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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as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hazardous waves have increased in the East Sea, precise 
wave prediction skills have become necessary. In this study, the Simulating WAves Nearshore (SWAN) third-generation numerical wave model 
was calibrated and optimiz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winter storm wave prediction in the East Sea. We used Source Term 6 (ST6) and 
physical observations from a large-scale experiment conducted in Australia and compared its results to Komen’s formula, a default in SWAN. 
As input wind data, we used Korean Meteorological Agency's (KMA’s) operational meteorological model called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newest 5th generation re-analysis data (ERA5), and 
Japanese Meteorological Agency's (JMA’s) meso-scale forecasting data. We analyzed the accuracy of each model’s results by comparing them 
to observation data. For quantitative analysis and assessment, the observed wave data for 6 locations from KMA and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 were use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model accuracy. As a result, ST6 models had a 
smaller root mean square error and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than the default model in significant wave height prediction. However, for 
peak wave period simulation, the results were incoherent among each model and location. In simulations with different wind data, the 
simulation using ERA5 for input wind datashowed the most accurate results overall but underestimated the wave height in predicting high wave 
events compared to the simulation using RDAPS and JMA meso-scale model.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spatial resolution of wind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high wave events. Nevertheless, the numerical model optimized in this study highlighted some limitations in 
predicting high waves that rise rapidly in time caused by meteorological events. This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uracy of wave prediction in various climate conditions, such as extrem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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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에서의 파랑의 예측은 주로 시공간 바람 자료를 입력 자료로 하여 파랑 에너지 성장 및 소멸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계산하는 

파랑 수치모델을 이용한다. 파랑 수치모델은 지배방정식의 원천항(Source term)의 개수에 따라 1세대, 2세대 및 3세대로 구분된다. 파랑

을 예측하거나 재현하는 연구에는 주로 파작용 밀도 평형 방정식을 풀어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Wave Watch III 및 WAM(Wave Model) 같은 3세대 파랑 수치모델을 사용하며, 과거의 연구사례에서 유의 파고와 첨두주기 등의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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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파랑 예측을 위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Kang et 
al.(2015)와 Eum et al.(2016)은 3세대 파랑모형인 SWAN을 활용하여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와 일본기상청(JMA, Japanese Meteorological Agency)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로 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의 

파랑을 수치모의 하였다.
Lee et al.(2010)는 겨울철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폭풍파를 재현하기 위해 SWAN을 활용하였으며, Chun et al.(2014)은 천해역에 적용시

키기 위해 수정된 WAM을 구축하여 동해안에서 발생한 폭풍파를 수치모의 하였다. Do and Kim(2018)과 Caires et al.(2018)는 SWAN과 

Rogers et al.(2003)이 제시한 백파(White-capping)의 에너지 감쇠항 계수보정 기법을 통해 겨울철 동해안의 너울성 고파랑(Large height 
Swell-like waves)을 수치모의 하였다. 너울성 고파랑은 겨울철 동해상에 강한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여 강한 바람이 불 때 발생하며, 이
로 인하여 발생한 폭풍파가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장주기성(약 9~15초) 고파랑(약 3m 이상)으로 발달하게 된다(Oh et al., 2010). 이때 사

용한 입력 바람장은 기상청(KMA, Korean Meteorological Agency)에서 구축 및 현업 예보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예보모델(Regional 
data-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과 국지예보모델(Local data-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 그리고 해양예보

시스템의 기상모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의 시공간 바람자료(Park et al., 2015) 이다. Lee and Ahn(2018) 역시 SWAN의 

백파의 에너지 감쇠항 계수보정을 통해 황해와 동중국해의 파랑을 수치모의 하였다. 그리고, 현재 기상청에서는 Wave Watch III를 기반

으로 구축된 현업 파랑 수치예보 시스템(전 지구, 지역 및 국지연안 파랑모델)을 운용 중에 있다.
 최근 동해안에는 재해성파랑인 너울성 고파랑이 발생하여 겨울철(10월~2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내습하여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를 야기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동해안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는 70여명에 달하고, 재산피해규모는 연 평균 백 억원을 

상회한다 (Lee et al., 2014; O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파랑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3세대 파랑 수치모형인 SWAN과 관측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물리 계수를 산정하고 개발한 Rogers et al.(2012)
의 ST6(Source term 6) 기법을 활용하여 파랑 수치모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파랑 수치모의를 위한 입력 바람장은 기상청의 현업예보모델 자료인 RDAPS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최신 재분석자료인 

ERA5(ECMWF re-analysis 5th generation), 그리고 일본기상청의 예보자료인 JMA-MSM(Meso-scale model)을 사용하였다. RDAPS는 기상

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http://data.kma.go.kr)을 통해 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JMA-MSM 또한 일본기상청의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확보하였다. ERA5는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Python을 통해 자료를 취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현업예보모델의 결과와 재분석자료로 생산된 바람장을 SWAN 모델의 파랑 수치모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동해에서 발생한 파랑을 재현하였으며 모의결과를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외해 6곳의 정점

의 파랑 관측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오차 분석을 통해 수치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수치모델

2.1 Simulating Waves Nearshore (SWAN)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Delft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파랑 수치모델인 SWAN (Booij et al., 1999) 을 이용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

월의 동해안의 동계 파랑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SWAN은 수치모의시 바람에 의한 파랑의 성장, 굴절(refraction), 천수(shoaling), 반사

(reflection) 및 회절(diffraction)에 의한 파랑의 전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파랑 비선형 작용(3파/4파 비선형 효과)에 의한 변형과 백

파현상(white-capping), 쇄파(breaking), 해저마찰(bottom friction)로 인한 파랑 에너지의 감쇠를 고려할 수 있다. SWAN의 지배방정식은 

파랑을 파향 에너지 스펙트럼의 형태로 표현하여 2차원 수평 공간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 변화를 계산하는 파작용 평형 방정식이며,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1)

여기서 는 방향, 는 각 주파수이며 로 나타내고, 은 파작용 밀도 스펙트럼으로 파랑 에너지 스펙트럼을 각 주파수로 나눈 

 로 표현한다. 는 각 위상()에서의 파랑 에너지의 전파속도를 나타낸다. 우변의 는 바람, 파랑의 비선형작

용, 백파, 해저마찰, 쇄파 등에 의한 파랑 에너지 밀도의 생성 및 감소를 나타내는 원천항으로 식 (2)와 같이 표현한다.


  







  (2)

    은 바람에 의한 파랑의 에너지 성장, 과 는 각각 파랑의 3파/4파 중첩 비선형작용,  , 와   각각 백파, 해저마찰과 

수심에 따른 쇄파로 인한 에너지 감쇠항을 의미한다. 백파현상은 외해에서 파형 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쇄파 현상으로 강한 비선형성과 

난류현상으로 인해, 수식화가 어려워 경험식에 의존하고 있다. SWAN 에서는 백파로 인한 에너지 감쇠항( )은 Hasselmann(1973)의 

펄스기반 모델로 표현되며, 파수(, wave number)를 변수로 하여 식 (3)과 같이 표현한다(WAMDI Group,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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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wind data information

RDAPS ERA5 JMA-MSM
Provided by KMA ECMWF JMA

Type Forecasting data Re-Analysis data Forecasting data
Analysis period 2011–Present 1979–Present 2004–Present

Spatial resolution 12 km  31 km 5 km
Temporal resolution 3 Hourly-Data Hourly-Data Hourly-Data

Area 12.2 ˚N ~ (12 km × 491) 
101.5 ˚E ~ (12 km × 419) Global 22.4–47.6 ˚N

120–150 ˚E


 


 (3)

여기서 와 는 각각 평균 각 주파수와 평균 파수를 나타내며, 는 전체 파형경사에 의한 계수로 식 (4)와 같이 표현한다. 

     





 (4)

이때 는 에너지 감쇠계수, 는 파수에 대한 백파현상의 가중치, 는 전체 파형경사, 은 PM(Pierson-Moskowitz) 스펙트럼의 전

체 파형경사로  ×   이며, 는 를   으로 정규화한 값의 멱수이다. SWAN 에서는  , ,  는 보정할 수 있는 계수이며, 


 ×  ,   ,  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파의 주기 성분을 약 10~20% 정도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Rogers et al.(2003)는 를 0에서 1로 수정하였다. Do and Kim(2018)은 이를 활용하여 2015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동계 너울

성 고파랑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였으며, SWAN의 v40.91A부터   ×  ,   ,   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ST6의 백파

현상에 의한 에너지 감쇠항은 두 가지 위상으로 다음과 같이 식 (5)로 표현된다.

      (5)

   

∆ 
 (6)


   





′′

∆ ′
′  (7)

 여기서 는 내부의 쇄파항이며,   는 누적 쇄파항으로 각각 식 (6), (7)로 표현하며, 본 연구에서는  Rogers et al.(2012) 에서 백파의 에

너지 감쇠항 계수보정을 통하여 검증한 4가지의 매개변수 조합(DL1M1, UL1M4, UL2M2, UL4M4)을 파랑 수치모의에 사용하였으며, 이
에 대한 정량적 수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는  총 밀도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L, M은 에너지 감쇠를 조정하는 멱수, 과은 각각 

내부 및 누적 쇄파항을 조절하는 상수이다. 언급된 식들과 매개변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ogers et al.(2012)와 Wave Watch III 
(WAVEWATCH III Development Group, 201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SWAN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Table 1 ST6 parameters (Rogers et al., 2012)

Parameter   L M  

DL1M1   1 1 ×  × 

UL1M4   2 2 ×  × 

UL2M2   1 4 ×  × 

UL4M4   4 4 ×  × 

2.2 해상풍 입력 자료

파랑 수치모의는 시공간 해상풍 자료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며, 해양 전체 범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상 수치 모델의 결과

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의 파랑을 재현하기 위한 수치모델의 입력 자료로 기상청이 운용하는 현업기상예보모델인 RDAPS
의 바람 자료와 일본기상청의 JMA-MSM 자료, 그리고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 재분석자료인 ERA5를 수치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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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main grids of RDAPS and JMA-MSM

입력 바람장으로 사용하였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제공하는 ERA-Interim 자료는 시간 해상도(가 6시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악

기상 시 발생하는 파랑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Do and Kim, 2018), 1시간 간격의 시간 해상도를 가진 ERA5의 단일면 

해상풍 자료를 수치모델의 입력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RDAPS는 4차원 변분 자료 동화기법(4D-Var, Four-dimensional variational 
Data-Assimilation)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현업 지역예보모델로서 국지예보모델인 LDAPS와 함께 운용되고 있다. LDAPS의 경

우 RDAPS에 비해 시공간 해상도가 1.5km와 3시간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영역이 한반도 주변으로 한정되어 동해안 전체를 포

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해안 파랑을 수치모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Do and Kim (2018)에 따르면, LDAPS와 RDAPS의 결과를 

결합하여 파랑을 모의한 결과가 RDAPS의 결과만을 사용한 모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RDAPS를 활용하였다. 
JMA-MSM(Saito et al., 2006)의 바람자료는 일본기상청이 운용하는 중규모 기상예보모델의 결과로 모델의 시공간 해상도가 높아 우리

나라 주변 해역의 파랑 수치모의 선행 연구에서 입력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다(Kim et al., 2020; Kwon et al., 2020; Yoon et al., 2020). Table 
2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상풍 입력 자료로 사용한 3가지 모델에 대한 시공간 해상도, 영역 및 자료 제공기간 등을 기재하였다. 각 바람 자

료의 특징에 대해 요약하면, RDAPS 자료는 ERA5에 비해 공간 해상도는 뛰어나지만 ERA5와 JMA-MSM과 비교해서 자료의 시간 해상

도가 3시간으로 다소 낮다. ERA5는 공간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시간 해상도는 1시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악기상 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 조건을 고려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JMA-MSM은 나머지 두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공간 해상도(5km)가 높으며, ERA5
와 동일한 1시간 간격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Fig.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바람 입력 자료 중 전 지구 모델인 ERA5를 

제외한 RDAPS와 JMA-MSM의 운영 범위와 격자수를 나타내었다

2.3 물리계수와 격자 및 수심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델의 계산영역은 바람에 의한 풍파의 성장과 전파, 그리고 소멸을 모의하기 위해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동해 전 

해상을 포함하도록 0.05° × 0.05° 해상도의 정방격자로 구성하였다. 수치모델의 수심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d 
Atmosphere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위성 자료인 ETOPO1(https://www.ngdc.noaa.gov/mgg/global/)을 기반으로 하였다(Fig. 2(a)). 모
델의 격자 생성에 있어 JMA-MSM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의 범위가 오호츠크해 북측 일부 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영역의 모

델 격자를 Fig. 2(b)와 같이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너울성 고파랑과 같은 장주기성 파랑의 주기 성분을 정밀하게 모의하기 위해 파

랑 에너지 스펙트럼의 주파수 분할은 0.03Hz부터 1.5Hz까지 41개로, 파향은 7.5° 간격으로 48개로 분할하여 파랑 에너지 스펙트럼을 연

산하였다. 이 외에 SWAN 모델의 구동에 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 매개변수의 설정은 Table 3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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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tents
Frequency space 41 bins from 0.03 to 1.5 Hz (33–0.67 s)
Directional space 48 bins with 7.5° intervals (48 × 7.5° = 360°)
Bottom friction 0.038 m2/s3 (Zijlema et al., 2012)
Water density 1,025 kg/m3

Gravitational acceleration 9.81 m/s2 
Accuracy criteria = 99% (maximum of 99 iterations per time step)

Integration time step 20 min (Fixed)

(a) Bottom topography of model computational area (ETOPO1) (b) Domain grids of model’s computational area (white) and 
JMA-MSM (blue) 

Fig. 2 Computational domains of East Sea wave numerical modeling

Table 3 Physical parameter settings of SWAN model

Input wind RDAPS ERA5 JMA-MSM

Physics
ST6

Rogers et al. (2012)

DL1M1 RDAPS-DL1M1 ERA5-DL1M1 JMA-DL1M1
UL1M4 RDAPS-UL1M4 ERA5-UL1M4 JMA-UL1M4
UL2M2 RDAPS-UL2M2 ERA5-UL2M2 JMA-UL2M2
UL4M4 RDAPS-UL4M4 ERA5-UL4M4 JMA-UL4M4

Komen et al. (1984) Komen RDAPS-Komen ERA5-Komen JMA-Komen

Table 4 Abbreviation of parameter settings of East Sea wave numerical modeling

3. 파랑 수치모의 시나리오 및 모델구성

본 연구에서는 너울성 고파랑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대상으로 하여 파랑 관측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너울성 고파랑

이 발생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을 수치모의 기간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파랑 수치모의 기법의 경우에는 Rogers et al.(2012)가 제안한 ST6 기법을 동해안 파랑 수치모의에 적용하였다. 모델 내의 매개변수는 

Table 1에 나타낸 4가지 매개변수 조합을 적용하여 너울성 고파랑을 재현하였으며, 이를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현재 SWAN의 기본 설정인 Komen et al.(1984) 경험식을 사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모형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바람 입력 자료(RDAPS, ERA5, JMA-MSM)와 매개변수의 설정에 따른 모델 결과를 

구분하기 위해, Table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모의 시나리오들의 명칭, 바람 입력 자료, 모델 설정 및 매개변수를 요약하여 



Bongkyo Son and Kideok Do

 

Fig. 3 Locations of wave and wind observation sites from KMA & KHOA

나타내었다.
 수치모의 결과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한 파랑 관측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KHOA,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의 해

양관측부이(울릉도북동, E01; 울릉도북서, E02)와 기상청의 외해부이(동해, DH; 울릉도, URD; 포항, PH; 울진, UJ)의 정점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각 관측자료의 정점 위치와 수심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점에서 관측된 유의파고(, Significant wave 
height)와 첨두주기(, Peak wave period)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의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모델의 정확도를 정밀하게 판단하

기 위해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WINK, Wave Information Network of Korea) (Jeong et al., 2018)에서 1차적으로 자료의 품질 검증

을 거친 파랑 관측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수치모의 결과 검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Rogers et al.(2012)에서 제안된 파랑 수치모의 개선을 위해 개발된 ST6 기법과 매개변수 설정값을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동계 파랑 수치모의에 적용하며, 유의파고와 첨두주기 모의결과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공간 바

람 입력장은 국내, 일본 및 유럽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SWAN 모델의 기본 설정인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바람 입력장을 사용한 파랑 수치

모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입력 자료에 대한 파랑 수치모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파랑 수치모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모델 결

과와 관측 자료 간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한 모델 평가항목은 편차(Bias), 평균제곱근오차(RMSE, Root-mean 
square error),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일치지수(IOA, Index of agreement)로 식 (8)–(11)과 같이 표현된다. 

Bias = 


  






 (8)

RMSE = 






  



  
 (9)

 =  
  




  



 
 

(10)

IOA = 

  




   

 


  



  


(11)

여기서, 은 관측자료의 개수, 은 모델의 결과값, 는 관측값, ,  는 각각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통계 분석은 1시간 간격의 관측 유

의파고 시계열 자료에서 관측치가 1.0m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1시간 간격의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는 파고가 낮을 경우

에 발생하는 관측 자료의 오차를 제거하여 실제 예측 정확도를 공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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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r graphs of RMSE of input wind data (wind speed and direction) at 4 locations

Table 5 Skill assessment of East Sea wave model results for significant wave height

RDAPS ERA5 JMA-MSM

Location  Mean Physics Bias RMSE  IOA Bias RMSE  IOA Bias RMSE  IOA

E01 2314 2.27

DL1M1 0.25 0.60 0.85 0.90 0.41 0.57 0.92 0.91 0.19 0.50 0.89 0.94
UL1M4 0.10 0.53 0.86 0.92 0.25 0.44 0.93 0.94 0.03 0.42 0.90 0.95
UL2M2 0.10 0.52 0.86 0.92 0.24 0.44 0.93 0.94 0.02 0.42 0.90 0.95
UL4M4 0.06 0.50 0.87 0.93 0.20 0.41 0.93 0.95 -0.01 0.41 0.91 0.95
Komen 0.26 0.59 0.85 0.90 0.37 0.52 0.93 0.92 0.18 0.45 0.90 0.94

E02 2246 2.14

DL1M1 0.13 0.57 0.82 0.90 0.36 0.51 0.91 0.91 0.06 0.47 0.88 0.93
UL1M4 -0.01 0.51 0.84 0.91 0.21 0.39 0.92 0.94 -0.08 0.42 0.90 0.94
UL2M2 -0.01 0.50 0.84 0.91 0.20 0.39 0.93 0.94 -0.08 0.42 0.90 0.94
UL4M4 -0.03 0.49 0.84 0.92 0.16 0.37 0.93 0.95 -0.11 0.41 0.90 0.95
Komen 0.15 0.53 0.83 0.90 0.32 0.46 0.92 0.92 0.06 0.40 0.90 0.95

DH 2228 2.06

DL1M1 0.35 0.50 0.91 0.92 0.58 0.74 0.85 0.80 0.28 0.53 0.86 0.90
UL1M4 0.23 0.40 0.92 0.94 0.46 0.64 0.86 0.84 0.16 0.45 0.87 0.93
UL2M2 0.23 0.39 0.92 0.94 0.46 0.64 0.86 0.84 0.16 0.44 0.87 0.93
UL4M4 0.20 0.37 0.93 0.95 0.43 0.62 0.86 0.84 0.13 0.43 0.88 0.93
Komen 0.35 0.47 0.93 0.92 0.52 0.68 0.87 0.82 0.26 0.48 0.88 0.91

PH 2112 1.92

DL1M1 0.33 0.61 0.78 0.84 0.52 0.67 0.86 0.78 0.11 0.55 0.76 0.89
UL1M4 0.21 0.52 0.81 0.88 0.42 0.56 0.89 0.84 0.03 0.46 0.82 0.90
UL2M2 0.21 0.51 0.82 0.89 0.41 0.55 0.89 0.84 0.03 0.45 0.82 0.90
UL4M4 0.18 0.49 0.83 0.89 0.38 0.53 0.90 0.86 0.01 0.43 0.84 0.91
Komen 0.30 0.55 0.82 0.86 0.45 0.59 0.89 0.83 0.12 0.44 0.84 0.90

URD 2416 2.17

DL1M1 0.26 0.60 0.84 0.89 0.44 0.59 0.90 0.89 0.25 0.51 0.89 0.92
UL1M4 0.13 0.52 0.85 0.92 0.29 0.46 0.91 0.93 0.11 0.41 0.90 0.95
UL2M2 0.13 0.51 0.85 0.92 0.28 0.46 0.92 0.93 0.10 0.41 0.90 0.95
UL4M4 0.09 0.49 0.86 0.92 0.24 0.43 0.92 0.94 0.07 0.39 0.91 0.95
Komen 0.27 0.57 0.85 0.90 0.40 0.54 0.92 0.90 0.24 0.45 0.90 0.93

UJ 2250 2.01

DL1M1 0.27 0.68 0.75 0.84 0.58 0.72 0.89 0.80 0.23 0.57 0.82 0.88
UL1M4 0.16 0.58 0.79 0.87 0.45 0.60 0.91 0.86 0.11 0.48 0.85 0.91
UL2M2 0.15 0.57 0.79 0.88 0.44 0.59 0.91 0.86 0.10 0.48 0.85 0.92
UL4M4 0.13 0.55 0.80 0.89 0.41 0.56 0.92 0.87 0.08 0.46 0.86 0.92
Komen 0.27 0.61 0.79 0.86 0.51 0.65 0.91 0.83 0.21 0.50 0.86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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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observation data and ST6 (UL4M4) simulation results for significant wave height () using 3 input wind data 
sources (RDAPS, ERA5, and JMA-MSM) at 6 locations

 먼저, 파랑 수치모의시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기상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Fig. 3의 정점에서 관측된 풍속 및 풍향을 바람 입

력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기상모델 별 평균제곱근오차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4). 비교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 중인 울릉도 북동 및 북서지점(E01, E02) 해양관측부이의 경우 2017년의 바람 관측자료가 결측되어,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관측 정

점(DH, PH, URD, UJ)의 기상관측부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재분석자료인 ERA5의 풍속 및 풍향의 정확도가 

높지만, DH 정점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예보모델의 결과인 RDAPS의 오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JMA-MSM에서 생산하는 바람 

자료는 풍향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재분석자료인 ERA5와 큰 차이가 없으며, 풍속은 예보모델임을 고려할 때 그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Fig.4에서 JMA-MSM의 풍속은 재분석 자료인 ERA5보다 약 0.5m/s 내외로 높은 RMSE를 나타냄. 
 겨울철 동해안 너울성 고파랑의 재현에 적합한 바람 입력 자료 및 모델 구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치모의 시나리오별 파랑 수치모의 유

의파고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에러 통계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UL4M4 매개변수 조합을 통해 구동한 ST6 기
법의 유의파고 모의결과에서 바람 입력장에 상관없이 가장 작은 오차 (RMSE,  0.02m–0.18m)와 높은 상관계수 및 일치지수를 얻었고, 이
와는 대조적으로 DL1M1 매개변수 조합을 ST6 기법에 적용하였을 경우 모델의 재현 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개변수 설정에 따

라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UL4M4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예측한 각 관측 정점에서의 유의파고 모의 결과(RDAPS/ERA5/ 
JMA-MSM-UL4M4)는 관측자료와 함께 시계열로 Fig. 5에 나타내었다. 악기상 시 발생하는 재해성 고파랑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해, 유의파고의 관측치가 4m 이상이면서 수치모델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 기간인 2016월 12월 19일부터 31일의 4가지 매개변수(DL1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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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series of observation data and ST6 simulation results for significant wave height () with 3 input wind data sources at 
E01 and DH (12.19.2016–12.31.2016)

Table 6 Skill assessment of East Sea wave model results for peak wave period
RDAPS ERA5 JMA-MSM

Location  Mean Physics Bias RMSE  IOA Bias RMSE  IOA Bias RMSE  IOA

E01 2314 2.27

DL1M1 -0.31 0.95 0.82 0.89 -0.03 0.65 0.89 0.94 -0.54 0.96 0.86 0.89
UL1M4 -0.42 0.97 0.82 0.88 -0.20 0.67 0.90 0.94 -0.67 1.02 0.87 0.88
UL2M2 -0.38 0.95 0.82 0.89 -0.18 0.67 0.90 0.94 -0.64 1.00 0.87 0.88
UL4M4 -0.40 0.94 0.83 0.89 -0.22 0.68 0.90 0.94 -0.67 1.01 0.87 0.88
Komen -0.45 0.97 0.83 0.88 -0.28 0.69 0.90 0.94 -0.73 1.06 0.87 0.87

E02 2246 2.14

DL1M1 -0.46 1.00 0.82 0.88 -0.22 0.72 0.89 0.93 -0.69 1.08 0.86 0.87
UL1M4 -0.56 1.04 0.83 0.86 -0.39 0.78 0.89 0.92 -0.82 1.14 0.87 0.86
UL2M2 -0.53 1.02 0.83 0.87 -0.36 0.77 0.88 0.92 -0.79 1.12 0.87 0.86
UL4M4 -0.55 1.01 0.83 0.87 -0.40 0.79 0.89 0.92 -0.82 1.13 0.87 0.86
Komen -0.59 1.08 0.82 0.86 -0.46 0.83 0.89 0.91 -0.87 1.18 0.87 0.85

DH 2228 2.06

DL1M1 -0.09 1.10 0.79 0.88 0.20 1.31 0.72 0.84 -0.27 1.30 0.73 0.85
UL1M4 -0.22 1.09 0.80 0.89 0.01 1.24 0.74 0.86 -0.44 1.31 0.74 0.85
UL2M2 -0.20 1.08 0.80 0.89 0.02 1.23 0.75 0.86 -0.42 1.30 0.74 0.85
UL4M4 -0.22 1.07 0.81 0.89 -0.02 1.22 0.75 0.86 -0.44 1.30 0.75 0.85
Komen -0.24 1.13 0.79 0.88 -0.03 1.26 0.75 0.86 -0.47 1.33 0.75 0.85

PH 2112 1.92

DL1M1 -0.13 1.45 0.68 0.81 0.21 1.24 0.78 0.88 -0.08 1.37 0.74 0.86
UL1M4 -0.26 1.44 0.68 0.82 -0.03 1.23 0.78 0.88 -0.33 1.32 0.76 0.86
UL2M2 -0.24 1.43 0.69 0.82 -0.02 1.22 0.78 0.88 -0.29 1.33 0.76 0.86
UL4M4 -0.27 1.43 0.69 0.82 -0.06 1.23 0.77 0.87 -0.36 1.34 0.75 0.86
Komen -0.31 1.50 0.67 0.81 -0.07 1.24 0.78 0.88 -0.34 1.42 0.73 0.85

URD 2416 2.17

DL1M1 0.05 1.20 0.72 0.85 0.32 1.00 0.81 0.89 -0.18 1.11 0.77 0.87
UL1M4 -0.06 1.17 0.73 0.86 0.15 0.95 0.82 0.90 -0.33 1.12 0.78 0.87
UL2M2 -0.03 1.16 0.73 0.86 0.18 0.96 0.82 0.90 -0.29 1.11 0.78 0.87
UL4M4 -0.05 1.15 0.74 0.86 0.14 0.94 0.82 0.90 -0.32 1.11 0.78 0.87
Komen -0.10 1.18 0.73 0.85 0.06 0.93 0.83 0.90 -0.39 1.13 0.79 0.88

UJ 2250 2.01

DL1M1 -0.72 2.23 0.36 0.61 -0.59 1.95 0.50 0.69 -0.98 2.24 0.42 0.64
UL1M4 -0.85 2.25 0.37 0.61 -0.76 2.02 0.49 0.68 -1.11 2.29 0.43 0.63
UL2M2 -0.83 2.24 0.37 0.61 -0.74 2.00 0.49 0.68 -1.09 2.28 0.43 0.63
UL4M4 -0.86 2.23 0.38 0.61 -0.79 2.03 0.49 0.67 -1.12 2.29 0.43 0.63
Komen -0.87 2.26 0.38 0.61 -0.85 2.05 0.51 0.69 -1.16 2.30 0.45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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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series of observation data and ST6 (UL4M4) simulation results for peak wave period () using 3 input wind data sources 
(RDAPS, ERA5, and JMA-MSM) at 6 locations

UL1M4, UL2M2, UL4M4)설정의 ST6 기법의 유의파고 모의 결과를 각각 바람 입력 자료별로 구분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때 관측 

정점별로 모델과 관측자료와의 오차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의 관측 정점 중에 대표로 선정한 E01과 

DH 정점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DL1M1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매개변수(UL1M4, UL2M2, UL4M4)를 사용한 

모의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Table 5를 통해 가장 우수한 통계치를 보인 UL4M4 매개변수를 사용한 결과가 유의파고를 가장 크게 추

정하고 있으며, 관측지와 가까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able 4에서 모델 재현도가 가장 떨어지지는 결과를 보인 DL1M1 매개변수를 적

용한 결과는 나머지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랑을 더 낮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Fig. 6에서 E01 정점의 12월 23과 24일 그리고 DH 
정점의 12월 28일의 유의파고 결과를 살펴보면 3가지 매개변수 설정(UL1M4, UL2M2, UL4M4)을 사용한 결과 모두 바람 입력 자료와 관

계없이 DL1M1의 결과보다 약 0.1–0.2m 정도 유의파고를 높게 모의하였다. 하지만, 관측 유의파고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12월 22일의 결

과를 분석해보면 앞의 결과와는 반대로 DL1M1 설정에서 예측한 파고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DL1M1 매개 변수 조합의 경우에는 

ST6의 백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항의 계수를 산정하는   값을 새롭게 제안하는 ST6 기법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예측 파랑의 발달 

과정에서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파랑의 주기에 대한 모델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 시나리오별 파랑 수치모의 첨두주기 결과와 관측자료 간

의 에러 통계량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첨두주기 모의결과의 통계량은 사용한 입력 자료와 정점마다 네 가지 ST6 모
델(DL1M1, UL1M4, UL2M2, UL4M4)의 통계 분석 비교결과에 일관성이 떨어져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는 모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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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ime series of observation data, ST6 (UL4M4) simulation results, and Komen et al. (1984) formula-based model prediction 
for significant wave height () and peak wave period () at E01 and DH (12.19.2016–12.31.2016)

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상청 관측정점 UJ의 모든 첨두주기 모의결과는 상관계수가 0.51 이하로 재현도가 매우 떨어진다. Fig. 7에 유의파

고의 재현도가 가장 뛰어난 ST6 모델(RDAPS/ERA5/JMA-MSM-UL4M4)의 각 관측 정점에서의 첨두주기 모의 결과를 관측 자료와 함께 

시계열로 나타내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UJ 정점에서의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관측된 첨두주기를 모델이 재현하지 

못한다. 해당 시기에 UJ 정점에서 관측된 첨두주기 값이 다른 관측 정점에 비해 다소 작은 수치를 보임을 토대로 관측 오차가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며, 추후 파랑 자료의 품질 관리 및 자료 분석 기법을 분석하여 오차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T6 기법의 파랑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6와 SWAN 모델의 기본 설정인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수

치 모의결과를 비교하였으며, 2016월 12월 19일부터 31일의 E01, DH 정점에서의 시계열 자료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첨두주기는 두 모의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유의파고의 경우 ST6가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조

금 더 파고를 높게 모의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의파고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시간적 변동성이 큰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두 기법

간의 결과 차이가 뚜렷하다. Table 4에서 제시한 통계 분석치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RDAPS/ERA5/JMA-UL4M4는 

RDAPS/ERA5/JMA-Komen에 비해 최대 0.1m 더 낮은 평균제곱근오차와 더 낮은 편차를 가지며 일치지수와 상관계수는 동일하거나 

UL4M4가 조금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수치 모의결과는 DL1M1 설정을 사용한 ST6 기법의 결과보

다 정확도가 높지만, 다른 설정인 UL1M4, UL2M2 및 UL4M4 설정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는 매개변수의 설정에 따라 ST6 기법이  

Komen et al.(1984)의 경험식보다 유의파고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부 너울성 파랑이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기에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발생하는 파랑(너울성 고파랑 및 폭풍파 등)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적의 매개변수를 제안하면 파랑의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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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Bar graphs of (a) RMSE and (b) correlation coefficient of wave simulation results for significant wave height () and peak 
wave period () during the simulation period (11.01.2016–02.28.201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치모의 시나리오를 통해 ST6기법의 UL4M4의 매개변수 설정이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너울성 고파랑의 재현성

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바람 입력 자료에 따른 수치모델의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Fig. 9에 RDAPS와 ERA5, 그리고 JMA-MSM의 바람 입력장을 이용하여 모의한 UL4M4 설정의 유의파고 및 첨두주기 모의결과

의 평균제곱근오차와 상관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여 입력 자료에 따른 파랑의 재현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재분

석자료인 ERA5를 입력 자료로 사용한 유의파고 수치모의 결과가 DH 정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다. 이는 ERA5 
바람장이 다른 바람장과는 다르게 추후에 재분석을 통해 생산한 자료이기 때문으로, 입력 바람자료의 정확도가 유의파고의 재현에 중

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균제곱근오차의 경우에는 E01, E02를 제외한 다른 정점에서 예보자료인 JMA-MSM를 사용한 모

의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DH, PH 그리고 UJ정점에서는 RDAPS를 사용한 모의결과 보다 높았다. 이는 입력 바람자료로 재분석자료

인 ERA5를 사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유의파고의 재현도는 뛰어나지만,  시간적 변동성이 큰 고파랑의 재현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Fig.5의 2월 22일경의 모의결과와  Fig.5의 12월 24일경 E01, DH지점의 모의결과를 자세하게 나타낸 Fig.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RA5 모델에서 제공하는 바람자료는 전지구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기상청 자료(RDAPS, JMA-MSM)에 비

해 시간 해상도는 우수하지만 공간 해상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악기상시에 급격하게 상승 및 변화하는 재해성 고파랑을 재현하기 위해

서는 입력 바람자료의 공간해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첨두주기 모의결과는 상관계수가 0.5 이하인 UJ 정점을 제외

하고 분석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재분석자료인 ERA5 바람장을 사용했을 때 가장 낮은 평균제곱근오차와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첨두주기 모의결과의 평균제곱근오차는 Fig. 4의 풍속 및 풍향의 평균제곱근오차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파랑의 주기

성분 예측에 있어 입력 바람장의 풍속 및 풍향의 정확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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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의 파랑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안공학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3세대 파랑 수치모델인 SWAN과 관측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리 계수를 반영한 ST6를 활용하여 겨울철 동해안에 적용 가능한 파랑 수치모델을 구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ST6 기법의 재현도를 평가하기 위해 Rogers et al.(2012)에서 검증된 서로 다른 4가지 매개변수(DL1M1, UL1M4, UL2M2, UL4M4)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공간 바람자료(RDAPS, ERA5, JMA-MSM)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의를 실시하여 가장 재현도가 뛰어난 매개변수 

설정을 확인하였고, 기존 파랑 수치모의시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는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각 기관

에서 제공하는 시공간 바람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여, 입력 자료에 대한 수치모의 결과의 재현도를 평가하였다.
 서로 다른 4가지 매개변수를 사용한 ST6 모델에서는 UL4M4 매개변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유의파고의 재현성이 가장 뛰어났으며, 

Komen et al.(1984)의 경험식과 비교했을 때 매개변수의 조정에 따라 더 높은 재현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첨두주기의 경우 각 모

델과 관측지점, 평가항목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바람 입력 자료를 통한 수치모의 결과, 재분석자료인 ERA5를 사용하였을 때 파랑의 유의파고 및 첨두주기의 수치모의 

결과가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시간적 변동성이 큰  재해성 파랑의 예측에서는 재분석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속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보모델 자료이면서 공간 해상도가 더 뛰어난 RDAPS와 JMA-MSM이 높은 파고를 더 잘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적 변동성이 큰 고파

랑 예측에는 입력 바람자료의 풍속의 정확도보다 공간 해상도의 품질이 수치모의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ST6는 기존의 파랑 수치모의에 사용하는  Komen et al.(1984)의 경험식을 대체하여, 다양한 매개변수 설정을 통해 동해에서 

발생하는 파랑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악기상시에 내습하는 고파랑의 특성을 띄는 재해성 파랑의 예측에는 공간 

해상도의 품질이 뛰어난 바람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네스팅 기법을 연안지역에 적용하면 동해 전역에 적용이 가능한 파랑 

수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 1월 8일부터 18일 그리고 2월 21일
경에 발생한  4m 이상의 급격히 상승하는 유의파고를 잘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1월 20일 경의 URD 정점과 1월 30일경의 DH, PH, UJ 정점의 

모의결과에서도 1m 내외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태풍이나 기상 악조건일 시기에 발생하는 폭풍파나 너울성 고파랑 같은 재해성 파랑을 

예측하는 데에서, 파작용 밀도 평형 방정식으로 파랑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3세대 파랑 수치모델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

기에 악기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파랑 수치모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재해성 파랑의 예측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 분야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자료동화 기법을 파랑 예측에 적용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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