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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온대성 저기압에 동반된 폭

풍우, 동계의 강한 계절풍 등으로 인해 해안 지역의 높

은 파랑과 폭풍해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안 침

수와 더불어 제반 시설물의 붕괴와 유실로 매년 막대

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상청, 1996). 이
러한 해양기상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기상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치예보 모델 개발 기술

을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해양기상자료를 제공하는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상연구소, 2007).

해양 및 연안에서의 해난 재해는 막대한 피해가 예

상되는 재난으로 해상상태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예

측, 해상상태 예보의 정확도 저하 등 해상 상태 예보 기

술의 부재 시에는 단 한번의 해상 재해로 우리의 귀중

한 영토와 산업 기반 시설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소

중한 인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양기상 

관측자료의 부족뿐만 아니라 해양기상 예측모델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양기상에 대한 연구에 많은 어려

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해양기상 예측모델 자료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슈퍼컴을 

이용하여 폭풍해일 및 파랑 예측 시스템의 현업화를 

수행하여 해양기상 예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해양기상 

모델 결과를 DB 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
년부터 매년 3시간 간격의 파랑 및 해상풍 모델 예측 

결과를 관련기관 및 학계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폭풍해일 예측결과도 제공을 시작하였다. 
해상풍 자료는 해수순환, 파랑, 폭풍해일의 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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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분석에 필수적인 자료이나 관측을 통해 시․공간

적으로 연속성 있는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기도의 해면기압과 해상풍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과 기상 모델에 의한 수치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나 등, 1992). 수치모델 결과는 시공간적으로 조 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그 정확도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

어야 한다. 최근의 수치모델로부터 생성된 해상풍 결

과의 검증은 주로 위성을 통한 복원자료를 이용한다. 
특히 고해상도(12.5 km)의 QuikSCAT 해상풍 복원결

과는 우리나라 연안 실측지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정

확도가 검증되었다(정 등 ,2008).
유 등 (2007)은 기상청 현업 모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모델 자료

를 QuikSCAT 복원결과와 비교 검증하였고 모델과 위

성에서 복원한 해상풍 결과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풍의 

계절적인 특징인 하계의 남풍과 동계의 북풍계열의 특

성을 잘 나타내었다. 모델과 위성의 해상풍 통계 분석 

비교에서는 공간적으로 하계 편차 값은 -0.5 m/s 이하

의 분포를 보이고, 동계에는 -1 m/s 이하의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QuikSCAT위성으로부터 복원된 일

평균 해상풍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

지 2년간의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RDAPS 해상풍의  

계절별, 지역별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향후 이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기상 모델 예측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방법

기상청의 현업 예보용 모델인 RDAPS 에서 생산되

는 예측 자료중 해양모델에 사용하는 자료는 해상풍과 

해면기압이다. RDAPS는 현재 수평해상도 30 km, 10 
km, 5 km간격의 모델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출력

은 12시간의 4차원 자료동화를 수행한 후, 72시간의 

예보장을 등시그마면과 등압면에 대해 3시간 간격으

로 매일 2회(00, 12UTC)생산하고 있다(기상연구소, 
2001). RDAPS로부터 생성된 해상풍, 해면기압을 경

계조건으로 기상청의 현업 예보용 지역 파랑예측 모델

과 폭풍해일모델을 통해서 해상 예보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역은 기상청의 현업 광역 파

랑 모델과 폭풍해일 모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도 

115°E~150°E, 위도 20°N~52°N 영역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30 km 해상도의 RDAPS 모델은 수평적으

로 1/12°로 선형내삽 된 자료이다. QuikSCAT 원시자

료의 해상도는 위, 경도 동일하게 1/2° 이다. 2006년 1
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일평균 QuikSCAT 자료를 

수평적으로 RDAPS 모델과 마찬가지로 1/12°로 선형

내삽 후 월 평균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현재 기상청

에서 운영중인 지역 해양기상 현업모델 (파랑, 폭풍해

일)의 입력장으로 사용되는 RDAPS 모델의 해상풍 자

료 30 km 수평해상도의 원시자료에서 내삽한 1/12° 
자료이므로, 동일한 수평해상도와 영역에서의 비교를 

위해 QuikSCAT 해상풍 자료도 1/12° 로 내삽하여 사

용하였다

QuikSCAT자료에 대한 내용은 유 등 (2007) 에 자

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및 폭풍해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해상풍의 크기에 대한 월별 공

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2차원 해상풍 분포 
    
Fig. 1과 2는 2006년과 2007년 1월과 7월에 RDAPS

에서 예측했던 해상풍과 QuikSCAT으로부터 복원된 

해상풍의 벡터를 비교한 것이다. 2006년과 2007년에 

RDAPS 모델에서 예측한 해상풍과 QuikSCAT에서 

복원된 월별 해상풍의 양상은 계절적인 변화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델과 위성결과 비교에서도 해상

풍의 세기 및 방향 또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하

계보다 동계의 해상풍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계에는 주로 남풍 계열의 해상풍이 지배적이며 동계

에는 북풍계열의 해상풍이 강하게 나타나는 계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유 등 (2007) 의 결과에서는 RDAPS의 해상풍 예측

결과가 하계에는 QuikSCAT 복원치보다 강하게 모의

하고 동계에는 복원치에 비해 약하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2006년, 2007년 월별 결과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006년 

1월의 해상풍 비교에서는 북위 35°~40° 일본 동쪽 태

평양 해역에서의 해상풍의 방향이 RDAPS 모델에서

는 서풍 계열이 우세하나 QuikSCAT 복원치는 북서풍 

계열이 우세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반해 7월에는 RDAPS 모델과 QuikSCAT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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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해상풍의 방향이 1월에 비해 잘 일치하고 있으나 북

위 25°~30° 부근의 태평양 해역에서 모델 해상풍이 위

성결과에 비해 강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2007년의 1월의 경우는 일본 남부의 태평양 해역

에서의 RDAPS 모델의 해상풍이 서풍이 나타나는 반

면 QuikSCAT에서 복원된 해상풍운 주로 북서풍이 지

배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2006년에는 이러한 해상풍 

풍향 차이가 좀 작게 나타났다. 해상풍 풍속 또한 차이

(a) January

(b) July

Fig. 1. Distribution of sea surface wind vectors in 2006, Left panel : RDAPS, Right Panel : QuikSCAT ((a) Janaury, (b)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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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Table 1에는 본 연구 

영역 전체에 대해 모델과 위성의 해상풍 크기를 평균

하여 나타내었다. 1월의 해상풍 풍속은 2006년에 RDAPS
와 QuikSCAT이 각각 3.91m/s 와 6.07m/s을 보였으며 

2007년의 경우는 3.62m/s 와 5.55m/s을 나타내었다. 7

(a) January

(b) July

Fig. 2. Distribution of sea surface wind vectors in 2007, Left panel : RDAPS, Right Panel : QuikSCAT ((a) Janaury, (b) 
July).

Table. 1 Domain averaged sea wind speed for RDAPS and 
QuikSCAT

2006 2007
Jan. Jul. Jan. Jul.

RDAPS (m/s) 3.91 2.91 3.62 2.09
QuikSCAT (m/s) 6.07 3.40 5.5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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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averaged bias of sea wind magnitude between RDAPS and QuikSCAT in 2006 (Contour intervals = 0.5
m/s)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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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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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averaged bias of sea wind magnitude between RDAPS and QuikSCAT in 2007 (Contour intervals = 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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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경우는 2006년과 유사하게 모델과 복원치의 비

교에서 해상풍의 풍속 및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06년과 2007년에 RDAPS(QuikSCAT) 의 풍속 평

균은 각각 2.91(3.40m/s) 와 2.09(2.22 m/s)을 나타내

었다.
2006년과 2007년 전체적인 해상풍 풍속 비교에서

는 2007년의 해상풍이 2006년에 비해 세기가 약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RDAPS 모델과 QuikSCAT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RDAPS 모델 예측

과 QuikSCAT 복원 해상풍의 지역적 비교에서는 계절

적인 풍향, 풍속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2 위성 자료를 이용한 해상풍 검증

Fig.3과 4 에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달 평균으로 

RDAPS에서 예측된 해상풍 결과와 QuikSCAT 복원 

해상풍 자료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과 복원치

의 차이이므로 양의 편차는 모델이 복원치에 비해 해

상풍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이고 음의 편차는 반대로 

RDAPS가 QuikSCAT에 비해 해상풍을 약하게 예측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의 경우 6월과 7월에 일본 남부 북서태평양 

넓은 해역에 최대 1 m/s의 양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

며 동해 일부 지역에도 양의 편차를 보여주어 모델의 

해상풍이 복원치에 비해 약하게 모의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외 해역에서는 1년 동안 대부분의 음

의 편차, 즉 복원치에 비해 모델이 해상풍을 강하게 모

의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태평양 해역과 동해에서 모

델과 복원치가 최대 -2.5 m/s 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큰 음의 편차는 특히 12월, 1월, 2월 즉 동계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4월과 5월에 큰 음의 편차는 감

소하며 동해를 포함하여 양의 편차 해역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과 7월에는 넓은 해역

에 걸쳐 양의 편차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RDAPS 모델에서 예측한 동계의 강한 

해상풍은 QuikSCAT에서 산출한 해상풍에 비해 약하

게 모의하고 있으며 춘계와 추계를 지나면서 해상풍 세

기 차이는 줄어들고 하계에는 RDAPS 모델이 QuikSCAT 
에 비해 해상풍을 강하게 모의 하고 있다. 

2007년은 2006년의 6월과 7월의 태평양 해역에서 

넓게 나타난 양의 편차 해역이 줄어들고 동해 북부 연

안지역, 오츠크해 해역 및 대만 남부 해역에서 국지적

으로 RDAPS 해상풍이 QuikSCAT 복원 해상풍보다 

강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8월의 경우에 
2006년과 달리 북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걸쳐 RDAPS 
모델이 해상풍을 강하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Fig. 5은 RDAPS와 QuikSCAT간의 통계적 분석에 

대한 영역 전체의 평균을 월별로 표시했다. 2006년의 

결과를 나타내었던 유 등 (2007) 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2007년에도 보이고 있는데 편차는 모든 계절에

서 음의 값을 나타낸다. 편차의 경우 동계에는 값이 크

고,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값이 작다.(Fig. 5(a)). RMSE
의 값도 편차에서 나타난 계절적인 경향이 그대로 반

영되어 나타난다. 동계에 2.5 m/s 이상의 RMSE 값을 

보여주고 있고 하계에는 2 m/s 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Fig. 5(b)). 상관계수의 경우 4, 5, 6월 제외하고 0.7 이
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7월에 매우 높은 0.79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Fig. 5(c)). 

4. 결론 및 토의

2006년, 2007년의 해양기상 특성 분석을 위해 기상

청의 RDAPS에서 산출한 3시간 간격의 해상풍 결과와 

QuikSCAT을 이용한 해상풍 복원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간적인 차이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잘 알려

진 몬순(monsoon)에 의한 한반도 주변의 해상풍의 계

절적인 특징, 즉 하계의 남풍 계열과 동계의 북풍계열

의 해상풍을 RDAPS 모델과 QuikSCAT 복원 해상풍

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해상풍 영역의 모델과 복원치의 편차 결

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해역에서 음의 편차 즉, RDAPS
에서 예측한 해상풍의 크기가 QuikSCAT에서 복원한 

해상풍 크기보다 더 약하게 모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2006년 하계에 북서태평양 해역은 최대 1m/s 이상

의 양의 편차가 나타난다. 이는 RDAPS가 QuikSCAT
보다 강하게 해상풍을 모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
년에는 2006년에 비해 양의 편차 해역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며 해역 범위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해상풍의 복원치와 모델결과 비교에서 동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며 그에 반해 하계에 차이가 가장 적

게 나타난다. 이는 유 등(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DAPS 모델이 한반도 주변에서 동계의 강한 해상풍

을 약하게 모의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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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해상풍의 계절적인 특성 및 모델 결과를 고려하

여 해상풍의 예측 정확도 분석 및 모델 튜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1월과 7월의 해상풍 방향의 비교결과 RDAPS와 

QuikSCAT의 해상풍은 북풍계열의 동계특성과 남풍

계열의 하계특성인 한반도 주변 해상풍의 계절적인 특

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풍의 크기에 

대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간적인 관계와 시간적

인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모델의 

해상풍이 복원치보다 약하게 모의되는 즉 대부분의 해

역에서 음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DAPS와 
QuikSCAT간의 해상풍의 편차 는 대부분 해역에서 약 

±1 m/s 이내로 발생한다. 이것은 기존의 QuikSCAT 
의 1 m/s 의 관측오차 (Bourassa et al., 2003) 고려한

다면 RDAPS의 결과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서 해

상풍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현재의 RDAPS는 해상도가 약 30 km 로 해상풍 산

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 해양기상모델과 개발 중

인 연안 고해상도 해양기상 모델의 입력장으로 쓰기에

는 여러 제약 및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향후 기상청에

서는 기존의 RDAPS을 대체하는 영국기상청의 통합

모델인 UM (Unified Model)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상 

예보 모델로 개발 중에 있다. 최신의 기상예보 모델이 

현업 운영 되면 좀 더 정확한 해양에서의 입력장을 산

출할 수 있고 정확한 해양기상 입력장은 해양기상 예

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a) bias                                                                                    (b) RMSE

  

(c) correlation

Fig. 5. Monthly variation of (a) bias, (b) RMSE and (c) correlation between RDAPS and QuikSCAT in 2007.



154 2006-2007년 해양기상 특성 : 해상풍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의 협동연구사업

인 “해일예측시스템 정확도 개선평가”, 주요사업인 

“관측기술지원 및 활용연구”와 한국해양연구원 NAP 
협동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기상청, 1996: 태풍백서.
기상연구소, 2001: 중장기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II).
기상연구소, 2007: 고해상도 폭풍해일 및 파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74 pp.
나정열, 서장원, 한상규, 1992: 한국근해의 월평균 해상풍, 

한국해양학회지, 27(1), 1-10.
정진용, 심재설, 이동규, 민인기, 권재일, 2008: 한반도 연

안에서의 12.5 km 해상도 QuikSCAT 해상풍 검증, 
Ocean and Polar Res., 30(1), 47-58.

유승협, 조재갑, 서장원, 2007: 기상청 현업 모델 RDAPS 
와 QuikSCAT 해상풍 자료의 비교, 한국해안해양공학
회지, 19(5), 467-475.

Bourassa, M. A., D. M. Legler, J. J. O'Brien and S. R. 
Smith, 2003: SeaWinds validation with research vessels. 
J. Geophys. Res., 108(C2) 3019, doi:10.1029/2001JC 
001028,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