ⎠

⎛ ⎞ ∂
∂y
----- HDyy

∂S

∂y
------⎝ ⎠

⎛ ⎞+ +

X X t( )=

X t Δt+( )

X t Δt+( ) X t( ) v t( )Δt d+ +=

v t( )

d

di 2Di tΔ⁄ RAN tΔ⋅ ⋅=

Z

Zi

ri

β
----

i 1=

3

∑

1

ri

β
----

i 1=

3

∑

----------=

ri Li

2 δ2

+=



태안유류유출사고의 유출유 초기확산 수치모의 267

3. 유출유 확산 수치모의
 

3.1 수치모형의 수립

남북방향으로 군산에서 영흥도까지를 모델링 해역으로 설정하였

으며, 최소격자간격 약 150 m로 구성한 유한요소격자망은 Fig. 3

과 같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수치해도를 사용하여 재구성한 연구

해역의 수심분포, 유류 유출사고 위치, 조류 모의결과 검증지점은

Fig. 4와 같다. 

3.2 조위 및 조류 검증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7년 12월 7일부터 15일간의 조위와 조

류변화를 예측하였다. 개방경계에서 조위는 서해 전체해역에 대한

모의결과로부터 작성된 조석도(최병호 등[2005])에서 4개 주요 분

조의 위상과 진폭을 읽어서 개방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조

석분조의 영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개 분조의 합성

조석을 개방 경계조석으로 사용하여 해수유동모형에서 계산한 안

흥항 조위 계산치와 모든 분조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안흥항 조

위 관측치(국립해양조사원 관측)의 진폭비를 구하고, 그 진폭비를

사용하여 조석이 모든 분조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개방경계조건을

수정하였다. Fig. 5와 Fig. 6은 각각 보정 전·후의 12월 7일부터 22

일까지 안흥항 관측조위와 수치모형에 의해 계산된 조위를 함께 나

타낸 것으로 보정을 통해서 예측조위가 관측조위와 잘 일치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한 조위예측을 위해서는 모든 조석분조

의 영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방경계조건의 설정이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3 조류 모의결과와 관측 조류의 비교

불행히도 2007년 12월의 조류 예측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가 존재하지 않아서 조류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07년 6월의 조위

와 조류를 2007년 12월 조위 및 조류 예측시와 같은 방법으로 예

측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RCM7을 사용하여 수면하 5 m에서 관

측한 조류자료와 조류속도의 크기를 비교검증하였다. 유향은 전반

적으로 관측치와 계산치 모두 해안선에 평행하였다. Fig. 4에 표기

된 정점 중에서 연안에 가까운 정점인 A에서의 결과는 Fig. 7, 정

점 B에서 결과는 Fig. 8과 같다. 두 정점 모두 계산조류가 관측조

류와 그 크기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

반적으로 관측치보다 약간 작았다. 이는 관측조류는 수면하 5 m에

Fig. 4. Depth profile and current observation.

Fig. 3. Finite element grid system for Taean modeling.

Fig. 5. Uncorrected prediction results of Anheung tide.

Fig. 6. Corrected prediction results of Anheung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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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측한 결과로 실제 수심평균 유속보다 약간 크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3.4 유출유 확산지점 부근의 조류분포

유출사고 인근해역의 대조기 조류는 창조시에는 북북동방향으로

1~2 m/sec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며, 낙조시는 남남서방향으로 빠

르게 이동하였다. 대조기 조류크기는 학암포 인근에 있는 천퇴부근

에서 최대 약 2 m/sec에 달하였다. Fig. 9는 모의결과 중 사고발생

해역 부근에 대한 대조기 창조시의 유속분포, Fig. 10은 대조기 낙

조시의 유속분포이다. 소조기 조류양상은 대조기와 유사하나 그 크

기가 작아 대조기 유속의 절반 정도의 크기였다. 

4. 유출유 확산 모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류모형을 검증하여 얻은 조류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조류가 태안 유류오염사고의 유출유 확산에

끼친 영향을 Random-walk 이송-확산모형을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에 해상크레인 예인선과 유조선

Hebei Spirit호가 충돌하여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12,500

kl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유출은 여러 개의 탱크 중에 5

번(파공 160 cm×200 cm), 6번(파공 160 cm×10 cm), 1번 탱크(30 cm

×3 cm)로부터 유출되었다(이봉길[2008]). 5번 탱크로부터 유출은 사

고당일 12시에 중단되었고, 6번 탱크로부터 유출은 사고당일 16시

에 중단되었고, 1번 탱크로부터 유출은 12월 8일 23시 40분에 중

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공의 크기가 작아 유출량이 미소한 1번

탱크로부터 유출량은 무시하고,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8시간 45

분 동안 기름이 계속해서 유출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유출유 확산

모의시 유출유 입자를 매 50초마다 10개씩 방출하였다. 신문에 발

표된 12월 8일의 오전 10시와 오후 6시의 유출유 확산상황(Fig. 1)

과 위성사진(Fig. 2)이 존재하는 12월 11일 오전 11시(10시 40분)

유출상황에 대해 유출유 확산범위를 모의하고, 관측상황과 비교하

였다. 확산계수는 Elder[1959]가 제안한 5.93Hu*(여기서 u*는 마찰

속도)를 사용하였다.

4.1 조류와 취송류에 의한 유출유 확산모의

Fig. 11과 12는 해수유동으로 조류만을 고려하여 모의한 결과이

다. 결과에서 보듯이 남북방향 확산거리는 실제 확산상황(Fig. 1과

Fig. 2)과 유사하나 조류방향이 해안선에 평행한 왕복성 흐름으로

연안으로 향하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출유가 연안에 부착되

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의

유출유 이송-확산에 있어서 조류가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Fig. 7. Verification of tidal current at St. A.

Fig. 8. Verification of tidal current at St. B.

Fig. 9. Distribution of flood currents in the oil spill site.

Fig. 10. Distribution of ebb currents in the oil spil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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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조류 만에 의한 해수유동을 가지고 모의한 유출유 확산결과가

유출유가 연안에 도달하지 않고 관측결과와 차이를 보임에 따라 조

류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해안선에 유출유가 부착하였다는 판

단 하에 사고기간 중 비교적 강하게 지속적으로 불었던 북서계절

풍의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여 모의하였다. 바람자료는 모항리 서측

12 km에 있는 가대암(Fig. 4)에서 관측된 바람자료(Fig. 13)를 이용

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최대 약 16 m/sec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8

일부터 10일까지는 10 m/sec이하의 북서풍이 불었다. 그 이후에는

연안에서 바다쪽으로 향하는 남동풍이 약 1일간 불은 후에 북서풍

이 다시 불었다. 

본 연구에서 바람에 의한 취송류는 간단하게 풍속의 일정비율로

가정하였으며, 계산시간단계 마다의 풍속은 매시간 관측자료를 사

용하여 내삽하여 구하였다. 취송류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 방향 편향된다고 가정하였다. 취송류의 크기

는 각각 가대암에서 관측된 풍속의 2.0, 2.5%로 가정하여 검토하

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취송류 모의방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해수면상 10 m에서 풍속으로 환산 값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풍속분포의 1/7승 지수법칙(The Overseas Coastal Area

Development Institute of Japan[2002])을 사용하여 관측풍속을 해

수면상 10 m에서 풍속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바람방향에 대한 취

송류 편향각의 영향을 보기 위해 편향각 0°, 10°, 20° 인 조건에 대

해 검토하였다. 

Fig. 14는 취송류가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생성된다는 W20D0

의 모의결과이다. 모의결과를 보면, 실제 관측된 유출유 확산결과

보다 북쪽으로 보다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유 확산 관측

결과인 Fig. 1에는 학암포 북쪽으로 확산하여 해안에 부착하는 모

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결과는 학암포 북쪽으로도 유출

유가 확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확산 거리는 관측결과 보

다 짧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취송류는 북반구에서 바람방향에 대

해 일정부분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생성되나 바람 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 취송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취송류를 계산한 결과로 인

해 실제보다 북쪽방향으로는 더 멀리 확산하고, 남쪽 방향으로는

더 가깝게 확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바람에 대한 취송류

의 편향각 10°과 20°에 대해 검토하였다. Fig. 15는 취송류가 바람

에 대해 오른쪽으로 10도 편향되어 생성된다고 가정한 W20D10의

Fig. 11. Tide-induced dispersion of spilled oil on Dec. 8 6:00 PM.

Fig. 12. Tide-induced dispersion of spilled oil on Dec. 11 11:00 AM.

Fig. 13. Wind data observed at Gadaeam.

Tabel 2. Simulation conditions used for wind-induced flow calculation

검토안 명칭 취송류 크기의 풍속에 대한 비율(%) 취송류 편향각(°) 해수면상 10 m 풍속에 대한 비율(%)

W20D0 2.0 0 2.3

W20D10 2.0 10 2.3

W20D20 2.0 20 2.3

W25D20 2.5 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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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결과이다. 모의결과를 보면, 실제 관측된 유출유 확산결과보다

북쪽으로 보다 약간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취송류 편향각

을 0도로 가정한 경우에 비하여 관측된 유출유 확산분포와 근접하

였다. Fig. 16은 취송류가 바람에 대해 오른쪽으로 20도 편향되어

생성된다고 가정한 W20D20의 모의결과이다. 모의결과를 보면, 실

제 관측된 유출유 확산결과와 유사하게 북쪽과 남쪽으로 유출유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성자료(Fig. 2)와 비교해 보면 위성자료

에는 일부 유출유가 안면도 쪽으로 약간 더 확산 된 것이 모의결

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의결과가 관측된 위성

사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편향각 20도는 비교적

정확한 가정으로 판단되어 풍속과 취송류의 비에 대하여 추가적으

로 검토하였다. Fig. 17은 취송류가 바람에 대해 오른쪽으로 20도

편향되어 생성된다고, 취송류의 크기가 가대암 관측풍속의 2.5%(해

수면위 10 m에서 풍속의 2.8%)라고 가정한 W25D20의 모의결과

이다. 모의결과를 보면, 실제 관측된 유출유 확산결과와 유사하게

북쪽과 남쪽으로 유출유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위성자료(Fig.

2)와 비교해 보면 모의결과는 위성자료에 비해 전반적으로 유출유

가 외해 쪽으로 약간 더 확산 되었다. 이는 외해 쪽으로 향하는 취

송류를 크게 산정하여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취송류에 대한 모의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수면상 10 m에서 풍

속의 2.3%를 사용하고, 편향각으로 20도를 사용한 결과가 비교적

실제 유출유 확산 관측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

Fig. 14. Spilled oil dispersion of W20D0 on Dec. 11 11:00 AM.

Fig. 15. Spilled oil dispersion of W20D10 on Dec. 11 11:00 AM.

Fig. 16. Spilled oil dispersion of W20D20 on Dec. 11 11:00 AM.

Fig. 17. Spilled oil dispersion of W25D20 on Dec. 11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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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송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풍속의 3% 보다는 약간 작

은 값이다. 이는 서해안과 같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는 바람으로 인한 취송류가 바닥마찰, 육지경계와 같은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외해에서 보다 작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앞

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외해에서 취송류의

크기는 풍속에 2.5~4.4%의 범위로 알려져 있으며, 편향각은 바람

의 방향에 비해 0~25도 편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CE task

Committee[1996]).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태안해역 기름 유출사

고시 유출유 확산에서 조류는 해안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확산에 지

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해안선에 직각방향으로 불어온 강한 북서풍

은 해안선에 평행하게 움직이던 유출유가 해안에 부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류와 취송류를 정확하게 예

측할 경우에 유출유의 초기 확산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유출유의 초기 확산 예측결과

태안유류 유출사고 초기 유출유 확산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녹색연합[2007])에 의하면, 사고당시 예측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1일 후인 12월 8일 오전 7시 30분경에 의항리(천리포)

에 유출유가 도달하여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Fig. 18과 같이 예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07])하였으나 실제는 12월 7일 저녁 8시

경에 기름띠가 해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기름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으며, 사고당일 밤 12시에는 의항리, 구름포 해수욕장 일대가

기름띠로 뒤 덮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본 모의결과 중

비교적 현상을 잘 재현한 취송류를 풍속의 2.3%, 취송류의 바람에

대한 편향각을 20도로 가정한 결과를 토대로 본 모의결과의 초기

예측에서 실제 현상에 대한 재현성을 검토하였다. Fig. 19는 본 연

구의 모의결과로 사고당일의 안흥항 조위가 저조인 사고당일 저녁

무렵에 인근 해안선에 유출유가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인

근 주민들의 보고자료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의결과가

유출초기 유출유 확산을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안으로 확산된 요인은 사고 초기에 창조류에

따라 북쪽으로 확산한 유출유가 오후에 발생한 낙조류를 따라 남

쪽으로 이동하다가 강한 북서풍에 의해 연안으로 밀려서 저녁에 해

안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수치모형을 사용해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유출유 확산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조석에 의한 조류와 바람에 의한 취송류만을

고려하여 모의한 결과로부터 실제 확산현상과 비슷한 유출유 확산

분포를 재현할 수 있었다. 태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강한 조류는 유

출유가 해안선에 평행하게 이송-확산되도록 하였으나 해안선에 유

출유가 부착되도록 하지는 못 하였다. 바람에 의한 취송류는 강한

조류에 의해 해안선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유출유가 해안선에 부착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취송류는 풍속의 2.3%를 사용한 결과가 실제 유출

유 확산양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재현하였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단지 조류와 간편법에 의해 계

산한 취송류에 의한 해수유동과 이에 따른 유출유 확산을 모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유출유 확산 및 변화 관련인자

의 유출유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지형적인 영향을 보

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모형 등을 활용한 정확한 취송

류의 공간분포 모의가 필요하며, 강한 바람에 의한 파랑과 파랑에

의한 연안류 등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앞으

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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